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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ther Vincent Lebbe’s life and spirituality of Jeon Jin Sang 
In light of Karl Rahner’s Kenosis theology

Kim, Kwang Suk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In this study, we propose a pastoral approach to the issues of 
today’s secularization and spiritual crisis b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Spiritual Theology the concept of kenosis manifested in 
the pastoral life and the spirituality of Father Vincent Lebbe. This 
work uses Karl Rahner’s relational perspective about kenosis, namely 
‘the self-emptying of Christ’ and ‘self-surrender of the human’, to 
shed light on Father Vincent Lebbe’s life and his spirituality of total 
renunciation, true charity and constant joy. As a conclusion, this 
paper interpreted in a new way the kenosis evident in his pastoral 
action and, through his spirituality discovered the practical meaning 
of modern spirituality. 

For the research method, we 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Ignatian 
Spiritual Exercises by Karl Rahner concluding that the implication of 
spirituality, the self-emptying of Christ is the ‘transcendental and 
conscious surrender of the self’. It is being ‘prepared to endure 
humiliation, poverty and suffering’, it is a ‘participation in death and 
resurrection’. The area of ‘call and response’ and ‘being in union with 
complete love’, is proposed as the self-surrender of the person. Using 



- vi -

this perspective to approach Father Vincent Lebbe’s pastoral life and 
analyzing his life with the detailed categories it is clear that his 
activity is the fruit of a self-emptying pastoral kenosis spirituality. His 
life was unique in that he followed St. Paul’s way, a mission based on 
letters, visits, cultural-assimilation, and education.  His life was also 
an exemplification of the Trinitarian Love incarnated in his present 
life here and now. This paper will show that Father Lebbe’s kenosis 
pastoral activities can be characterized as modern spirituality. His 
‘total renunciation, true charity, constant joy’ spirituality naturally 
leads one to ‘the birth death and resurrection – the three mysteries 
of the Life of Christ. His life draws similarities between ‘total 
renunciation’ and the mystery of incarnation, ‘true charity’ and the 
mystery of cross and ‘constant joy’ and the mystery of resurrection. 
Thus, purification, illumination and union, the three paths to spiritual 
maturity, can be applied as ‘total renunciation’, ‘true charity’ and 
‘constant joy’ respectively giving practical wisdom to the modern 
spiritual exercise.

In conclusion, Father Vincent Lebbe through incarnate love 
achieved a life of practical self-surrender. His spirituality of total 
renunciation, true charity and constant joy demands holistic, 
communal and social action.  This is, in essence, the modern spiritual 
experience of personal communion wit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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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뱅상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과 성에 나타난 케노시스 개념을 
성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현 의 적 위기와 세속화 문제에 응하는 

사목적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인간의 자
기 포기’라는 칼 라너의 상호 관계적 케노시스 관점으로, 뱅상 레브 신부의 삶
과 전·진·상 성을 조명하여, 그의 사목 활동 안에 나타난 케노시스를 현 적으
로 해석하 고, 그의 성을 통해 현  성의 실천적 함의를 발견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라너의 이냐시오  신수련(Spiritual Exercise) 해설서를 
중심으로 적 함의를 도출해 낸 결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초월적·의식적 
자기포기’와 ‘모욕, 가난, 상처 등 고통을 당할 준비’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참
여함’이다. ‘부르심과 응답’, ‘완전한 사랑과 일치’는 인간의 자기 포기 역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분류를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에 적용하여 세부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 그의 활동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케노시스 사목 성의 모습으
로 드러났다. 그의 사목 활동은 문자 선교, 방문 선교, 토착화 선교, 인재 양성 
선교, 바오로형 선교라는 특징이 있었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
에서 육화한 삶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 사목 활동은 현  

성으로 재발견 되었으며, 그가 주창한 전·진·상 성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
음과 부활이라는 3가지 신비적 삶’ 안으로 안내한다. 전희생은 육화의 신비로, 
진애인은 십자가의 신비로, 상희락은 부활의 신비로 초 한다. 적 성숙의 3가
지 길인 정화는 전희생으로, 조명은 진애인으로, 일치는 상희락에 해당되는 것
으로 현  성 수련에 실천적 지혜를 줄 수 있음을 발견하 다. 

결론적으로 레브 신부는 육화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사랑을 실천하 고, 
그의 전·진·상 성은 전인적이며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실천이 요구되며, 하느님 
체험 중심의 현 적 성으로 재해석 되었다.    

 
주제어 : 뱅상 레브, 전·진·상 성,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포기, 칼 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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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현  세계가 직면한 적 위기와 세속화(secularization)에 따른 인간의 
적 갈망은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적 허기를 채우고, 충만하게 살아
가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적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갈망은 
성을 추구하는데 활력을 주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한다.1)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에서 지구상에 만연해 있는 배척과 불평등, 무관심의 세계화와 물
신주의를 비판하면서 문화적·신앙 토착화·도시 문화의 도전 앞에 적 지혜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2) 교회의 이러한 요청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적 지
혜와 실천을 위한 신학적 요소나 주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현 인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전통적인 적 수련 방법에서 
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느님의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
(kenosis)3)에 한 이해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필립비서의 ‘그리스도의 찬가’(2,5-12)는 ‘겸손’과 ‘비움’으로 육화에 관한 
현  이론의 근거로 인용한다.4)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
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립 2,6-7)라고 케노시스를 표현
한다. 오늘날 새로운 신학은 ‘충만’과 함께 하는 ‘비움’을 케노시스 신학의 관점
에서 다루고 있다.5) 비움은 곧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짐을 의미한다. 하느님

1) 제닛 러핑, 천상의 화, 염성섭 옮김, (서울:하우, 2017), 23.
2)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51-93.
3) 케노시스는 그리스어로, 우리 말 번역을 ‘자기 비움’으로 하겠다. 어의 ‘self-emptying’과 같

은 뜻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술할 때는 케노시스로, 적 함의를 지닌 표현으로 쓸 때는 
‘자기 비움’으로 표현하겠다. 

4) 한국가톨릭 사전편찬위원회, ｢자기 비움｣, 가톨릭 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7221.
5) 아서 피콕(Arthur Peacocke)은 진화의 세계가 포식(prepensities)과 죽음을 수반하는 것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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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인간이 되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물려받은 우리도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이웃과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 이하 ‘라너’라고 한다)는 인간은 부족하
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충만을 지향하는 존재6)라고 하고, 잉빌드 로속
(Ingvild Rosok; 이하 ‘로속’이라고 한다)은 인간은 하느님께 전적인 포기를 통
해서 자아를 깨닫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7)고 한다. 그렇게 하여 인간
은 ‘하느님의 암호’(the cipher of God)8)이며, 하느님의 자기표현으로서 지상의 
신비에 원히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길이며, 적 충만으로 성화하는 삶을 살게 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인간의 자기 포기(self-surrender)
라는 라너의 ‘케노시스’에 한 통찰이 적 갈망과 세속화에 따른 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케노시스를 일상
에서 체화(體化)9)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교회 전통에는 케노시스가 실천적 적 지혜로 제시된 사례들이 존재

느님이 창조 세계의 고난과 수고에 함께 하시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홈스 롤스턴(Holmes 
Rolston)은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선택한다고 한다.; 
Michael Welker, Jurgen Moltmann,  The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John 
Polkinghorne(ed), (Cambridge: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2001 Company, 
“Introduction”, xi.; 미하엘 벨커, 위르켄 몰트만 외,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엮음, 
(서울:새물결플러스, 2015), 20-21.

