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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derstanding of voluntary poverty 

according to St. Ignatius of Loyola

 A study focused on ‘El Camino Ignaciano’ 

Kim Youn Sook

   The spirituality of Saint Ignatius of Loyola, the founder of the Society of 

Jesus, helps those who seek God to this day to discover a full and meaningful 

self-existence. Saint Ignatius, who is perceived as the master of spirituality and 

a mystic, is well known as the author of 『Spiritual Exercises』. But Saint 

Ignatius calls himself a 'pilgrim'. This raises the need to look at the life of 

Saint Ignatius in connection with his spiritual message. In this context, this 

thesis presents the life event that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aint Ignatius’s unique ‘self-emptying spirituality’, a life of voluntary poverty 

that he practiced during his first pilgrimage from ‘Loyola to Manresa’ after his 

conversion. Previous studies have not dealt with this pilgrimage of Saint 

Ignatius and the life of voluntary poverty in detail. Therefore, by using two 

sources of Saint Ignatius’s ‘self-emptying spirituality’,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written by Pedro de Ribadeneira and the El Camino Ignaciano published 

by the province of Catalonia,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elf-emptying of 

Jesus Christ’ that Ignatius wanted to emulate during his time in this pilgrimage. 

   For discussion, this study will reinterpret the reg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pilgrimage route that time using ‘El Camino Ignaciano’ and 

analyze it from today’s point of view. In this way, it will be consider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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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voluntary poverty that Saint Ignatius practiced on this pilgrimage with 

Ribadeneira’s point of view. In the meantime, the uniqueness of Saint Ignatius’s 

'self-emptying spirituality' shown in 『Spiritual Exercises』 emphasized that the 

inner dynamism is realized by wanting and choosing the actual poverty and 

spiritual poverty of Jesus Christ. It will highl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mptying spirituality' and the life of voluntary poverty. The voluntary 

poverty that Saint Ignatius practiced during his pilgrimage from Loyola to 

Manresa was shown in the form of constantly lowering himself and giving up 

all of himself in order to abandon human desires and fill only with God’s will. 

Although it appeared outwardly in the form of ‘mortification and self-denial’, It 

was a concrete and practical expression of love that he was able to do in his 

life. This appearance of Saint Ignatius was to participate in the saving love of 

'self-emptying', the culmination of the love Jesus Christ showed to mankind. 

His desire to uplift and exalt Jesus Christ by following the 'self-emptying' of 

Jesus Christ is manifested in his earnest desire to aspiration and sincere 

confession, complete consecration, poverty and humility as a life. Saint 

Ignatius's voluntary poverty is a reminder of the ‘self-emptying of Jesus Christ’ 

even to modern Christians. Not only that, it can also provide practical help in 

following the ‘self-emptying of Jesus Christ’ in their own lives.

Key words: pilgrimage, voluntary poverty, St. Ignatius of Loyola, 

                         self-emptying spirituality, self-emptying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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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 이해

- ‘이냐시오 순례길’(로욜라-만레사)을 중심으로 -

김 윤 숙

   예수회 창립자인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의 영성은 현대에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

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자기 실존을 발견하게 한다. 성 이냐시오는 영성의 대가, 또는 신

비가로도 불리고, 특히 『영신수련』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자

신을 ‘순례자’로 부른다. 이는 성 이냐시오의 삶과 영적 메시지를 연결해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때문에 성 이냐시오의 고유한 ‘자기 비움 영성’이 형성되기까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삶의 사건을 그의 회심 후 첫 순례길인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여정 동안 그가 삶으로 실천했던 자발적 가난의 삶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는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길과 자발적 가난의 삶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어져 있지 않으므

로, 16세기의 초기 예수회원인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관점과 예수회 스페인 카탈루

냐 관구에서 발표한 ‘이냐시오 순례길’(El Camino Ignaciano)을 중심으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근원을 이 순례 여정에서 그가 삶으로 닮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서 찾는데 목적을 둔다.

   논의를 위하여 필자는 ‘이냐시오 순례길’을 통해 그 당시 순례길의 지역‧환경적 여건을 

분석함과 동시에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재해석하여, 성 이냐시오가 이 순례길에서 실천한 

자발적 가난의 모습을 리바데네이라의 관점과 함께 고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신수련』

에 나타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을 원하고 선택함으로써 구현된 내적 역동성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성 이냐

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과 자발적 가난의 삶과의 연관성을 조명할 것이다.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실천했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인간적인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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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버리고 하느님의 것으로만 채우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

았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고행과 극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성 이

냐시오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인 ‘자기 비움’의 

구원적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 성 이냐시오가 그 당시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었던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의 모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높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열망과 진솔한 고백, 자신의 온전한 봉헌과 

가난과 겸손을 삶으로 살아내는’ 간절함으로 나타난다.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

습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나아

가 자신의 삶에서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따르는데 실천적

인 도움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순례, 자발적 가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자기 비움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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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예수회 창립자인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Ignacio de Loyola, 1491-1556)는 영성의 대

가로 불린다.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귀족이며 명성 높은 군인의 삶을 꿈꾸던 세속적인 사

람이었지만, 팜플로나(Pamplona) 전투에서 심한 다리 부상을 당한 뒤에 회심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친 인물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적 메시지는 교회를 쇄신했으며 

현대에도 그의 영성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자기 실존을 발

견하게 한다.1)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가르침과 조명, 고유한 영성으로 인해 성 

이냐시오는 신비가로도 불리고, 또 『영신수련』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는 자신

을 ‘순례자’(el peregrino)로 부른다.2) 이는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께 어떻

게 나아가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다른 영성가들처럼 성 이

냐시오도 삶과 영적 메시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그의 삶을 알아야 영성을 이

해할 수 있다.3) 이 점이 성 이냐시오의 고유한 영성이 형성되기까지, 삶의 어떤 사건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다. 

   선행연구들은 성 이냐시오의 영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

려고 하지만, 그의 삶과 영성에 근거하여 ‘가난’과 ‘자기 비움’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재했다. 때문에 본고는 성 이냐시오의 삶과 영성과의 연관성에 입각해서 성 이냐시오의 

고유한 ‘자기 비움’ 영성이 형성되기까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삶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 이냐시오가 회심 후 떠난 첫 순례길인 로욜라(Loyola)에서 만레사

(Manresa)까지의 순례 여정에서 행한 그의 자발적 가난의 삶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고는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

한다. 첫째, 하느님의 관대한 은총과 부르심에 대한 성 이냐시오의 초기 응답이 그의 전 

1)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이규성 옮김, (칠곡: 분도, 2010), 10참조. 
2) 예수회 한국관구,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자서전』,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62), 52참조. 
 이하 『자서전』으로 표기한다.
3)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13참조. 



- 2 -

생애와 영성을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 안에 깊이 스며있었고, 성 이냐시오 또한 겸손된 모습으로 하느님

께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다. 이러한 모습이 스

스로 가난을 원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 이냐시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점이다. 

   둘째, 성 이냐시오가 순례길에서 실천한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서 그가 따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낮추심으로써 드러내시는 인간을 향한 고유한 사랑

방식이다. 성 이냐시오의 깊은 심연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사랑하고 

모방하려고 애쓰던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4)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었다.5)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

길에서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따르고자 했던 그의 간절함

과 절실함이 행동으로써 드러난 삶이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성 이냐시오의 고유한 ‘자기 비움 영성’의 근원과 토대는 로욜라에서의 회심과 

만레사에 이르는 첫 순례 여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 이

냐시오가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길에서 행한 자발적 가난의 삶을 고찰하여 성 이

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서 찾는 데 있다. 본고의 

기여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 이냐시오의 모습처럼 예수 그

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자신의 삶에서,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따르는데 적용하도록 실천

적인 도움을 제시한다. 

2. 연구 과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

도의 자기 비움이란 무엇인가? 둘째,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길에서 

4)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김태관 옮김, (서울: 성바오로, 1993), 38참조. 
5) 이규성, 「자발적 가난함에 대한 현대적 이해-이냐시오의 청빈 영성을 바탕으로」, 『신학과철학』, 
 26(2015, 5), 2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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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

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중심에 있었음을 어떻게 연관시켜 바라볼 수 있는가? 넷

째,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이 그의 자기 비움 영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은 무엇인가?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1장에서는 성 이냐시오의 『자서전』6)을 중심으로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길을 

고찰한다. 예수회 스페인 카탈루냐(Cataluña) 관구에서 2011년에 발표한 ‘이냐시오 순례

길’(El Camino Ignaciano, 로욜라-만레사)7)의 구간과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상황에서 순례길의 지역‧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관점에

서도 재해석하여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 담긴 의미를 창의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어서 2장에서는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길에서 나타난 성 이냐시오

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 주목한다. 『자서전』에서 언급된 지역인 아란사수(Arántzazu)와 

나바레테(Navarrete), 몬트세라트(Montserrat), 그리고 만레사(Manresa)에서 행한 자발

적 가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 담긴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 여정과 자발적 가난의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성 이냐시오 시대의 초기 예수회원인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

라’(Pedro de Ribadeneira, 1526-1611)의 저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리바데네

이라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성 이냐시오에 관한 내용과 리바데네이라의 고유한 관점을 새

롭게 제시하고 적용하여,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행위에 담긴 의의를 조명함과 동

시에 재발견하고자 한다.8) 마지막 3장에서는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의 근원이 

6) 『자서전』의 기록 방식은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루이스 곤살
 베스 다 카마라(Luis Gonçalves da Câmara) 신부에게 들려주고, 그 후에 카마라 신부가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카마라 신부는 성 이냐시오의 이야기를 주의하여 듣고는 헤어지자마자 즉시 들은 이야
 기를 글로 옮겼다. 이야기를 손질한 다음에는 필기사에게 불러주어 정서하도록 했다. 『자서전』, 7-8
 참조.
7)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길은 재구성되어 2011년 예수회 스페인 카탈루냐 관
 구에서 ‘이냐시오 순례길’(El Camino Ignaciano)이라는 이름으로 발표 되었다. 김민회, 『이냐시오 
 순례길의 첫 완주자가 전하는 길 위의 이냐시오』, (서울: 예수회 후원회, 2019), 8참조. ‘이냐시오 
 순례길’(El Camino Ignaciano)을 이하 ‘이냐시오 순례길’로 표기한다.
8)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는 스페인 톨레도(Toledo) 출신의 예수회 사제이다. 알레산드로 파르네세 
 (Alessandro Farnese, 1520-1589) 추기경에 의해 로마로 가게 된 그는 그 곳에서 성 이냐시오로
 부터 14세도 안되어 예수회 승인 몇 일 전에 예수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 1년 후에 학업을 위해 파
 리로 보내졌다. 그의 공부는 주로 루벤(Lovaina, 1542-1543), 로마(Roma, 1543-1545) 및 파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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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고찰하고, 그의 자발적 가난의 삶과 자기 

비움 영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영신수련』의 4주간의 구조가 그리스도론적인 구성이

라는 전제에서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자기 비움을 고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신수련』

을 통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 분석을 통해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

유성을 고찰한다.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이란 『영신수련』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을 원하고 선택함으로써 구현된 내적 역동성이

라는 점을 제시한다. 

3. 연구의 필요성 

   성 이냐시오의 ‘가난’의 삶과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미미했다. 가난의 삶 중에서도 성 

이냐시오가 가난의 삶으로 첫 발을 디뎠던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길과 그 여정에

서 실천한 자발적 가난의 삶에 관한 연구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성 이냐시오의 삶을 다

루는 서적들이나 학술연구에서도 성 이냐시오의 이 삶의 부분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고 

  (Padua, 1545-1549)에서 이루어졌고, 팔레르모(Palermo) 대학에서 3년 동안 수사학을 가르쳤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555년부터 1572년까지 예수회의 여러 중대한 임무들과 정부의 직무들을 수
  행 하였다. 의사의 권고로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1574), 1583년까지 톨레도에서 거주하였고, 후에 
  세상을 떠날 때 까지 마드리드(Madrid)에서 살았다. 병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회복된 그는 30년 이
  상을 작가로서의 일에 바쳤다. 그의 문학 작품은 방대하며 일반적으로 역사, 성인전(聖人傳) 및 금
  욕주의 사이를 이동한다. 그의 언어와 문체는 그를 스페인 ‘황금기’의 고전 작가들 사이에 자리매
  김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들과 전기(傳記)들을 그 시대 특유의 역사적 비평수단을 사용하여 정확
  하게 알리고 출처를 입증하는 것에 신중했다. 그의 대표작인 『로욜라의 이냐시오의 삶』(Vita 
  Ignatii Loyolae)의 초판은 라틴어로 1572년에 출판되었고, 스페인어 번역본은 1583년에 출판되었
  다. 창립자를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그의 운영과 감독의 고유한 방식과 상세함으로 그는 가장 권
  위 있는 증인들 중 한 사람이다. Charles E. O’Neill, S.I.‧Joaquín M.a Domínguez, S.I., 
  Diccionario Histórico de la Compañía de Jesús: Biográfico-temático, Ⅳ, (Roma, Madrid: 
  Institutum Historicum S.I.; Universidad Pontificia Comillas, 2001), 3345-3346, 역주. 필자
  가 사용하고자 하는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저서는 Dionisio Fernandez Zapico‧Cándido de 
  Dalmases‧Pedro de Ribadeneyra, Monumenta Ignatiana: Series quarta, Scripta de Sancto 
  Ignatio: Fontes Narrativi de Sancto Ignatio de Loyola et de Societatis Iesu initiis, 
  (Romae: Monumenta Historica Soc. Iesu, 1943)이다. 이하 ‘FN’으로 표기한다. FN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접 번역은 현대 스페인어 번역본인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fundador de la Religion de la Compañía de Jesus, (United States: Wentworth 
  Press, 2018)를 사용하고,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어휘, 표현 등의 확인과 인용에 있어서는 FN을 
  참조한다. 번역은 원문의 뜻을 크게 해치지 않고 의미를 잘 살려 의역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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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다루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성 

이냐시오의 초기 회심의 모습은 그의 세속적인 모습의 기사도의 이상이 하느님께 옮겨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거나, 초기 순례길에서 나타난 그의 행동은 거칠고 폭력적이며 성숙하

지 못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가 바라보

는 시선과 관점, 그리고 ‘이냐시오 순례길’을 통해 오늘날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 이냐시오

의 이 삶의 부분은 큰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바데네이라는 성 이냐시오

의 초기 회심의 모습은 하느님께 향하는 이들이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였으며, 하느님께 

회심하여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진솔된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부각한다.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 여정에 있어서도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타났던 그의 외적인 모습은 그 안에 내재

된 가치로 인해 버려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채워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리바데네

이라는 순례 여정에서 성 이냐시오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에 그 중심을 둔다. 

   ‘이냐시오 순례길’을 통해서는 그 순례길의 상황과 여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편

했던 자신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리고자 

했던 그의 열망과,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온 힘과 의지를 다해 겸손으

로 나아갔던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무엇보다 성 이냐시오가 이 순례 여정

에서 실천한 자발적 가난의 모습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중심에 있었고, 

이 여정은 이후 성 이냐시오의 삶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의 핵심인 ‘자기 비움’ 

영성과 고유성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오

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 이냐시오와 같은 ‘자기 비움’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서 원

하고 선택하며,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처럼 성 이냐시오가 회심 

후에 오른 첫 순례길인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과 삶으로 실천했던 자발적 가

난의 모습의 고찰은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고,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고 여겨진다.

4. 연구의 한계

   2011년 예수회 스페인 카탈루냐 관구에서 발표한 ‘이냐시오 순례길’은 성 이냐시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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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길을 역사에 의거해 충분히 고증하여 재구성하였다.9) 그러

나 현재까지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길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이 순례길에서 발견되는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학술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서전』에서 나타나는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 집중하고, 이 모습 외에 ‘이냐시오 순례길’에서 발견되고 추정되는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9)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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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 이냐시오의 순례 이해: 로욜라-만레사 

1. 순례의 이해

   자신을 ‘순례자’(el peregrino)로 표현한10) 성 이냐시오의 삶의 여정은 하느님을 온전

히 따르기 위한 ‘순례’였으며, 그가 걸었던 순례길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 

길’이었다. 본고는 먼저 ‘순례’의 일반적 의미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속 인

물인 아브라함과 사도 바오로를 통해 순례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그리스도교 순례의 시작과 예루살렘 순례를 살펴보고, 오늘날 대중적으로 알려진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Camino de Santiago)를 통해 현대의 순례의 의미를 살펴보

고자 한다.

1.1 순례의 일반적 의미  

   순례(巡禮)란, ‘돌아다니다(巡)’와 ‘경의를 표하는 예절(禮)’의 뜻이 합쳐진 단어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배례하거나11) 신앙에 의하여 성지(聖地)‧영장(靈場) 등 종교의 발생지, 

본산(本山)의 소재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

니며 방문하여 참배(參拜)하는 것이다.12) 불교에서는 석가(釋迦)와 인연이 있는 곳, 이슬

람교에서는 메카를 찾아가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루살렘 등을 목적지로 삼는다.13) 가톨

릭교회에서의 순례는 하느님과 관련된 성스런 땅, 즉 성지(聖地)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도‧회개‧보속‧감사 등의 경신(敬神) 행위의 하나다.14) 

10) 『자서전』, 52참조. 
11)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새 한한사전, (서울: 동아, 1994), 618, 1369. 
12) 국립국어연구원, 「순례」,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3694.
13) 운평어문연구소, 「순례」, 『그랜드 국어사전』, 金敏洙 감수, (서울: 금성, 1992), 1539.
14)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순례」, 『한국가톨릭 대사전』, vol. 8,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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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일이나 휴식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라면, 

순례와 여행은 각자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성격은 같다. 그러나 

떠나는 ‘목적’에 있어서 ‘순례’는 의미 있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종교적인 장소를 방문

하여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실행할 뜻을 갖고 행하는 여행을 의미한

다.15) 때문에 순례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례’ 용어가 종

교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6) 

   오늘날 ‘순례’로 번역되는 라틴어 ‘peregrinatio’는 4세기까지만 해도 특별히 종교적 

목적을 띤 여행만이 아니라 일반적 여행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순례자들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iter’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순례자들의 여행을 

일반 세속적 여행과 구분시켜주는 요소는 분명히 있었고,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점차 발

달해 감에 따라 ‘peregrinatio’는 일반적 여행에서 ‘순례’라는 독특한 그리스도교의 여행 

형태를 지칭하는 말로 변해가게 된다.17)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는 ‘peregrinatio’를 신의 

도성에 이르는 여정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 경우는 종교적 여행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그리

스도교인의 삶의 궤적 전체를 빗대어 표현하는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

다.18)

   ‘순례’는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미지로써 그리스도교에서 순례의 이미

지를 즐겨 사용하는 데에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교 성지(聖地)로 순례를 

많이 떠나거나 그러한 원의(願意)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순례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마땅히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내디뎌야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잘 묘

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순례’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각별하게 존

15) 김재현, 「중세 기독교 순례와 도시의 발전」, 『서양중세사연구』, 21(2008, 3), 208참조. 
16) 여행과 순례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미 일반 세속 여행과 순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
  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순례, 즉 종교적 여행과 일반 세속 여행 사이에 단순하
  고 선명한 경계선을 긋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학자들 중 일부는 세속적인 여행을 종교
  적 여행의 개념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또 일부는 종교적인 여행 속에서 세속적인 요소가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어떠한 형태의 여행이든지 간에 거
  기에 세속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최화선, 「고대 후기 그
  리스도교 성지 순례의 양상」, 『서양사연구』, 32(2005, 5), 36참조.
17) Ibid., 36-37참조. 최화선은 초기 그리스도교 성지 순례가 로마 문화의 일반적인 여행 전통, 종
  교 전통으로부터 점차 독특한 그리스도교적인 여행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세 차원에서 추적
  하는데, 수도원 제도의 발달을 통한 여행길의 변화, 성서 체험과 의례 강조, 그리고 성인 숭배이다.
18) 최화선,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 순례에 관한 연구: 4-6세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대학원, 2005, 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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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받는 공간으로 길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살

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다.19) 

1.2 순례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삶의 여정’으로써의 순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순례’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각별

하게 존중받는 공간, 즉 ‘성지로 길을 떠난다’는 의미와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삶의 여정’ 그 자체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여기서는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삶의 여

정으로서의 순례’에 대한 의미를 성경 인물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사도 바오로의 삶의 여정을 ‘순례’의 의미로 살펴보고자 한다.

1.2.1 구약성경 인물 아브라함20):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굳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순례의 삶 

   하느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북동쪽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21)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첫 부르심으로 구체적인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고 말씀하신다. 이

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에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응답’한다.22) 그러나 테

라(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수메르 문화의 마지막 도시라 할 수 있는)에 주저앉음으로

19) 김민,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순례이미지』,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1참조.
20) 송봉모는 『순례자 아브라함 2』에서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고(창세 11,27), 이 이름이 
  17장 5절에서 하느님에 의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까지 계속 사용된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의 이름
  에 대해 독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아브라함’을 책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다만 성경 본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표기할 것이라고 일러둔다. 
  필자도 ‘아브라함’ 이름에 대한 편의를 위해 이름의 구분 없이 ‘아브라함’이라고 표기한다.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2』, (서울: 바오로딸, 2009), 13참조. 
21) 박금숙, 『아브라함의 생애로 본 영산의 4차원 영성에 관한 신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세대
  학교 영산신학대학원, 2012, 35참조.
22)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2』, 8, 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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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아브라함의 순례 걸음도 중단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했지만, 유다 전승에 따르면 무

려 14년이나 하란에 주저앉아 버린다.23) 이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라는 두 번째 부름

을 받는다.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 고향과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였다.24) 하느님께서는 이번에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어

디로, 어떻게, 얼마 동안이나’ 등의 질문은 하지 않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에 ‘온 존재를 던지면서’ 고향과 친지와 아버지의 집을 즉시 떠난다.25)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심해지면서(창세 12,10) 살길

이 더욱 막막해진 아브라함은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방식대로 살길을 찾아 식솔

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뒤로한 채 이집트로 향한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생존 위협 앞

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향

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는 하느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적 의지만 앞세운 선택을 

한 것이다. 하느님을 등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하느님과의 단절을 자초한다.26) 아브라

함은 자신의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하느님보다 더 먼저 두고 자신의 사명을 

상실한 채 13년 동안 살기도 하였고, 아내(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란 하느님의 말씀(창

세 17,15-15)을 들으면서 불신의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창세 17,17).27)

   하느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과 불신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외

아들 이사악을 하느님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이 완성을 

이루게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란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수많은 자손을 

약속받았다. 이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의 나이 백 살이 되어 약

23) Ibid., 40-41참조.
24) 씨족이 한 고향에 모여 살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재산을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그 방패막
  이인 울타리를 떠나는 것이기에, 일단 떠나고 나면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그
  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떠나는 행위인 것이다. Ibid., 52참조.
25) Ibid., 50, 52, 74참조. 송봉모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떠나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즉시 그 말
  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교부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는 아브라함 자신이 받은 축복
  의 약속이 곧 그의 사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로 행동에 옮겨 떠났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한
  다. Ibid., 61-62참조.
26) Ibid., 101, 109참조.
27) Ibid., 257, 27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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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다(창세 21,1-2.5). 그런데 하느님은 모리야 산에 가서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신다. 아브라함이 일말의 저항감이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명령에 복종

한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한 아들의 아버지였기에 받

아들이기 어려운 명령 앞에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휘청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세를 한탄하지도,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사정하지도 않았다.28)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느

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느님께 인정을 받게 된

다.29)

   아브라함이 삶의 순례길에서 마주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즉 그가 

끝까지 하느님을 향한 순례 여정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

의 ‘철저한 의존’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 끝까지 순례 여

정을 바쳤기 때문에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다.30)

1.2.2 신약성경 인물 사도 바오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순례의 삶 

   타르수스에서 태어난(사도 9,11; 21,39; 22,3) 사도 바오로는 독실한 유다교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으며 철저한 바리사이로 처신했던 사람이다(갈라 1,13-14; 필리 

3,5-6). 그는 33년경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맨 처음으로 스테파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때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의 겉옷을 맡았었고(사도 7,58),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갈라 1,13.23; 1코린 15,9; 필리 3,6; 사도 9,1-19; 22,3-21; 

26,9-18).31) 그러던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대한 

응답’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다(사도 9,1-22; 22,6-21; 

26,12-23).32) 회심 후 그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28)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1』, (서울: 바오로딸, 2008), 35, 58, 70참조.
29) 박금숙, 『아브라함의 생애로 본 영산의 4차원 영성에 관한 신학적 고찰』, 33참조.
30)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2』, 55, 126참조.
31) 정양모, 「바오로의 생애」, 『종교·신학연구』, 8(1995, 12), 299, 304-305참조.
32) 최요왕,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영성』, 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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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 중심의 여러 교회를 창립하고(갈라 4,13-15; 사도 16,6), 마케

도니아의 수도 테살로니카로 가서 많은 시민들을 입교시키는 등 45년에서 58년경까지 선

교를 향한 그의 열정은 뜨거웠다.33) 선교 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

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질을 당한 것이 한 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입니다. …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

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

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2코린 11,25-26). 

   최요왕은 사도 바오로가 이러한 많은 고난들을 극복하고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

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의 죄 많은 자신을 향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체험’을 이야기한다.34)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바오로는 사도로서 ‘불리

움’을 받았음에 ‘순종’함으로써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1코린 1,1; 2코린 1,1), 자신

이 체험한 하느님 사랑을 근거로 맺은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그의 겸손한 응

답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송봉모는 아브라함의 삶이 모리야 체험(외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뉜다고 이야기한다.35) 그 전의 삶은 자식 때문에 항시 짓

눌리는 삶, 인간적인 삶이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놓은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

었으므로 충만한 삶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리야 사건 이후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사악을 하느님께 내놓음으로써 비로소 충만한 내적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라고 말한다. 사도 바오로 또한 그의 삶이 ‘하느님 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 오직 하느님께만 의존하고 순종

하는 아브라함과 사도 바오로의 삶은,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하느님만을 향해 걷는 삶

의 여정으로서의 순례의 의미를 보여준다.

