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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기도

								

서 동 신 대건안드레아 신부 / 고한성당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 위격으로 참 하느님이

열심한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는 “주님, 나에게 세상을 개

요 본성이 하나인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혁할 힘을 주소서”라고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중년에 이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기리는 오늘 우리는

르러서는 “주님, 나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느님께 무한하게 감사드리는 날

은총을 주소서”라고 빌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 죽을 날

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에 다다르자 “주님, 하느님 안에서 저 자신을 고칠 은총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

주소서”라는 최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하

느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느님을 구하는 최상의 기도를 젊은 날에 바쳤던들 훨씬 풍
요롭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하느님을

삶의 스승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71-1327) 는 순수한 마
음에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기도임을 강

찾아 자기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키
려고만 하니 안타까울 수밖에요.

조합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는 최상의 기도를 향한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위대한 행위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에 품어 기도해 볼까요? “당신이

하느님을 추구하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과 함께 하느님을

하느님을 추구한다면 좋은 것과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면 초심자들은 자꾸만 하느님께 달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편안하게 긴장

라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

을 풀고 모든 것이 흘러가게 놓아두십시오. 근심 걱정으로

에도 매혹적인 사랑, 기복적인 재물, 절대적인 권력을 얻게

애태우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순간을 기억합시다. 하느님을

해 달라고 청합니다.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엉뚱하게도 피조

찾아 머무는 초연한 이 순간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

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옛말에 “제사보

니까?

다는 잿밥에 관심 있다”라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하느님
의 창조질서가 피조물 안에 있고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주님,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창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보다 피조물에 집착하는 것

조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상의 기

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도가 당신을 찾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니 피조물에 집착
한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흐트러지지 않은 순

한편 영적 진보에 이르고 완덕에 다다른 사람은 하느님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기도임을 신앙의 감각으로 압니

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오롯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 최상의 기도는 하느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에서 최상의 기도가 잉태되고 위대한 행위로 하느님과 합일
하여 지복을 누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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