6)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8), 
216;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이봉우 옮김, (서울:분도출판사, 2014), 286.

7)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 The Relational Perspective of Karl 
Rahner, The Heythrop Journal LVIII, 2017, 57.;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17.;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88.

8) “인간이란 하느님의 자기표명, 즉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이 없는 무의 허공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말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이 된 로고스는 요약된 하느님의 말씀이라
고 일컫는 것이다. 이 요약, 하느님 자신을 가리키는 ‘암호’, 이것이 인간이다. 즉, ‘사람의 아
들’ 및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아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물음은 하느님
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답도 가질 수 있다.”;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24.;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97.

9) 직접 경험을 통해 자기 것이 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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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이냐시오 성인의  신수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
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신수련에 나타난 케노시스를 본 연구에서 
다루겠다. 로욜라의 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1491~1556 ; 이하 ‘이냐시오’
라고 한다)성인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Finding God in All 
Things), 예로니모 나달(Jerónimo Nadal, S.J., 1507-1580)은 ‘활동 중의 관
상’(contemplation in action), 라너는 ‘일상적 삶의 신비주의(mysticism of 
everyday life)’10)라는 표현을 하 다. 이러한 표현을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
면 ‘비움’ 또는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비움의 신학은 십자
가상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만, 현 의 성적 언어로 체하자면 ‘텅 
빈 충만’과 같은 일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적 갈망을 충족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뱅상 레브
(Vincent Lebbe, 1877-1940; 이하 ‘레브’라고 한다)11) 신부의 삶과 그가 주창
한 전·진·상(全眞常, Immolation Totale, Aimer ses frères Vraiment, Etre 
toujours content) 성을 라너의  신수련에 담긴 케노시스 신학으로 재조
명, 재해석하여 ‘자기 비움’에 해 현 적으로 해석하고, 현  성의 실천적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왜 라너의 케노시스 관점인가? 21세기 동안 교회 교부들은 교회의 핵심 사
상인 그리스도론을 정의하고자 필립비서의 찬가(2,5-12)와 케노시스 개념을 사
용하 다. 교의 신학에서 많은 논쟁이 되어왔던 케노시스 개념을 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할 때, 라너의 초월적 그리스도론은 성적으로 접근이 가
능했다. 

라너의 ‘하느님의 자기 전달’ 개념을 통해 기존의 하느님의 본질에 한 ‘속
성’의 포기12) 문제를 하느님이 오히려 인간에게 ‘신성’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시

10) Harvey D. Egan,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 (New York:Paulist Press 
Ramsey, 1982), 104. 

11) 뱅상 레브 신부(1877-1940, 벨기에)는 4개의 단체를 창설하여 그의 성인 전·진·상(全眞常)
을 4개 단체의 기본 정신으로 삼게 하 다. 벨기에 외방 선교회(SAM, 1925년), 중국의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C.S.J.B, 耀漢小兄弟會, 1928년)와 데레사 작은자매회(C.S.T..德來小姉妹會, 
1929년), 그리고 국제가톨릭형제회(A·F·I, 1937년)이다.

12)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에서 ‘성자는 신성의 형이상학적 속성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하셨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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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주고  받는다는 ‘태도’의 관점으로 접근한
다.13) 성은 삶의 태도이며, 성 생활은 하느님의 생명과 인간 혼이 서로 
통교하는 것이다.14) 라너는 케노시스를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인간의 ‘자기 포
기’라는 하느님과 인간과 상호 관계로 보는 ‘태도’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하느님
은 자기 비움으로 인간이 되셨고, 낮추셨으며,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
을 성부, 하느님께 바치셨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케노시스 통찰로 레브 신부의 삶을 조명하게 되
면 케노시스를 실천적 삶의 지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왜 레브 신부인가? 19세기 이후 세계 선교의 방향이 유럽 식민지 세력과 
함께 진행되었던 당시에, 중국은 식민지가 아니었지만 유럽으로부터 프랑스 보
호령 아래 특별한 지배 체제 하에 있었다. 외세에 한 배척과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던 시점에 중국에 입국한 레브 신부는 중국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
어와 문화를 익히고, 교회의 토착화를 위해서 중국인 사제단15) 설립과 더불어 
중국인의 자기 각성, 애국심 함양, 중국인의 그리스도화를 위한 일에 교회 안팎
에서 일생을 투신하 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화(incarnation)의 삶을 자신의 삶
에서 재현한 인물로서 현 의 사목 활동에서 자기 비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에 한 통찰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인물을 라너 케노시스의 관계적 관점
(relational perspective)으로 조명해 보는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그가 주창한 성 수련법인 전·진·상 성에 나타난 자기 비움을 드러냄으
로써 ‘비움’이 곧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함’이라는 자기 비움의 원리가 현 적 

성의 실천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의의가 될 것이다. 

이해했다. 이 관점에서 성자는 육화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격인 그분은 자신을 하
느님을 특징짓는 속성들에서 비우셨다.; 김필균, ｢예수의 케노시스를 통한 선교적 리더십｣, 한
국개혁신학 59(2018), 221.

13)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6.
14) 조던 오먼,  성신학, 이홍근 역, (칠곡:분도출판사,1997), 22.
15) 당시 중국에는 중국인 주교가 없었고, 외국인 주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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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과제 

레브 신부에 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중국 천주교의 토착화와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기존 
연구로는 신태갑의 ｢뱅상 레브 신부와 중국 천주교의 토착화｣16) ｢뱅상 레브 신
부의 선교 방식과 선교 활동의 지역 범위｣,17) ｢서적을 통해 본 뱅상 레브의 선
교 활동｣18), ｢익세보의 종교총담을 통해 본 뱅상 레브 신부의 선교 활동(1916-1928)
｣19) 그리고 ｢익세보의 종교총담을 통해 본 선교 활동(1916-1928)｣20)이 있다. 
사회적 치유에 초점을 맞춘 최병욱의 ｢20세기 초 중국의 반기독교에 한 소통
과 치유, 뱅상 레브 신부를 중심으로｣21)와 ｢사회적 실천과 치유, 뱅상 레브 신
부의 예｣22)가 있다. 특히 신태갑은 레브 신부가 창간한 중국 가톨릭 일간지인 ｢
익세보｣의 ‘종교총담’에 해 세 차례 논문을 발표하 다. 레브 신부가 직접 집
필하여 연재한 종교총담란에는 레브 신부의 사상과 정신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근거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레브 신부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 성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거의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케노시스 신학을 바탕으로 레브 신부의 전·진·
상 성을 조명하기 위해 다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케노시스 신학을 성 신학적 관점에서 논증할 수 있는가?   
둘째, 라너의 관계적 관점의 케노시스로 비추어 본 레브 신부의 삶과 성

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과 비전을 주는가? 