33) 정양모, 「바오로의 생애」, 313참조. 
34) 최요왕,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영성』, 78-81참조. 
35)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1』, 2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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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리스도교 순례의 시작

1.3.1 4세기 초: 그리스도교의 공인 

   그리스도교 순례는 4세기 초 그리스도교의 공인과 이에 뒤따라 시행된 팔레스티나 성

지 건축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6) 박해받는 종교에서 황제의 후원을 받는 

종교로 변한 그리스도교는, 이전 순교자들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세속사 위에서 그리스도교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재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었다. 성스러운 장소와 순례의 문제는 바로 이 같은 시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

다. 성지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으로 순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리스도교의 구체적인 역

사가 물리적 지형 위에 새겨지고 구체적인 그리스도교 세계의 영역과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순교의 이상을 추구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게 된 사회에서 순

례자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이상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37) 그리

스도교의 공인과 더불어 지상의 구체적인 장소들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전과 다른 실질

적,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 같은 맥락에서 본격적인 성지의 발달 및 성지 순

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38) 

36) 최화선, 「이미지와 응시: 고대 그리스도교의 시각적 신심」, 『종교문화비평』, 25(2014, 3), 21참
  조. 그 이전에도 성서 속 일들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 혹은 ‘기도를 목적으로’ 팔
  레스티나를 여행한 사람들은 몇몇 있었다(에우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는 사르디스의 주
  교 멜리토(Melito of Sardis)와 예루살렘의 주교 알렉산더(Alexander)를 들고 있다).
37) 최화선,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 순례에 관한 연구: 4-6세기를 중심으로』, 1참조. 4세기 이전까지 
  ‘성스러운 장소’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성서에는 하
  느님의 성전은 지상의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신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씌어 있었고, 이는 그리스
  도교 신자들이 세계를 성스러움에 있어서 균등한 공간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4
  세기 이전에 그리스도교인들이 특정한 장소를 기념하는 의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공인 이전의 그리스도교는 지상의 장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특정한 의례를 발달시키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다. 
38) Ibid., 3참조. 최화선은 이 시기 성지 및 성지 순례가 중요하게 된 맥락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그리스도교 역사를 특수한 종교사가 아닌 보편적 역사로 서술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리에 대한 관심이다. 둘째는, 순교자들, 성인들에 대한 공경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생겨
  난 각 지방 성지의 발달을 지적한다. 넓게는 이전 순교자들의 시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좁게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지역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지역의 든든한 신앙의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해, 주교들은 지역 성인 공경을 장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성인을 중심으로 한 순
  례지도 발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셋째는, 실질적인 죽음으로서의 순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순
  교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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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5세기 초: 첫 그리스도인 황제, 콘스탄티누스 

   교회에서 4세기부터 5세기 초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엄밀하게 첫 그리스도인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성지’(holy land)라는 

개념은 없었다.39)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한 후 무엇보다

도 먼저 착수한 것은 이 새로운 종교의 위엄과 권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이 종교의 성소들을 만드는 작업이었다.40) 시기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거룩한 장소’, ‘성스러

운 곳’으로 제정하고 이곳을 순례하는 풍습이 신앙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41) 

   성지화(聖地化) 작업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사업 중 하나였다. 이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던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보편 종교로 

만드는 과정에는, 교리를 확정하는 작업 못지않게, 성서라는 텍스트 속 장소를 실제 제국

의 영토 위의 각 장소와 일치시키는 작업도 중요했기 때문이다.42) 

   4세기와 5세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교 순례의 특징은 순교자들의 무덤에 관한 신심과 

경당 순례였다.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지형은 단지 성서의 성스러운 내러티브에 의존한 

장소들만이 아니라, 비잔틴 그리스도교 속에서 점점 그 위치가 부상해가는 성인들과 관련

된 장소들로 확장되어 발달해가기 시작했다. 성인들과 관련된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의 성

지는 크게, 순교자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성인의 죽음을 기리는 장소 외, 살아있는 성인

이 거처하는 장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43) 

39) 채승희, 「4-5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도교 성지개발」, 『장신논단』, 51(2019, 12), 
  198-199참조. 본격적인 성지 개발은 4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
  스럽게 여긴 장소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장소보다 박해로 인해 순교한 자들의 무덤이나 그
  들의 유해가 있는 곳들이었고, 그곳을 찾아 기념하고 기리는 데서 순례가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4
  세기가 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서 동방의 여러 지역들을 성경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교적
  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적 ‘성지’의 개념이 시작되었고, 성지를 경배하는 풍습이 급속도로 퍼져갔다. 
  결국 엄밀하게 4세기 이전에는 ‘성지’의 개념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40) 최화선, 「What time is this place?: 초기 그리스도교 순례기 속에 나타난 성스러운 시간과 공
  간」, 『서양고대사연구』, 12(2003, 6), 129참조.
41) 채승희, 「4-5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도교 성지개발」, 198참조.
42) 최화선, 「기억과 감각-후기 고대 그리스도교의 순례와 전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7(2011, 12), 3참조.
43) 최화선,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 순례에 관한 연구: 4-6세기를 중심으로』, 9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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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예루살렘 순례 

   4세기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로마제국 속주 팔레스티나에서 결코 두드러지는 도시가 아

니었다. 속주의 주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카이사레아(Caesarea)였고, 그리스도교인들의 중

심지 역시 카이사레아였으며, 그나마 이곳도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알렉산드리아나 안

티오키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4세기 이전 필레스티나 지역과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교인들 어느 누구와도 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

으며, 예루살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의미가 퇴색해졌던 때였다고 말해지

기도 한다.44)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한 공경과 순례의 갈망이 4-5세기에 집중적으로 증가

했고, 4-5세기 이후부터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적 실제로 여기며 그 장소들을 거룩한 곳으

로 공경하며 순례하는 전통이 생겨났다.45) 4-5세기 남녀 수도승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구원역사를 기리는 성지 순례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수덕의 삶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의 상징’으로서 부상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집

트 사막과 함께 또한 거룩한 장소와 도시라는 개념과 함께 자라나던 그리스도인들의 신학

적이고 영성적인 생각을 동력으로 삼아, 자기 고향을 떠나 천상의 시민권을 추구하던 남

녀 수도승들의 또 하나의 특별한 도시가 되고 있었다.46)

   4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죽음, 무덤, 부활의 장소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 

급증은 첫 그리스도인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전적 지원과 그의 어머니 헬레나(Helena 

Augusta: c. 246/248-c.330)의 예루살렘 방문(327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엄밀하게 

황제의 관심과 황태후 헬레나의 예루살렘 방문 전까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신앙적 도전을 주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단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소의 의미

를 보존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정도였다. 성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그

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영적 중심으로 거듭났고, 황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도교 유

적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걸맞은 품격의 건물들로 주변 환경을 변모 시켜 갔다. 황실의 정

치적 역량과 성지에 대한 동경으로 순례의 길에 오른 자들이 남긴 글들과, 지역 사제, 수

44) Ibid., 60참조.
45) 채승희, 「4-5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도교 성지개발」, 202참조.
46) 전경미, 「4-5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수도적 영성과 제국주의적 양상을 중심으로」, 『신학
  과철학』, 36(2020, 5), 1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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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 감독들의 절대적 확신과 알림을 통해 성지 발굴과 개발 사업은 대대적으로 착수되

었고 꾸준히 활성화 되어갔다. 마침내 성지에 대한 공경과 성지 순례는 후기 고대 교회의 

이상적 경건의 한 양태로 자리 잡아갔다.47)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

스도교가 예루살렘을 성스러운 도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

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장소의 성스러움을 강조하지 않았고,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세상의 모든 장소는 성스러움에 있어서 균등하다고 생각한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유다교의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은 도시라는 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점 등의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도 지상의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

다.48) 

1.4 오늘날 대중적인 순례: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 순례(Camino de Santiago)

   현대 그리스도교 순례는 팔레스티나와 로마 이외에도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 등 성

모 마리아가 발현한 곳에도 순례한다.49) 오늘날 특히 주목받는 순례는 ‘카미노 데 산티아

고’(Camino de Santiago)로 불리는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 순례다. 이 순례는 그리스도교 

신자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각자의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 걷는 대중적인 

순례길이 되었다. 산티아고 순례 길은 걷는 ‘목적’에 따라 ‘도보 순례’와 ‘도보 여행’의 의

미로 나뉘게 된다.50) 여기서는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의 순례, 즉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각별하게 존중받는 공간인 성지로 길을 떠나는 순례의 의미를 산티아고 도보 순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도보 순례가 가지는 ‘내려놓음으로써 마주하게 되는 만남’으로써

47) 채승희, 「4-5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도교 성지개발」, 202-210참조.
48) 최화선,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 순례에 관한 연구: 4-6세기를 중심으로』, 60-64참조.
49)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순례」, 『한국가톨릭 대사전』, 699.
50) 김보나는 ‘도보 여행’에 대한 정의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주변 자연
  환경과 종교·문화·역사적인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걷는 종합적인 여행’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도보 
  여행은 최근 각광받는 여행 유형 중 하나인 생태관광(eco-tourism)이자 체험관광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보나, 『수단-목적 사실(Means-End Chain) 이론을 적용한 도보여행의 가치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2, 8참조.



- 17 -

의 순례 의미를 연결 지어 함께 보고자 한다.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는 ‘길’을 의미하는 ‘Camino’와 

‘성 야고보’를 의미하는 ‘Santiago’의 단어가 합쳐져 ‘야고보 성인의 길, 야고보 성인의 

순례길’이라는 의미가 있다. 말을 타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보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 순례길의 목적지는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안

치되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주교좌 성당이다. 이 

성당의 명칭은 야고보 성인(Santiago)의 유해가 별(stela)이 비치는 들판(compo)에서 발

견되었다는 설에 의한 것이다. 1,000년이 넘은 이 순례 길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 중 

‘카미노 데 프랑세스’(Camino de Frances), 즉 프랑스 길이라 일컬어지는 길이 국제적으

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역사적 전통이 깊은 길이다. 이 길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국경 

마을인 생장 피드포르에서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120여 개의 마을을 거쳐 이베리

아 반도의 북부를 가로질러 산티아고에 이르는 약 800km의 대장정이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일 25km씩 걷는다고 가정할 때 32일이 걸리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51)

   1189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교황 알렉산더 3세에 의해 로마, 예루살렘과 같은 

가톨릭의 성지로 선언이 된다. 교황은 칙령을 발표하여 성스러운 해(야고보 성인의 축일

인 7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해)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순례자는 그동안 

지은 죄를 완전히 속죄받고, 다른 해에 도착한 순례자는 지은 죄의 절반을 속죄받는다고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순례자들의 수는 12-13세기에 가장 많았다고 전해진다.52)

   중세의 순례자는 인생 최대의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우선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 가

족과 친구들에게 이별을 알렸다. 순례 출발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거친 모직물을 몸

에 두르고 짧은 망토, 넓은 차양 모자, 표주박, 식량 주머니, 순례자의 신분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가리비 껍데기를 몸에 달고 야고보 성인의 무덤을 찾아서 길고 험한 순례길에 올

랐다. 순례자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었다. 중

세시기의 순례는 확고한 신앙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순례자들은 걷기를 통해 속

51) 정성조, 『도보성지순례와 신자들의 신앙성숙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
  학원, 2019, 20-21참조. 
52) 민슬기, 『스페인 산티아고 길 도보순례의 의미와 소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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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할 수 있다고 믿었다.53)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산티아고 도보 순례는 중세 때의 순례자들이 

지녔던 마음처럼 확고한 신앙심의 확인과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길’ 위에서의 ‘체험’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됨을 볼 수 있다. 그 체험이란 순례길을 직접 

걸으면서 맞이하게 되고 겪게 되는 상황들을 통해 그동안 마주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내·외적인 감각들과 감정들과의 ‘만남의 체험’인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체

험을 자신의 신앙과 연관지어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순례길’은 ‘자신과 만나는 

길’인 동시에, ‘하느님과 만나는 길’, ‘타인과 만나는 길’이 된다. 

   민슬기는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내적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한다.54) 힘든 

여정과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거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 

여정을 통해 지난날의 자신을 내려놓았다거나 버렸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축소판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표현을 이야기한다. 정성조는 ‘도보 성지 순례와 신자들의 신앙 성

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산티아고 순례 여

정 안에서 자아와의 만남을 넘어서는 다른 목표, 즉 하느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목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55) 이는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이고, 자

신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낯선 길 위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고 이야기한다. 정병조는 자신이 체험한 산티아고 800km 순례에 대해 5회에 걸쳐 월간

지 『사목정보』에 연재한다.56) 그는 순례 여정에서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과 순례

길에서 만나는 인연들 속에서 진정 어리게 자신을 찾았고, 온몸으로 하느님을 느꼈으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발견했음을 이야기한다.

   필자는 2013년 8월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에서 주최한 ‘청년들을 위한 

산티아고 성지 순례’에 참여한 적이 있다. 110km의 최소 구간을 5일 동안 걷는 산티아고 

도보 순례를 경험하였다. 비록 5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례길 위에서 겪게 된 많은 상

53) Ibid., 16-17참조.
54) Ibid., 107참조.
55) 정성조, 『도보성지순례와 신자들의 신앙 성숙과의 상관관계』, 62참조.
56) 정병덕, 「단도리 신부의 덜렁덜렁 산티아고 (1)-(5)」, 『사목정보』, 6(10)(2013, 10), 115-117;  
  6(11)(2013, 11), 115-119; 6(12)(2013, 12), 120-123; 7(1)(2014, 01), 95-99; 7(2)(2014, 02), 
  98-1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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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들을 통해 스스로의 이기심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마주하게 된 ‘나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팀원들과의 진정한 만남’의 체험담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년주보에 싣기도 하였

다.57)

   이렇듯 확고한 신앙심의 확인과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 또는 각자가 지닌 신앙심

이 중심이 되어 떠나는 순례길 위에서 펼쳐지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스스

로 버림과 내려놓음, 그렇게 함으로써 마주하고 발견하게 되는 내·외적인 감각들과 감정

들과의 만남의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과 연결되어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마주

하게 되는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으로써의 순례의 의미를 보여준다.

2. 성 이냐시오의 회심 후 첫 순례: 로욜라-만레사

                                    

   성 이냐시오의 청년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팜플로나(Pamplona) 전투에서의 부상과 회

복, 그리고 회심에 대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첫 순례 여정과 그가 삶으로 행

한 자발적 가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여기서는 성 이냐시오가 하느님께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향하기 전의 삶의 모습과 어떻게 회심의 과정을 거쳐 하느님께로 나

아가고자 했는지 그 출발을 보고자 한다.

2.1 성 이냐시오의 성장과정과 회심 후 첫 순례를 떠나기 전(前)

2.1.1 청년기까지 성장과정(1491-1521) 

   성 이냐시오는 1491년 카스티야(Castilla) 옛 왕국의 기푸스코아(Guipúzcoa) 지방에 

있는 바스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벨트란 야네스 데 오냐즈 이 로욜

라’(Beltran Yañez de Oñaz y Loyola)와 어머니 ‘도냐 마리아 사에즈 데 발다’(Doña 

57) 김윤숙, 「나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년주보』, (2013, 9),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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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ía Saez de Balda)의 다섯 딸과 여덟 아들 사이에서 막내가 성 이냐시오다.58) 그의 

본래 이름은 ‘이니고 로페스 데 로욜라’(Iñigo Lopez de Loyola)로 알려져 있고,59) ‘이냐

시오’라는 이름은 훨씬 후, 그가 파리에서 지낼 때에 초대 교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

오에 대한 신심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60) 바스크의 주요 가문들에

서는 중세 기사 제도가 15-16세기까지 지속되었고, 역사적으로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었지만 궁정 생활에는 여전히 기사도의 이상과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무기 사용

법과 승마와 경마를 익혔고, 귀부인을 이상으로 숭앙했으며, 명예를 건 약속, 사회적 지

위, 전투에서의 용기, 개인의 명예, 실추된 명예 회복은 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었다. 사

멸해 가는 기사도는 중세 후기의 신흥 도시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둘 사이에는 영향력, 

권력, 소유권을 다투는 끈질긴 싸움이 계속되었다. 성 이냐시오는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

했다.61) 

   성 이냐시오는 1504년부터 1507년까지 카스티야의 아레발로(Arévalo)에서 지냈다. 거

기서 로욜라가(家)의 친척인 ‘돈 후안 벨라스케스 데 쿠엘라’(Don Juan Velázquez de 

Cuéllar)의 궁정 시동(侍童)으로 있었고, 아레발로 성(成)에서 궁정 교육을 받았다. 기사로

서의 능력을 함양하고 글 쓰는 법을 익혔으며 궁정 사무국에서는 서신 작성, 행정, 법률

에 대해 배웠다.62) 1515년에서 1517년 사이에 벨라스케스는 갑자기 자신의 직위, 명성, 

부를 잃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 이냐시오의 화려한 궁정 생활

도 끝이 난다. 성 이냐시오는 이후 나바라(Navarra)의 수도 팜플로나(Pamplona)로 가게 

되고, 거기서 나헤라(Nájera)의 공작이자 나바라의 부왕(副王)인 ‘안토니오 만리케 데 라

라’(Antonio Manrique de Lara)에게 의탁하게 된다.63)

   『자서전』의 첫 부분에서 성 이냐시오가 1521년까지 세상의 쾌락에 푹 젖어 있었으며, 

58)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20-21참조.
59) ‘이니고’란 이름은 세례 때, 바스크 지방의 매우 공경 받는 베네딕토 수도회 원장이며 성인(聖人)
  인 오냐 에네코(바스크어로 이니고)의 이름을 딴 것이다.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
  시오』, 10참조.
60) 『자서전』, 10-11참조. 이러한 이유로 ‘이니고’와 ‘이냐시오’를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저서들도 있
  지만, 필자는 구분 없이 ‘성 이냐시오’로 표기한다. 다만, 『자서전』에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이니고’로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니고’로 표기한다.
61)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16-17참조.
62) Ibid., 19참조.
63) Ibid., 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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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얻기 위한 강렬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무술 훈련에서 특별한 기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4) 성 이냐시오 만년에 비서로 일한 후안 폴랑코(Juan Polanco)는 1521

년까지 성 이냐시오의 삶이 영적인 생활과 거리가 멀었다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여자들을 좋아하고 도박을 하며 개인적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에 대단히 자유분방

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진술한다. ‘설사 이냐시오에게 신앙에 대한 애정이 있었

다 하더라도, 그는 신앙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피하지도 않았다. 오

히려 특히 도박과 바람피우는 일과 언쟁을 벌이는 일 그리고 싸우는 문제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를 통해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얼마나 헛되이 보냈

는지를 그려볼 수 있다.65)

2.1.2 팜플로나 전투에서 부상과 회복(1521-1522)

   1521년 5월, 성 이냐시오는 전쟁에 참가한다. 스페인 북부의 피레네 산맥에 연한 나바

라 지역은 페르난도 국왕이 1512년 정벌하여 합병한 영토로서 프랑스의 침공에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결국 1521년 봄에 프랑스군은 이곳을 침공했다. 프랑스군은 공격을 시작하

여 나바라의 팜플로나를 점령했으나 스페인 수비대는 성채에서 완강하게 버텼다.66) 포격

이 예상되던 날이 오자 성 이냐시오는 전우 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1521년 

5월 20일 포격이 거의 끝날 무렵, 포탄 하나가 성 이냐시오의 발에 명중하여 그의 한쪽 

다리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 포탄이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에 다른 쪽 다리도 심하

게 다쳤다.67) 성 이냐시오가 쓰러지자 요새 수비병들은 요새를 즉각 프랑스군에게 내주고 

64) Ibid., 40참조.
65)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로욜라의 이냐시오』, 오영민 옮김,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3, 개정판), 47-48참조. 브라이언 그로간(Brian Grogan, S.J.)은 교구 사제이며 스페인 최고 르
  네상스 역사가인 호세 이냐시오 텔레케아 이디고라스(Jose Ignacio Tellechea Idigoras, 
  1928-2008)가 저술한 『로욜라의 이냐시오: 홀로 걸어서』(Ignacio de Loyola: solo y a pie, 
  1987)를 요약해서 『홀로 걸어서-로욜라의 이냐시오』(Alone and on Foot: Ignatius of Loyola, 
  Veritas, 2008)를 출간했다.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로욜라의 이냐시오』, 6, 13참조. 
66) 『자서전』, 11참조.
67) 칼 라너‧파울 임호프 저서에는 성 이냐시오의 부상 위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 이
  냐시오는 오른편 다리 무릎 아래에 포탄을 맞아 심한 부상을 당했고, 다른 쪽 다리 또한 심하게 다
  쳤다고 말한다.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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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았다. 요새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성 이냐시오를 치료해주었고, 팜플로나에 열이틀에서 

보름 동안 두었다가 들것에 실어 성 이냐시오를 로욜라에 있는 가족에게 데려다주었다.68) 

   성 이냐시오는 중태에 빠졌다.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 먹지도 못하고 임종이 가까워

진 것 같았다. 성 요한 축일이 가까워질 무렵 의사들은 성 이냐시오의 건강에 관해 거의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지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했고, 성 이냐시오는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 전날 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의 회복은 급속히 진전되었고, 며칠 후에는 

죽을 위험은 벗어났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부러졌던 뼈가 붙어 가면서 보기에도 

흉할 만큼 불거져 나와 있었다. 출세할 마음을 먹고 있던 성 이냐시오는 이것 때문에 불

구자가 되리라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69)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는 그의 저

서에서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외모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얼마나 치중했는지를 말

해준다. ‘이냐시오는 그 당시 유행했던 매우 세련되고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부츠(bota)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여, 첫 번째 수술보다 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두 번째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를 다른 방법으로 설득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70) 성 

이냐시오는 다시 뼈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두 번째 수술을 극복해냈고, 제 발로 쉽게 서

지를 못하여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건강한 몸이 되었다.71) 회복하고 있지

만 한 달을 더 병상에서 보내야 했다. 성 이냐시오의 생각지도 못한 내적 변화는 바로 이 

육체적 회복기에 일어난다.72)

2.1.3 회심과 순례를 결심함(1521-1522)

   성 이냐시오는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 가자 평소에 즐겨 읽던 기사 소설 대신, 종교 서

적 몇 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책들은 널리 읽히던 중세 작품으로,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지 몇 년 된 것들이었다. 그중 ‘작센의 루돌프’(Ludolf von Sachsen, 

1300-1378)라는 독일 카르투시오 회원이 쓴 『그리스도의 생애』(La Vida de Cristo)가 

68) 『자서전』, 40-41참조.
69) Ibid., 41참조.
70)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24참조.
71) 『자서전』, 42참조.
72)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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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다른 한 권은 13세기 도미니코회 저술가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Jacobus de 

Voragine, 1230-1298)가 지은 『금빛 전설』(Legenda Aurea)73)이라는 성인전(聖人傳)이

었다. 그 책들을 읽고 숙고하는 가운데 성 이냐시오의 회심은 시작된다.74) 이 책들을 읽

고 난 후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서전』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두 권의 책을 여러 번 거듭 읽는 동안 그는 그 내용에 진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때로  

  는 전부터 생각해 오던 세상사를 공상해 보기도 하고 … 성 프란치스코나 성 도미니코가 한      

  일을 나도 하면 어떨까 하고 … 그런데 세상사를 공상할 때에는 당장에는 매우 재미가 있었지만,  

  얼마 지난 뒤에 곧 싫증을 느껴 생각을 떨치고 나면 만족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기분을 느꼈다. 그  

  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일, 성인전에서 본 고행을 모조리 겪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위안을 느낄 뿐  

  아니라, 흡족하고 행복한 여운을 맛보는 것이었다. …  그러다가 차츰 눈이 열리면서 그 차이점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악마에게서 오는 영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다.75)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세속적인 업적에 관한 공상과 하느님을 위한 행업에 

대한 생각 사이에서 오는 영들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부터 적지 않은 식견을 쌓

아 가면서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고 속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76)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 사랑을 위해 성인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행업을 

자신도 이루기 위하여 세속적 욕망과 야심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참회하는 순례자가 되어 

가능한 한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77) 

   슈테판 키흘레(Stefan Kiechle, 1960-)78)는 성 이냐시오가 ‘선한 영’을 따르며 자신의 

73)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가 원래 사용했던 제목은 ‘Legenda sanctorum alias Lombardica 
  historia’였다. 번역하면 ‘성인전(또는 성인과 관련해 읽어야 할 것) 또는 롬바르디아의 역사’이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청난 반응과 함께 널리 읽히게 되면서 ‘황금으로 만든, 황금처럼 
  찬란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aurea’가 붙어 ‘Legenda aurea’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해진다. 즉 
  ‘Legenda aurea’의 의미는 ‘황금으로 된(황금처럼 귀중한) 성인 이야기’가 된다. 김준한‧김지은, 
  「『황금전설』 프랑스어 번역사 연구 시론」, 『통번역학연구』, 제19권 3호(2015, 8), 187참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코부스의 이 작품의 제목을 ‘황금 전설’로 번역한다. 성 이냐시오의 『자서전』에는 이 
  작품의 제목이 『금빛 전설』(The Golden Legend)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는 『자서전』의 번역을 
  따라 『금빛 전설』로 표기한다. 『자서전』, 12참조.
74) Ibid., 11-12참조.
75) Ibid., 42-44.
76) Ibid., 43-44참조.
77) Ibid., 11-12참조.
78)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출신의 예수회 사제이다.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에 관한 학술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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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숙고하기 시작했고 성인들을 따르고 싶었으며 지난 삶에 대해 보속을 치르고자 했음

을 이야기한다.79) 그러나 키흘레는 성 이냐시오의 첫 번째 내적 회심에서는 극단적인 해

로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극단적 단식과 스스로에게 행한 편태, 극도로 빠져드

는 자기 증오의 모습 등을 거론하며 고행에 몰두하는 성 이냐시오의 행동과 태도를 부정

적으로 해석한다. 키흘레는 성 이냐시오가 지난 삶과 자신을 증오했고, 고행을 통한 과도

한 열성으로 내면에서 작용하는 악을 폭력적으로 이기려 했다고 말하면서, 성인들을 따르

겠다는 목표가 위대한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유아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기사도의 이상이 성인들에게 옮겨 간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력으로 이룬 

위대한 업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대신 고행을 통한 위대한 업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키흘레는 이러한 영성에는 예수님도 하느님의 자리도 없으며 허

영심과 명예욕, 영적 업적주의, 육체적 차원을 평가절하하는데 기인했다고 말하면서 후에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이러한 편파적 태도를 고통스럽게 보아야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는 슈테판 키흘레가 성 이냐시오의 첫 번째 내적 회심

에서 고행의 모습들에 집중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과는 다르게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

께 바치는 회심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의 모습을 부각하여 조명한다.80) 리바데네이라는 성 

이냐시오의 죄에 대한 혐오, 죄에 대한 보속의 열망과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에게 치르려

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경외하여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다. 비록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께 대한 의향과 열망이 성 이냐시오 자신에

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 성 이냐시오의 열의가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

다고 말하면서 이 첫걸음 단계에서 보이는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을 향한 돌아

섬’(Metanoia)의 모습을 상세하게 다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덮듯, 하느님께 대한 신뢰(confianza)로 무장하기 전에 이냐시오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술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많은 강의와 세미나, 피정 지도를 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2010년 독일 예수회 관구장으로 선출되었다.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저자 소개 참
  조.
79) Ibid., 28-29참조.
80)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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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결심한 의지  

  로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주 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온화하고(suave) 영원한 희생   

  (perpetuo sacrificio)으로 주님께 자신을 바쳤다. 그의 마음의 싸움과 시름 가득한 의심은 끝났  

  다. 성모님의 모습(imagen)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스러운 어머니를 통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군인이자 충실한 종(siervo)으로서 겸손하고(humilde) 열렬한 신뢰(fervorosa   

  confianza)로 자신을 바쳤다.81)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의 회심에 대하여 “그는 그 결과 우리 주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열망을 마음속에 세차게 느끼게 되었다”82)는 내용으로 성 이냐시오의 회심의 근원

과 방향을 보여준다. 

