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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의탁

								

서 동 신 대건안드레아 신부 / 고한성당

오늘 복음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루가 12,13-21)는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느님은 내 아버지이기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떠나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

함을 보여줍니다. 탐욕에 가득찬 인생은 헛된 노고이므

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로 결국은 ‘허무로다, 허무!’(코헬렛 1,2)라고 할 것입니다.
근심걱정에 쉴 새도 없이 살다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
手去)임을

영적 삶의 스승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71-1327) 는 하느

깨닫고 결말이 불운함을 슬퍼할 것입니다. 사람

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도

들은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참으로 가치 있

바라지 않는 선한 의지로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일에 만

는 것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족하라고 강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께 의탁한
채 고통을 참아 낸다면 수치는 영예로, 쓰라림은 달콤함

우리는 탐욕을 경계하면서 깨어 있음으로 하느님의 뜻

으로, 어둠은 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을 추구해야 합니다. 항상 버리고 떠남으로 탐욕의 불꽃

리 큰 고통도 하느님을 거쳐 우리에게 오므로 모든 것을

을 피우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부유하여 최고의 지복 (至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합

福) 을

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탐욕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나 하느

님께서 주신 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
터 나오는 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사

여러분, 하루 종일 간절한 마음으로 되뇌어 볼까요?

로 받습니다. 무(無)에서 유(有) 를 창조하시는 하느님 뜻에

“하느님께 의탁한 채 내딛는 한 걸음은 하느님 없이 오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 인생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대양을 섭렵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막의 성자 샤를르 드 푸꼬(1858~1916) 신부님은 사하

하루가 끝날 무렵, 긴장을 풀고 회상해 봅시다. 하느님

라에서 불꽃같은 삶을 살면서 <의탁의 기도>를 지었습

께 온전히 의탁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니다.

좋았습니까? 하느님께 의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
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주님, 제 뜻이 당신 뜻 안으로 스며들게 도와주십시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제 뜻이 모든 것이 되시는 당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신 뜻에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제 뜻은 죽고 당신 뜻이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살아남으로 제가 온전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당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신 것으로 소유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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