16) 신태갑, ｢뱅상 레브 신부와 중국 천주교의 토착화｣,  구사학, 103(2011, 5월), 205-237.
17) 신태갑, ｢뱅상 레브 신부의 선교방식과 선교활동의 지역범위｣,  구사학, 107(2012, 5월), 

197-229.
18) 신태갑, ｢서적을 통해 본 뱅상 레브의 선교활동｣, 중국사연구, 제 99권0호, 2015,195-247.
19) 신태갑, ｢익세보의 종교총담을 통해 본 뱅상 레브 신부의 선교활동(1916-1928)｣, 중국사연

구 제 87집, 2013, 265-310.
20) 신태갑, ｢익세보의 종교총담을 통해 본 선교활동(1916-1928)｣, 중국사연구 제 93집, 2014, 

365-411.
21) 최병욱, ｢20세기 초 중국의 반기독교에 한 소통과 치유, 뱅상 레브 신부를 중심으로｣, 중

앙사론, 32(2010), 201-236.
22) 최병욱, ｢사회적 실천과 치유, 뱅상 레브 신부의 예｣, 인문과학연구, 30(2011), 4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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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을 케노시스 신학으로 해석하여, 오늘의 교회 
공동체에 ‘활동’과 ‘ 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목적 안이나 사례’로 제
시할 수 있는가? 

끝으로, 전·진·상 성에 드러난 자기 비움은 현 인의 성 생활에 어떤 실
천적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본 논문의 선행 연구 자료로 자크 르클레르(Jacques Leclercq)가 집필한 
레브 신부의 생애, 멀리 울리는 뇌성23)과 고파르·소이에(Goffart·Sohier)가 집
필한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24)을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하 다. 중국인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 조입산(曺立珊) 신부의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25)과 국제가톨릭형제회(A·F·I)의 초기 문서인 협조자의 정신
과 생활(Spirit and Life of Auxiliaries)26)은 전·진·상 성을 고찰하는 데 사
용하 다. 신수강령은 전·진·상 성의 수련법이며, 협조자의 정신과 생활은 
전·진·상 성을 개인, 공동체, 가정,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
가에 한 국제가톨릭형제회(A·F·I) 회원들을 위한 생활 지침서이다. 

그 외에 레브 연구소를 설립하 고, 레브 신부에 한 문서와 증언들을 중
국과 유럽 각지를 다니며 수집하여 증언록으로 발간한 로버트 겔루이(Robert 
Guelluy)27)의 뱅상 레브 신부의 중국 선교 이야기와 신태갑의 중국을 사랑
한 선교사 뱅상 레브 신부28)등을 참고하 다. 

23)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서울:성바오로 출판사, 1993).
24)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김정옥 편역, (수원:수원가톨릭 학교 출판부, 2012).
25)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서울:국제가톨릭형제회, 1990).
26) A·F·I, Spirit and Life of Auxiliaries, (Brussels: A·F·I, 1952).
27) 몬시뇰 겔루이(1913-2001) : 벨기에 투르내(Tournai) 신학교와 루뱅(Louvain) 학 등 여러 

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다. “1980년 부터 루뱅 가톨릭 학교에 레브 연구소(Centre 
du P.Lebbe)를 설립하여 레브 신부에 관한 고문서를 수집하여 Recueil des Archives 
Vincent Lebbe라는 제명으로 10만여 쪽에 달하는 자료집을 발간하 다.”; Ch.Robert 
Guelluy, 뱅상 레브 신부의 중국 선교 이야기, (창원:불휘미디어,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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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라너의 케노시스 신학을 위한 자료로는 로속의 ｢그리스도의 케노시
스 재고 : 칼 라너의 관계적 관점｣(“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 The 
Relational Perspective of Karl Rahner29) 연구를 인용하 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 다. 하나는 레브 신부의 삶과 성의 
케노시스적 분석을 위한 라너의 상호 관계적 케노시스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라너가 뮌헨과 로마에서 이냐시오식 신수련 8일 피정 때 강의한 해설서인 

신수련(이하 라너의  신수련이라고 한다)30)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 신학에
서 ‘케노시스’ 개념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인간의 자기 포기’를 5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을 분석하 다.

위 내용을 5가지 범주로 고찰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로속31)은 라너의 신
학이 그의 성과 분리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회 회원이었던 라너는 
‘이냐시오 성’의 관점으로 인간 케노시스에 한 견해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냐시오 성은  신수련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로속은 
신수련에서 케노시스 역을 발견하고, ‘왕의 부르심’(Exx.91-100)32) 수련에서 
자기 포기 문제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자는 로속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라너의  신수련의 케노시
스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33)과 ‘인간의 자기포기’34) 역으로 분류하 다. 그
리스도의 자기 비움으로는 ‘초월적·의식적 자기포기’(Exx.195)와 ‘모욕과, 가난, 
상처 등 고통을 당할 준비’(Exx.91-100)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Exx.193)
을 설정하 다. 인간의 자기 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르심(Exx.91-93,95)과 응

28) 신태갑,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 뱅상 레브 신부, (서울:도서출판 선인, 2017).
29)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30) 라너의 이냐시오식 신수련 피정 강의를 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translated by Louis J. Puhl, (New York,:Herder and Herder, 1965).
31)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2.
32) 로욜라의 이냐시오  신수련의 번호를 “Exx.” 표기하기로 한다.
33) 하느님 자신의 ‘자기비움’(self-emptying)의 개념은 Karl Rahner, “On the Theology of 

the Incarnation”, Theological Inverstigations Vol.4, Pdf-version, 1962-1984, 114에 나
온다.

34)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 한 절 적인 ‘자기포기’(self-surrender)는 Karl Rahner, 
“Current Problems in Christology”, Theological Inverstigations Vol.1, Pdf-version, 
1962-1984, 172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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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Exx.94,96-98),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일치’(Exx.230-237)로 분류하 다.
따라서 레브 신부의 삶을 조명할 틀로써 라너의  신수련 전체에서 십자

가 신학에 해당되는 5개 범주를 사용할 것이다. 케노시스는 광범위한 주제이므
로 가능한 5개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5개 범주를 근간으로 핵심 
주제들을 찾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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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케노시스에 대한 이해

케노시스(κένωσις, 자기 비움)는 ‘비우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동사 케노(κ
ενόω)에서 유래한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할 때, 자신의 신성
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신학 용어이다.”35) 그리스도의 육화에서 의지
적인 겸손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에서 중요 개념이며, 성적 차
원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하느님의 자기 증여 
행위인 케노시스는 그리스도의 신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함의한 육
화 사건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에 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근거로 육화 사건
을 논의하고, 적 함의로는 십자가 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케노시스의 개념이 형성된 시초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
적 원천과 그리스도론의 논쟁을 최초로 종결하 던 칼체돈 공의회(Council of 
Chalcedon)의 동일본질(homousious)36)개념을 살펴보겠다. 그 다음은 토마지
우스(Gottfried Thomasius, 1802-1875)가 이해한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을 신
성의 포기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성의 포기로 이해되
었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주고받는 관계적 개념으로 확장한 라너가 이해한 
케노시스 개념을 다루겠다.37) 라너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중립적인 오롯한 신성 
자체가 아니라, 자기 전달(self-communication)의 하느님으로 이해하 고, 나
자렛 예수 안에서 절정을 이루는 인격적인 하느님으로서 자기 비움의 강조 차원

35) 한국가톨릭 사전편찬위원회, ｢자기비움｣, 가톨릭 사전, 7221.
36)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성에 한 핵심 교리 :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느님이고 이성적 혼과 육신으
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다. 신성으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본질
이시니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신성으로는 모든 세 에 앞서 성부에게
서 나셨고 인성으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
어나셨다. 