   성 이냐시오의 회심이 그 외적인 모습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과도한 열성과 고행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인해 슈테판 키흘레의 해석처럼 ‘유아적 형태,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

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자서전, 특히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가 전하는 성 이냐

시오의 회심의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내적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희생’으로, 

‘겸손하고 열렬한 신뢰’로 자신을 ‘바치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그 회심의 근원과 순수

성, 온전히 향하고 있는 대상의 방향성으로 하여금 성 이냐시오의 회심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향해 일체 돌아서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이냐시오는 기력이 회복되었다고 느껴지자 떠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 형에게 

이야기했다. 형은 성 이냐시오의 의향을 꺾을 목적으로 창창한 미래와 관직을 생각해 보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해 가며 만류했지만, 성 이냐시오는 진심을 감추지 않고서 형

의 집을 떠나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대답했다.83)

81) Ibid., 29-30, 역주; FN, 91참조.
82) 『자서전』, 45.
83) Ibid., 4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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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 이냐시오의 순례(로욜라-만레사)

   성 이냐시오는 1522년 3월에 로욜라를 떠나 첫 순례길에 오른다.84) 『자서전』에서 볼 

수 있듯이 성 이냐시오의 순례 목적지는 예루살렘 이었다.85)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아란사수(Arántzazu)와 몬트세라트(Montserrat) 성모 성지

에서의 순례는 예루살렘 순례를 준비하는 성격의 순례였고, 순례 과정에서 그가 차례로 

순방하게 되는 성지들은 중세의 순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86)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의 마지막 순례지였던 몬트세라트의 성모 성지 순례 이후, 성 이냐시오는 성지 가까이에 

있는 만레사(Manresa)로 향한다. 그 곳에서 그는 며칠만 머물려고 하였지만87) 수개월을 

보내게 된다.88) 이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만연된 흑사병 때문이었다는 의

견이 있다.89) 흑사병이 창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도시인 바르셀로나

가 통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성 이냐시오가 병을 앓았을 수도 있고, 강한 

내적 체험을 조용히 맛보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90) 여기서는 성 이냐시오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 순례 여정(로욜라-만레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84) 브라이언 그로간의 저서에는 성 이냐시오가 1522년 2월에 로욜라를 떠났다고 이야기한다. 『홀로 
  걸어서』, 68참조. ‘이냐시오 순례길’ 홈페이지에는 성 이냐시오의 순례가 1522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시작 되었다고 말한다. “Camino Ignaciano, peregrinando por el pasado”, 
  https://caminoignaciano.org/pasado/ (접속일: 2021. 2. 1)참조.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1522년 3월에 순례의 길에 오른다고 되어 있다. 본고는 『자서전』의 내용을 따른다. 『자서전』, 47, 
  12-13참조.
85) 『자서전』, 12참조.
86)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김정옥 옮김, (왜관: 분도, 1981), 14-15참조.
87) 『자서전』, 55참조.
88) Ibid., 12-13참조.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의 만레사에서의 은둔 생활을 1522년 3월-1523년 
  초라고 말한다. Ibid., 57참조. 『자서전』의 부록Ⅳ(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연표)에 더 자세한 날짜가 
  나오는데, 1522년 3월 25일부터 1523년 2월까지 만레사에 머물렀다고 말한다. Ibid., 164참조. 슈
  테판 키흘레는 성 이냐시오가 만레사에서 열 달 이상 머물렀다고 말한다.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
  의 이냐시오』, 32참조. 칼 라너‧파울 임호프 저서에는 성 이냐시오가 만레사에서 1년간 머무른 다
  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 1523년 2월 18일 바르셀로나로 갔다고 말한다.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3참조.
89)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16참조. 
90)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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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냐시오 순례길’(로욜라-만레사, 총 658.2km) 이해

   자료 1. ‘이냐시오 순례길’91)

   2011년 예수회 스페인 카탈루냐 관구에서는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Loyola)부터 만레

사(Manresa)까지 걸었을 길을 역사에 의거해 충분히 고증하여 재구성한 ‘이냐시오 순례

길’을 발표한다.92)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 총 658.2km의 이 순례길은 27일로 나누어 걷

게끔 기획되었다.93) ‘이냐시오 순례길’은 바스크(Pais Vasco)94), 라 리오하(La Rioja), 나

바라(Navarra), 아라곤(Aragón) 지역을 지나 카탈루냐의 몬트세라트와 만레사로 향하는 

길이다. 바스크 지역의 구간인 수마라가(Zumárraga), 아란사수(Arántzazu), 아라이아

(Araia), 알다(Alda), 헤네비야(Genevilla)95), 라구아르디아(Laguardia)를 제외하면 ‘카미

91) “Camino Ignaciano”, https://www.navarrete.es/turismo/camino-de-santiago
  -ignaciano/camino-ignaciano/ (접속일: 2021. 2. 6).   
92)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8참조. 
93) ‘이냐시오 순례길’ 안내서에는 하루마다 도착해야 하는 도시와 걸어야 하는 거리(km)가 안내 되
  어 있다. José Luis Iriberri, S.J.‧Chris Lowney, Guía del Camino Ignaciano, (Espana: Cluny 
  Media, 2016), 31참조. 이하 ‘Guía del Camino Ignaciano’로 표기한다.
94) 자료1. 지도에는 바스크어인 ‘Euskadi’로 표기되어 있다.
95) ‘헤네비야’는 정확히 말하면 바스크 지역이 아니라 나바라 지역으로 바스크 주와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다.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4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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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다. 즉 ‘이냐시오 순례길’은 바스크 지

역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길이 된다. ‘이냐시오 순

례길’은 산티아고 순례길 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진 길이 아니다.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

과 겹치지 않는 순수 ‘이냐시오 순례길’의 구간인 바스크 지역을 통과할 때는 순례자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산티아고 순례길 만큼 음식점, 숙박 등의 순례자들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최근 2020년 11월 24일 카탈루냐 정부는 ‘이냐시오 순례길’의 관리, 홍보 

및 보급의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바스크, 라 리오하 및 나바라 정부와 협

력 계약을 체결하였다.96)

2.2.2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로욜라-만레사)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을 ‘이냐시오 순례길’의 구간과 내

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2.1 로욜라(Loyola), 성 이냐시오의 생가(Santa Casa): 

                                              순례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다.

   ‘이냐시오 순례길’의 첫 출발은 로욜라(성 이냐시오의 생가)에서 시작된다. 성 이냐시

오가 로욜라를 떠나 순례길에 오른 것에 대해 『자서전』에는 ‘나귀 등에 올라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97)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한 줄로만 표현된 성 이냐시오의 순례가 시작되기까지 

그는 가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다. 성 이냐시오는 회심 

후 그의 변화된 마음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밝히거나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야기할 때의 

표정과 낯빛이 낯선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이야기했기 때문에98) 성 이냐시오의 내적 변화

96) “Camino Ignaciano, Actualidad”, https://caminoignaciano.org/el-gobierno
  -de-cataluna-acuerda-colaborar-con-euskadi-la-rioja-y-la-comunidad-foral-de
  -navarra-para-gestionar-y-promocionar-el-camino-ignaciano/ (접속일: 2021. 2. 3)참조.   
97) 『자서전』, 51참조.
98)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3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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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낀 가족은 성 이냐시오가 순례를 떠나기 전,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99) 

특히 보호자이며 가장이었던 형 마르틴(Martin García de Loyola)의 행동에 대해 『자서

전』에는 “이냐시오를 이 방 저 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버리지 말고, 그의 창창한 

미래와 관직을 생각해 보라고 그의 의향을 꺾을 목적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해 가며 

만류했다”100)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성 이냐시오의 결심을 포기하게 하려

는 형 마르틴의 설득이 애정을 넘어 얼마나 간절히 간청했는지, 성 이냐시오를 향한 형 

마르틴의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저서에 자세하게 나

타난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냐시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당신의 독창력, 분별력, 용기, 고  

  귀함, 호의, 왕자들과의 사이, 이 모든 지역이 당신에게 주는 선의, 전쟁 무기들의 사용과 경험,   

  전달력과 신중함, 지금 젊음의 전성기인 나이,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모두가 당신에게 대단한 기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마음대로 우리의 신뢰를 그렇게 진정으로 기만하고  

  우리 모두를 조롱하여 남겨두고 우리 집에서 당신의 승리의 트로피와 장식품과 공로에 대한 상을  

  빼앗아 없애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먼저 태어나 당신의 형이라는 한 가지 점에서만 (당신보  

  다) 우위에 있을 뿐이고, 다른 모든 것에서 당신이 (나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세요,(내 삶보다 더 소중한 나의 형제여,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하  

  는 것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구적인 모욕과 불명예로 우리 가문을 더럽히는 당신이 하는   

  일에 자신을 내버리지 마십시오.”101)

형 마르틴의 이러한 모습은 성 이냐시오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깊은 염려

와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형 마르틴은 성 이냐시오가 계획하고 있는 길을 걷게 되면 

인생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걱정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 이냐시오에 대해 말할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였다. 당시 가족들은 성 이냐시오가 가족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102) 그러나 형 마르틴의 이러한 간청에 대한 성 이냐시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냐시오는 그의 마음에 더 힘차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99)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0참조.
100) 『자서전』, 46.
101)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35, 역주; FN, 97, 99참조.
102) 안토니오 베탄코르, 『순례자의 이야기-성 이냐시오와의 만남』, 박홍 옮김, (서울: 서강대학교, 

1991), 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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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는 몇 마디 말로 형에게 대답했고, 집안을 

수치스럽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103) 

   자신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을 전(前) 후원자인 나헤라 공작을 만나러 나바레테

(Navarrete)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성 이냐시오는 나귀를 타고 1522년 3월에 로욜

라를 떠난다.104) 순례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첫걸음을 딛는 순간이다. 

 

2.2.2.2 로욜라(Loyola)-투델라(Tudela): 안정적인 상황으로부터 굳건히 거슬러 가는 여정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를 떠나 순례길에 오른 후, 초기에 일어난 일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는 나귀 등에 올라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 여행 도중에 오냐테(Oñate)까지 배웅하러  

  나온 다른 형을 설득하여 아란사수의 성모 경당에서 함께 철야 기도를 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여행길에 새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다. 오냐테에서 누이의 집을 방문하여 거기서 형과 작별하고 그  

  는 나바레테로 떠났다. 공작한테서 몇 두카트(ducat)의 돈을 받을 것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떠올  

  라 그는 그것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 공작은 이니고가 전에 얻었던 명성 때문에 원하  

  기만 한다면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받아 그 돈을 옛날에 신세 졌던 사  

  람들에게 나눠 주고, 일부는 공경이 소홀한 성모상을 단장하는 데 써달라고 기부했다. 그러고 나  

  서 자기를 따라온 하인 두 사람과 작별하고, 나귀 등에 올라 나바레테에서 몬트세라트로 길을 떠  

  났다.105)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첫 순례길에 오른 후 그에게 일어난 외적인 상황들과 함께 

초기 다듬어지지 않은 하느님을 향한 성 이냐시오의 내적인 태도에 있어서도 자세하게 이

야기한다.

103)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35, 역주; FN, 99참조.
104) 『자서전』, 46참조.
105) Ibi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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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사죄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위대한 고행을 하겠다는 뜻만을 품고 있었다. 다른 여러 성인이 행한 고행이 머리에 떠오르  

  면 당장 자기도 똑같은 고행을,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고행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었다. …   

  그는 내면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일도 없었고, 겸손이니 사랑이니 인내니 하는 덕이 무  

  엇이며 이러한 덕성들을 헤아리고 조정하는 분별심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특정한 상황 따  

  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위대한 성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행업들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뿐이었다.106)

『자서전』에서 이야기하는 성 이냐시오의 초기 순례길에서 일어난 그의 내‧외적인 사건들

의 흐름 속에는 ‘성 이냐시오의 독자적인 태도와 의지’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무엇보다 하

느님을 향한 성 이냐시오의 거칠고 서툰 내적 태도는 슈테판 키흘레가 성 이냐시오의 초

기 회심에 대하여 언급했던 내용의 한 구절인 ‘예수님도 하느님의 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초기 성 이냐시오의 영

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의 시작과 중심에 ‘열망을 심어주시는,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한다.

(이냐시오는) 그의 집을 떠난 날부터 매일 밤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disciplinarse) 습관을 들였  

  다. … 그는 자애(caridad)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자기 경멸(desprecio)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주의하지도 않았다. …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추어 그  

  당시 자신에게 더 좋아 보였던 것을 끌어안고 고집하며, 가혹함과 징벌로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여 훌륭하고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그의 모든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것은 다  

  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자신의 모범과 본보기로써 취한 성인들이 이 길(camino)을 택했  

  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냐시오의 마음에 하느님(Majestad)의 눈에 더욱 맞갖은 것  

  을 그의 모든 일들에서 찾고 구하려는 생기가 넘치는 열망(ardentísimo deseo)을 심기 시작하셨  

  다. 이것은 언제나 그의 영예(blasón)와도 같았고, 그의 모든 활동들의 영혼과 생명 같았으며, 하  

  느님의 더 큰 영광(A mayor gloria divina)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가 했던 이 고행들  

  (penitencias)에서 그는 한 계단 더 올라갔다. 비록 그가 과거의 죄들에 대해 커다란 증오        

  (aborrecimiento)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그의 바람(deseo)  

  으로 인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자신의 죄들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하느님의 영광    

106) Ibid.,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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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ia)과 영예(honra)로 인해 그의 마음은 이미 크게 불타올랐고(inflamado)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가장 격렬한 바람(vehementísimo deseo)으로 타올랐기 때문에 그는 같은 죄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헤아리지도 않았고 상기하지도 않았다.107)

초기 순례 여정에서 성 이냐시오는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자신의 여행길에 새 힘을 달

라고 기도했고, 『자서전』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란사수 성모상 앞에서 정결 서원을 했

다.108) 나바레테에서 좋은 직책을 품기보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

고,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형과 작별, 자기를 따라온 하인 두 사람109)과도 작별한다. 이러

한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외적인 애착 관계로부터 떠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 준다.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가 전하는 성 이냐시오의 영적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성 이냐시오의 초기 순례 여정에서의 내‧외적인 사건들이 단순히 성 이냐

시오의 ‘독자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순례 여정의 시작부터 ‘하느님

의 눈에 더욱 맞갖은 것을 그의 모든 일들에서 찾고 구하려는 열망을 심어주신’ 하느님의 

이끄심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초기 성 이냐시오가 품은 거친 고행의 뜻조차도 하느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격렬한 바람을 지닌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보게 한다.

   그렇다면 ‘이냐시오 순례길’은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냐시오 순례길’은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 걸었을 길을 역사에 의거해 

충분히 고증한 재구성된 길이다. 이 순례길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와 가장 흡사한 성 

이냐시오 순례길의 지리적, 환경적 상황이다.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를 떠나 순례길에 오

른 후 아란사수와 나바레테(Navarrete)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서전』에 언급된 대로, ‘이

냐시오 순례길’은 두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이 8일 동안(163.5km) 진행된다.110) 재구성된 

이 순례길을 통해 이 구간의 여정이 경사가 급한 산들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바스크 

107)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36-37, 역주; FN, 99, 101참조.
108)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0참조.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69참조.
109) 브라이언 그로간은 하인 두 사람은 가족들이 성 이냐시오가 목적지에 확실히 도착하도록 딸려 

보낸 사람들이었고, 형은 로욜라에 인접한 도시 아스페이티아에서 본당 사제가 된 형 페드로
(Pedro)일 것이라고 말한다. 『홀로 걸어서』, 68참조.

110) 로욜라(성 이냐시오의 생가)에서부터 시작된 순례길은 바스크 주의 수마라가, 아란사수, 아라이
아, 알다, 헤네비야, 라구아르디아와 라 리오하 주의 나바레테와 로그로뇨(Logroño)로 이어진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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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111)과 라 리오하 지역의 건조하고 척박한 지형, 산티아고 순례길과 겹치게 되어 산티

아고 순례길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걷게 되는 이 지역의 상황을 보여준다.112) 또한 바스

크 지역 순례길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지역도 있어서 끼니를 거르게 되거나 물도 제

대로 마시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과 바스크 지역의 초봄(3월)의 추위, 그리고 비와 안개가 

순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다.113) 이어지는 길인 라 리오하 주의 알카나드레

(Alcanadre), 칼라오라(Calahorra), 알파로(Alfaro)와 나바라 주의 투델라까지의 순례

길114)은 『자서전』에서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건이 언급되는 길은 아니다. 이 순례길은 바

스크 지역만큼 가파른 오르막이 있거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구간이 특별히 있지 않

고, 자전거로 다니기 쉬울 정도의 길로 이어진다. 그러나 알카나드레에서 칼라오라로 향

하는 길(21.5km)은 돌이 고르지 못하고 헐거워진 구간이 있어서 전진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을 확인한다. 이 여정의 순례길(알카나드레-투델라)은 자연 그 자체의 광범위한 구간을 

지나면서 눈부신 풍경에 묵상을 하게 되는 길이기에,115)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저서

에서 말하는 성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과 관련하여 바라본다면 훨씬 의미 있는 여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냐시오 순례길’을 통해 그 당시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를 떠나 처음 순례길에 오른 

후 마주하며 겪어야 했던 순례길의 지리적, 환경적 상황들과 여건들을 오늘날 유추하며 

바라볼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실제 그 길을 체험함에 있어서도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은 결코 편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다. 처음 가졌던 기대와 설렘과는 다르게 예상

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함은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몇십 번이고 편했던 지난

111) 수마라가에서 아란사수로 향하는 둘째 날의 여정에는 해발 1273m인 아리우르딘(Arriurdin) 산
을 넘어가고 산 정상 바로 옆에 있는 비오스코르니아(Biozkornia) 고개도 넘어가야한다.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2-23참조. 비오스코르니아를 향한 900m의 가파른 오르막은 이 단계를 많
은 인내와 선한 정신으로 이겨내기 위한 도전을 만든다. 또한 셋째 날의 여정인 아란사수에서 아
라이아에 도착하기 전에는 가파른 경사로 내려간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39, 45참조. 
여섯째 날의 여정인 헤네비야에서 라구아르디아로 갈 때에도 또다시 산을 넘어야 한다.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40-41참조.

112) Guía del Camino Ignaciano, 70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43참조. 
113) 셋째 날의 여정인 아란사수에서 아라이아로 향하는 길(18km)까지는 아란사수가 워낙 깊은 산속

에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31참조. 알다, 헤네
비야 지역은 상점, 레스토랑, 그리고 음료나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바(bar)가 없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52, 57, 118참조.

114) 로그로뇨부터 투델라까지의 길은 ‘이냐시오 순례길’에서 아홉 번째 날부터 열두 번째 날까지의 
구간이며, 이 길의 4일 동안의 총 거리는 103.3km이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31참조.

115) Guía del Camino Ignaciano, 78, 85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6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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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떠오르게 하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힘

들고 지치게 하는 순례길의 상황은 성 이냐시오를 다시 그의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요인

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외적인 애착관계와 단절했고, 초기 거칠고 서툴렀

지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한 고행의 뜻을 열렬하게 품었다. 그렇기에 ‘이냐시오 

순례길’에서 확인되는 고되고 힘든 순례 길의 여건과 상황을 『자서전』에서 나타나는 당시 

성 이냐시오의 초기 순례 여정에서의 내‧외적인 사건들에 비추었을 때 두드러지게 부각되

는 것은 성 이냐시오의 ‘편하고 쉬운 상황으로부터 굳건히 거슬러가는 실천적인 행동의 

모습’이다. 그의 순례 여정에서 이러한 행동의 근본 원동력은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가 

전하는 성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순례 여정 시작부터 깊이 자리하시며 그에게 불타는 열

망을 심어주셨던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발견된다. 

   이렇듯 초기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의 근본적 의미는 순례길의 지리적, 환경적 요

인, 편하고 안정적인 삶으로부터 거슬러가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 그리고 열망을 심어주

시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한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고 채워졌을 때 그 온전한 의미를 재

발견할 수 있다. 

2.2.2.3 투델라(Tudela)-프라가(Fraga): ‘하느님께 내어맡김’의 여정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의 순례 중도에 일어난 일화 하나를 다룬다.

그가 여행을 계속해 가고 있을 때, 나귀를 탄 무어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나란히 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무어인의 말이, 동정녀께서 남자를 모  

  르고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출산 이후까지도 처녀의 몸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  

  다. … 이 순례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보았지만 끝내 그 사람의 의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  

  고 나서 무어인은 걸음을 재촉하여 눈앞에서 사라져 가버리고 말았다. … 마땅히 성모님의 명예를  

  지켜 드려야 했는데 무어인이 감히 성모님에 대해 그따위 못된 말을 하게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는 생각이 들자 무어인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무어인을 찾아가서 그가 말한 것을 이유 삼  

  아 그를 단검으로 찌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이 순례자는 그 목적과 그가 수행하고자 했던 의  

  무가 무엇인지 분간하지도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 욕망의 싸움에서 허덕였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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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인을 향한 성 이냐시오의 격한 분노와 거친 감정은 이후 그가 나귀의 선택에 몸을 맡

겨 무어인의 길과는 반대로 가게 됨으로써 마무리된다.117)

   브라이언 그로간의 저서에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에서 자기 성찰

을 했지만 더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였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오직 관대한 

마음만을 요구하셨다고 확신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참회 행위를 따라 하기만 하였을 

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118) 슈테판 키흘레는 조금 

더 나아가 이 일화가 종교적 광신에 빠진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한다.119) 

키흘레는 성 이냐시오가 폭력을 통해 자신이 거룩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관철하고자 했고, 

근본적으로 성 이냐시오에게는 귀부인의 명예가 중요했다고 말하면서 종교적으로 변신한 

기사가 비신앙인에 대항해 귀부인을 폭력적으로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가 이 일화를 보는 시선은 다르다. 리바데네이라는 무어인

과의 이 일화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성 이냐시오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이며, 그렇기에 

성 이냐시오가 품은 거친 감정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하느님의 선하심(la bondad divina)은, 자신의 지혜와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섬  

  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지시하시므로 나귀가 무어인이 갔던 넓고 평탄한 길  

  이 아닌 이냐시오를 위해 그에게 더 적합한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님께서 이 종(siervo)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고, 이냐시오는 어떤 원칙과 수단으로부터  

  그렇게 높은 완전성(perfección)의 정점(cumbre)에 올랐다. 왜냐하면 복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비옥하고 무성한 땅처럼 덕이 있는 영혼은, 곧잘 여러 번 그들의 악덕이 나타나고, 재  

  배하고 경작하면 있을 수 있는 미덕과 결실을 나타내는 잡초와 같기 때문이다. 모세(Moises)가 경  

  작되지 않은 땅과 같이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처럼,120) (그것은 비록 부덕하지만) 위대한 일을 위  

  해 가졌던 그의 큰 비옥함과 타고난 힘의 표징을 나타낸다.121)

116) 『자서전』, 52-53.
117) Ibid., 53참조.
118)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3-74참조.
119)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1참조.
120) 탈출기 2,12.
121)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38-39, 역주; FN, 101, 1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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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그로간의 저서와 슈테판 키흘레가 바라보는 무어인과의 이 일화는 무어인을 향

한 미성숙하고 폭력적인 성 이냐시오의 인간적인 욕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 이냐

시오가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방이 범한 무례함에 거칠게 반응하는 모습에 대하여 성인들

의 참회 행위만을 따라 하기만 하였을 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거

나 종교적 광신에 빠졌다고 해석함으로써 성 이냐시오가 마치 회심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

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반대로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는 이 일화에서 ‘하느님

께서 성 이냐시오를 인도하신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고, 무어인을 향한 성 이냐시오의 거

친 감정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높은 완전성의 정점’에 올랐다고 강조한다. 성 이냐시오의 

성숙되지 못한 마음 상태는 성급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거친 감정이 악일 

수는 있지만 성 이냐시오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자 하였으

므로 그 마음은 비옥한 땅과 같이 덕을 잘 살리기 위해 재배되어야 하며 모세와 같이 위

대한 일을 위해 타고난 힘의 표징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성 이냐시오가 품은 충동적이

고 거친 감정은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그 감정과 마음가짐 안에 내재된 

가치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소중하게 가꾸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하느님께서는 성 이냐시

오의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불완전함에 대하여 성찰과 통제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그곳

에 계셨음을 말해준다.122) 

   ‘이냐시오 순례길’을 통해 이 순례길의 환경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요소까지 함께 보는 

것은 순례 중반부에 접어든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냐시오 순례길’은 성 이냐시오의 무어인과의 일화와 관련된 지역과 몬트세라트

에 당도하기 전인 투델라에서 프라가까지의 순례길이 8일(220.4km) 동안 진행된다.123) 

이 순례길에서 무어인과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사라고사(Zaragoza) 전에 위치하는 페

드롤라(Pedrola)라고 불리는 마을 근처이다.124) 무어인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일어났을 당시에 속하는 순례길인 투델라부터 알라곤(Alagón)까지의 길(61km)은 순례자

122) Guía del Camino Ignaciano, 97참조.
123) 투델라(Tudela)부터 시작된 순례길은 아라곤(Aragón)주의 가유르(Gallur), 알라곤(Alagón), 사

라고사(Zaragoza), 푸엔테스 데 에브로(Fuentes de Ebro), 벤타 데 산타 루치아(Venta de 
Santa Lucía), 부하랄로스(Bujaraloz), 칸다스노스(Candasnos), 프라가(Fraga)로 이어진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31참조.

124) Guía del Camino Ignaciano, 97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70참조. 칼 라너‧파울 임
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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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나 마을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어서 물을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

다.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의 연속이며, 나무가 많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그늘에서 쉬

는 것이 어렵다.125) 이후 이어지는 사라고사부터 프라가(Fraga)까지의 순례길(159.4km)

은 그 상황과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사막과도 같은 길,126) 마을이 없는 대부분의 지역, 

상점과 숙박시설의 부족,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없는 환경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박의 문제, 생활에서 필요한 물의 부족으로 인해 최소한의 위생

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한다.127) 길 자체는 걷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척박

한 지형과 황무지 길로 인해 고립감과 황량함이 느껴지는 순례길이다.128)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열악한 환경의 순례길에서 자신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 나귀를 이끌고,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걸음129)에서 오는 힘듦이 성 이냐시오 자신

에게 순례길에 오른 것에 대한 의문과 후회의 감정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마음과 감정 상태로 하느님을 찾는 일은 어려우며,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부터 구하려는 행동이 우선시된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열악한 순

례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그 마음가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무어인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 이냐시오는 성모님을 수

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130) 순례에 대한 회의감이 아닌 나귀에 몸을 맡겨 순례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 그렇기에 ‘이냐시오 순례길’에서 확인되는 열악한 순례길의 여건과 상황을 

『자서전』에서 나타나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에 비추었을 때 부각되는 것은 성 이냐시오의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 근본에는 성 

이냐시오의 불완전함을 다루시고 가르치시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125) Guía del Camino Ignaciano, 90, 96참조. 투델라에서 가유르까지 가는 길 중간에는 머물 숙  
소가 없고, 가유르에 도착하기 전 13-14km 중에는 어떠한 마을도 없다.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
오』, 66, 68-69참조.

126) 사라고사 직후 순례길(푸엔테스 데 에브로-칸다스노스)은 사막과도 같은 풍경으로 들어간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112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79참조.

127) Guía del Camino Ignaciano, 112-115, 118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80, 82, 84참
조.

128) Guía del Camino Ignaciano, 90, 110, 113, 119-120, 122, 126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
시오』, 80, 88참조.    

129) 성 이냐시오는 팜플로나 전투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평생을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살아야 했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112참조. Brendan McManus, S.J., The way to manresa:      
   discoveries along the ignatian camino, (Chicago: Loyola Press, 2020), 11참조. 
130) 『자서전』, 5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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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2.2.4 프라가(Fraga)-만레사(Manresa): ‘하느님을 향한 열망’의 여정

   무어인과의 일화 이후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몬트세라트에 당도하기 전, 예루살

렘에 가기 위한 순례자 의복과 순례에 필요한 순례자 지팡이, 그리고 자그마한 표주박을 

샀다고 이야기 한다.131) 그러면서 몬트세라트로 향할 때의 성 이냐시오가 품은 마음 상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늘 하듯이 하느님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몬트세라트로 갔다. …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갑옷을 갈아입기로 결심했던 몬트세라트의 성모 제단 앞에서 앉거나 눕

지 않고,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온 밤을 깨어 지키기로 했다.”132) 이어서 성 이냐시오가 몬

트세라트에 당도하여 일어난 일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자서전』에는 몬트세라트로 향하는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에 대한 더 이상의 내용 

없이 바로 몬트세라트에 당도한 이야기로 이어지지만, 그 당시 성 이냐시오의 순례 상황

과 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냐시오 순례길’에 나타나는 순례 종

반부에 해당하는 순례길133)의 지역‧환경적 상황은 바스크 지역에서의 순례처럼 경사가 급

한 산들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거나, 라 리오하 지역의 척박한 지형과 아라곤 주의 환경

처럼 사막과 같은 황무지의 땅은 아니다. 초‧중반의 순례길에서는 마을이 없는 대부분의 

지역으로 인해 숙박, 음식, 물 등의 순례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 순

례 종반부의 순례길은 마을과 인접한 길이 대부분이어서 순례를 이어가는데 이로움을 얻

는 부분도 있다.

   순례 종반부의 이 순례길이 날씨의 영향과 가파른 언덕들134)과 같이 외부 환경에서 오

131) Ibid., 53참조. 
132) Ibid., 53-54. 
133) 프라가(Fraga)부터 시작된 순례길은 카탈루냐(Cataluña)주의 예이다(Lleida), 엘 팔라우 당글레

솔라(El Palau d’Anglesola), 베르두(Verdú), 세르베라(Cervera), 이구알라다(Igualada), 몬트세
라트(Montserrat), 만레사(Manresa)로 이어진다(190.6km). Guía del Camino Ignaciano, 31참
조.