37) 라너의 케노시스 이해는 주로 로속의 논문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The 
Relational Perspective of Karl Rahner를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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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하 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케노시스인 인간 또한 하느님께 자기 포기
와 타자에 한 자기 내어줌(self-giving)을 통하여 일치와 사랑에 이르게 된다. 
II장에서는 이냐시오 성과 라너의  신수련(Spiritual Exercise)을 중심으로 

적 함의를 도출해 낸 다음 III장에서는 라너의  신수련 해설서에 나타난 케
노시스의 다섯 범주로 레브 신부의 삶과 그의 성인 전·진·상을 이해하는 기본
적인 분석틀로 삼으려 한다. 

1. 신학적 이해

1.1 성경적 이해

육화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케노시스이다. 그리스도의 육화
는 신의 광과 신성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순종하여 인간 본성에 일치시킨 사건
이다.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낮춤으로서,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준 바로 그 사건
이다. 케노시스는 그리스도의 찬가(필립 2,5-11)중에서 필립 2,7의 “자신을 비
우시어”(ἑαυτὸν ἐκένωσεν)와 2,8의 “자신을 낮추시어”(ἐταπείνωσεν ἑαυτὸν)
에서 성경적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습(μορφῇ, 필
립 2,6)을 지니면서도 종의 모습(μορφῇ, 필립 2,7)을 취하신 것이다. 여기에 케
노시스의 부정 과거형 ‘에케노센’(ἐκένωσεν)이 사용되었다.38) 성경에서 말하는 
참 케노시스는 신의 인간화를 통한 인간의 신성화가 아니라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육화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39) 케제만(Ernst 
Käsemann, 1906-1998)은 모르페(μορφῇ,모습)를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역이
며, 힘의 장처럼 그 사람을 규정하는 역”이라고 하 다.40) 케제만의 이 개념
은 오늘날 부분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버리고 종의 신
분을 취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처지를 버리고 종의 처지를 택했다는 

38) 문병호, 기독론, 생명의 말씀사, (서울:생명의 말씀사, 2016), 686.
39) Ibid., 696.
40) 발터 카스퍼, 예수 그리스도, 박상래 옮김, (칠곡:분도출판사, 200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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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립 2,5-11의 ‘그리스도 찬가’는 사도 바오로가 팔레스티나 교회들에서 부

르는 찬미가를 인용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41) 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판
단한 이유는 4가지이다. 첫째, 신약의 다른 구절에서도 찬가가 발견된다(콜로 
1,15;18; 1티모 3,16). 둘째, 전체의 높이 들여 올려지는 고양된 언어와 리듬의 
질이다. 셋째, 구조화된 병렬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른 셈족 시와 종류가 유사
하다. 넷째, 언어와 구조는 이 구절을 이 시점에서 서간의 담화와 분리시키는 
내부 일관성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찬가의 구조는 그리스도께서 스스
로 낮추시는 하강(6-8절)과 하느님에 의해 고양되는 상승(9-11절) 과정을 보여
준다. 그 내용은 하느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분이 육화로 인해 낮아지고, 죽
기까지 낮아진다. 그리하여 하느님으로 인해 들어 높여지고, 우주 만물의 경배
를 받으며 주님으로 찬양받는다.42) 

신약 성경에는 케노시스에 한 많은 구절들이 있다. 2코린 8,943), 요한 
3,1344); 16,2845); 17,546) 그리고 로마 15,347)에 있다. 그러나 필립 2,5-11은 
케노시스에 한 해석학적(hermeneutics) 관심의 핵심이며, 다른 구절을 읽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 구절은 케노시스에 있어서 완전함을 보여주고, 신성의 자
기 비움의 의미에 한 완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해석학적 역사를 보면 에른
스트 로메이어(Ernst Lohmeyer,1890–1946)는 이 구절이 필립 2,5-8과 필립 
2,9-11의 두 개의 연으로 된 찬가라는 것을 밝혔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
원의 모습을 나타낸다. 신성한 존재는 고통과 죽음을 지닌 인간의 삶의 역에 

41) 한국가톨릭 사전편찬위원회, ｢자기비움｣, 한국가톨릭 사전, (서울: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7221.

42) 200주년 신약성서주해, 200주년신약성서번역위원회 역, (왜관:분도출판사, 2005), 1048. 
43)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

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44)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 간 이가 없다.”
45)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46)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

서 저를 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47)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좋으실 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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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들어가도록 신성을 떠난다(필립 2,5-8). 이 순종과 고통의 삶 때문에 
신성한 존재는 광스럽게 되고 새로운 지위 또는 이름, 즉 모든 피조물에게 경
배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여받는다(필립 2,9-11). 해석학적 논쟁은 그
리스도의 하느님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하느님의 모습’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
는 것과, 인간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신성한 존재가 변화하는 ‘자신을 비우시
어’이다. 역사적으로 전통적 해석은 이러한 핵심 문구에 한 결론에 비추어 나
머지 구절을 이해했다.48) 이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모습(필립 
2,6)을 지니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필립 2,7), “자신을 낮추시는”(필립 2,8) 
종의 모습(필립 2,7)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육화를 통해 신학적 용어인 케노시스
의 기원이 되었음 알 수 있다. 다음은 1세기 동안 케노시스에 한 교리적 논란
을 종결지었던 칼체돈 공의회에서 드러난 케노시스를 이해하고자 한다. 

1.2 칼체돈 신앙 정식에 나타난 케노시스 이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쟁점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쟁점 중
의 하나 다. 여기에 케노시스 이론은 그리스도의 육화 때에 신성이 어떻게 인
성으로 드러나는가에 한 논란이다. 초  교회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
(Athanasius, 296-373),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y of Nazianzus, 
329-390),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Cyril of Alexandria, 378-444) 등은 인성
이 신성의 불가능성과 불변성을 지니게 되는 신성화의 근거로 케노시스를 다루
었다.49) 이러한 두 본성에 관한 논란은 451년 칼체돈 공의회까지 지속되었다. 
칼체돈 공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우리는 신성에서나 인성에서나 완전하신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된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 두 본성으로부
터(aus)가 아니라 두 본성 안에서(in), 단성론(Monophysitismus)50)과 반 로 

48) Donald G. Dawe, “A Fresh look at the Kenotic Christologie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5 no 4 Dec 1962, 338.

49) 문병호, 기독론, 687.
50) 에우티케스(Eutyches)는 그리스도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 된 후에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

어 버리므로, 이때부터는 하나의 본성, 즉 신성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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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되거나 변화하지 않으시고, 네스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51)와 반 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πρόσωπον)과 하나의 
위격(ὑπόστασις, subsistentia) 안에 보존 되십니다”52)라고 공포하 다. “두 
본성 안에서” 표현에서는 하느님-인간의 극성속에서 신성과 인성의 균형이 
드러났다. “혼합되지 않고”는 플라비아누스의 레오의 교리 서간에서 나타나 
있다. “나누어지지 않고”는 키릴루스의 표현을 빌려왔다.53) 그리하여 공의회는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다(히브 4,15참
조).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다른 편으로는 인
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이시고, 하느님
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교의를 결정하 다.54) 

칼체돈 공의회의 신앙 정식에 나타난 케노시스는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며, 그리스도 신비의 역설과 불가해성을 제시하고 있
다.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 반쪽이 아니며, 동일본질(homousius)이라는 것이
다.55) 이처럼 칼체돈 공의회의 신앙 정식에서는 ‘인간 예수는 하느님이며, 온전
하고 자주적인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론에 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

직 한 본성, 즉 신성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설을 설파했다.; 후베르트 예딘, 세계공
의회사, 최석우 옮김, (칠곡:분도출판사, 2005), 34.

51) 에데사(Edessa)와 니시비스(Nisibis)학파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로 자처하고, 강생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분리된 인격이 존재한다는 이단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
도의 어머니를 테오토코스(Theotokos=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반박하고, 인간 예수
를 낳았기 때문에 크리스토코스(Christokos=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 
Ibid., 30.

52) Ibid., 36.
53)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칠곡:분도출판사, 2005), 79.
54) Heinrich Denzinger,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제44판, (서울: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7), 111.; “한 분이시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
식되며, 이 외에도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히포스타시스로 결합되신다.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이
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며, 이전에 예
언자들이 그분에 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
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이 한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

55)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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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것이며, 그리스도의 속성에 한 교의 결정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 ‘케노시
스 그리스도론’(kenotic Christology)이 본격적으로 두된 것은 19세기 초반 
독일 루터파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3 토마지우스의 케노시스 이해

17세기부터 케노시스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한 속성을 어떻
게 비우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56) 그러나 새로운 철학적, 종교적 의식이 등장
하여 이 고전적인 주제를 재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자극과 범주를 제공할 때까지 
그리스도론에 한 케노시스의 의미가 완전히 인식되지 않았다.57) 케노시스 이
론이 특정한 신학 사조로 발전한 것은 19세기 초반 이후 독일 루터파를 중심으
로 국으로 확산된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다. 표적인 인물인 토마지우스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행적(Christi Person und Werk)에서 그리스도론의 핵심인 
케노틱 이론을 진술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해 그리스도론의 원리를 제
시한다. 하느님의 실재성 또는 인성의 진실성 또는 위격의 단일성을 위험에 빠
뜨리는 중재자의 위격에 한 모든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
로 진정한 신성과 참된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 위격의 참된 일치를 그리스도론
의 기본 축으로 보았다. 그는 이 셋을 응집하는 것을 케노틱 구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삼위일체적 관계가 딱딱하고 움직일 수 없는 형태의 존재가 아니라 
생생하고 개인적인 입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육화는 역사적인 과정
의 절 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세상을 치료하기 위한 하느님의 은혜
로운 반응이라고도 주장한다.58) 

토마지우스에게 있어서 신성한 로고스의 케노시스는 인간 존재의 창조적 형
태의 존재를 찬양하는 신성한 방식의 박탈,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

56)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1.
57) Donald G. Dawe, “A Fresh look at the Kenotic Christologies”, 341.
58) C. Stephen Evans, Exploring Kenotic Christology:The Self-emptying of God,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1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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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했던 거룩한 광을 포기하는 것이었다.59) 필립 2,6-8에서 인성을 취함
(assumptio humani)만으로는 육화할 수 없고, 하느님의 본성인 신성의 비움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인성이 신성에 일치한 이상, 속성의 일부를 버리
거나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육화는 신적 존재방식과 
광을 버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실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0) 

토마지우스는 로고스가 신성한 속성의 일부를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
도의 동일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하느님께 속한 신성의 포기인 케노시스 개념을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역으로 끌어들여 옮길 수 있을까? 케노시스는 그리
스도께서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라너는 육화 사건을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육화는 인
간의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임을 통해 인간의 현실을 만드시고, 또 자신을 비워
서 양도하심을 통해 인간의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신다.61) 이처럼 라너는 자기
전달(self-communication) 개념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관계적 케노시스 관점을 
제시한다.62) 하느님은 인간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 주고, 하느님으로부터 온전
히 받은 인간도, 자기를 온전히 타인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본성적 태도를 가지
게 된다. 인간은 하느님께는 자기 포기, 타자에게는 자기를 내어줌으로, 하느님
과 인간과 지속적인 유  관계가 이루어진다.  

 1.4 라너의 케노시스 이해

 라너는 육화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하여 출발점을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는 신앙 정식에 둔다.63) 이는 곧 하느님의 자기 비움이다. 칼체돈 공의회에서 
결정한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 그리고 십자가 신학 두 가지 측면은 라너의 

59) Ibid., 81.
60) 문병호, 기독론, 687.
61)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26.;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99.
62)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2.
63)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12.;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80.;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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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달64) 개념 안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초월적 그리스도론 안에
서 하느님의 자기 전달은 육화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자기 비움에서 케노시스
(kenosis)와 창조하시는 것(genesis)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무한한 
충만함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기 전달 하실 때, 타자가 하느님 자신의 현실로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65) 하느님은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신성을 주시
고,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의 자기 표현이다. 하느님은 창
조 때부터 하느님 자신을 인류, 각 개인에게 전했으며, 인간은 그들의 마음속에
서 하느님 자신을 받을 수 있다.66)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자기 소외를 통
해 사람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무화(無化)하고, 창조하신다.”67) 창조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비우고 당신을 내어줄 때 당신 자신의 현실로서 타자를 창조할 가
능성을 지님을 의미한다.”68) 하느님은 변화하지 않는 분이지만, 타자에게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로 인간이 될 수 있다. 육화의 신비란 하느님이 하
느님 자신 안에서 존재하고 자신은 변할 수 없지만 타자 안에서 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69)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전달하실 때, 자신
을 사랑 속에 감추어서 인간에게서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리하여 
인간 예수는 자기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된다.70) 

다른 한편으로 예수는 인간의 본질에 속한 희망과 의미를 충분히 채우는 분
이다. 이 희망은 하느님의 자기 전달에 의해 발생되며,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은총에 한 인간의 수용력에 의한 것이다. 이 희
망과 의미는 내적 세계의 모든 미래를 죽음으로 굴복시키고, 죽음을 받아들일 

64) 라너에 의하면, 하느님의 자기 전달은 수령자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네 가지 기본적 측면을 갖
고 있다. 첫 째 기원(origin)과 미래(future)이다. 둘째, 역사(history)와 초월(transcendence)
이다. 셋째, 제공(offer)과 수용(acceptance)이다. 넷째, 지식(knowledge,truth)과 사랑(love)
이다.; http://blog.naver.com/kaistq/150052728375(접속일:2019.10.31.).

65)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23.;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94.