134) Guía del Camino Ignaciano, 130, 136, 146, 156, 163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89, 10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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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순례 종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순례자 

자신의 체력 또는 건강 상태이다. 고된 장거리 순례로 인한 몸과 마음의 지침은 긴장을 

놓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약간의 경사진 길에서도 쉽게 부상을 입는 등의 위험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한 더 극단적인 상황은 순례를 포기하는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성 이냐시오는 순례길에 올랐을 때 팜플로나 전투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한쪽 다리가 

온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다리에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나귀를 타고 

순례할 때도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135) 

브라이언 그로간은 성 이냐시오가 순례자복과 지팡이, 표주박에 외에 샌들 한 켤레도 구

입했는데, 샌들을 두 짝 다 사용하지 않고 불편한 발에 한 짝만 신은 상태로 몬트세라트

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한다.136)

   성 이냐시오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의 마지막 순례지인 몬트세라트에 이르기까지 약 

190km의 순례길을 더 가야 했다. ‘이냐시오 순례길’의 일정으로 본다면, 6일이 걸리는 

여정이다.137) 오늘날 순례에서는 부상이나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더 이상 걷는 것이 어

려울 때 택시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걷지 못하게 되는 그 순례길의 구간을 

극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 이냐시오는 어떤 

지도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길에는 어떠한 표지도 있지 않았고, 그가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할 가능성 또한 없다. 때문에 성 이냐시오는 순례길에서 다른 여행자

들을 만났을 때 근처 마을로부터 자신이 떨어져 있는 거리와 순례길에서 가능한 숙박 시

설, 그리고 전방에 도적들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것이다.138) 때로는 나귀

를 타고 때로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절룩거리며 몬트세라트로 온 힘을 다해 향하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의 몬트세라트에서 일어난 사건들139)을 다룬 후 그가 만레사

135)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5참조. Guía del Camino Ignaciano, 151참조.
136) Ibid.
137) Guía del Camino Ignaciano, 31참조.
138) Ibid., 19참조.
139) 관련된 내용은 본고의 3장,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로욜라-만레사)’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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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resa) 마을로 향했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해 만레사로 

간 이유도 있지만, 그곳에서 며칠 머물면서 지금까지 소중히 지녀왔고, 크게 위안을 받아 

왔던 책140)에다 몇 가지를 써넣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이야기한다.141) ‘알렝 기옐무’는 

만레사로 향한 성 이냐시오에 대하여 예루살렘 순례에 앞서 성 이냐시오는 우선 몇 개월 

동안 자신이 겪어 온 체험을 종합해 보고 묵상하며 자신이 바라는 영성의 모습이 어느 정

도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 되새겨 볼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라고 말한다.142) 이는 만레

사에서의 머무름이 성 이냐시오의 순례의 끝이 아닌 순례의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더 나

아가 성 이냐시오의 삶 전체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여정이었음을 

말해준다.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에서 성 이냐시오는 고되고 힘든 순례길의 상황들

을 연일 마주해야 했다. 온전하지 않은 자신의 몸 상태는 순례 종반부에 들어선 그에게 

더욱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늘 하듯이 하느님 사랑을 위하

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머릿속에 그렸고, 몬트세라트 성모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

거나 서서 온 밤을 깨어 지키는 다짐을 한다. 이처럼 성 이냐시오의 순례 종반부의 여정

은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표현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하느님을 기쁘게 하

고자 하는 생기가 넘치는 열망(vivos deseos)’143)이었음을 발견하게 한다.

3. 소결론: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순례(로욜라-만레사)의 의미

   이제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순례의 의미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하

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의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망적인 응답’이다. 다

140) 몬트세라트 성모 성지에서 성 이냐시오에게 고해성사를 준 ‘장 샤농’(Jean Chanon) 프랑스인 
수사 신부는 성 이냐시오에게 죄를 소상히 살피게 하는 통상의 성찰서 외에 『영적 생활을 위한 
수련서』(Exercitatorio de la vida spiritual)를 주었을 것이다. 이 책은 수도원장인 ‘가르시아 히
메네스 데 시스네로스’(García Jiménez de Cisneros)가 저술한 것으로 성 이냐시오에게 많은 영
향을 주었다.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1참조.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7
참조.

141) 『자서전』, 55참조.
142)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17참조.
143)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3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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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성 이냐시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회심으로서 ‘하느님을 향해 나

아가는 여정’이다. 성 이냐시오는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귀족이며 명성 높은 군인의 삶을 

꿈꾸던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자서전』의 첫 부분에서는 성 이냐시오가 1521년까지 세상

의 쾌락에 푹 젖어 있었으며, 명성을 얻기 위한 강렬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특별한 기

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4)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저서는 이 점에 관해 구체

적으로 들려준다. 성 이냐시오가 팜플로나 전투에서 입은 다리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매우 세련되고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부츠(bota)’ 때문에 첫 번째 수술

보다 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두 번째 수술을 하려고 하는 성 이냐시오를 다른 방법으로 

설득할 수 없었다고 전함으로써 자신의 외모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치중했던 성 이

냐시오의 모습을 보여 준다.145) 브라이언 그로간은 후안 폴랑코의 진술을 인용하며 성 이

냐시오의 회심 이전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개인적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에 대단히 자유분방했으며 도박과 바람피우는 일, 언쟁을 벌이고 싸우는 

문제에서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146) 이렇듯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기 이전에 그

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느님께서 가나안 북동쪽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세상

의 권력과 명예에 가치를 두었던 성 이냐시오가 팜플로나 전투에서 입은 다리 부상은 그

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의 시작으로 간주된다. 성 이냐시오는 부상 후 육체적 회복기 때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세속적 업적에 관한 공상과 하느님을 위한 행업에 대한 생각 사이

에서 오는 영들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지난날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

면서 속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 사랑을 위해 성인들이 이

루었던 위대한 행업을 자신도 이루기 위하여 세속적 욕망과 야심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참

회하는 순례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한다.

   성 이냐시오는 순례를 떠나기 전에 가족의 간절한 만류를 겪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더 힘차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례길에 오른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루카 5,11참조),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루카 9,62참조)처럼 성 

144) 『자서전』, 40참조.
145)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24참조.
146)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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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시오는 가족까지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순례길에 오른다. 이전 삶을 

멈추고, 오로지 하느님의 손길에 의지한 채 순례길에 오른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하느님

의 부르심에 대한 열망적인 응답의 실제적 행동이었다.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의 ‘로욜라의 이냐시오가 현대의 예수회원에게 주는 

훈화’의 다음 내용은 성 이냐시오의 회심과 순례 결심에 내재된 근원과 방향을 보여준다.

나의 회심 이래, 내게 있어서 예수라는 분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세상과 나를 향해 오시는 하느님  

  의 연민과 애정이었다. 이 애정 속에는 순수한 신비의 불가해성이 모두 들어 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예수의 단일성이나 넉넉지 않은 여건 속에서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무한자를 발견하려는 의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과 말들의 집합체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은 나를 한 번도 당황시킨 적이 없다. 팔레스티나로의 여행은 통로가 없는  

  분을 향해 나가는 것이었다. … 성지에 대한 나의 갈망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예수께 대한 갈망이었다. … 나는 가난과 겸손을 사신 예수를 따라서 살기로 선택하였다. … 나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의 규칙으로서 예수께 대한 미친 듯한 사랑이 내게 영감을 주는 대  

  로 하고자 했을 따름이다.147)

성 이냐시오에게 회심은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열망으로 인해 자신이 소중히 지녔던 삶의 

가치를 버리는 선택이었다. 순례는 자신이 익숙했던 삶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의 실천적 표현이다. 이처럼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순례란 하느님

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망적인 응답’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냐시오 순례길’을 통해 성 이냐시오가 실제 걸었을 그 당시 순례길을 유

추하여 순례길에서 겪을 수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성 이

냐시오의 순례 초반에 해당되는 바스크 지역과 라 리오하 지역에서의 순례는 경사가 급한 

산들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건조하고 척박한 지형을 걸어야 한다. 바스크 지역의 초

봄의 추위와 비, 그리고 안개는 순례에 영향을 미치며, 음식이나 물을 얻기 힘든 환경이

다. 이러한 순례 여건은 처음 순례를 시작하는 순례자의 의지를 약화시켜 순례를 떠나기 

전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부추길 수 있다. 

147)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38,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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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례 중반에 해당되는 아라곤주에서의 순례는 사막과도 같은 길, 황무지와 같은 척박

한 땅을 걸어야 한다. 햇빛을 피할 수 없는 환경, 마을이 없는 대부분의 지역으로 인해 

숙박과 최소한의 생활, 위생이 어렵다. 이러한 여건에서의 순례는 고립감과 함께 순례에 

대한 회의감, 후회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순례를 떠나는 목적인 하느님을 

찾고 구하려는 마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성 이냐시오의 순례 종반은 가파른 언덕들을 오

르내리는 카탈루냐주에서의 순례이며, 순례 종반에 이르는 순례길에서는 순례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가 더욱 중요시된다. 고된 장거리 순례로 인해 몸과 마음의 지침은 순례를 포기

하는 선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냐시오 순례길’이 성 이냐시오의 순례와 관련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이 나이 백 살이 되어 얻게 된 아들 이사악을 하느님께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도 한 아들의 아버지였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느님의 명령 앞에서 상당히 

힘들어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성 이냐시오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행동으로써 로욜라에

서 순례길에 올랐을 때 예상치 못한 순례길의 상황과 환경의 마주함은 처음 다짐했던 순

례의 결심과는 다르게 그를 당혹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열악한 순례 환경

은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편했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기 

마련이고, 온전하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의 순례는 괴로움과 함께 순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몸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순례길의 상황과 자신의 

온전하지 않은 건강 상태에 대하여 성 이냐시오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다시 과

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도 않았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한 고행의 뜻을 열렬하게 품었고, 마음가짐에 조

금도 흔들림 없이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으며,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

로 가득했다.

   성 이냐시오에게 순례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선택

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복음적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스

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는 여정이었다.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은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

로 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 여정은 성 이냐시오에게 불타는 열망을 심어주신 하

느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로욜라부터 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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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까지의 순례는 성 이냐시오에게 순례의 끝이 아닌 성 이냐시오의 삶 전체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출발과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는 여정이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성 

이냐시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례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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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 로욜라-만레사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과정의 시간이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가

난’의 일반적 의미와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가난’에 관한 성 이냐시오의 

이해를 고찰하여 그의 자발적 가난의 의미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 ‘가난’의 이해

1.1 ‘가난’의 일반적 의미

   ‘가난’이란, 재산이나 수입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 시달리거나 부대끼어 

괴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貧困)의 단어로도 쓰인다.148) 빈곤은 연구하는 연구

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en’(1992)은 우리 모두가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기본적 능

력에는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 능력 등이 포함된다. ‘Beveridge’(1942)는 

노령인구의 사람이 소득중단 시기 동안,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소득에 못 미치는 상태

를 빈곤으로 정의하였고, ‘Mack and Lansley’(1985)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필수품이 

148) 국립국어연구원, 「가난」,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9참조. 이기문 감수, 「가
난」,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55), 5참조. ‘빈곤’(貧困)은 가난하고 궁색하여 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가난’과 ‘빈곤’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난’과 ‘빈곤’의 정의는 다루
어지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두 의미에 경계선을 정확하게 긋는 것은 쉽지 않다. 김수영은 그의 논
문에서 ‘가난’과 ‘빈곤’의 단어가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두 단어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르면, 다만 빈곤이 사회과학적 이론에 입각한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면, 가난은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공감의 단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논문에서 
필요에 따라 두 단어를 혼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김수영, 「가난한 사람의 수치심 돌보기」, 『신학
과실천』, 61(2018, 9), 444참조. 이와 같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난’이 ‘빈곤’의 단어로도 쓰인다는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가난의 일반적 
정의’를 다룸에 있어서 ‘가난’과 ‘빈곤’의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가난’과 
‘빈곤’의 단어 표기는 인용한 자료의 원문을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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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다.149)

   일반적으로 빈곤의 용어 개념은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한다. 물질적인 빈곤의 개념과 

함께 비물질적인 빈곤의 개념도 수반되는데, 이는 매우 광의의 것으로 정신적 무기력, 문

화적 공허감, 소외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빈곤은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만성적이고도 지속적인 물질적 결핍을 의미한다. 물질적 결핍은 구체적으로 

한 단위의 경제주체가 갖는 자원에 대한 지배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 빈곤을 논의함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의 두 유형이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

요한 의‧식‧주 생활의 최저 소비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소득 밖에는 지배하지 못하는 소비 

단위의 개인 또는 가계의 가난함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칭적으로 상대적 빈곤이란 한 소

비 단위로서의 개인이나 가계가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빈곤감을 기초로 하여 이

와 상응하는 소득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소득 밖에는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 느끼게 되는 

효용으로서의 가난함을 의미한다.150)      

   ‘가난’을 물질적 결핍의 의미로 사용한 ‘가와카미 하지메’는 저서에서 ‘가난은 불행’이

기 때문에 ‘퇴치’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151) 그가 말하는 가난이란 심신의 건전한 발달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자조차 얻을 수 없는 상태이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받아들

여진 가난이다.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의미의 가난은 사람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가와카미 하지메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이 정의한 가난의 의미를 더 극단

적으로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맹자가 말하는 항산(恒産: 일정한 재산)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다. 백성의 경우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恒心: 한결같은 마음)도 없다.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 어찌 그들로 하여금 덕을 

밝게 하고 서로 친하여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할 수 있겠는가.”152)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의 원인은 경제 문제가 가장 말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문제라고 지적

한다.

   오늘날 빈곤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의 집단적인 문

149) 김성태 외, 『우리나라의 빈곤 함정』, (서울: 해남, 2013), 18참조.
150) 윤석범, 『한국의 빈곤』, (서울: 世經社, 1994), 21-22, 93-94참조.
151) 가와카미 하지메, 『빈곤론』, 송태욱 옮김, (서울: 꾸리에 북스, 2009), 61, 65, 68, 127참조.
152) Ibid.,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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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바뀌게 되었다.153) 빈곤의 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사회경

제적 권리가 신장되면서 빈곤을 개인적인 운명을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의 연대적 책임이

라고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근저에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인 박탈이나 배제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

히 제기되었기에, 빈곤이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교육의 

기회, 의료혜택의 기회 및 지위의 상향이동의 기회 등 각종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빈곤

을 동시에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성취동기, 포부 수준 및 자아실현 등의 심리학

적 차원에서의 박탈과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154) 

   가난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진 물질적 결핍의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인식

된 과거의 모습에서 오늘날 ‘자발적인 가난’, 즉 스스로 선택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는 가난

의 개념도 관심을 받고 있다. ‘브로니슬라프 게레멕’은 저서에서 토지와 물질적 안락을 버

리고 은둔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중세의 자발적인 가난 추종자들의 이상이 아니라 현

대의 청년 공동체 회원들의 이상이기도 하다면서, 피렌체 궁정의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걸인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18세기 무역상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백만장자의 

아이들이 히말라야나 애팔래치아 기슭에서 세상을 등진 채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

고 이야기한다.155) 임석민의 저서에는 현대 21세기 자발적 가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

타나는데, 그는 21세기 초 미국에서는 미국사회를 상징하던 배금주의‧물질주의 생활양식 

대신에 새로운 반성윤리인 본질로의 회귀(back to basics), 간소한 삶(simple life), 자발

적 가난(voluntary poor)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156) 자발적 가난은 이 시대

의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 ‘다른 삶’, 즉 자기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으

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만을 추구하는 절제된 삶이다. 자발적 가난은 삶에서 부

153) 윤석범, 『한국의 빈곤』, 16참조.
154)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김판석 편), 『세계 빈곤의 현황과 과제』, (서울: 조명문화사, 

2010), 87, 161, 213참조.      
155)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빈곤의 역사』, 이성재 옮김, (서울: 길, 2010), 17참조.
156) 임석민, 『돈의 철학: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궁극의 물음』, (파주: 다산북스, 2020), 
   375-37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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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며, 탐욕스러운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허한 풍요가 아닌 

질박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발적 가난이란 부와 명예에 얽매여 자아를 상

실한 채 타인에게 운명을 맡기는 삶으로부터의 해방, 자족하려는 삶의 양식, 욕망으로부

터의 자유, 세상과 거짓 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며, 자연세계와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가난’이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의 기회, 의료혜택의 기회 등의 각종 사회적 가치에 있

어서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족으로 인해 괴롭게 지내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가

난’은 추구되어야 할 개념이 아닌 퇴치해야 하는 상태이며,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인 노력

으로 해결해야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난’의 의

미가 물질적 결핍의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인식된 과거의 모습에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

여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발적 가난’의 개념도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 ‘가난’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구약성서에 나타난 부귀, 재산은 하느님의 축복이며 인간이 희망하는 대상이다. 그러

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회구조가 바뀌고 재화의 축적과 권력의 집중으로 사회의 불의와 

부정이 생기면서 타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시대에 

오면서 사회적 가난과 서민의 물질적 결핍이 권력자나 부자들의 착취와 폭정에 의해 생겼

고, 이웃에 대한 무자비함이 가난의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하느님의 심

판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는 선량한 사람들이며 의롭게 살려고 노

력하던 자들의 대명사가 되었다.157)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 때 준비

되고 마련된 집도 없었고(루카 2,7), 지상 생애 동안 머리를 두실 곳조차 가지지 못하셨다

(마태 8,20; 루카 9,58).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소유물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할 것을 은유적으로 역설하여 표현하셨다

(마태 6,25-34). 가난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시는 모습은, 예수 그

157) 최창무, 「가난」, 『한국가톨릭 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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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가 죄인으로 지목받으면서 돌아가시는 수난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난에 처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

느님만을 신뢰하라고 외치셨음은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해 준다.158) 복음서에서는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활이나 제자들에게 요구한 생활조건이다(마태 8,20; 

10,9-10; 마르 10,21; 10,28-30; 루카 9,58).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난

하게 생활했으며, 부자들에게 경고하며 자선을 베풀 것을 강조하고, 가진 바를 이웃과 나

누라고 가르친다(마태 25,35-46; 야고 1,9-11; 2,1-7).159)

   마르코와 마태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난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루카복음에 있어서 가난과 부(富)에 대한 주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60) 루카복

음은 억눌린 사람들이나 배제된 사람들 또는 그밖에 사회에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구자들, 노예들, 문둥병자

들, 이방인들, 외국인들, 난민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과부들, 그리고 여자들도 이들 속에 

들어간다. 이들 모두는 당시 사회에서 ‘낙오자들’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

심하며, 멸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161) 루카복음에서 가난한 자에게 초점을 맞

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대표하는 세 가지 본문에서 강조된다(4,18; 6,20-23; 

7,22). 이 본문들에서 구원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된다. ‘가난한 자들은 종말론적 

만찬의 식탁에 초대되어야 한다’(14,13; 14,21)는 내용은 낮은 백성을 하느님의 은총을 받

을 후보들로 특별하게 언급하는 루카 복음사가의 관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

의 모습을 부각하는 루카 복음사가의 관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162) 루카복음에 나타난 예

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어울려 식사하시는 모습(5,30 참조), 되찾은 양의 

비유(15,1-7),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일(13,10-17; 14,1-6 참조) 등의 이야기를 통해 죄

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시고 배려하시는,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향해 계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163)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158) 레슬리 호프, 『성서에 나타난 가난』, 나요섭 옮김, (서울: 나눔사, 1992), 177-178참조.
159) 최창무, 「가난」, 『한국가톨릭 대사전』, 2.
160) 레슬리 호프, 『성서에 나타난 가난』, 184참조.
161) 마크 포웰, 『누가복음 신학』, 배용덕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26참조.
162) 대럴 벅, 『누가신학』, 강대훈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93참조.
163) 루돌프 슈낙켄부르크,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김병학 옮김, (칠곡: 분도, 2009), 4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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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

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요구함을 말한다.164)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의 가난은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따라야 한다. 내적인 마음의 태도와 실제적인 

가난이 함께 가야 함은 물론이다. 사랑의 내용과 목적이 결국 하느님의 영광과 창조, 그

리고 구원 사업을 펼치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한 가지 방편

인 가난은 필수적으로 사랑과 일치 관계에 있어야 한다.165) 마더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 Bojaxhiu, 1910-1997)의 면담 기사 내용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죽어가는 사람, 절름거리는 사람, 마음으로 앓는 사람,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 사랑  

  받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야 말로 가리워진 예수님이십니다. …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잡혀있게 되고 따라서 덜 내어 줍니다. 그러나 덜   

  가지고 있으면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에게 가난은 자유입니다. 가난은 수치도 아  

  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가난은 즐거운 자유입니다. … 내가 보기에는 부자들은 훨씬 더 가난합니  

  다. 때로는 부자들이 속으로는 더 외롭습니다. 부자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자들은  

  무엇이든 더 필요로 합니다. …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면, 이것  

  이 바로 아름다운 것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  

  습니다.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압니다.166)

그리스도교 신자는 누구나 복음적 가난의 의미를 깨닫고 생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예

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행복의 첫째 조건이기 때문이다(마태 5,3; 루카 6,20).167) 그러

므로 ‘가난’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하고 중시해야 하는 삶의 자세와 생활양식 가운데 하나

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에서의 ‘가난’은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놓으려는 마

음가짐, 삶의 태도를 뜻하는 복음적 가난이다. 복음적 가난은 마음 또는 태도만이 아니라 

물질적 가난을 전제로 하는 가난한 마음(영적 가난)이다.168) 영적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164) 조셉 A. 피츠마이어, 『누가복음Ⅰ』, 이두희‧황의무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1331-1333참조.  
165) 김승혜, 「가난」, 『한국가톨릭 대사전』, vol. 1,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6.
166) Edward W. Desmond, “A Pencil in the Hand of God: An Interview with Mother 

Teresa”, TIME, December 4, 1989, 48-49, 윤석범, 『한국의 빈곤』, 17-18에서 재인용.
167) 최창무, 「가난」, 『한국가톨릭 대사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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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실천되어짐으로써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로부

터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

활 자체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서 전승은 믿음의 공동

체가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가난한 자를 위한 행동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설 자리를 잃어버

리게 된다. 믿음의 공동체가 ‘가난’이라는 말을 올바로 사용하려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169)

1.3 ‘가난’에 관한 성 이냐시오의 이해 

   성 이냐시오의 문헌에서 ‘가난’(pobreza)은 모두 50번 등장한다.170) 영신수련에서 16

번, 회헌에서 23번, 영적 일기에서 3번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자서전』에서는 ‘가난’이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 이냐시오에게 ‘가난’이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첫째, 성 이냐시오의 종교적 환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의 가문은 축제와 성지 순례, 

성체대회뿐 아니라 그 외의 가톨릭 풍습들이 당연한 것이었고, 열성적이고 자랑스럽게 참

여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신심이 깊었다. 키흘레는 성 이냐시오가 어렸을 때 삭발례를 했

다는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는 그가 성직자로 정해졌음을 뜻하고, 언젠가 성직자로서 생활

하겠다고 결심한 표지로 볼 수 있는 만큼 성 이냐시오는 종교적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말

한다.171) 따라서, 성 이냐시오의 가난 이해는 신심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 이냐시오의 가난 이해는 성모 신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로간은 저서에서 성 이냐시오가 아주 일찍부터 성모 마리아께 대한 깊은 신심을 

길렀으며 결코 그 신심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그 

168) 김승혜, 「가난」, 『한국가톨릭 대사전』, 4-5.
169) 레슬리 호프, 『성서에 나타난 가난』, 213, 215-216참조.
170) Echarte, Ignacio, ed. Concordancia Ignaciana: An Ignatian Concordance, (Bilbao:    
   Ediciones Mensajero, 1996), 968-969참조. 
171)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15참조.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8참조.   



- 52 -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회의 영향이 고스란히 성 이냐시오의 영혼에 주입되었다

고 말한다.172) 

   셋째, 성 이냐시오는 『자서전』에서 언급한 ‘작센의 루돌프’의 『그리스도의 생애』(La 

Vida de Cristo)와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의 『금빛 전설』(Legenda Aurea)에서 ‘가난’에 

관한 이해를 얻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 두 권의 책이 성 이냐시오 안에 있던 신앙의 불씨

를 강렬하게 불타오르도록 하였고, 두 책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성인들의 ‘가

난’의 모습이 성 이냐시오에게 진지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독일 카르투시오 회원인 ‘작센의 루돌프’의 『그리스도의 생애』는 프란치스코회 회원 

‘암브로시오 데 몬테시노’(Ambrosio de Montesino) 수사가 스페인어로 번역한 뒤에 머

리말을 추가한 것이다.173) 성서의 네 가지 관점의 사복음서(마태오‧마르코‧루카‧요한복음)

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구성했으며, 각 묵상의 마지막에는 매우 경건한 기도를 첨가했

다. 루돌프는 그의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낮 동안 주제를 순서대로 숙고하는 것으로 시작

하라고 조언한다.174) 그는 자신의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영적 전통인 ‘렉시오 디비

나’(Lectio Divina) 방법을 이 책에 적용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독서, 묵상, 그리고 기

도의 순서에 따라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초대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내적 여정을 한 걸음씩 밟아 나가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루돌프는 그리

스도 생애의 신비를 읽을 때에는 독자가 그리스도의 신비 사건의 장면이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력을 사용하라고 한다. 또한 그 장면들을 내적으로 음미하라고 한다.175) 

   도미니코회 저술가 ‘야코부스 데 보라지네’의 『금빛 전설』은 대략 200명의 성인 이름

들이 기념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대림절, 성탄절, 할례, 그리스도의 현현, 

수태고지, 수난, 부활, 승천, 오순절)들과 성모 마리아의 탄생과 승천에 대한 내용도 싣고 

있다. 야코부스는 『금빛 전설』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숫자나 날짜의 정확성 혹은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신비적인 뜻이 내포된 의미심장함에 더 중요성

172)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25참조.
173)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1참조.
174) Ludolfo de Sajonia, La Vida de Cristo, trans. Emilio del Río, Monumenta Historica    
   Societatis Iesu Nova Series, (Madrid: Institutum Historicum Societatis Iesu/Universidad  
   Pontificia Comillas, 2010), VIII, XVIII참조.
175) 김용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다가가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 8. 6),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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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 그가 다룬 총체적인 주제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 즉 하느님의 대행자

이며 도구인 성인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구원의 역사였다. 때문에 야코

부스가 논증한 이야기들은 주로 기적의 이야기들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구두로 전해 내려

온 이야기들이었다. 야코부스는 전개한 기적과 관련된 전설의 이야기들의 교리적인 요지

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교화하고 극화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치 교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이 보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인들에 대해 듣고, 말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금빛 

전설』 안에 생생히 살아 있는 듯했다.176) 

   『금빛 전설』에서 나타나는 성 도미니코와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도 역사적 기록에 의한 

사건이 바탕이 되어 그려지는 모습보다는,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기적과 관련된 전설의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모습을 따르고자 하는 성 도미니코와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야코부

스는 성 도미니코가 극심한 가뭄이 도시를 휩쓸었을 때 가구와 책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

람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와 이단자들에게 대항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적들이 침을 뱉고, 진흙과 배설물을 던지며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 아니라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었던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성 도미니코가 낮 시간은 이웃에

게, 밤 시간은 하느님께 내어드렸고, 교회에서 밤새우며 기도하는 모습, 쇠사슬을 사용해 

자신을 단련했던 성 도미니코의 모습도 이야기한다.177)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헛되고 천박한 삶을 살았던 그를 주님께서 병이라는 채찍으로 치시어 다

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와 그가 로마로 순례 갔을 때, 자신의 좋은 옷을 벗어버리

고 거지의 누더기 옷을 입은 사건을 전한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향

한 이야기, 마귀의 유혹을 쫓아내기 위해 수사복을 벗고서 거친 매로 자신을 치는 고행의 

모습과 자신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가난을 사랑했던, 비둘기 같은 단순함으로 가득 찬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이야기한다.178)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 이냐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예

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게 하였고179), 『금빛 전설』은 영웅적 신심을 가진 

176) 보라기네의 야코부스, 『황금 전설』, 윤기향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13, 16, 
   19참조.
177) Ibid., 676-677, 682, 688-689참조.
178) Ibid., 939-940, 943, 94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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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사들이 섬기려 했던 주님을 알도록 성 이냐시오를 자극했다.180) 때문에 『자서전』

에는 성 이냐시오가 이 두 권의 책을 읽다가 간혹 읽기를 멈추고 마음속으로 헤아렸다고 

말한다. ‘성 프란치스코나 성 도미니코가 한 일을 나도 하면 어떨까?’라는 그의 생각과 성

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행했던 고행을 자신도 모조리 겪는다고 상상했을 때, 그가 

느꼈던 위안과 흡족하고 행복했던 여운은181) 분명 세상이 주는 기쁨과 헛된 욕망에 사로

잡혀 있었던 그의 이전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지난날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고 속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

은 거의 생각지 않았으나 성인들이 한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서원

했다.182) 이를 통해 이 당시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자신이 로욜라 병석에서 

만나 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성인들이 행했던 고행과 극기의 삶으로의 자발

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고행이라고 생각했다.183) 성 이냐시오의 이러한 가난의 이해는 그의 만레사 순례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만레사에서 성 이냐시오는 주님을 내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파견하시는 분

으로 이해하였다. 이전까지는 고행을 행하는 것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만레사에

서의 깨달음 이후에는 영혼들을 돕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 영혼을 돕겠다는 그의 

생각은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하게 고행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84) 

   『그리스도의 생애』와 『금빛 전설』은 성 이냐시오에게 가난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

했으며, 또 그 방식대로 실천하도록 자극했다. 성 이냐시오의 ‘가난’은 인간의 구원을 위

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다. ‘가난’은 성 이냐시오에 의하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한 삶을 영위하면서 하느님 백

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과 연대하면서 사도들처럼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이냐시

오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Kenosis)의 구원적 사랑에 동참하

는 자발적인 영혼의 가난함인 것이다.185) 

179) 김용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다가가다」, 15참조.
180)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13참조.
181) 『자서전』, 43-44참조.
182) Ibid., 44참조.
183)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2참조.
184) 이규성, 「자발적 가난함에 대한 현대적 이해」, 205, 2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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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 모습(로욜라-만레사)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성 이냐시오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 예수 그

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삶에서의 모습과 같

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여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자로 생활한다. 여기서는 

성 이냐시오가 가난의 삶을 선택하여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아란사수(Arántzazu): ‘가난’의 길을 마음에 품다

   『자서전』에 따르면 성 이냐시오는 ‘여행 도중에 오냐테(Oñate)까지 배웅하러 나온 다

른 형을 설득하여 아란사수의 성모 경당에서 함께 철야 기도를 했다.’186) 슈테판 키흘레

는 성 이냐시오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면서 아란사수 성모상 앞에서 정결 서원을 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187) 서원은 하느님 앞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

던 성 이냐시오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의 강한 성모 신심과 함께 지난 삶에서 극단적으로 

달아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고 키흘레는 말한다. 브라이언 그로간은 성 이냐시오가 아

란사수 성모상 앞에서 정결 서원을 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인정했다

고 말한다.188) 성 이냐시오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정결 문제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 여정 중이었지만 특별한 신심을 지녔던 성모님 앞에서 정결 서원을 

했던 것이라고 그로간은 이야기한다. ‘호세 마리아 로드리게스 올라이솔라’(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189)는 성모님 앞에서 정결 서원을 했던 순간의 성 이냐시오의 내면

185) Ibid., 215-216, 221참조.
186) 『자서전』, 51.
187)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0참조.
188)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69참조.
189) 1970년에 오비에도(Oviedo, 스페인 서북부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주도)에서 태어났으며, 예수회

원(jesuita)이자 사회학자이다. 수년 동안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복음화 사업으로 신앙과 일상이 
결합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https://gcloyola.com/1012-jose-maria-rodriguez-olaizola-sj (접속일: 2021. 4. 2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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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힘(fuerzas)을 의심

하고, 그의 과거가 자신을 사로잡을까 봐 걱정하며, 자신의 내면에 신하와 군인, 호색가

(el mujeriego)와 전사(el guerrero)가 여전히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190) 이

와 함께 『자서전』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성 이냐시오가 철야 기도를 했던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의 여행길에 새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다’는 내용이다.191) 그가 밤을 지새

우며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새로운 힘’(nuevas fuerzas)192)이란 무엇인가? 