66)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2.
67)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22.;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93-294.
68) Ibid., 222.; Ibid., 293.
69) Ibid., 221.; Ibid., 292.
70) Ibid., 224.; Ibid.,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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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와 함께 있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뜻한다. 라너는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신비로 묘사하며, 인간도 신비
로 묘사한다.71) 초월적 정신을 소유한 인간은 무한한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근
거인 이 신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72) 

라너의 케노시스에 한 관계적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느님께서 
전적인 자기 포기를 통해서 사람이 되심으로 자기를 비워내시고, 피조물을 창조
적으로 이끌어 내고 고유한 실재를 설정하여 창조해 내신다. 하느님으로부터 전
적인 선물을 받은 인간 역시 하느님께 전적인 포기를 통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듯이, 인간 존재의 본질 역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포기함으로 인간 본성을 실현하
게 된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되돌려지고, 인간은 하느
님께 자기 포기,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내어줌을 지속한다. 이처럼 하느님의 
케노시스는 육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을 통하여 창조가 지속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고, 인간이 하느님께 자
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사랑이다. 이러한 관계적 관점에
서 나오는 사랑은 케노시스를 적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2. 라너의 관계적 케노시스의 영적 함의

라너의 하느님의 자기 전달은 인간의 응답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 관계적 
케노시스는 인간 케노시스73)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

71)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4.
72)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25.;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98.
73) 케노시스에서 로고스가 신성한 속성의 일부를 포기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인간과 연결고

리가 어렵다. 인간은 신성한 속성을 포기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너의 초월적 그리스
도론과 인간학의 접점으로서 하느님의 자기전달 개념과 인간은 항상 하느님께 도달하려는 자
아 초월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이 하느님께 전적인 포기와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기 본성을 실
현하는 것을 인간 케노시스(human kenosis)라 한다.;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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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상호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은 사랑 안에서 자기
를 내어주고 낮추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육화 안에서 하느님의 겸손과 희생의 
본보기이며, 성 생활에서 핵심이기도 하다. 특히 현  신학에서는 창조와 육
화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인 케노시스를 옹호해왔다.74)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계시와 구원 사업의 신비적 차원을 받아들이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게 케노시스 신학으로 완덕에 이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떻게 실천할
까 하는 것은 성적 과제이다.75)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혼을 성숙시켜 세속
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의탁하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회심으로 이
끄는 다양한 실천적 요소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로속은 라
너의 신학과 그의 성이 일치하며, 라너의 적 저작물은 이냐시오의 성을 
기초로 하 고, 그 렌즈를 통해 케노시스가 드러난다고 말한다.76) 

특히 라너가 예수회 회원으로서 적 삶의 기초로 삼았을 이냐시오의  신
수련에서 그의 신학과 성이 같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냐시오 성은 예
수의 삶과 죽음을 모델로 삼아서 하느님과의 친 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서 인간 케노시스 관점이다. 이러한 케노시스는 라너가 십자가 신학(theology 
of the cross)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르는 것에서부터 적인 의미를 더해 준
다.77) 특별히 이냐시오의  신수련에서 다루는 회심의 방향은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삶으로 돌아섬이며 또한 온갖 무질서한 애착78)의 향으로부
터 벗어나는 것이다. 신수련에 임하는 마음 자세는 관 하고 기꺼운 마음이
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또 나 자신까지도 바쳐야 함을 생각한다”(Exx.234). 
로속은 하느님 자신의 자기 비움과 인간의 하느님께 자기 포기인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라너의 관계적 케노시스를 설명하고 있다.79) 로속은 이냐시오 신수련 
4주간에서 무질서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하여 자기 극복과 자신

74) 고든 S. 웨이크필드, 기독교 성사전, 엄성옥 옮김, (서울:도서출판 은성, 2002), 598.
75) 조던 오먼,  성신학, 25.
76)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8.
77) Ibid., 52.
78) affecciones desordenadas, Disordered Affections, inordinate attachments ; 질서 잡히

지 않은 우리의 경향, 지향
79)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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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서를 만드는  신수련의 원리와 기초(Exx.21), 왕의 부르심
(Exx.91-100)과 모욕·상처·가난 그리고 고통과 죽음 역을 케노시스로 분류하
여 서술하고 있다.80) 필자는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한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은 초월적·의식적 자기 포기와 모욕·상처·가난 등 고통을 당할 준비와 죽음과 부
활에 참여함으로 구분하고, 인간의 자기 포기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일치로 분류해서 설명 한다. 

2.1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라너가  신수련81)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왕국 
관상’(Exx.91-100)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Exx.193)을 설명하는 양식을 따
른다.

 2.1.1 초월적•의식적 자기 포기

이냐시오의  신수련의 셋째 주간에서는 본능적 차원이 아닌 의지적 차원
에서의 자기 포기를 묵상한다. “관상의 단계에 따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겪으시는 것, 혹은 겪고자 하신 것을 생각 한다”(Exx.195). Exx.195는 
예수의 삶과 죽음을 모델로 삼고 하느님과의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82)  신수련 해설에서 라너는 자기 포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동기부여 된다고 한다. 예수의 삶과 죽음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헌신과 
희생, 자기 포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인간은 하느님께 향하는 신비
에 한 초월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느님께 자기 포기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자기 스스로에게 오지 않고 타자로부터 선사받은 존재라는 것을 

80) Ibid., 58-59.
81)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translated by Louis J. Puhl, (New York,:Herder and 

Herder, 1965).
82)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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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 또한 하느님에 한 열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이
기에 자기 포기의 가능성이 더욱 열려질 것이다.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포기란 이 세상의 긍정적인 가치와 재물을 희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치들은 끝까지 수단의 성격을 지니며,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상 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들도 의미한다. 그러한 가치는 혼인으
로 인한 결합, 자립, 자율권 등 인간을 발전시키는 자유가 포함되며, 순수하게 
자연 질서에서 다른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인간이 얻은 재
화나 높은 가치를 가진 것들이 해당된다.83)

한편, 인간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친 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식이 증가할 때이다. 이로써, 
인간의 자기 포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지속된다.84) 이러
한 포기(renunciation)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을 향한 고결한 태도, 즉 사랑의 
궁극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태도이기 때문에 포기의 궁극적인 감각은 사랑의 측
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5) 

특히 자기 포기는 하느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 자기 초월을 
통해 이르게 되는 초월적 자기 포기이며, 제1 존재자가 아닌 다양한 수단에서 
오는 가치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십
자가의 그리스도와 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
는 갖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이다. 

  
2.1.2 모욕•가난•상처 등 고통을 당할 준비

자기 포기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라너  신수련의 그리스도 왕국 관상
(Exx.91-100)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함

83)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Theological Inverstigations 
Vol.3, Pdf-version, 1962-1984, 50.