   첫째, 그로간의 저서에서 성 이냐시오가 성모상 앞에서 정결 서원을 한 것이 사실이었

음을 인정했다는 내용과 호세 마리아의 저서에 나타난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

는 세속적인 모습이 자신을 사로잡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통해 이 

‘새로운 힘’은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강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와는 별개로 그가 앞으로 걷게 될 몬트세라트까지의 긴 순례 여정 동안

의 힘과 은총의 간구였을 수도 있다.193) 셋째, ‘새로운 힘’이란 하느님께 올곧이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결심이며, 이 결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가난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들어서는 결심을 의미한다. 성 이냐시오는 순례를 떠난 자신을 찾기 위해 몸소 

찾아온 형 페드로194)를 ‘설득’하여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함께 철야 기도를 했다.195) 아

란사수 성모 성지는 성 이냐시오가 예루살렘 순례를 준비하는 첫 순례이기도 했다.196) 아

란사수 순례 이후 성 이냐시오는 오냐테에서 누이의 집을 방문하지만 그곳에서 누이와 형

과 작별한 후에 나바레테로 순례의 길을 계속 이어간다.197)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이 여전

히 남아있음에 괴로워했던 성 이냐시오의 내면에 가족애(愛) 또한 깊이 자리하고 있었음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란사수 성모 성지를 향한 험난한 순례길의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고, 고단한 몸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모습, 애틋한 가족애를 뒤로 하고 형제

들과 작별하여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순례 길을 계속 이어가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하

190)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Ignacio de Loyola, nunca solo, (Madrid: San Pablo, 
2009), 49.   

191) 『자서전』, 51참조.
192) Ignacio de Loyola, Autobiografía, (United States: Createspace Independent, 2013), 11

참조.
193)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6참조.
194)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68참조.
195) 『자서전』, 51참조.
196)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14참조. 
197) 『자서전』, 5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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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강한 의지로 도취된 

모습임을 볼 수 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망에서 더 나아가 그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삶으로 살아가

려는 강한 의지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성 이냐시오가 아란사수 성모

상 앞에서 했던 정결 서원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결심한 가난의 모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냐시오 순례길’에서는 아란사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냐

시오 순례길’에서 나타나는 수마라가에서 아란사수로 향하는 둘째 날의 길(21.4km)은 첫

날의 길인 로욜라에서 수마라가로 향하는 길과는 다른데, 수마라가 기차역을 지나치자마

자 공장 밀집지역을 오랫동안 걸어야 한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여러 작은 마을들을 지

나, 바렌디올라(Barrendiola) 댐을 가로질러 건너고, 해발 1273m인 아리우르딘

(Arriurdin)산을 넘어간다. 또한 산 정상 바로 옆에 있는 비오스코르니아(Biozkornia)고개

도 넘어가야하는데,198) 비오스코르니아를 향한 900m의 가파른 오르막은 이 단계를 많은 

인내와 선한 정신으로 이겨내기 위한 도전을 만든다.199) 첫날의 여정인 로욜라부터 수마

라가까지는 산을 조망하며 종일 평지를 편하게 걸었다면, 수마라가에서 아란사수로 향하

는 길은 바렌디올라 댐을 지나치자마자 경사가 다소 급한 산을 타야 하므로 힘이 부친다. 

비오스코르니아에서 고즈넉한 내리막길을 걸으면 해발 750m의 산에 걸쳐 있는 아주 작

은 마을 아란사수에 도착한다.200) 아란사수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수마라가 계곡이 놀

라운 경관을 보여준다. 아란사수는 오늘날 교통수단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

기 쉽지 않은 외딴곳이다.201) 브라이언 그로간은 그 당시 성 이냐시오가 아란사수에 다다

르는 모습을 ‘가파른 험한 바위들 틈에 숨어 있는 작은 암자로 기어 올라갔다’고 전함으

로써 아란사수 성지를 향한 그 순례길이 순탄치 않은 험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

다.202) 아래에 제시한 ‘이냐시오 순례길’의 수마라가에서 아란사수로 향하는 고도는 당시 

성 이냐시오의 순례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아란사수 성지는 성모 마리아께 봉

헌된 곳이다. 조그마한 성모 마리아 상이 1469년에 아란사수에서 발견된 이후 세상의 주

198)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2-23참조.
199) Guía del Camino Ignaciano, 39참조.
200)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2-24참조.
201) Guía del Camino Ignaciano, 40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3-24참조.
202)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6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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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받기 시작했고, 1514년에는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이 이곳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많

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기 시작했다.203) 현대의 순례자들은 아란사수로 향하는 길을 걸으

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성 이냐시오의 갈망을 떠 올리고 그들도 

영적인 힘을 얻고자 은총을 청할 수 있다. 

자료 2. 수마라가에서 아란사수로 향하는 고도204)

2.2 나바레테(Navarrete): ‘가난’의 길로 들어서다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밤샘 기도를 드린 후, 오냐테에

서 누이의 집을 방문하여 거기서 형과 작별하고서 나바레테로 떠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렇

다면 그는 왜 나바레테로 향한 것일까? 그로간은 성 이냐시오가 순례 여정 중에 나바레테

로 향한 이유가 ‘거짓말하기 싫어서였을 것’이라 의견을 제시한다.205) 성 이냐시오가 회심

하여 순례길에 오르기 전, 보호자이며 가장이었던 형 마르틴의 만류 때문에 집을 떠나 나

올 수 있을 정도로만 대답하기 위하여 나헤라 공작을 만나러 나바레테에 가는 것이 좋겠

다고 말했고,206) 또한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형 페드로를 설득하기 위해 나헤라 공작이 

있는 나바레테에 간다는 말로 형을 안심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207) 그러나 『자서전』에는 

203)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5-27참조.
204) Guía del Camino Ignaciano, 41.
205)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0참조.
206) 『자서전』, 46참조.
207)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6-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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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냐시오가 나바레테로 향한 이유는 공작한테서 ‘몇 두카트’(unos pocos de 

ducados)208)의 돈을 받을 것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viniéndole a la memori

a)209) 그것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210) ‘생각이 떠오르다’

는 말을 통해 성 이냐시오가 계획하고 의도하여 공작을 만나기 위해 나바레테에 갔다기 

보다는, 의도치 않은 의식 속에서의 되살아남으로 인해 공작을 만나러 나바레테에 갔음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그 당시 나헤라 공작은 자금 사정에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무리 다른데 쓸 돈이 부족하더라도 로욜라에게 갈 돈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했

다. 그리고 성 이냐시오가 ‘과거에 쌓았던 명성을 인정하여’ 그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토

지 일부를 맡길 채비까지 했다. 성 이냐시오는 마음만 먹었더라면 다시 한번 상류사회에

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전도유망한 미래가 열렸을지도 모른다.211) 성 이냐

시오도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을 향한 결심과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성 이냐시오는 공작한테서 받은 돈(dineros)212)을 자신이 취하

지 않고, ‘옛날에 신세 졌던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일부는 공경이 소홀한 성모상을 단장

하는 데 써달라고 기부했다.’213)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하인 두 사람과도 

작별을 하고서 홀로 순례길을 떠난다. 브라이언 그로간의 저서에는 성 이냐시오가 하인들

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은 참회하는 가난한 순례자로서 몬트세라트로 갈 것이라고 털어놓았

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성 이냐시오의 가족들은 1535년 그가 잠시 로

욜라에 돌아올 때까지 그의 종적을 알 수 없게 된다.214) 

   ‘이냐시오 순례길’에 나타나는 나바레테로 향하는 순례길은 27일의 여정 중 일곱째 날

208) 『자서전』에서 말하는 ‘두카트’(ducat)는 13세기 베니스에서 주조된 금화로, 과거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되었다. 동아출판(주) 엮음, 「ducat」, 『프라임 영한‧한영사전』, (서울: 동아출판, 
20202), 353참조.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는 당
시 피에타상(像) 제작비로 150 두카트를 받았다고 한다. 1 두카트는 순금 3.5g으로, 미켈란젤로 
당시 집세를 뺀 1년 도시생활비가 20-25 두카트였다고 한다. 임석민, 『돈의 철학』, 84참조. 이를 
기준으로 성 이냐시오 당시(1491-1556) 사용된 두카트의 화폐 가치를 바라본다면, 성 이냐시오가 
공작한테서 받아야 할 ‘몇 두카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9) Ignacio de Loyola, Autobiografía, 11참조.
210) 『자서전』, 51참조.
211)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0참조.
212) Ignacio de Loyola, Autobiografía, 11참조.
213) 『자서전』, 51.
214)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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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여정이다. 바스크 주에 포함되어 있는 라구아르디아를 떠나 얼마 안 가면 라 

리오하 주로 들어서는데, 건조하고 척박한 지형으로 들어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여정

의 순례길은 봄에는 녹색으로 물든 포도밭을,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펼쳐지는 포도밭을 만

날 수 있으며, 에브로 강(Río Ebro)으로 이끄는 웅장한 경관을 만날 수 있는 순례길이기

도 하다.215) ‘이냐시오 순례길’에 나타난 나바레테에 도착하기 전, 성 이냐시오의 순례길

의 상황은 경사가 급한 산들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바스크 지역에서의 고단한 여정이

었다. 이 순례길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지역도 있어서 끼니를 거르게 되거나 물도 제

대로 마시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바스크 지역의 초봄(3월)의 추위와 비, 그리고 

안개를 극복해야 하는 환경의 순례길이다.216) 나바레테에서의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아란

사수에서 결심한 의지가 실제 행위로 나타난 가난의 모습이다. 즉 가난의 마음을 품은 이

후에 실행한 가난은 외형적 가난으로서 이는 세속적 물질과 권력, 그리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가난이다. 내면의 정화로 시작된 가난의 의지가 세속적인 욕망과 관련된 물질과 

권력,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실제 가난의 삶으로 들어서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오늘날의 순례자들은 나바레테의 여정에서 실제적 가난의 체험을 하며 성 이냐시오의 

가난의 여정을 숙고할 수 있다. 

2.3 몬트세라트(Montserrat): 하느님만을 향한 순례자 의복을 입다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자서전』에 순례길의 지명이 

나타나는 곳은 아란사수와 나바레테, 그리고 몬트세라트이다. 『자서전』에서 언급된 순례

길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성 이냐시오가 향하는 가난으로의 삶의 단계의 모습을 볼 수 있

는데, 아란사수에서는 가난의 길을 마음으로 품었고, 나바레테에서는 가난의 길로 들어서

는 과정이었다면, 몬트세라트로 향하는 여정과 그곳에서의 시간은 성 이냐시오가 하느님

과의 일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과정이었다. 먼저 성 이냐시오가 몬

트세라트 성모 성지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15) Guía del Camino Ignaciano, 31, 63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43참조.
216) Guía del Camino Ignaciano, 39, 45, 52, 57, 118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2-23, 
   31, 40-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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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세라트217) 성모 성지는 얼굴색이 검은 성모님이 얼굴색이 검은 아기 예수 그리스

도를 안고 있는 조각상이 9세기 말에 몬트세라트 바위 산들 사이의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성당이 지어졌다. 성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은 11세기에 만들어졌고, 

중세부터 영적 중심이 되었다. 몬트세라트의 검은 성모님은 수세기 동안 순례자들에게 믿

음과 희망, 존경과 자비의 대상이 되었다.218) 몬트세라트의 검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로욜라 지역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신심이었기 때문에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

라트 성지를 순례하기를 오랫동안 꿈꾸어왔다.219) 성 이냐시오는 1522년 3월 21일에 몬

트세라트에 도착했다.220) 『자서전』에는 몬트세라트에 당도한 성 이냐시오가 먼저 기도를 

올리고 나서 고해 사제를 찾아다녔고, 사흘 동안 죄상을 적은 후에 총고해를 했다고 이야

기한다.221) 호세 마리아는 성 이냐시오가 총고해를 하기 전, 죄상을 상세히 적기까지 일

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몬트세라트에 당도한 후에) 성 이냐시오는 고해 사제를 찾았다. 그는 바실리카(basílica) 옆 경당  

  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수도사(monje)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 성 이냐시오  

  는 눈물을 흘렸고, 감정이 북받쳐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과거 삶의 비참함을 고통스럽게 묘사했  

  다. 성 이냐시오는 희망을 품고서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매일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  

  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베네딕토회 수도사 장 샤농은 성 이냐시오의 고백이 일  

  반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장 샤농은 성 이냐시오에게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  

  고 제안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작성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두르  

  지 마십시오. 며칠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고백을 하세요.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   

  성 이냐시오는 3일 동안 장 샤농과 함께 기도하고 글을 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였다.222)

217) ‘몬트세라트’의 단어는 카탈루냐어로 톱니모양을 지닌 산(Mons serrtus)이라는 뜻인데, 고도가 
비슷한 여러 바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Guía del Camino 
Ignaciano, 160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110참조.

218) Guía del Camino Ignaciano, 160참조. 『길 위의 이냐시오』, 111참조. 슈테판 키흘레, 『로욜
라의 이냐시오』, 30참조.

219)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4참조.
220) 『자서전』, 164참조.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4참조.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2참조.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Ignacio de Loyola, nunca solo, 54참
조.

221) 『자서전』, 54참조.
222)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Ignacio de Loyola, nunca solo, 55-56,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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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냐시오가 철저히 간직해온 자신의 속마음을 함께 나눈 고해 사제 장 샤농 수사신부

는 자신이 성직에서 나오는 수입을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한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성 이냐시오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223) 3일 동안의 장 샤농 수사신부와의 기도와 글쓰기, 대화 

시간은 성 이냐시오에게 고백 그 이상의 큰 깨달음을 주었다.224)

   『자서전』에 따르면, 성 이냐시오는 총고해를 하고 난 뒤에 고해 사제인 장 샤농 수사

신부에게 나귀를 주고 자신의 장검과 단검을 성당 안의 성모 제단에 간수해 주기를 당부

했다. 그런 다음 1522년 3월 성모 축일 전날 밤, 몰래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 주고 그토록 입고 싶었던 순례자 의복을 입었다.225) 성 이냐시오는 자신

의 떠남을 만류했던 형 마르틴과의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예전 후원자인 나헤라 

공작의 집에 정착하려는 것처럼 여행 준비를 했다. 때문에 집을 떠날 때의 성 이냐시오의 

옷차림은 허리에 장검과 단검을 찬 화려한 기사복이었다.226) 그의 장검과 단검은 세속의 

명예와 권력의 따름을 의미했다.227) 그렇기에 성 이냐시오가 장검과 단검을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님께 봉헌하는 행위는 자신의 과거와의 단절의 의지와 결심을 표현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성 이냐시오가 장검과 단검을 봉헌하는 모습의 묘사가 일반적으로 몬트세라

트 검은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서 두 손으로 장검을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상징적

인 의미 전달을 위해 그렇게 묘사가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성 이냐시오의 장검과 

단검의 봉헌 모습은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상을 모셔둔 아주 오래된 벽감(壁龕)의 창살 위

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228) 그로간의 저서에도 장검과 단검을 몬트세라트의 검은 성모 제

단 앞에 ‘걸어’ 놓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장검과 단검이 성모상이 놓여 있는 격자 틀 

위에 여러 해 동안 남아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229)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 또한 저서에

서 장검과 단검을 ‘성모님의 제단 앞에 매달았다’(hizo colgar delante del altar de 

223)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7참조.
224)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Ignacio de Loyola, nunca solo, 56참조.
225) 『자서전』, 54참조.
226)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69-70참조.
227)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41참조.
228)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17참조. 
229)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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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estra Señora)라고 이야기한다.230) 이처럼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 성지에 머물러 

기도하는 동안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상 앞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검들을 볼 때마다 자신

의 결심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성 이냐시오는 1522년 3월 24일에서 25일 사이 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야 때에 

몰래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좋은 옷을 벗어 주고 그는 순례자 의복을 입었다. 이 

순례복은 그가 몬트세라트에 당도하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포대를 짜는 데 쓰는 올이 굵

고 꺼칠 꺼칠한 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231) 슈테판 키흘레는 성 이냐시오의 순례복을 

‘넝마 자루’로 표현하였고,232) 브라이언 그로간의 저서에는 그 순례복이 아주 엉성하게 짠 

표면이 거칠고 따끔거리는 직물로서 자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천으로 만들어졌다고 이

야기한다.233) 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순례복을 ‘그리스도의 갑옷’이라고 표현한

다.234)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육화하셨듯이 성 이냐시오도 자신을 비움으로

써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 이냐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옷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안토니오 베탄코르’(Antonio 

Betancor)는 성 이냐시오가 가난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235) 그래서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고,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난하신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자서전』에 나타나는, 성 이냐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모두 

벗어주고 난 후에 그 가난한 사람이 옷을 훔쳤다는 사람들의 의심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다236)는 내용 또한 성 이냐시오의 

모습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향하는 마음으로까지의 변화의 모

습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갈아입은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 제단에 나아가 경

건하게 무릎을 꿇었다. 순례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230)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41참조.
231) 『자서전』, 53참조.
232)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2참조.
233)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5참조.
234) 『자서전』, 54참조.
235) 안토니오 베탄코르, 『순례자의 이야기』, 34참조.
236) 『자서전』, 5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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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온밤을 지새웠다.237)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에 당도하기 전에 순례자 의복과 함

께 순례자 지팡이와 자그마한 표주박도 샀는데, 모두 예루살렘 순례 때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지팡이는 자신의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산 것이다.238) 또한 마지막으로 구입한 

샌들 한 켤레는239) 두 짝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절룩거리는 다리를 표나지 않게 하기 위해 

불편한 다리 쪽의 발에만 신었고, 다른 한 발은 맨발이었다.240) 

   몬트세라트는 성 이냐시오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기 전에 도착하는 마지막 순례

지 였다. 몬트세라트에 당도하기 전, 그동안 순탄치 않았던 고단한 순례 여정으로 인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절룩거리

는 불편한 다리를 힘겹게 이끌고서 마주한 몬트세라트로 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여러 언덕

들241)은 또 한번 성 이냐시오에게 많은 힘듦과 괴로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몬

트세라트에 당도하기 전에 예루살렘 순례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함으로써 순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는 마음가짐과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 제단 앞에서 눕지 않고 무릎을 

꿇고 서서 온밤을 깨어 지키기로 다짐했다. 늘 품고 있던 자신의 뜻에 조금도 변함이 없

었던 것이다.242)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에 도착한 후에 과거 자신의 세속적 욕망이 가

득했던 삶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 진실 되게 총고해를 하였다.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

는 저서에서 ‘성 이냐시오가 몬트세라트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치료하

기 위해 최고의 의사를 찾는 환자처럼 고해 사제를 찾는 일 이었다’243)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성 이냐시오의 간절함을 보여준다. 

이후 성 이냐시오는 세속에서의 자신의 전부를 드러냈던 장검과 단검을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님께 봉헌했다. 값비싸고 화려한 자신의 기사복을 가난한 사람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자루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으로 만들어진 순례복을 입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보다, 가난한 모습으로 기도 드리는 일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 아란사수 성

모 성지와 나바레테에서의 성 이냐시오의 모습이 가난의 길을 마음으로 품고, 그 가난의 

237) Ibid., 54참조.
238)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Ignacio de Loyola, nunca solo, 54참조.
239)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5참조. 이 샌들은 아프리카 수염새 풀로 만든 평평한 샌들이

었다. Ibid., 87참조.
240)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17참조. 
241)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108참조.
242) 『자서전』, 53-54참조.
243)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4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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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들어서는 걸음이었다면, 몬트세라트 성모 성지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

헌하고 의탁하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순례자 의복을 입음으로

써 외적인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내

면과 삶의 전부가 하느님께로 향해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인 것이

다.

2.4 만레사(Manresa): 하느님만을 따르기 위한 끝없는 낮아짐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순례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몬트세라트에서 바

르셀로나(Barcelona)로 가야 했지만, 바르셀로나로 곧장 가지 않고, 몬트세라트 성모 성

지 근처의 만레사 마을로 향했다. 『자서전』에는 이 이유에 대하여 바르셀로나에는 그를 

알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만레사에 있는 여인숙에 며칠 묵으면서, 

지금까지 소중히 지녀왔고 크게 위안을 받아 왔던 책에다 몇 가지를 써넣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한다.244) 성 이냐시오는 예루살렘 순례에 앞서 몇 개월 동안 자신이 겪어 온 체험

을 종합해 보고 묵상하며, 자신이 바라는 영성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도 되새겨 볼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245)

   만레사는 성 이냐시오가 하느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자신을 다루고 

계심을 깨달은 곳이다. 만레사에서 성 이냐시오의 신비 체험은 절정에 달했다. 극심한 세

심증이 그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 영(espiritual)들의 다양성을 깨닫게 되

었고, 이후 세 개의 건반 형상의 성삼위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사에 현존하심을 오

성으로 보았던 체험 등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한다. 『자서전』에서 성 이냐시오는 만레사의 

카르도네르(Cardoner) 강가에서의 신비 체험(조명)이 그의 전 생애를 두고 하느님으로부

터 받은 그 많은 은혜와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가 받

은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246) 

   성 이냐시오의 신비 체험과 깨달음이 만레사에서 절정에 달했던 것만큼, 성 이냐시오

244) 『자서전』, 55참조.
245)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17참조. 
246) 『자서전』, 60-6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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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적 가난의 생활 또한 만레사에서 절정에 달했다. 몬트세라트에서 성 이냐시오의 

모습이 순례자 의복을 입음으로써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내면과 

삶의 전부가 하느님께로 향해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라면, 만레사에서

의 그의 삶은 더 나아가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이 온전히 가난

한 삶을 향하도록 온 힘과 의지를 다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 이냐시오는 1522년 3월부터 1523년 초까지 만레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로 산타 

루치아 빈민 병원이나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내준 자그마한 골방,247) 또는 동굴에서248) 기

거하였다. 발끝까지 내려오는 순례복을 입고, 한쪽 발은 맨발로, 다른 한쪽 발은 아프리카 

수염새 풀로 만든 평평한 샌들249)을 신고서 지팡이를 짚으며 생활했던 성 이냐시오는 머

리도 제멋대로 자라게 두고, 빗질이나 이발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손톱과 발톱도 자

라게 내버려 두었다. 성 이냐시오는 자기 멸시로 자신의 육체를 덮었다.250) 성 이냐시오

는 만레사에서 매일 음식을 구걸하며 지냈다. 『자서전』에는 그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

걸했다고 이야기한다.251) 그는 주일 외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주어도 거절했다. 오랫동안 엄격히 단식하며 생활하였다.252) 만레사에서 구걸 

생활을 하면서 성 이냐시오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보속의 정신으로 받아들였다.253)          

   만레사에서 성 이냐시오의 삶은 사도적이었다. 브라이언 그로간은 저서에서 성 이냐시

오가 만레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였던 봉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254) 성 이냐시

오는 빈민 병원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씻기거나 환자들을 목욕시키는 봉사를 하였고, 읍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돌보았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자

선을 구하기도 하였고, 낮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아 온 것을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곳

의 앞에다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이야기한다. 성 이냐시오는 

또한 일곱 시간의 기도 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적 사정을 돕는 일로도 바빴

247) Ibid., 57-58, 61참조.
248)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116-117참조.
249)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87참조.
250)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43참조.
251) 『자서전』, 58, 70참조.
252)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91참조.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3참조.
253)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2참조.
254)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92-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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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5)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교육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매 맺기를 바랐기 때

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와주었다.256)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

람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거리에서 아이들과도 이야기하였고, 순례자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과도 대화하였으며,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자신

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신심 깊은 여자들을 위해 성 루치아 경당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257) 성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 전적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의 생활을 하

였고, 하느님과 함께 통교하며 매일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으며, 남을 위한 사람이 되

어갔다.258) 

   성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의 가난과 극기의 삶으로 인해 여러 번 병에 걸려 중태에 빠

지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였다. 병이 회복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몹시 쇠약했고 

위장의 통증으로 자주 괴로움을 당했다.259) 한 주일 내내 완전히 탈진 상태에 놓였던 적

도 있었다. 이 기간 함께 지냈던 만레사 사람들은 성 이냐시오를 처음에는 젊고 혈색이 

좋았는데 점차 마르고 초췌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순례자로 기억했다.260) 베드로 데 리바

데네이라는 저서에서,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병에서 약간의 회복을 거친 후에도 늘 하던 

대로의 고행과 가혹한 삶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한다.261) 이렇게 성 이냐시오는 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이네스 파스쿠알’(Inés Pascual)과 ‘파울라 아미간트’(Paula 

Amigant), 그리고 귀부인 몇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극진

한 대접을 받았고, 귀부인 몇 사람이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곤 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부인들은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에 성 이냐시오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잘 입혔으며 머

리에 쓸 것도 마련해 주었다고 이야기한다.262) 1523년 2월 18일에 성 이냐시오는 예루살

렘 순례를 떠나기 위해 만레사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갔다. 거기서 그는 4주일을 지체하고 

나서야 배를 타게 되었다.263)

255) 『자서전』, 62참조.
256)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37-38참조.
257)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93, 102, 104참조.
258) 안토니오 베탄코르, 『순례자의 이야기』, 39참조.
259) 『자서전』, 67-68참조.
260)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92참조.
261)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70참조.
262) 『자서전』, 68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117참조.
263)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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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는 저서에서 성 이냐시오가 만레사에 도착해서 곧장 산타 루치

아 빈민 병원으로 간 이유는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다.264) 성 이냐시오가 가장 노력했던 것은 자신의 가문과 과거의 생활 방식을 감추고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더 자유롭게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성 이냐시오의 만레사에서의 삶의 물질적인 조건

은 최하 수준의 극단적인 것이었다. 가난한 생활로 여러 번 중병에 걸렸고, 죽음의 문턱

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욱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다. 물질적인 

가난의 삶을 넘은 완전한 자기 포기의 삶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따르는 삶

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존재와 삶 전부를 하느님께 

향하여 내려놓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 소결론: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자발적 가난의 의미(로욜라-만레사)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의미를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둘째, 자신을 버리는 길이다. 셋째, 남을 돕는 길이다. 넷째, 호의를 받아

들이는 길이다. 먼저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를 따르는 길’이었다. 성 이냐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랑 안에서 그분을 모방하

기 까지 그분을 따르는 삶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습이 ‘바보스러울 정도’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성 이냐시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은 일

생을 통해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65) 성 이냐시오가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를 뿐 결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쉬지 않고 따르는 순례자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266)

264)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43참조.
265)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40참조.
266) 안토니오 베탄코르, 『순례자의 이야기』, 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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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이냐시오는 회심 후 예루살렘 순례를 결심하였다.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는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결심이 행위로써 나타난 첫 번째 여정이었다. 성 

이냐시오는 아란사수 성모 성지에 다다르기 전에 순례를 떠난 자신을 찾기 위해 몸소 찾

아온 형 페드로를 만나서 함께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267) 이후 성 이

냐시오는 오냐테(Oñate)에서 누이를 방문하였는데, 이 누이는 성 이냐시오가 팜플로나에

서 부상을 당했을 때 며칠 동안 자기 집에 묵게 했던 막달레나(Magdalena)였다.268) 성 

이냐시오가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형 마르틴의 간절한 만류가 있었다.269) 『자서전』에서 

성 이냐시오가 순례 도중에 자신을 찾아온 형 페드로를 ‘설득’했다는 내용270)을 볼 때, 형 

페드로 또한 성 이냐시오의 순례를 만류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성 

이냐시오가 정결 서원을 했을 때,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에 괴로워했던 

모습271)을 본다면 성 이냐시오의 내면에 가족애 또한 깊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가족들과 그의 마음을 뒤로 하고 

순례길에 오른다. 

   이후 성 이냐시오는 나헤라 공작에게서 몇 두카트(ducat)의 돈을 받을 것이 남아 있다

는 생각이 떠올라 나바레테로 갔다. 그곳에서 나헤라 공작은 성 이냐시오가 전에 얻었던 

명성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말했다.272) ‘성 이냐시오가 전에 얻

었던 명성 때문에’라는 말처럼, 성 이냐시오는 군주의 신하로서, 또 기사로서 세상에서 성

공하였고, 상관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부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심지어 팜플로나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적군이었던 프랑스 군인들이 성 이냐시오를 돌보는 데 전력을 

다했다.273) 성 이냐시오도 자신의 재능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얼

마든지 상류사회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으며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험난한 순례길을 겪은 후에 마주했던 나헤라 공작의 저택과 제안은, 성 이냐시오

에게 과거로 돌아가 안락한 생활을 다시 누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67) 『자서전』, 51참조.
268)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69참조.
269) 『자서전』, 46참조.
270) Ibid., 51참조.
271)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Ignacio de Loyola, nunca solo, 49참조.
272) 『자서전』, 51참조.
273) 안토니오 베탄코르, 『순례자의 이야기』, 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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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나헤라 공작의 제안을 거절했다. 공작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이들

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하인 두 사람과도 작별하였다.

   몬트세라트에서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세속에서의 명예와 권력을 의미했던 장검과 단

검을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님께 봉헌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유물이었

던 기사복을 벗어주고, 자신은 포대를 짜는 데 쓰이는 올이 굵고 꺼칠한 베로 만들어진 

초라한 순례복을 입었다. 만레사에서는 정해진 거처가 없었고, 매일 음식을 구걸하며 지

냈다. 이 때문에 그는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였다. 가난한 삶으로 인해 여러 번 병에 

걸려 중태에 빠지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병에서 약간의 회

복을 거친 후에도 다시 가난한 생활을 이어 갔다.

   이처럼 성 이냐시오는 아란사수에서 가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음, 나바레테에서 자신

의 재능을 인정받음과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삶을 내려놓음, 몬트세라트에서 자신의 신분

을 내려놓음, 만레사에서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생활방식 모두를 내려놓음

은 성 이냐시오가 가난과 겸손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모습이었다.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그가 행한 세속적 물질의 포기와 

세속적 삶의 방식 모두를 내려놓는 자발적 가난은 하느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길이었

다.

   다른 한편,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은 ‘자신을 버리는 길’이었다. 성 이냐시오가 향

한 아란사수 성모 성지와 나바레테, 그리고 몬트세라트 순례길의 환경과 여건은 열악했

다. 아란사수 성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평지를 걸었던 아란사수 전의 순례길과는 다르

게 힘에 부치는 경사가 다소 급한 산들을 타야 했고,274) 나바레테를 향하는 여정은 이러

한 경사가 급한 산들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여정과 식사를 하거나 물을 제대로 마시기 

어려운 순례길의 여건과 추위와 비, 안개와 같은 날씨의 여건을 모두 극복해야 했던 바스

크 지역의 순례길을 거친 후에 도착하게 된다.275) 또한 몬트세라트는 성 이냐시오가 예루

살렘에 가기 전에 도착하는 마지막 순례지였기 때문에 몬트세라트에 다다르기 전, 성 이

냐시오는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것이다. 더욱이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274) Guía del Camino Ignaciano, 39, 45, 52, 57, 118참조. 김민회, 『길 위의 이냐시오』, 22-23, 
31, 40-41참조.

275) Guía del Camino Ignaciano, 3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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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 부어오르는 그의 절룩거리는 불편한 다리는 그에게 괴로움을 주었을 것이고, 순탄치 

않았던 그동안의 순례길을 거친 후에 몬트세라트에 도착하기 전에 또다시 거쳐야 했던 여

러 언덕들은 그에게 고비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편

했던 지난 생활들을 떠올리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 

상태와 행동과는 다르게 성 이냐시오는 ‘늘 하듯이 하느님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

가를 곰곰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몬트세라트로 갔다.’276) 

   순탄치 않은 고된 순례길의 여정에서 성 이냐시오는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본능적인 

세속적 욕망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277) 이와 함께 앞으로의 

순례길에 새 힘을 달라고278) 밤새 기도하였다. 이후 그에게 떠올랐던 생각으로 인해 나헤

라 공작에게서 받은 몇 두카트(ducat)의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 성모 성지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기도를 올

리고 나서 고해 사제를 찾아다녔다. 죄상을 적는 데 사흘이나 소비한 뒤 그는 총고해를 

했다.’279)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기사복을 벗어주고, 자신은 낡고 초라한 순례복으로 갈

아입은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온 밤을 지새웠

다.280) 절룩거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만레

사에서 성 이냐시오의 삶의 물질적 조건이 최하 수준의 극단적이었던 것과 같이, 그는 자

신의 외모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았는데, ‘머리는 제멋대로 자라게 두고, 빗질도 이발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엇을 머리에 쓰지도 않았다. 전에는 정성껏 다듬던 손톱과 발톱도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었다.’281) 

   이처럼 성 이냐시오가 아란사수 성모 성지에서 내면의 보이지 않는 흠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삶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음, 나바레테

에서는 나헤라 공작이 제안한 좋은 직책을 거절함으로써 세속적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은 

모습과 함께 가난한 삶을 위해 조금의 세속적 물질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물질을 포기함, 

몬트세라트에서 총고해를 함으로써 하느님께 향하기 위하여 과거 자신의 죄를 모두 비워

276) 『자서전』, 53.
277)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69참조.
278) 『자서전』, 51참조.
279) Ibid., 54.
280) Ibid.참조.
281) Ibid.,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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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것으로만 채우려는 열망과, 불편한 다리임에도 밤새 무릎을 꿇

었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기도하는 모습, 만레사에서 세속적 물질의 포기와 삶의 방식 

모두를 내려놓은 것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가치를 두지 않

음은 성 이냐시오가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의 표

출이었으며, 자신의 일보다 하느님의 일을 삶의 중심에 두는 모습이었다. 성 이냐시오가 

행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느님의 것으로만 채

우기 위한 길이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은 ‘남을 돕는 길’이었다. 성 이냐

시오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즉 하느님에 관한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되는 지식적인 차원

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에 대

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궁극적 근거라고 말한

다.282)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는 성 이냐시오가 만레사에 도착해서 곧장 산타 루치아 빈

민 병원으로 갔다고 말한다.283) 그 이유는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

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성 이냐시오가 만레사에 있으면서 가장 노력했던 것은 자신의 가

문과 과거의 생활 방식을 감추고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느님 앞

에서 더 자유롭게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을 위한 

성 이냐시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만레사에서 나타난다. 그는 빈민 병원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씻기고 목욕시키는 봉사를 하였고, 읍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돌보았다. 가

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자선을 구하기도 하였고, 모아 온 것을 사

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또한 사람들의 영적 사정을 도왔으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함께 나누었다.284) 성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 극단적인 가난과 극

기의 생활 중에도, 여러 번의 중병으로 인해 쇠약해진 건강 상태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갔다. 다른 이들을 향

한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로욜라 병석에 있을 때부터 간직했던 하느님의 체험을 나누려는 

열망을 자신의 삶에서 온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가난의 삶은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282)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36참조.
283)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43참조.
284)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92-93, 102, 1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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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은 협력자들(여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의를 받아

들이는 길’이었다. 성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 생활할 때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 도

움은 성 이냐시오가 심한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서전』

에는 1522년 겨울이 왔을 때, 몹시 심한 병으로 중태에 빠졌던 성 이냐시오를 마을 사람

들이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한다. 성 이냐시오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귀부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간호해 주곤 했다고 이야기한다.285) 브라이언 그로간의 저서에는 특히 

만레사에서 성 이냐시오를 도운 부인들 가운데 미망인이던 ‘이네스 파스쿠알’(Inés 

Pascual)이 성 이냐시오에게 베푼 호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한다.286) 성 이냐시오가 

몬트세라트에서 만레사로 올 때 만났던 이네스 파스쿠알은 성 이냐시오가 찾고 있던 빈민 

병원 근처까지 동행하였고, 성 이냐시오를 빈민 병원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일하는 과부 

한 사람을 딸려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 이냐시오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자

신은 집에 머물면서 성 이냐시오를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다. 성 이냐시오가 만레사에 도

착한 첫째 날 밤에, 오랫동안 걷느라고 힘들었을 성 이냐시오에게 맛있는 수프와 닭고기

로 만든 저녁식사를 보냈고, 그다음 날에는 더 많은 닭고기 수프를 보냈다. 또한 성 이냐

시오가 한 주일 내내 완전히 탈진 상태에 놓였을 때도 성 이냐시오를 돌보았다. 만레사에

서 성 이냐시오는 ‘아미간트’(Paula Amigant) 가족에 의해서도 돌보아졌다. 성 이냐시오

가 여러 번 중병에 걸렸을 때 병약했던 그를 아미간트 가족은 자신들의 집으로 맞아들였

다.287) 이 외에도 부인들은 병으로 쇠약했던 성 이냐시오를 위해, 또 유난히 추웠던 겨울 

때문에 성 이냐시오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혔으며, 머리에 쓸 것도 마련해 주었

다.288) 

   성 이냐시오의 만레사에서의 생활은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

이 온전히 가난한 삶을 향하도록 온 힘과 의지를 다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었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가 다른 이들의 도움과 보살핌

을 받는 삶이기도 하였다. 성 이냐시오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

285) 『자서전』, 68참조.
286)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88, 104참조.
287) “Capilla de San Ignacio Enfermo”, http://www.manresaturisme.cat/esp/article/6575   
   -capilla-de-san-ignacio-enfermo (접속일: 2021. 9. 3)참조.   
288) 『자서전』, 6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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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이다. ‘결핍’이나 ‘부

족’만이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가난을 의미한다.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 없이는, 자

신을 낮추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성 이냐

시오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어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의 ‘가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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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의 근원

   성 이냐시오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처럼(루카 5,11)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선다. 어리석은 부자(루

카 12,16-21)와 같이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관심에서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부와 권력, 

명예뿐 아니라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 성 이냐시오가 따르

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장 낮추시어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시고 그들

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본 장에서는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의 

원동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

인 『영신수련』에 나타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의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Kenosis)

1.1 ‘자기 비움’(Kenosis)의 신학적 이해

   ‘자기 비움’의 그리스어 ‘케노시스’(κένωσιϚ)는 ‘비움, 소모’289) 또는 스스로 비움의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κένωσιϚ-)는 신학 용어에서 하느님

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할 때 자신의 신성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인간 구원을 위

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한다.290) 이 용어는 

사도 바오로의 표현인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

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필리 2,7)에서 기인되었다.291) 19세기 중엽 

289) 허종진, ｢케노시스｣, 한국가톨릭 성서낱말사전, (서울: 한국가톨릭 문화선양회, 1991), 628.
290)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자기 비움｣, 한국가톨릭 대사전, vol. 10, (서울: 한국교회사연

구소, 1994), 7221. 
291) 곽승룡, 비움의 영성, (서울: 가톨릭, 2004), 95-9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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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발전된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은 당대의 반정통적인 예수 이해를 배격하고 칼케돈 

공의회 신앙 정식에 나타난 고대 교부의 정통 그리스도론 입장292)을 변호하고자 노력하였

던 일종의 변증 신학이었다. 예수의 동일본질 이해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증에 회의를 느

낀 합리주의자들은 강생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려 하였고, 정통 신학자들은 이들에 맞서 칼

케돈 신앙 정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동일본질을 형이상학적 논증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타당함을 증명하려 하였다.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은 당대의 인본주의적 예수 해석, 과학적 

발견에 따른 합리주의적 예수 이해가 갖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정통 그리스도

론이 견지하여온 ‘예수님의 하느님이심’을 수호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탄생된 변증적인 

그리스도론 전개였다. 독일 신학자들은 케노시스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되심과 

하느님 되심을 당대의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회의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해낼 수 

있다고 믿어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을 발전시켰다. 독일 신학자들은 케노시스 개념을 바탕

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였고, 그리스도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293)

   케노시스 이론이 필리피서 2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의 부정 

과거형 ‘에케노센’(ἐκένωσεν)에서 ‘케노시스’라는 개념을 차용,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이

론294)이라는 점에서 먼저 필리피서 ‘그리스도 찬가’(2,6-8)에서 나타난 ‘자기 비움’을 살펴

보고, 이어서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자기 비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292) 칼케돈 공의회는 ‘거룩한 교부들’의 전승에 의거하면서, 한 분이시며 같으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이 유일한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두 본성 안에 한 분 그리스도’를 이야기 한다. 또한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치를 상기시킨다. “그분은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
시고 나뉘지 않으신다”는 칼케돈 공의회의 모든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이다. 이것들은 부정
적인 표현들을 통해 그 신비를 존중하며, 가능한 한 더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 네 개의 부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 안에 하나의 위격이며, 곧 하느님이신 말씀이라는 교의를 드러내 
보인다. 피에르 토마 카믈로, 『에페소‧칼케돈 공의회』, 황치헌 옮김, (화성: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
부, 2020), 201-203, 215참조.

293) 권문상, 「자유논문: 독일의 케노시스 기독론 평가」, 『조직신학연구』, 1(2002, 9), 166-167참조.
294) Ibid., 16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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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기 비움’(Kenosis)의 성경적 이해: 

                             필리피서 ‘그리스도 찬가’(2,7-8)에 나타난 ‘자기 비움’

1.2.1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그리스도 찬가’(2,6-11) 집필 배경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ἀλλά)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ἑαυτόν ἐκένωσεν)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λαβών)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ἐταπείνωσεν ἑαυτόν)  

  죽음에 이르기까지,295)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  

  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296)

   필리피는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였다. 사도 바오로 시대에 이 도시

는 로마식의 자치 행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도 바오로는 제2차 전도여행 때 실라 및 디

모테오와 함께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건너와서 맨 먼저 필리피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

를 세웠다(사도 16,11-40). 따라서 필리피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오로의 복음 선

포를 받아들인 도시이다.297)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오로의 

다정다감한 어투를 볼 때(예컨대 1,3-8; 4,1 참조), 그가 필리피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지

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오로는 다른 교회 공동체로부터는 물질적 선물이라든

가 도움을 받지 않지만, 필리피 신자들에게서만은 몇 차례에 걸쳐 기꺼이 받는다(4,15; 2

코린 11,8-9). 필리피 신자들은 사도 바오로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

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모아 에바프로디도라는 신자에게 들려 보내면서 사도 바오로를 

계속 돌보아 주게 한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는 중병을 앓게 되어서 사도 바오로가 그를 

돌려보냈는데, 그 기회에 이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다(2,25-30).298) 필리피서는 옥중에서 

295) 밑줄 필자 강조.
296) 필리피서 2,6-11.
297) 진 토마스 역주, 필립비서‧필레몬서, (왜관: 분도, 1991),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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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글이지만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있다.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교회에 보

낸 편지이기에 사도 바오로의 서간 가운데서도 가장 인정이 넘치는 편지이다.299) 

   사도 바오로가 특히 염려하는 것은 신자들의 화목과 일치 문제이다. 필리피서 2장 

1-11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친교를 요구하는 훈계를 집중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점으로 미

루어, 필리피 교회 안에 화목과 일치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필리피 교회에는 코린토 교회와 달리 노골적인 분열은 없었지만 긴장과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오로는 이를 염려한 나머지,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신자들이 되

라고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내세우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찬가’(2,6-11)이다.300) 이 그리스도 찬가는 그 당

시 교회의 전례 모임에서 즐겨 부른 그리스도 찬가, 일명 그리스도 겸허가(謙虛歌)를 사도 

바오로가 인용301)한 것으로 사도 바오로가 이 겸허가를 채집‧수록하면서 필리피서 문맥에 

맞추어 약간 수정도 했고(6절), 자신의 사상에 맞추어 더러 가필도 했다(8.10.11절).302) 

1.2.2 자발적인 자기 비움 

   ‘그리스도 찬가’ 2장 7절에서 ‘오히려’의 ‘ἀλλά’로 시작되는 진술에 의해 하느님과 동

등됨은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리스도 

찬가는 하느님의 본성을 공유하시고 하느님과 동등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ἑαυτόν ἐκένωσεν)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ἑαυτόν)의 강조적인 위치와 동사의 형태는 

비우는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303) 예

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에는 더 이상 하느님과 같지 않으시거나 더 이상 하느님의 

298)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갈라디아서‧에페소서‧필립비서‧골로사이서』, 임승필 번역, (서울: 한국천
   주교 중앙협의회, 2002), 116참조.
299) 진 토마스 역주, 필립비서‧필레몬서, 12참조.
300) Ibid.
301) 최정자, 『예수의 자기비움(케노시스)』,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1997, 10참조.
302) 정양모, 「신약성서의 예수찬가 연구」, 『종교‧신학연구』, 1(1988, 11), 11참조. ‘제랄드 호돈’도 
   그의 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리피서 2장 6-11절 전체를 사도 바오로가 쓴 그리스도 찬가로 보

지 않고, 사도 바오로가 수정해서 겸손과 봉사의 탁월한 본보기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한
다.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1999), 32참조.

303) Ibid., 19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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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이 아니시라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304) ‘당신 자신을 비우시다’라는 것은 그분께

서 당신의 권능을 잃으셨거나 박탈당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당신 자

신을 낮추시고 가장 하잘것없는 일을 하는 자리로까지 내려오신 사실을 가리킨다.305) 이

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1요한 3,16) 것과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2코린 8,9)를 시적이고 찬미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또한 필리피서 2장 3절-11절의 주제인 겸손하라는 권유와 조화를 이루는 의미이기도 하

다.306)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종으로 가장하신 것이 아닌 종의 모습을 

취하신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죄인들과 당신을 철저히 동일시하신 것이다. 종의 모습이 되심은 힘

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엄 높으신 분께서 연민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낮추신 

최고의 행위였다.307) 신적인 존재 상태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존재 상황에 온전하

게 참여하셨음을 말한다.308)

1.2.3 자발적인 희생의 선택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실 동안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ἐταπείνωσεν ἑα

υτόν)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강생을 ‘자기 비움’의 첫째 단계라고 할 때, 당신 자신을 낮

추셨다는 이 말은 둘째 단계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주님의 

종’처럼, 당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비움을 선택’하신다(로마 5,19; 

6,16-18).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이사 53,8.12 참

조), 실천해 가신다(히브 12,2).309) 십자가의 죽음으로 강조된 순명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304)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갈라디아서‧에페소서‧필립비서‧골로사이서』, 131-132참조.
305) 마크 J. 에드워즈 엮음, 『갈라티아서‧에페소서‧필리피서』, 이혜정‧하성수 옮김, (칠곡: 분도, 
   2019), 340참조.
306)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196참조.
307) 마크 J. 에드워즈 엮음, 『갈라티아서‧에페소서‧필리피서』, 343참조.
308) 민남현, 『성 바오로 사도의 신학과 영성』, (서울: 바오로딸, 2019), 93참조.
309)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갈라디아서‧에페소서‧필립비서‧골로사이서』, 132참조.



- 80 -

신적인 속성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적 특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여느 인간의 상황으로 낮게 내려오시는 순명의 길을 택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이

해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310)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하느

님과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의 대답이었고, 하느님에 대한 궁극적인 순종의 행위였

다.311)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제도는 일반적으로 노예와 강도, 암살자와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아주 잔인하고도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었다. 유다인은 십자가의 처형을 혐오했

는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처형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천하게 떨어진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분의 겸손의 위대성을 나타내며 죽음을 받아

들일 정도로 하느님께 완전히 순종했음을 의미한다.312) 이처럼 필리피서의 예수 그리스도

의 자기 비움은 자신의 비움을 통한 하강을 결단하신 하느님 아들의 자비로운 마음, 위대

한 사랑을 강조하려 한다. 아들의 자기 낮춤은 그분의 온전한 자기봉헌 및 종의 조건에 

처해 있는 인간들과의 깊은 연대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자비심을 드

러내는 것이다.313)

1.3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한 ‘자기 비움’(Kenosis)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강생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생활, 수

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과 가르침 전체에서 드러

나고 있다.314) 공관복음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으로 대표되는 

모습인 ‘육화, 세례, 수난, 죽음’과, 요한복음에서 특수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모습인 ‘제자들의 발 씻김’의 모습을 분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의 의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10) 민남현, 『성 바오로 사도의 신학과 영성』, 93참조.
311)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201참조.
312) Ibid., 200-202참조.
313) 최영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서울: 가톨릭신문사, 1994), 105참조.
314) 곽승룡, 비움의 영성, 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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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육화: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다” 

   구약의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 모습

을 닮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길을 찾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택하는데, 하느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 진실로 사랑하시는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하느

님의 육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실현된다. 이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상

대방으로 태어나는, 상대방이 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자기 비움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기 비움은 자기중심의 사랑이나 인간을 억지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자기화시

키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육화, 사람이 되는 사랑으로 구세사가 전개된다.315) 

   한편 초대교회의 신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을 가리키는 표식이라기보다 참된 인간성을 가리키는 표식으로 생각되었다. 영지주의적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형태를 옷 입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초대교회의 정통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한 하느님 아들의 강생의 

실재를 강조하였으며, 육의 부활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였다. 영원한 로고스는 완전한 인

간 존재를 받아들였으며, 성령을 통하여 ‘육’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316)

   예수 그리스도는 가축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구간에서 태어

나셨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비천한 사람들, 곧 도망치는 노예와 몸을 파는 창녀, 그리고 부모 잃은 고아들이 하룻밤

을 머물던 곳이었다.317)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자기 비움의 모습은 마구간

이라 할 수 있다.318) 하느님께서 금빛 찬란한 왕궁의 상아 요람이 아닌, 짐승의 여물통에 

예수 그리스도를 눕힌 이유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고통받는 불

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319) 이러한 하느님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

315) Ibid., 29-31참조.
316) J.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균진‧김명용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30참조.
317) 송봉모, 『예수-탄생과 어린 시절』, (서울: 바오로딸, 2013), 83참조.
318) 곽승룡, 비움의 영성, 31참조.
319) 송봉모, 『예수-탄생과 어린 시절』, 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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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며 이는 성부에 의한 성자의 순종이기도 하다.320) 

1.3.2 세례: “죄인들의 대열에 끼어 세례를 받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

작된다.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

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마르 1,5)와 같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에는 고

해성사와 비슷하게 죄를 고백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의 죄스러운 생활을 청

산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바꾸러 나선다는 뜻이다. 세례의 진행 절차가 이를 잘 상

징하는데, 물속에 잠기는 침례 의식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는 일생을 망가뜨리는 과거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새 삶

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례 자체는 하나

의 죄의 고백이고 묵은 생활, 빗나간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시도

였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제에게 오시다니요?”(마태 

3,14)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

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마태 3,15)하고 대답하셨다.321)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느님 구원 사업에 동참하

심과 무죄한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셨다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느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

도는 이 운동이 하느님의 뜻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자신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느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히브 4,15) 죄

인들의 대열에 끼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322)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하느님 나라의 

멍에를 지는 일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서, 그분이 멍에를 순종하여 받아들인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323) 

320) 최영철, 『사람이 되신 하느님』, 102참조.
321) 요제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1』, 박상래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2), 38, 
   45-47참조.
322) 송봉모, 『예수-새 시대를 여심』, (서울: 바오로딸, 2015), 47-48참조.
323) 요제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1』, 48-4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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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자들의 발 씻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다”

   요한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에 담긴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보도가 없는 대신에 제자들

의 발을 씻어주신 내용을 담고 있다(요한 13,1-20).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

어주신 요한복음의 내용은 최후만찬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중에서 첫 부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324) 

   당대 유다 관습에 따르면 손님이 도착하면 입구에서 즉시 발을 씻었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하인이었다.325) 먼지와 오물로 뒤덮인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은 하

인들 중에서도 비천한 일만을 도맡아 하던 하인들의 몫이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

는 것은 너무나 천한 일이라서, 당시 발을 씻어준다는 것과 노예란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

고 있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당시 명예를 

중시했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었다.326)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

도께서 최후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내용이 없다. 대신에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한편 요한복음서를 보면 최후만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는 이야기가 없는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324) 송봉모, 『요한복음산책 4.-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 (서울: 바오로딸, 2017), 
   20-21참조.
325) 예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서면서 발을 씻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벌어

지는 일이었다. 그것은 위생적인 이유가 우선이었다. 당시 유다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도로
는 비포장 도로였다. 팔레스타인은 워낙 먼지가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맑은 날에는 발이 먼지로 뒤덮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진흙으로 뒤덮이게 된다. 나아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도 시설이 오늘날처럼 잘 되어있지 않았기에, 거리에는 온갖 배설물
이 널려 있었다. 이런 위생적인 이유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은 꼭 필요했
다. 특별히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 그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환대에 해당되었다. 
손님이 도착하면 청결을 위해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어야 했다. 만약 손님이 더러운 발을 한 채로 
식탁에 앉게 된다면, 그것은 큰 결례였다. Ibid., 24-25참조.