84)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8.
85)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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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꺼이 고통을 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한다. 그는 질병, 건강, 우정, 모욕을 불문하고 어떤 것
도 선호하지 않아야 한다.86) 이것은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에 한 준비이다. 이
러한 케노시스에 한 준비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며, 
거기서 고통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
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무조건적인 갈망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할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된다. 그것은 모욕과 상처와 가난의 삶
이며, 세상과 육신을 거스르는 일이다. 만일 어떤 일 안에서 적 식별의 도움 
아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났다면 실제로 이 일을 하도록 하느
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분명하다.87) 

라너는 교황 베네딕토 12세(Benedetto XII, 1914-1922)와 비오 12세 (Pius 
XII, 1939-1958)의 가르침에서 “거룩한 하느님의 존재가 심각한 약점과 죄를 
지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하느님의 직접
적인 비전(immediate vision)을 인간에게 내어주기로 선택하고,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케노시스와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말
씀이 사람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인간의 현실 또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지
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약함과 
육체적 고통의 결과로 드러나는 숨은 하느님의 비전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88) 
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고(마태 26,37-38),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고(마르 14,33), 고뇌에 싸이셨다(루카 22,44). 이 과정을 몸소 경
험하시면서 내적으로 힘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준비하셨다고 말한다. 그
분은 고통의 세례를 받고, 고해의 바다에 잠기게 된다. 그가 세례를 예언하셨을 
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
눌릴 것인가?”(루카 12,50)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것과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큰 용기로 수용한 것이다. 그토록 열렬히 원하시

86)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8.
87)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34.
88) Ibid.,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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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얻었으며, 내적으로 메말랐고, 분명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압도당했
다.89) 

여기서 예수님이 절 적 고통을 자신의 총체적인 행위로 바꾸는 것이 어떻
게 가능한 지 깨닫는 것이 단히 중요하다. 그분의 고통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
다. 고통을 자유롭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을 극복하고 총체
적인 현실에 조화롭게 통합시킨 것이다. 라너는 이러한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의미를 되새기라고 한다. “땀
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고”(루카 22,44),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
이다”(마태 26,38)와 같은 예수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라고 초 한다. 지금 이 
순간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힘이 오직 고통일 뿐이며, 공허함으로 울부짖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죄에 한 지식을 상상할 필요는 없으나 기도하
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고뇌에 젖어서, 인류를 위한 무한한 사랑과 연 , 하느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의 인
성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아들은 인류에 한 사랑 안에
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만 세상의 죄에 한 무게를 체험할 수 있다.90) 그리스
도를 따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준비처럼 인간적인 모욕과 무시, 상
처 등을 받아들일 준비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숨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비전은 
고통을 통한 희망이다. 라너는 그리스도가 고뇌에 젖어 인류를 위한 무한한 사
랑의 연 를 펼치듯,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2.1.3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

 신수련의 셋째 주에서는 벗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서 죽음(Exx.193) 여정을 묵상한다. 이를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멸
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

89) Ibid., 220.
90) Ibid.,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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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하느님의 초월적인 힘입니다”(1코린 1,18). 또한 “유다인이든 그리스인
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
니다”(1코린1,24)라고 요약한다. 진정한 철학(philo-sophy)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드러내는 하느님의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라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
활의 내적인 관계와 일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의 죽음은 부
활로 자기를 지양하는 것(subsumed)91), 부활 속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
활은 예수의 생애가 새롭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유로
이 수락한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92) 죽음은 자유로운 순종으로 생명을 
남김없이 하느님께 위탁함으로써 부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너
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케노시스를 준비하면 하느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서 고통과 죽
음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93) 이러한 죽음에 해서 라너는 말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본성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하느님의 더 높은 준비 상태
이며, 우리를 감추고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순종의 마지막 단계이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넘어서 포기할 수 있는지에 한 물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위한 훈련의 장이며, 가장 높은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최
고의 행위로 이해된다.94) 

라너에게 있어서 성 이냐시오의 왕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하느님 왕국을 세
우는 것이며, 그것은 고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의 피조물, 어둠, 죄의 심연으로 
내려감을 말한다. 성서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의 고통이고, 율법 속으로 아들이 
오신다는 뜻이다.95) 그분은 온 세상의 숙명이자 운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광에 

91) 지양(止揚)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92)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66.;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350.
93)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8-59
94)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54.
95)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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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몸소 겪어야 한다.96) 죽음이 곧 부활이라고 하는 라너의 
견해는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뜻이다. 죽음은 케노시스의 최종 
단계이며, 철저한 순종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는 죽음으로서 온 세상과 하나로 
통합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자기를 낮춤으로 인간과 소통하며, 
수평적, 수직적 상호 관계를 지속시킨다. 이리하여 주체로서의 부르심과 자율적 

상으로서 응답의 양식을 취한다.

2.2. 인간의 자기 포기

인간의 자기 포기는 라너가  신수련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왕의 부르
심’(Exx.91-93,95)과 ‘인간의 응답’(Exx.94,96-98)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한 관
상’(Exx.230-237)을 설명하는 양식을 따른다. 

 
2.2.1 부르심과 응답

라너는 하느님의 자기 전달을 이중적 양식으로 보았다. 첫째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에 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부르심’의 양식이다. 둘째는 인
간이 취하는 ‘응답’이라는 양식이다. 인간의 응답도 또한 두 가지 양식이다. 인
간은 긍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하느님의 자기 전달을 받아들이는 
것, 즉 은총을 수용하는 것도 은총의 사건이다. 인간은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유
래하는 존재자이지만 동시에 하느님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자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절 적인 자기 전달 사건이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초월
론적 목표와 초월의 상, 즉 초월이 즉물적(卽物的)97)으로 관계된 객체와 하나
가 되는 것이다. 초월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현존하신다는 의
미이다.98) 이러한 부르심과 응답이  신수련 둘째 주에 그리스도 왕의 부르심

96) Ibid., 132.
97) in itself; 관념이나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실제의 사물에 비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표

현 상을 그 로 포착하는 것.



- 25 -

(Exx.91-93,95)과 인간의 응답(Exx.94,96-98)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그
리스도의 삶의 구체적인 규범과 만나고,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 면하게 된
다. 예수의 생애에 한 묵상의 목적은 예수의 전 생애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는 것이다.99) 

그리스도 왕의 부르심에 한 묵상은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냐시오는 피정
자에게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고, 그분의 생애와 정신에 한 감을 통
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왕의 부르심에 

한 묵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완전한 의지에 도달하는 것이다.100) 
이 묵상은 참되고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고난 받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신다.101) 하느님은 온 마음을 사로잡
는 강렬한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
하신다. 이 묵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며, 우리의 일생을 통해 그분께 “예, 그렇
습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온 마음이 깃든 선물로 자신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하
게 한다.102) 

라너는 은총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이해한다. 부르심에 한 개별적인 응답
은 전체적으로 일치에 향을 미치고, 예수의 인성(humanity of Jesus)에 의해
서도 향을 받는다고 이해한다.103)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
도록 부름을 받는다. 인간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고유한 부르심’
을 받는다. 이 개인적인 ‘소명’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
한 부르심에 의존하고 있다.104) 부르심은 보통 ‘선교’에 적용하는 용어이지만 이

98)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118-119.;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166-167.