326) Ibid., 21, 24, 26, 28-29참조. 기원후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제자는 스승보다 앞서 걷지 
않았고, 스승의 뒤를 따라갈 때 스승의 그림자를 절대 밟지 않았다. 만약 실수로라도 스승의 그림
자를 밟게 된다면 그것은 스승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이런 문화에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 Ibid., 3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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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발 씻김의 행동은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다른 식의 표현이라고 

본다. 즉 요한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곧 성체성사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예

수 그리스도의 발 씻김의 또 다른 의미는 섬김(봉사)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서는 당신의 본을 따라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줄 것을 당부하신다(13,14-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은 그들이 본받아야 하는 자기희생적 겸손의 예라고 

분명히 설명하신다(13,14-17).327) 유다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수행하는 일, 다른 사

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면, 제자들도 마땅히 서로

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곧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섬김은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지셨던 자세는 바닥에 주저앉

아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였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발아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체면과 위엄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

어놓는 행위다.328) 

1.3.4 수난: “사랑의 자발적 선택”

   겟세마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체험 속에서 극심

한 고독과 번민을 겪으며 기도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

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

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자신의 고독과 고통을 토로하

며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일치 속에서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329) 

   복음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사건들을 제시한다. 마르코 복음 및 

마태오 복음에 따르면 재판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채찍질과 조롱이 있었다. 빌

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으며, 로마 군사들은 예

수 그리스도를 총독 관저로 끌로 가 조롱한다.330)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역 운동

327) 레이몬드 E. 브라운, 『요한복음 Ⅱ』, 최흥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1144참조.
328) 송봉모, 『요한복음산책 4.-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 40, 45, 50참조.
329) 최영철, 『사람이 되신 하느님』, 1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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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으셨음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모든 사안은 빌라도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빌라도의 권한에 속했던 로마의 법질서와 지배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

할 만한 어떤 심각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만

다.331)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요한 19,1). 채찍

질은 로마법에서 사형선고에 수반되는 형벌로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형벌이었다. 로마 군

사들은 온몸을 두들겨 맞아 부상당한 예수 그리스도께 황제의 존엄을 드러내는 표징인 자

주색 외투와 가시관 그리고 갈대로 된 왕홀을 걸쳐 놓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뱉고 뺨을 쳐 댔다. 이렇게 조롱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옮겨지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는 군중 

앞에 소개한다.332) 빌라도가 군중에게 “자, 이 사람이오”(요한 19,5)라는 말의 뜻을 찾고 

있는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라”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데, 빌라도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심하게 다루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333) 

가짜 왕의 복장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비통한 장면임이 틀림없다.334)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니 이후부터 줄곧 지켜온 침묵 속에서 죽음에 대결할 채비를 

갖추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모든 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누가 고발을 하여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마르 14,60-61). 이 침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고통을 견뎌내야 하셨다.33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

도께서 보여주신 수난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며 성부의 뜻에 순명하시는 모습이 담겨있다. 

330) 레이몬드 E. 브라운, 『요한복음 Ⅱ』, 1663참조.
331) 요제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1』, 239-240참조.
332) Ibid., 249-251참조.
333) 레이몬드 E. 브라운, 『요한복음 Ⅱ』, 1646참조.
334) 안드레아스 쾨스텐베르거, 『요한복음』, 신지철‧전광규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671참
   조.
335) 최영철, 『사람이 되신 하느님』, 133-1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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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절정”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 이 십자가형은 스파르타쿠스

의 노예 해방전쟁에서와 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노예들에게 적용된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

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의 임금’(마르 15,26)이라는 십자가의 죄명 패가 보여주듯

이 정치적 반란자로 처형당하셨다.336) 군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한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마르 15,29).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마르 

15,31).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게 선언하셨던 말씀이, 섬김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비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느님으로부

터의 버림받음을 체험하셨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르 15,34).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 앞에서 침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무정함을 견뎌내야만 하셨다.337)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군중

의 소란 속에서 숨을 거두신다. 무력한 자, 헐벗은 자, 사랑에 굶주린 자, 배신당하고 버

림받은 자로 돌아가시지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와 같이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 제자들과 사람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명하시고, “아버

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의 

말씀대로 무지 때문에 저지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빌며 숨을 거두신다. 

   신약성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다인들과 로마인들이 저지른 일만은 아니

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기희생 내지 

자기 헌신이다.33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려고 원하지 않는 인간, 즉 추방받은 자, 저

주받은 자,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

도론적 전통은 필리피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를 철저히 따른다. 그것은 하느님 아들의 인

간되심을 십자가에 이르는 그의 길로 이해하였다. 인간으로 되심은 고난 위에 기초되어 

있었고, 로고스의 성육신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십자가의 

336) 발터카스퍼, 『예수 그리스도』, 박상래 옮김, (왜관: 분도, 1994), 197참조.
337) 최영철, 『사람이 되신 하느님』, 134-135참조.
338) 발터카스퍼, 『예수 그리스도』, 19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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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상태에서 완성되었다.33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철저히 

무능한 사람처럼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되심 가운데는 

자신을 넘겨주시는 자기 비움과 낮춤이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의 

대표적인 사건인 육화와 세례, 제자들의 발 씻김, 수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자신을 비우시는 모습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

하시기 위한, 죄 많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고유한 방식이다.

1.4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Kenosis)과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과의 연관성  

   성 이냐시오의 회심은 팜플로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회복하는 기간 때, 『그리스도의 

생애』와 『금빛 전설』을 읽고 숙고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성 이냐시오는 이 두 권의 책

을 읽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340) 『자서전』에

도 나타나듯이 성 이냐시오는 부상으로 인한 건강이 점차 좋아지자 소일도 할 겸, 평소에 

즐겼던 세속적인 소설책과 기사들의 무용담이 담긴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가 즐겨 읽던 소설책들이 집에는 한 권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 집에 있던 이 두 권의 책을 

읽게 된 것이었다.341) 성 이냐시오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사에 대한 공상으로부터는 

싫증과 황폐해진 기분을 느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일, 맨발로 걷고 초근목피로 연명해 

가는 성인전에서 본 고행을 모조리 겪는다는 상상에서는 위안과 행복한 여운을 맛보았

다.342) 성 이냐시오는 자신을 동요시키는 영들의 차이를 깨닫고 난 뒤 적지 않은 식견을 

쌓아 가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더욱 반성하게 되었고, 속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성인들이 한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서원했고, 완쾌되는 대로 온갖 

고행과 극기를 수행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평

339) 위르겐 몰트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94참
   조.
340) 심종혁, 「예수회 창립자 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고유 영성」, 『가톨릭신학과사상』, 43(2003, 3), 
   76참조.    
341) 『자서전』, 42참조.
342) Ibid., 43-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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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참회자로 생활하고자 카르투시오 수도원 입회를 마음에 두기도 하였고, 세상을 두루 

다니며 속죄생활을 하리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343) 이렇듯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성 이

냐시오의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마음의 열망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작센의 루돌프가 저술한 『그리스도의 생애』의 라틴어로 저술된 책의 본래 제목은 『우

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인

간을 향한 하느님 구원의 드라마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344) 『그리스도의 생애』의 

저자인 루돌프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일곱 가지의 묵상 동기, 묵상을 통해 얻어지는 영

적 열매들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차례로 관상하도록 그 목록을 제시한다. 

그가 묵상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점은 독자로 하여금 복음서의 장면 속으로 자신을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나아가 루돌프는 묵상 중에 

멈추어 깊이 숙고함으로써 영적 신익을 거두라고 조언한다.345)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346), 세례347), 제자들의 발 씻김348), 수

난349), 그리고 십자가 죽음350)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책

을 ‘여러 번 거듭’ 읽었고, 때로는 책을 옆으로 밀어 놓고서 금방 읽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 해 보기도 하였으며, 간혹 읽기를 멈추고 ‘마음속으로 헤아렸다’고 한다.351) 성 이

냐시오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담긴 방법론인 ‘렉시오 디비나’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뿐 아니라 복음서의 장면들을 상상하며 내적으로 음미함으로

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 경험적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

험해 알게 된 지식으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한다.352) 

루돌프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초로 제시하면서 성서 

343) Ibid., 44-46참조.
344) 김용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다가가다」, 15참조.
345) 심종혁, 「『영신수련』의 기원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종교‧신학연구』, 8(1995, 12), 16
   참조.
346) 마태 1,18-25; 2,1-12; 루카 2,1-7.
347) 마태 3,13-17; 루카 3,21-22.
348) 요한 13,1-17.
349) 마태 26,67-68; 27,27-31; 27,32-44; 마르 14,65; 15,16-20; 15,21-32; 루카 22,63-65; 
   23,26-43; 요한 19,2-3; 19,16-27.
350) 마태 27,45-56; 마르 15,33-41; 루카 23,44-49; 요한 19,28-30.
351) 『자서전』, 42-43참조.
352) 김용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다가가다」, 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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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353) 

   앞서 본고의 ‘가난에 관한 성 이냐시오의 이해’에서도 언급했듯이 성 이냐시오의 가문

은 축제와 성지 순례, 성체 대회뿐 아니라 그 외의 가톨릭 풍습들이 당연한 것이었고, 열

성적이고 자랑스럽게 참여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신심이 깊었다.354) 성 이냐시오는 이러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회심하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성

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 이냐시오로 하여금 하느님 

구원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알게 하고,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의 부르심을 찾아내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식별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성 이냐시오는 

영적 독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이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과 

말씀, 활동과 일하신 장소 등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께 대한 끝없는 공경심

을 지니게 되었다.355)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 병석에서 체험한 것은 ‘하느님 자신’이었다.356) 『자서전』에는 예

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 이냐

시오가 두 권의 책을 읽고 난 후의 반응이었던 ‘늘 험난하고 심각한 일들을 자신에게 제

안’하였던 일, ‘성인전에서 본 고행의 상상’, ‘온갖 고행과 극기를 수행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소망’, ‘지난날의 육(肉)에 따른 행실의 혐오감’, ‘자신에게 품은 증오’357)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부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 

드러난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의 체험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이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성 이냐시오가 체험한 ‘하느님 자신’은 죄 많은 인간을 하느님

의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시는 주님이셨다. 성 이냐시오

에게 있어서 로욜라에서의 이 시기는 하느님을 향한 근본적인 회심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성인들의 삶을 본받겠다는 열망보다 앞서는 것은, 지존하신 하느님께 빚을 졌다는 인식이

었다. 이러한 인식은 성 이냐시오의 영혼 속에서 보속에 대한 열망과 성인들의 행적을 본

받겠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다.358)

353) 심종혁, 「『영신수련』의 기원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16참조.
354)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15참조.
355) 심종혁, 「『영신수련』의 기원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17-18참조.
356)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27-28참조.
357) 『자서전』, 43-44, 46참조.
358) 심종혁, 「『영신수련』의 기원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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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성인들이 행했던 고

행과 극기의 삶으로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의 자발적 가

난의 삶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다. 즉,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자발적 가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구원적 사

랑에 동참하는 자발적 영혼의 가난함이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다.359) 이렇듯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하느님을 

따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한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의 ‘자기 비움’을 따르기 위해 끝없는 낮음으로 향했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다.

2. 『영신수련』에 나타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이 토대가 된 영성

   성 이냐시오는 생활과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졌다. 그것은 하느님께 가

장 큰 영광을 드리는 것과 영신수련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 목적을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영신수련은 수련자의 삶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도록 수련자를 준비시키는 

목적을 가진 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수련자를 돕는다.360) 즉 

영신수련은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 살아내야 하는 삶을 단련하는 도구이자 과정인 것이

다.361) 여기서는 성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인 『영신수련』의 배경과 내용, 의미, 그리고 자

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과 연관된 묵상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영신수련』에 

나타나는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59) 이규성, 「자발적 가난함에 대한 현대적 이해」, 215-216참조.
360) 안토니오 베탄코르, 『순례자의 이야기』, 117참조.
361) 박종구, 『열정과 회심-영신수련과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
   소, 2008), 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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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신수련』의 배경: 로욜라-만레사 

   성 이냐시오는 1522년 3월 25일부터 1523년 2월까지 만레사에 머물렀는데, 8-9월에 

카르도네르 강가에서 조명을 받고 『영신수련』을 쓰기 시작했다.362) 『자서전』에는 『영신수

련』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나타난다. 

지금까지 수록한 이야기를 사부께 듣고 난 뒤 10월 20일 필자(곤살베스 다 카마라)는 어떻게 『영  

  신수련』과 『회헌』을 초안했는지 알고 싶다고 순례자(성 이냐시오)께 여쭸다. 그분은 『영신수련』은  

  단번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리라는  

  생각에서 틈틈이 적어 두었노라고 대답하셨다. 예를 들자면 양심 성찰을 선(線)으로 표시한 것과  

  그 밖의 예들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사부께서는 ‘생활 방식의 선택을 위한 길잡이’ 등은 로  

  욜라에서 다리를 앓고 있을 때 경험했던 다양한 영과 생각에 그 유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  

  다.363)

성 이냐시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총으로 자신에게 베풀어진 영적 체험을 성찰하며 다

른 영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틈틈이 적어두었고, 결국 이것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자의 골격이 되었다. 『자서전』에 나타난 “하느님께서는 학교 선생님

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다”364)의 내용을 본다면, 성 이냐시오가 영적 체험을 통

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간 것이 『영신수련』에 방법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65) 『영신수련』은 100페이지가 미처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완성되는 데에는 20년

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을 만레사에서 쓰기 시작하여 알칼라

(Alcalá), 살라망카(Salamanca), 파리에서도 계속 적어 넣고 고쳤으며 로마에서 비로소 

완성을 보았다.366) 1548년 7월 31일에 교황 바오로 3세의 인가를 받아 『영신수련』을 출

판하였다.367)

362) 『자서전』, 164참조.
363) Ibid., 142-143.
364) Ibid., 63.
365) 심종혁, 「예수회 창립자 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고유 영성」, 73-74참조.
366) 이냐시오 이글레시아, 「영신수련, 영적 체험의 산실」, 정제천 옮김, 『신학전망』, 150(2005, 9), 
   121-122참조.     
367) 『자서전』, 166참조. 성 이냐시오의 동료들도 로마에서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15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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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영신수련』의 내적 구조는 세 단계에 걸친 성 이냐시오의 영성적 여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368) 첫째 시기는 로욜라에서의 체험으로, 개인적 고행의 삶을 통

해 영신 식별에 관한 기본적 경험들을 얻게 되는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만레사에서의 체

험으로, 여러 신비적 체험들이 성 이냐시오의 영적 세계관을 형성시킨 시기이다. 셋째 시

기는 알칼라, 살라망카 그리고 파리에서의 연학 시기로서, 철학과 신학 공부를 통해 자신

의 체험을 세세히 성찰하면서 『영신수련』의 기본 골격을 구체적으로 형성시킨 시기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영신수련』의 배경에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부

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안에서의 체험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성 이냐시오는 팜플

로나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부터 회복하여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금빛 전설』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점이 되는 것들을 간추려 썼다.369)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깨달음들은 성 이냐시오에게 회심의 객관적인 시발점을 제공했

다.370)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는 『영신수련』을 구조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영신수

련』은 그 표현에서 뿐 아니라 복음서의 이야기를 설정하는 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생애』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371) 

   영신수련의 제1주간이 정식으로 시작되면 두 가지 양심성찰(특별성찰, 일반성찰)을 하

게 된다. 제1주간 초에는 죄에 대하여 긴 묵상을 하게 되어 있고, ‘원리와 기초’ 묵상을 

이해한 수련자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무질서했던가를 깨닫게 된다. 성 이냐

시오는 몬트세라트에서 장문의 죄상 고백서를 썼던 상세한 고백이 죄를 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372) 때문에 『영신수련』에 성 

이냐시오가 몬트세라트에서 사흘 동안 죄상을 적은 후에 총고해를 했던 그의 경험이 반영

이전까지 수 년 동안 『영신수련』을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이 책이 인증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한 동료들이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종교재판에 넘겨지는 일까지 생기자 성 이냐시
오는 『영신수련』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인가를 얻는 것이 유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조셉 A. 테
틀로, 『사랑의 발걸음-영신수련 주제별 해설』, 성은숙 옮김,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08), 
44참조.

368) Hugo Rahner, S.J. Notes on the Exercises(Jersey City, N.J.: Program to Adapt the     
   Spiritual Exercises, 1956), 심종혁, 「『영신수련』의 기원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12에

서 재인용.
369) 『자서전』, 45참조.
370) 심종혁, 「『영신수련』의 기원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13참조.
371) Ibid., 14참조. 김은정,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의 경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23참조.
372) 알렝 기옐무,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와 예수회』, 7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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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점도 볼 수 있다.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에서 바르셀로나로 가지 않고 만레

사로 향했다. 『자서전』에는 성 이냐시오가 그곳에서 며칠 묵으면서 지금까지 소중히 지녀

왔고 크게 위안을 받아 왔던 책에 ‘몇 가지를 써넣기로 했다’고 한다.373) 브라이언 그로간

의 저서에는 성 이냐시오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기에 잠시 멈춰서 그 체험

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374) 이처럼 성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 『영신수

련』을 쓰기 전에 자신이 체험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 때문에 

로욜라와 몬트세라트에서의 체험뿐 아니라 그의 첫 순례 여정 속에서 그가 체험했던 다른 

일들 또한 『영신수련』에 영향을 끼쳤음을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영신수련』은 책으

로 나오기 이전,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 병석에서 회복할 때 시작된 개인 체험이었고, 『영

신수련』의 핵심 부분을 체험하고 실행하면서 적은 곳은 만레사였다. 영신수련의 첫 수련

자는 성 이냐시오 자신이었다.375) 이를 통해  『영신수련』의 배경에는 성 이냐시오의 로욜

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에서의 체험이 직‧간접적으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영신수련』의 내용과 의미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영신수련이란 양심성찰과 묵상 기도, 관상 기도와 염경 기도 및 침묵 중에 기도하는 방법을 포함  

  한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정신 활동의 방식들을 말한다. 산보와 걷기, 달리기가 몸의 운동인 것  

  처럼 온갖 무질서한 애착을 없애도록 우리 정신을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며 그런 다음에 영  

  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  

  라고 하는 것이다.376)

성 이냐시오는 과거 파리에 있었을 당시에 자신의 고해 사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

373) 『자서전』, 55참조.
374)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78-79참조.
375) Ibid., 290참조. 이냐시오 이글레시아, 「영신수련, 영적 체험의 산실」, 122참조.
376) 정제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9), [1], 10. 이하 
   『영신수련』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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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신수련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선익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람들에게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세상 삶에서 제가 생각

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입니다.”377) 영신수련은 한 인간의 삶을 행복하

게 하고,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갈망, 즉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378) 인간의 몸과 마음은 세상의 요구에 익숙해지기 마련이어서 이러

한 요구에 맞서거나 거스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 

때문에 타성에 젖기 쉬운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거스르고자 하는 영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다.379) 

   『영신수련』은 성 이냐시오에 의해 특수하게 구성된 구조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

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끌면서, 중간에 간간이 성 이냐시오적 고유 묵상들이 삽입되

어 있다. 『영신수련』의 내용들은 수련자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

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380) 영신수련은 4주(혹

은 일주일간이나 며칠간) 동안 침묵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며 

영신수련 지도자와 대화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 여정을 위한 지도를 받는다.381) 수련자는 

4주 동안 고요와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수련자는 침묵을 통해 외부로 향한 길에서 되돌

아와 내면을 향한다. 내적 정서와 느낌을 통해 수련자는 자신을 만나고 의식하는 여유를 

갖는다. 침묵 속에서 영적 음성을 들을 감수성이 자라고, 얼마간 침묵하면 깨달음과 내적 

변화 과정이 시작된다.382) 영신수련 지도자는 수련자가 자기 대면(self-confrontation)을 

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와준다.383) 영신수련이라는 체험의 현장은 하느님

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령의 움직이심을 수용하면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이끄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현장이다.384)

   『영신수련』의 4주간은 복음의 길과 상응한다. 성 이냐시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방법

377)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290.
378) 빌리 람베르트,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이냐시오 영성의 기본 어휘들』, 한연희 옮김, (서울: 이
   냐시오 영성 연구소, 1998), 36참조.
379) 박종구, 『열정과 회심』, 17참조.
380)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2), 72-73참조.
381) 빌리 람베르트,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36참조.
382)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98참조.
383)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291참조.
384)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49참조.



- 95 -

은 성경 고찰이고, 『영신수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신비 사적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

로 펼쳐진다.385) 영신수련은 수련자가 기도와 관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분과 동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초대를 받는다.386) 『영

신수련』의 ‘원리와 기초’387)에서 성 이냐시오는 인간에게 먼저 향하시는 하느님을 보여줌

으로써 인간의 비구원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하느님께서 인

간을 긍정하신다는 사실과 인간에게 구원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388) 『영신

수련』의 제1주간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살핌으

로써 죄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죄가 지금까지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해쳐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 주간은 죄와 두려움, 상처의 모든 어두움을 

받아들이는 포괄적인 과정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389) 제2주간에서

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신비 사적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이 취하신 삶에 대한 태도와 가

치를 내면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이끌어준다.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르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지를 식별하도록 이끌어준다.390) 제3주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으로서 수련자

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고찰한다. 수련자는 십자가의 길을 밟으시는 예수 그

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했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중점이다. 동

시에 이 주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벗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

을 듣는다.391) 제4주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를 묵상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를 보고 놀라움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관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해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된다. 동시

에 이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시는 사도적 자질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주간으로 

볼 수도 있다.392)

385)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108참조.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13참조.
386) 빌리 람베르트,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36참조.
387) 『영신수련』, [23], 22참조.
388) 이규성, 「영신수련 제1주간의 교의신학적 이해」, 『신학과철학』, 9(2006, 9), 4참조.
389) 조셉 A. 테틀로, 『사랑의 발걸음』, 76참조.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103참조. 이
   규성, 「영신수련 제1주간의 교의신학적 이해」, 4참조.
390)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59참조.
391) 조셉 A. 테틀로, 『사랑의 발걸음-영신수련 주제별 해설』, 146-147. 슈테판 키흘레, 『로욜라의 
   이냐시오』, 105참조. 빌리 람베르트,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36참조.
392)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7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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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수련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전적인 영적 자유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

람이 식별하는 삶,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모든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느

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

고 결정하신 바로 그 원리에 따라 자신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도 영신수련이 기대하는 내적 자질이다.393) 영신수련을 통해서 수련자는 자신

의 삶에서 정돈되지 않은 것을 정돈하도록 하는 훈련을 한다.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였는

지, 그것을 어떠한 인격적 관계에서 경험하였는지를 알아나가면서 하느님 앞에서 자기 고

유의 자신이 되어간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수련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향하여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자유를 실행하게 된다. 영신수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이 만

남은 수련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영신수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단순히 내면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십자

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394)

2.3 『영신수련』에 나타난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과 연관된 묵상 

   ‘이냐시오 이글레시아’는 『영신수련』이 내용별로 작성된 시기를 만레사(1522-1523), 

파리(1528-1535), 이탈리아(1536-1539) 그리고 로마(1539-1541)로 나누어 이 시기에 따

라 작성된 『영신수련』의 주제들을 표로 제시한다.395) 여기서는 이글레시아가 제시한 만레

사에서 작성된 『영신수련』의 주제들 중,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

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묵상인 ‘그리스도의 왕국’과 ‘두 개의 깃발’을 살펴보고자 한다. 

393) Ibid., 47-48참조.
394) 이규성, 「십자가 영성과 신학-이냐시오 영성과 칼 라너의 신학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과사
   상』, 73(2014, 6), 299-301참조.
395) 이냐시오 이글레시아, 「영신수련, 영적 체험의 산실」, 125(표 1. 영신수련의 작성)참조. 이글레
   시아는 만레사(1522-1523)에서 작성된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4-44: 양심성찰; 45-71: 

제1주간; 91-100: 왕의 부르심; 101-126: 강생과 유년시절; 135-148: 두 개의 깃발; 169-189: 
선택; 190-209: 제3주간; 218-229: 제4주간; 238-260: 기도 방법들; 313-328: 제1주간의 영신 
식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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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글레시아가 제시한 만레사에서 작성된 『영신수련』의 주제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지만,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묵상인 ‘세 

가지 방식의 겸손’ 또한 함께 보고자 한다.

2.3.1 그리스도의 왕국396)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제1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제2주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묵상하도록 제시한다. 이 묵상은 제1주간에서 제2주간으로 넘어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즉 죄인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초대하시는 예

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새롭게 그분을 아는 체험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397)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은 현세적 왕과 그가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이라는 비유

가 영원하신 왕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 사업에 적용되어 묵상이 진행된다. 이 묵상은 

현세적 왕의 부르심이란 비유에서 영원하신 왕의 부르심에 대한 관상으로 변화되어가면서 

인간적인 축의 중심이 하느님께로 옮겨간다. ‘현세적 왕’이라는 비유의 고찰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묵상에서

의 ‘현세적 왕의 초대’는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전 존재로 듣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서 목

적이 있으며, ‘영원하신 왕의 초대’는 이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전 삶을 바쳐 응답함으로

써 더욱 진보적인 성장에 목적을 둔다.398) 이 묵상에서의 ‘봉헌 기도’[98]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결단을 내린 확고한 투신이 아니라, 투신을 향한 열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도에서의 봉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그분의 가난과 겸손, 고통, 모

욕, 업신여김에 동참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399)

   성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396) 『영신수련』, [91-98], 46-48참조. 정제천 번역본의 『영신수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관
   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불린다.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영신수련의 해설과 적용』,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1), 65, 241참조. 심종혁, 『영신
수련의 신학적 이해』, 60참조. 본고에서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표기한다.

397)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65, 240참조.
398)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154, 159, 161참조.
399)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257참조. 정제천, 「영신수련의 진행 원리와 목표」, 『신학과철
   학』, 15(2009, 11), 8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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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영신수련의 제1주간이 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주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400) 수련자는 이 묵상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인간적 관대함의 원천들을 영적 열망으로 통합하여 하느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방향 짓는

다. 수련자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삶의 궁극

적인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올바른 

판단력과 이성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바치겠다는”[96]

는 생각을 하게 되고,40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바와 같이 “온갖 모욕과 비난을 감수

하고 모든 정신적, 실제적 가난에 이르기까지”[98]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146, 167] 

본받기를 원하고 바람으로써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된다. 하느님의 사랑은 자신

을 인간의 지위에까지 낮추시는 것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

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인간은 그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낮추어지기를 겸손하게 원하며, 

“인간적인 감정과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거슬러서”[97] 행동하게 된다.402)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에는 성 이냐시오의 회심 이전의 기사로서의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더불어 현세적 왕을 섬기고자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여 영원한 

왕을 섬기고 따르고자 회심했는지에 대한 주님의 이끄심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는 묵상이

다.403) 이 묵상은 영신수련의 제1주간에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상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관대하게 응답하면서 현실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자신의 삶을 봉헌하도록 도움을 준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관상하면서 사랑에 찬 응답이 이 봉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다.404)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과 성 이냐시오의 순례길(로욜라-만레사)에서 나타난 

그의 자발적 가난을 어떻게 연관하여 바라볼 수 있을까? 성 이냐시오는 회심 전, 자신의 

400)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65, 243참조.
401)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60, 161참조.
402) 이규성, 「영신수련 제1주간의 교의신학적 이해」, 6-7참조.
403)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254참조.
404) Ibid., 255참조.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16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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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인 주인을 섬겼던 기사였다. 『자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이에게는 빚을 질 

수 있으나, 로욜라에게는 갚아야 한다’405)는 나헤라 공작의 말을 통해 성 이냐시오가 자

신의 세속적 주인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

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의 

삶이 하느님께로 방향 지어진다.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의 부

와 지위, 권력, 그리고 가족애와 같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감정과 사랑을 거슬러서 순례

길에 오른다. 이 순례길의 첫걸음은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실제적인 봉헌

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에서의 ‘봉헌 기도’는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성 이냐시오가 회심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기

도의 모습406)과 성 이냐시오가 순례를 떠나기 전, 형 마르틴의 간절한 만류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순례 여정을 위해 준비했던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

리스도의 왕국’ 묵상은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세속적 가치를 향한 욕망에서 온전히 하느

님을 향한 삶으로 방향 지어진 그의 체험과 닿아있음을 볼 수 있다.

2.3.2 두 개의 깃발407) 

   성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대비되는 묵상으로서 ‘두 개의 깃발’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선택

에 관한 묵상이라면, ‘두 개의 깃발’은 우리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치 체계를 지니고 계시며,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구체적으로 어떻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을 식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식별에 관한 묵상이다. 

‘두 개의 깃발’ 묵상은 영신수련의 제2주간의 넷째 날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주간의 흐름

에서 중요한 묵상이다.408) 성 이냐시오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만민을 당신 깃발 아래 

불러 모으시려고 하시는지, 또 한편에서는 루치펠이 어떻게 제 깃발 아래 불러 모으려고 

405) 『자서전』, 51참조.
406)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29-30참조.
407) 『영신수련』, [135-148], 56-60참조. 
408)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274, 2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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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상상해보라”[137]고 제시한다. 이 두 대립은 단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상존하고 있으며 이 두 진영은 모두 그 주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137, 141, 145]. 사탄의 작전은 “대개 언제나 먼저 부귀를 탐하게 하고, 그럼

으로써 쉽게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게 하고, 또 거기서 큰 오만에 떨어지게 하는 수단

을 쓴다. 즉 첫째 단계는 부귀요, 둘째 단계는 명예요, 셋째 단계는 오만인 것이다. 그럼

으로써 루치펠은 이 세 단계로 모든 사람을 악덕으로 유혹한다”[142]. 반대로 그리스도는 

“우선 온전한 정신적 가난으로 인도하고, 또 만일 하느님께서 그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을 찬성하시고 원하신다면, 실제적인 가난으로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또 수치와 업신여김

을 원하기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도록 분부하시는 말씀을 생각한다. 왜냐하

면 가난과 모욕에서 겸손이 생기기 때문이다”[146].409)

   성서의 구원 역사에서 전개되는 하느님과 이에 반대되는 세력의 대립은 모든 존재 안

에서 발생하는 분열을 상징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심성 깊숙한 곳에 서로 

대립되어 있는 두 세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촉구하신다. ‘사탄의 전략’[140-142]은 

세상 안에 있는 암흑세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관한 비유이다. 즉 소유하려는 욕구, 존경받

고자 하는 욕구,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어 자유를 

파괴하고 항상 하느님을 선택하려는 열망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전략’[143-147]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온전한 영적 가난을 유지하는 것이

며,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면 항상 그 부르심에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창조물에게가 아니라 모든 이의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어

떤 것도 소유하지 않기를 선택하게 하신다.410)

   성 이냐시오에 의하면 이 세상은 마치 다른 두 군대가 깃발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 

싸움터와 같다고 한다. 그가 그리는 ‘싸움터’, ‘전투’는 실제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인간 영

혼이 겪는 내면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 이냐시오는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

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사랑과 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사랑을 거스르고 

악으로 이끄는 유혹과의 치열한 전투를 상정하고 있다.411) 성 이냐시오는 이 묵상을 통해 

409)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195-197참조.
410)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64-65. 195-197참조. 조셉 A. 테틀로, 『사랑의 발걸음』, 
   124참조.
411)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296-2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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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획득하기를 추구하는 본성과 움켜쥔 손을 놓으라는 본연의 움직임 사이에 긴장

을 드러낸다.412) 성 이냐시오는 우리에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진영으로 잘못 흘러들어 간 것이라고 함축적으로 말한다. 만약 우리를 부르고 있는 깃발

에 ‘부, 명예, 교만’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택하지 않았음에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진영으로 잘못 흘러들어 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본래 택했던 그리스도의 깃

발 아래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잘못 들어왔음을 식별하여 재빨리 그 진영을 벗어나

라고 한다.413)

   ‘두 개의 깃발’ 묵상과 성 이냐시오의 순례길(로욜라-만레사)에서 나타난 그의 자발적 

가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연관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부르

심에 대한 열망적인 응답으로써 순례길에 오른다.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였던 부

와 지위, 그리고 명예를 뒤로하고, 그의 첫 순례길인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에서 그는 ‘가난’을 열망한다. 그러나 이 순례 여정에서 성 이냐시오는 과거 자신의 세속

적인 모습을 힘겹게 마주하기도 하였다.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의 세속적인 모습과 마주하였고,414) 무어인과의 논쟁 후

에 무어인에 대한 거친 감정과 성숙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드러냈다.415) 만레사에서 병에 

걸려 심한 열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그에게 고통

과 괴로움을 주었다.416) 이처럼 성 이냐시오는 순례 여정 동안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순간들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

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길로의 선택과 결심을 하였고, 나바레테에서는 자신의 재능과 

인정받음을 내려놓았다. 몬트세라트에서는 자신의 세속적 신분을 내려놓았고, 만레사에서

는 과거 자신의 생활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구걸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였다.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성 이냐시오가 행한 자발적 가

난의 삶은, 그가 추구했던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서, 예

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서 가신 길을 따르며 걷는 길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체

험이 ‘두 개의 깃발’ 묵상에 담겨 있다.

412)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64참조.
413)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301-302참조.
414) José María Rodríguez Olaizola, Ignacio de Loyola, nunca solo, 49참조.
415) 『자서전』, 52-53참조.
416) Ibid., 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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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겸손의 세 단계417)

   ‘겸손의 세 단계’ 묵상은 영신수련 제2주간에서 행해지지만, 성 이냐시오는 이 묵상의 

위치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418) ‘겸손의 세 단계’ 묵상은 그리스

도를 따름의 정도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헤아리며 은총을 청하도록 이끄는 묵

상이다.419) 첫째 단계의 겸손은, 중심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둠으로써 하느님을 자신의 삶

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정도의 영적 자유를 지닌 사람이다. 둘째 단계의 겸손은 

전반적인 삶의 방식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함께하려는 사

람이다. 겸손의 셋째 단계에 이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기 삶의 외적인 모습,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가난과, 받으셨던 버림받음, 그

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서 닮아갈 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다. 세 번째 단계의 겸손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근본 태도에 관심을 둔

다.420)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겸손한 자란 “우리 주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내 영혼의 

구원에 차이가 없다면,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함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더 끌리지도 않은 상태”[166]에 있으며, 나아가 “하느님의 찬미와 영

광에 다름이 없는 경우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더욱 본받고 닮기 위해서 부

유함보다는 가난한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을, 명예보다는 한없이 업신여김을 당한 그리스

도와 함께 업신여김을 당하기를 원하고 선택하며,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겨지

기보다는, 나에 앞서서 쓸모없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진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그렇게 여

겨지기를 더 바란다”[167]고 본다.421) ‘겸손의 세 단계’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

르는 길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정도를 나

417) 『영신수련』, [164-168], 64-66참조. 정제천 번역본의 『영신수련』에는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이
   라고 번역되어 있다. 『영신수련』 관련 자료들에서는 주로 ‘겸손의 세 단계’로 불리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도 ‘겸손의 세 단계’로 표기한다.
418)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 이 묵상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어떤 학자들
   은 이 단계를 ‘두 개의 깃발’과 ‘세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성 이냐시오가 제시하는 독특한 묵상

으로 둘째 흐름에 속한다고 본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제2주간의 셋째 흐름에서 고찰하게 되는 신분
의 선택과 식별을 위한 길잡이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제2주간 전체의 흐름을 모아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281참조. 

419)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281참조. 
420)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66-67참조.
421) 이규성, 「영신수련 제1주간의 교의신학적 이해」,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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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단계이며,422)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길로서, 그분의 삶과 같이 미천하

고 무력한 삶을 사는 것이다.423) 이 묵상에서 제시된 담화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서 똑같거나 혹은 더 낫게 하느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느님께 같은 영광이나 혹은 

더 큰 영광이 있으면, 더 크고 더 좋은 이 같은 세 번째 겸손을 선택하도록 안배해 주시

기를 간구”[168]하라고 지시한다.424)

   ‘겸손의 세 단계’ 묵상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묵상이며 주님과의 관계

의 핵심을 ‘겸손’으로 보면서 거기에 서로 다른 단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도록 이끌

어 준다.425)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제2주간 동안 자신이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고, 하

느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겸손의 세 단계’를 가슴에 새기도록 강력히 권

고하였다. 자신이 창조되었음을 실제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

(성별, 지능 등)을 받아들이게 되고, 겸손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

게 한다. 겸손은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내야 할 진리이며,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이다.426) 이러한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수련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께

서 원하시는 일을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써 투신한다.427) 

   ‘겸손의 세 단계’ 묵상과 성 이냐시오의 순례길(로욜라-만레사)에서 나타난 그의 자발

적 가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연관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성 이냐시오는 가문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환경에서 살았지만, 회심하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성

적인 지식에 불과했고, 그의 삶의 중심은 성 이냐시오 자신이었다. 그러나 로욜라 병석에

서 하느님을 체험한 그는 가난과 겸손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로 선택하고 

결심하였다.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는 성 이냐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갈망이었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는 여정이었다. 성 이냐시오는 몬트세라트

의 검은 성모님께 자신의 세속에서의 명예와 권력을 의미했던 장검과 단검을 봉헌하였고, 

초라한 순례복을 입었다. 만레사에서 세속적 물질의 포기와 삶의 방식 모두를 내려놓은 

것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가치를 두지 않음은, 자신보다 하

422)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281-282참조. 
423) 조셉 A. 테틀로, 『사랑의 발걸음』, 128참조.
424)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198-199참조.
425) 류해욱, 『여울지는 강물을 따라』, 66참조. 
426) 조셉 A. 테틀로, 『사랑의 발걸음』, 127참조.
427) 이규성, 「영신수련 제1주간의 교의신학적 이해」,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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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모습이었다.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느님의 것으로만 채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그의 모습은 순례 여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 이냐시오

의 모습은 ‘겸손의 세 단계’ 묵상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는, 그분의 가난과 

버림받음, 그리고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서 닮으려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을 이 묵상과 연관하여 바라볼 

수 있다.

2.4 『영신수련』에 나타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능가될 수 없는 인

간에게 보여주시고 나누어주신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절정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

성은 창조, 강생,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제헌 등으로 대표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출발

한다고 할 수 있다.428) 성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동성

에 있다.429)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나타나는 ‘십자가’는 단순히 여러 중요한 영적 

요소의 하나로만 머물지 않으며, 성 이냐시오는 십자가의 관점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성 이냐시오의 영성의 구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430) 

   성 이냐시오는 로욜라와 만레사에서 체험한 주님을 통하여 참다우신 하느님의 현존 앞

에 놓인 자신을 발견했고, 어떻게 주님께서 모든 이 안에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 안에 현

존하시는지, 어떻게 존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깊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

느님의 선하심과 영광, 힘을 깊이 인식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인

간에게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인간 영혼의 심층에서 경외와 감사를 불러일으키시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 흘러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는 체험은 하느님께 사랑

428) 이규성, 「십자가 영성과 신학」, 304참조.
429)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12참조.
430) 이규성, 「십자가 영성과 신학」, 3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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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는 체험이며, 하느님과 구체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체험이다. 자신에

게 집중되어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이는 충실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게 된다. 이러한 하느님 체험의 방향성이 성 이냐시오 영성에 담겨 

있는 근본 사상이다.431)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 병석에서 읽었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금빛 전설』은 성 이냐시

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뿐 아니라 삶에서도 그 방식대로 실천하고 따르

도록 자극했다. 성 이냐시오에게 ‘자발적 가난’의 근본적인 동기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구원적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32) 성 이냐시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의 자기 비움의 구원적 사랑의 동참의 모습이 회심 초기에는 극기와 고행의 모습으로 나

타난다. 그의 고행과 극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행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함이었고,433) 또 『금빛 전설』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을 향한 성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회심 초기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은 고행이라고 생각했고,434) 하느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순례길에 올랐으며, ‘가난’을 

열망했다.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과거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과 마주하

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께 더욱 자신을 내어 맡겼다. 이 순례 여

정에서 그가 온 힘과 의지를 다하여 행하였던 것은 하느님의 것으로만 채우고 예수 그리

스도의 ‘자기 비움’의 사랑을 닮고자 했던 그의 열망이었다. 이러한 열망의 모습이 자신을 

더욱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성 이냐시오가 

품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

난 이미지, 즉 ‘그리스도교 찬가’(필리 2,6-8)에 나타난 모습인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

습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435)

   『영신수련』에서 성 이냐시오는 가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초대

431) 심종혁, 「예수회 창립자 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고유 영성」, 88-89, 91-92참조.
432) 이규성, 「자발적 가난함에 대한 현대적 이해」, 215참조.
433) Ibid., 208참조.
434)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12참조.
435) 데이비드 플레밍, 『이냐시오 영성이란 무엇인가』, 민윤혜경 옮김,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20), 7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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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리스도의 왕국’과 ‘두 개의 깃발’ 그리고 ‘겸손의 세 단계’의 묵상을 통해 제시한다. 

이 세 가지 묵상은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자신이 체험

하고, 삶으로 따르고자 했던 그의 경험과 연관 지어 바라볼 수 있다. 『영신수련』은 자아

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목표로 한다.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에게서 벗어나 전적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에 

가능하다. 『영신수련』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436) 이러한 『영신수련』의 목표 또

한 성 이냐시오가 체험한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자기 비움’의 사랑이 성 이냐시오로 하

여금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게 하였고, 그 봉헌의 실제적 삶의 시작이 로욜라부터 시작된 

그의 첫 순례였음을 연관하여 바라볼 수 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신 하

느님의 사랑을 인간이 인식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에 대해 감사하고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

하고자 하며, 자신을 봉헌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십자가를 지향한다.437) 이처럼 성 이냐시오가 사로잡혀 있던 그리스도 중심적 진

리438)가 『영신수련』의 목표와 특히 『영신수련』에 있는 핵심 묵상인 ‘그리스도의 왕국’, 

‘두 개의 깃발’, 그리고 ‘겸손의 세 단계’439)의 묵상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신수련』에 나타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이란, 그가 체험했던 인간을 향한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충실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

을 바치게 되는 역동성이며, 이러한 ‘자기 비움 영성’은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

정 동안 성 이냐시오가 삶으로 닮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실천적인 따

름이다.

  

3. 소결론: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 

   성 이냐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심은 ‘이전 삶의 멈춤’이었고, 자신의 

436) 정제천, 「영신수련의 진행 원리와 목표」, 87-89참조.
437) 이규성, 「십자가 영성과 신학」, 305참조.
438)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이해』, 172참조.
439) Ibid., 14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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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명예,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영광까지도 버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강을 따름’이

었다.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자 했던 열망의 행동인 순례길의 오름은 ‘하느님 손

길에 맡긴 떠남’이었고, 이 순례 여정에서 하느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채우기 위해 행했던 

그의 자발적 가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을 닮고자 했던 그의 간절함’이었

다. 이것이 회심하여 그가 떠났던 첫 순례길인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여정에서 볼 수 

있는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이며, 그의 이러한 ‘자기 비움’의 영성은 『영신수련』의 핵

심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을 세 가지로 요

약하여 정리한다. 첫째, 자기 비움의 내재적 원리로서의 성 이냐시오의 ‘열망과 선택’이

다. 둘째, ‘자기 비움’을 따름으로 나타나는 ‘참 자신이 되어가는 변화’이다. 셋째, 성 이

냐시오의 ‘순례와 섬김’으로 나타난 ‘자기 비움의 실천적 표현’이다.

   먼저,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은 자기 비움의 내재적 원리로서의 성 

이냐시오의 ‘열망과 선택’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가장 낮은 수준으

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자리로까지 내려오신 것이다. 자발

적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죄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고, 신적 상태를 고집하지 

않으시어 인간의 존재 상황에 온전히 참여하셨다.440)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하게 십

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

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자기 비움에는 하강과 상승의 은총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시는 하강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의 

구원을 들어 높여 주셨다.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어 가난한 인간을 

영광스럽게 높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통한 인간의 들어 높임은 예수 그

리스도의 육화, 세례, 제자들의 발 씻김, 수난과 십자가 죽음과 같이 그분의 공생활 안에

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강과 인간의 상승의 모습이 성 이냐시오의 순례 여정(로

욜라-만레사)에서는 성 이냐시오의 하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승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아란사수에서 성 이냐시오는 가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고, 나바레테에서 자

신의 재능을 인정받음과 안락한 생활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몬트세라

440) 마크 J. 에드워즈 엮음, 『갈라티아서‧에페소서‧필리피서』, 340, 343참조. 민남현, 『성 바오로 사
   도의 신학과 영성』, 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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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고, 만레사에서 자신의 과거 생활방식 모두를 내려놓았는

데, 이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성 이냐시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따

름이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높이고자 했던 그의 열망이었다. 성 이냐시오의 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승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의 ‘봉헌 기도’[98]에서 구체

적으로 드러났다. 성 이냐시오의 하강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인간을 위한 하강’을 일깨움과 동시에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을 향한 하강’과 같은 선택

을 하도록 열망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온전히 

방향지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은 ‘자기 비움’을 따름으로 나타나는 ‘참 

자신이 되어가는 변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는 ‘타인이 되는 변화가 아니라’, 자신 속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서 

피어나고 열매 맺는 변화였다.441) 성 이냐시오 또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한 순례 여정에서 

자신을 타인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아란사수 성모 경당에서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과거 세속적인 모습을 진솔하게 바라보았기에 아란사수 성모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몬트세라트에서 사흘 동안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하여 

거짓 없이 바라보았기에 온 마음을 다해 총고해를 할 수 있었다.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

는 만레사에서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머리를 제멋대로 자라게 두고, 빗질이나 이발도 전

혀 하지 않고, 손톱과 발톱도 자라게 내버려 두었던 그의 모습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성 

이냐시오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한다.442) 성 이냐시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바라보았기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열

매는 성 이냐시오 자신의 씨앗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열매였다. 성 이냐시오의 열매를 피

워주신 분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이셨다.

   『영신수련』의 제1주간은 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와 함께 

제2주간의 묵상인 ‘두 개의 깃발’과 ‘겸손의 세 단계’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겸손’은 자

신과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443)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

록 초대’하는 성 이냐시오의 영성은, 오늘날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에 가치를 두고 열광하

441) 정제천, 「영신수련의 진행원리와 목표」, 77참조.
442) Pedro de Ribadeneira, Vida De San Ignacio De Loyola, 44참조.
443) 조셉 A. 테틀로, 『사랑의 발걸음』, 1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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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흐름 속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되

었던 제자들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진솔한 위로를 전해준다. 나

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체험으로 이끌어준다.

   더 나아가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은 성 이냐시오의 ‘순례와 섬김’으

로 나타난 ‘자기 비움의 실천적 표현’이다. 성 이냐시오에게 회심은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열망으로 인해 자신이 소중히 지녔던 삶의 가치를 버리는 선택이었다. 순례는 자신이 익

숙했던 삶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의 실천적 표현

이다.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행동으로써, ‘자기 비움’의 실천적 

표현으로써 순례길에 올랐지만, 그 길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

과 환경이다. 그 당시 성 이냐시오의 건강 상태는 팜플로나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매일 밤 다리가 부어오를 만큼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몸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순

례길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도 않았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한 고행의 뜻을 열렬하게 품었고,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으며, 하느님을 기쁘게 하

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습이 

바보스러울 정도라고 말하며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이 그분을 온전

히 발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444) 『영신수련』

의 ‘두 개의 깃발’과 ‘겸손의 세 단계’ 묵상에서 성 이냐시오가 중요시하는 ‘겸손’은, 우리

가 살아내야 하는 진리이며,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이다.445) 수련자로 하여

금 이러한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사랑으로써 투신하게 한다.446)

   성 이냐시오 영성의 중심은 누구나 각자 자신의 체험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에 있

다.447) 성 이냐시오가 순례 여정에서 행한 그의 자발적 가난은 회심 초기에 그가 하느님

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삶의 구체적인 행위였다. 성 이냐시오의 하느

님을 따르기 위한 그의 간절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

444) 칼 라너‧파울 임호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40참조.
445) 조셉 A. 테틀로, 『사랑의 발걸음』, 127참조.
446) 이규성, 「영신수련 제1주간의 교의신학적 이해」, 7참조.
447) 브라이언 그로간, 『홀로 걸어서』, 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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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를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찾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각자의 고유한 방식이란 성 이

냐시오와 같은 고행과 극기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여건

과 환경에 따른 방식으로서 성 이냐시오가 만레사에서 행했던 이웃을 돕는 행위가 될 수

도 있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또한 ‘가난’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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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냐시오 순례길’(로욜라-만레사)에서 드러난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현대적 의미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성 이냐시오의 삶과 영성과의 연관성에 입각하여,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이 형성되기까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삶의 사건을 그의 회심 후 첫 순

례길인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여정 동안 그가 삶으로 실천했던 자발적 가난의 삶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길과 자발적 가난의 삶에 관하여 자

세히 다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예수회원인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의 관점과 예수

회 스페인 카탈루냐 관구에서 발표한 ‘이냐시오 순례길’을 통해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 

여정과 자발적 가난의 모습이 갖는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장에서는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길과 그 여정을 고찰하였다.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이 순례가 갖는 의미를 부각하고자 그의 청년기까지의 성장과정과 

팜플로나 전투에서의 부상과 회복, 그리고 회심하여 순례를 결심했던 그의 삶에 관하여 

먼저 다루었다. 회심과 순례를 결심했던 부분에서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성 이냐시오의 

회심에 관한 16세기 베드로 데 리바데네이라와 현대 슈테판 키흘레의 상반된 관점이었다. 

키흘레는 성 이냐시오의 회심을 고행의 모습들에 집중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과는 다

르게, 리바데네이라는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께 바치는 회심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의 모습

을 부각한다. 리바데네이라는 성 이냐시오의 죄에 대한 혐오, 죄에 대한 보속의 열망과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에게 치르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경외하여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다. 리바데네이라는 성 이냐시오의 온전

한 ‘하느님을 향한 돌아섬’(Metanoia)의 모습을 상세하게 다룬다. 리바데네이라의 관점은 

성 이냐시오가 향하고 있는 대상의 방향성으로 하여금 성 이냐시오의 회심이 ‘자신을 스

스로 드러내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향해 일체 돌아서는 모습’

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다른 한편, 성 이냐시오의 이 순례에 관하여 리바데네이라는 성 이냐시오가 순례를 떠

나기 전, 그를 만류했던 형 마르틴의 간청보다 성 이냐시오의 마음에 더 힘차게 말씀하시

는 하느님을 조명했고, 순례 초기 성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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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여정의 시작과 중심에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중요하게 부각하였다. 뿐만 아

니라, 리바데네이라는 무어인과의 일화에서 나타난 성 이냐시오가 품은 충동적이고 거친 

감정은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그 감정과 마음가짐 안에 내재된 가치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소중하게 가꾸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성 이냐시오의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에 그 중요성을 두었다. 이를 통해 본고는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순례는 하

느님을 섬기겠다는 열망으로 인해 자신이 소중히 지녔던 삶의 가치와 자신의 신분을 버리

고, 자신이 익숙했던 삶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자기 비움의 실천적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는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성 이냐시오가 삶으로 실천했던 

자발적 가난의 모습에 집중하였다. 그의 자발적 가난이 갖는 의미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

하고자 먼저 ‘가난’에 관한 성 이냐시오의 이해를 고찰하였다. 성 이냐시오의 종교적 환경

과 그의 회심에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의 생애』와 『금빛 전설』 분석을 통해 성 이냐시오

에게 있어서 단지 지식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경험적 지식으로 다가왔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 이냐시오에게 있

어서 ‘가난’이란 그가 로욜라 병석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성인들이 행

했던 고행과 극기의 삶으로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본고는 『자서전』에서 언급되는 ‘아란사수’와 ‘나바레테’, ‘몬트세라트’, 그리고 

‘만레사’를 중심으로 성 이냐시오가 삶으로 실천했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을 고찰하였고, 

‘이냐시오 순례길’과도 연관 지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

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난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다. 아란사수에서는 힘이 부치는 험한 순례길을 극

복한 후에 아란사수 성모님께 자신의 과거 세속적 모습을 진솔되게 바라보며 봉헌하는 모

습과 형과 누이와의 작별로 가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예수 그

리스도의 가난한 삶을 온전히 따르고자 ‘가난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모습이다. 나바레테에서는 지역‧환경적 여건이 열악했던 

바스크 지역의 순례길의 상황을 겪은 후에 마주했던 나헤라 공작으로부터의 세속적 권력

과 지위를 통한 안락한 삶, 그리고 세속적 물질의 소유를 내려놓는 모습은, ‘가난의 삶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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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가난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다. 몬트세라트는 성 이냐시오의 순례길의 종반부

로써 몬트세라트에 당도하기 전, 그동안 순탄치 않았던 고단한 순례 여정과 그의 불편한 

다리로 인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던 성 이냐시오의 모습과 몬트세라트로 가기 

위해 여러 언덕들을 다시 한번 거쳐야 했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힘듦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예루살렘 순례를 준비하고, 

세속에서의 자신의 전부를 드러냈던 장검과 단검을 몬트세라트 검은 성모님께 봉헌하였

다. 또한 자신의 기사복을 가난한 사람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자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천으로 만들어진 순례복을 입었다. 이와 같은 성 이냐시오의 모습은, 가난하신 예수 그리

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내면과 삶의 전부가 하느님께로 온전히 향하며 하느님의 사람

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자신을 버리는’ 가난의 모습이다. 만레사에서는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이 절정에 달했음을 볼 수 있었다. 만레사에서의 삶의 물질적 조건은 최하 수준의 극

단적인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였으며, 가난한 생활로 여러 번 중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자

신의 존재와 삶 전부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 이냐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이 순례 여정에서 실천한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은 그에

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길’이었고,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

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길’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

난의 삶과 성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인 『영신수련』에 나타난 그의 ‘자기 비움 영성’과 고

유성을 연관 지어 고찰하였다. 먼저,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근원에 더 구체적

으로 접근하고자, 『자서전』과 『그리스도의 생애』 분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

움’과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로욜라-만레사)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

해 본고는 성 이냐시오가 회심 초기에 품었던 ‘고행과 극기’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부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지상 생애를 통해 드러난 죄 많은 인간을 향

한 ‘하느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의 체험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성 이냐시오가 로욜라 병석에서 체험한 하느님은, 죄 많은 인간을 그분의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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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시기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시는’ 주님이셨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그

러므로 성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그가 순례길에서 실천했던 자발적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

의 자기 비움의 구원적 사랑에 동참하는 자발적 영혼의 가난함이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헌적 고찰을 통해 『영신수련』의 배경에는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에서의 체험이 직‧간접적으로 담겨있음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영신수련』의 핵

심 묵상인 ‘그리스도의 왕국’과 ‘두 개의 깃발’, 그리고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을 성 이냐

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삶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는 성 이냐시오의 자발

적 가난의 삶과 이 세 가지 묵상과의 연결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국’ 묵상은 인간적 관대함의 원천들을 영적 열망으로 통합하여 하

느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방향 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봉헌하도록 이끌

어준다. 이 묵상은 세속적인 부와 지위, 권력, 그리고 가족애와 같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감정과 사랑을 거슬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로 방향 지어서 실제적인 봉헌의 시

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례 여정을 시작한 성 이냐시오의 모습과 맞닿아있다.

   둘째, ‘두 개의 깃발’ 묵상은 부귀와 헛된 영광, 그리고 오만과 같은 사탄의 전략에서 

벗어나 정신적‧실제적 가난과 수치와 업신여김을 원하도록 하여,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리

스도의 전략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는 묵상이다. 이 묵상은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가난’을 열망하며 순례길에 올랐던 모습뿐 아니라, 순례 여정 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부귀와 세상의 헛된 영광, 오만에서 벗

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길을 온 힘과 의지를 다하여 실천했던 모습과 연결된다. 

   셋째, ‘겸손의 세 단계’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가난과 받으셨던 버림받

음, 그리고 그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서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묵상이다. 

이 묵상은 성 이냐시오가 가난과 겸손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

심하여 순례길에 올랐던 그 시작부터 가난과 극기의 삶의 절정이었던, 조롱과 멸시를 받

았던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과 관련하여 바라볼 수 있다.

   이어서 고찰한 『영신수련』에 나타난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은 십자가에서 돌

아가신,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자기 비움’이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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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성은 창조, 강생,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제헌 등으로 대표

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본고는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은 그가 

로욜라에서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 동안 체험했던 하느님께 받은 사랑, 하느님과 맺었던 

인격적인 관계, 하느님께 자신을 바쳤던 봉헌과 실제적인 가난의 삶이 영향을 주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 영성의 고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자신의 삶에서 원하고 선택하려는 열망이다. 또한 자신의 고유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위로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주님께

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사랑으로써 투신하게 하는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성 이냐시오의 로욜라부터 만레사까지의 순례 여정과 그가 실천한 자발적 가난

의 삶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열망적인 응답이 실제 봉헌의 삶으로 행해진, 하느

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그가 이 여정 동안 실천했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느님의 것으로만 채우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고행

과 극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자발적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보여

주신 사랑의 절정인 ‘자기 비움’의 구원적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 성 이냐시오가 그 당시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었던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의 모습이었다. 그의 자발

적 가난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따름이었고, 예

수 그리스도를 들어 높이고자 했던 그의 열망이었다. 그렇기에 성 이냐시오가 이 순례 여

정에서 행한 자발적 가난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써 실천

했던 그의 고유한 방식이며, 성 이냐시오의 자기 비움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자신의 존

재와 삶 전부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 데 리

바데네이라의 시선과 같이 성 이냐시오가 하느님께 품은 열망과 진솔한 고백, 자신의 온

전한 봉헌과 온 힘과 의지를 다해 가난과 겸손을 삶으로 살아내려 했던 그 모습의 방향성

과 진정성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성 이냐시오의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일깨우고, 자신의 삶에서 각

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삶과 여건에 따른 방식을 찾아 자신의 삶에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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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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