99)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27.
100) Ibid., 127.
101) Ibid., 128.
102) Ibid., 134.
103)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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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시오의 견해는 수련자가 선교를 하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가 올 때 우리 
자신이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왕국과 그의 광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노동, 빈곤, 십자가, 심지어 
죽음까지 받아 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요점은 “판단력과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위
해 전적으로 자신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봉헌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야 하고, 다른 것은 이상주의적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105) 이냐
시오가 말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은 모욕과 상처, 가난 등이며 나의 선택
의 방향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세상과 육체를 거스르
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일에 한 근본적인 의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다
시 말해 나의 삶도 적 식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
을 받았다는 의미이다.106)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에 한 준비로서 ‘만
큼’(Tantum Quantum; in as much as;)과 ‘보다 더’(Magis; more; Exx. 97)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만약 ‘만큼’이나 ‘보다 더’를 실천할 수 없다면 수
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107). ‘딴뚬 꽌뚬’(Tantum Quantum)과 
‘마지스’(Magis)는 다른 사람들이나 피조물을 할 때, 필요한 만큼만 또는 적절
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하느님의 더 큰 광을 위하여 ‘더’ 나은 방향을 지향
한다는 의미이다. 라너는 ‘딴뚬 꽌뚬’은 계산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만큼만 사용
하는 것이며, ‘마지스’는 요구되는 것만이 아닌 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한 무조건
적인 갈망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108) 이러한 부르심과 응답은 개인의 소명
에 해당되는 고유한 부르심이며, 개인의 고유한 응답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전적으로 투신하기를 바라며, 딴뚬 꽌뚬, 마지스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라너는  신수련의 요점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라너의 

104)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49.
105)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33.
106) Ibid., 133. 
107) Ibid., 134.
108) Ibid.,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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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시스의 적 함의는 다음의 사랑과 일치 안에서 조화와 통합의 적 삶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2.2.2 완전한 사랑과 일치

 신수련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신수련의 종합이며, 절정으로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Exx.230-237)은 피정자가 자신의 삶을 통합시키고 관
상적 삶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며 ‘활동 중에 관상’혹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을 발견’ 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에는 이냐시오 성인의 카리스마가 세 가지로 묘
사되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
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봉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활동 중의 관상’ 즉 일상생활 안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다.109) 이것은 피정과 일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랑이다. 이 관상
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지 않았다면 성 이냐시오가 바라는 
내적 태도의 변화는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이 사랑은 첫째 주에 일어난 죄 묵상
에 한 겸손한 사랑이다. 이것은 지옥 묵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사
랑이며, 죄를 피할 수가 없으며, 약한 면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할 것이다.110) 또한 세상 안으로 내려오시는 하느님 사랑의 
실현이다. 하느님께 순종하며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사랑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리스도 왕국과 진리에 한 묵상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또한 
봉사이다. 그리하여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 친교적 사랑이다. 사람
이 완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바칠 때, 가장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
다. 현  실존 신학에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그 다음이 기억, 지

109) 이시도로 리바스,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 정구현 옮김, (서울:가톨릭 학 출판부, 2007), 
349-350.

110)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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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지라고 언급한다. 은총의 도움과 혼의 세 가지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길을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삶에 들어간다. 사랑이 하느
님의 과 은총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친교로 인도
하고 안내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111)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얼굴을 섬기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처럼, 하
느님께 열려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피정자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과 완전
히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사랑은 각각의 측면에 답해야 한다. 하느님은 완전
히 비움을 실천하시면서 거저 주시고, 일하시고, 육화하신다.112) 이러한 사랑은 
자유로운 헌신에 의해 관계적 일치를 이루어 나간다. 그리스도교적 삶은 교도직
이 말하는 일반적 규범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간 각자에 한 호
소이며, 이 호소는 예수와 구체적인 사랑과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의 신
비’가 하느님의 호소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중요한 실천적 언어이다.113) 

111) Ibid., 272.
112) Ibid., 274-275.
113)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311.;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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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케노시스로 본 뱅상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

III장에서는 레브 신부의 삶과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114)을 라너의  신
수련에 나타난 케노시스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라너의 케노
시스 접근에 따라서 살펴보되, 논증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서술
적이고 설명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레브 신부의 생애를 적 여정으
로 살펴 본다.

1. 뱅상 레브 신부의 생애(1877-1940) : ‘비움’과 ‘창조’의 영적 여정

라너는 하느님의 육화를 ‘비우시는 것’(kenosis)과 ‘창조하시는 것’(genesis)
으로 표현하 다.115) 레브 신부의 생애를 이 육화의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레브 신부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화, 곧 육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
움의 여정으로는 레브 신부가 하느님께 자기 뜻을 포기하고 완전히 순명하 던 
때로, 창조의 여정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중국인을 그리스도화 하는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 던 시기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비움과 창조의 적 여정으
로 살펴보는 것은 일상 안에서 적 진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의
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레브 신부의 생애 시기 구분은 실천주의 신비가인 이블린 언더힐116)(Evelin 
Underhill, 1875-1941; 이하 ‘언더힐’이라고 한다)의 적 여정의 다섯 단계로 

114) 레브 신부가 활동한 시기는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사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혼란했던 시기
이다. 제국주의의 잔재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갈등, 전통 문화와 신문화 간의 충돌 등 혼
란한 사회적인 분위기 다.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선교 성직자들이 지배 계층으로 자리 잡으며 
중국인을 무시하고 하인 취급하던 때 다.

115)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22.;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93-294.

116) Evelyn Underhil, Mysticism: A study in Nature and Development of Spiritual, 
Grand Rapids, MI: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911. 언더힐은 그리스도교 신비
주의 전통의 가치와 성 수련을 소개한 국 성공회 평신도 여성 신학자이며, 소설, 시집, 그
리스도교 신비주의 및 성 연구, 신학 에세이 등 400여 편의 글과 39권의 저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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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언더힐은 자기 각성, 자기 정화, 자기 조명, 혼의 어둔 밤 그리고 일치
의 삶 순으로 적 단계를 구분하 지만, 레브 신부의 경우, 자기 조명과 혼
의 어둔 밤의 위치를 바꾼다. 레브 신부의 일생을 살펴볼 때, 자기 조명의 시기
보다 혼의 어둔 밤 시기가 먼저 찾아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레브 신부의 비
움과 창조의 적 여정은 다음과 같다.  

1.1 자기 각성의 시기(The Awakening of the Self), 1877- 1900 : 탄생과   
    중국 순교의 꿈 

자기 각성의 시기는 회심을 통해 신적 실재 의식에 눈 뜸으로 의식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동하고 초월적 의식으로 깨어나는 시기이다. 또한 감정
적인 것에서부터 자발적인 것에까지, 의지적인 행위로 절 자에게 응답하는 단
계이다.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는 초월 의식으로 깨어나 중국 순교의 꿈을 꾸고 
라자리스트(Lazaristes)117) 수도원에 입회하여 중국 선교로 떠나기 전까지의 시
기로서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창조의 시기이다.

레브 신부는 1877년 벨기에(Belgium)에서 하느님에 한 신심이 깊었던 아
버지 피르맹(Firmin Lebbe)과 어머니 루이즈(Louise Barrier)의 일곱 자녀 중
에 맏이로 태어나 신앙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 다. 이러한 신앙생활 안에
서 그에게 크게 세 차례 자기 각성이 있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한 빈첸시오 드 폴(Vincentius de Paul) 성인을 
본받고 싶어서 견진 성사를 받으면서 이름을 프레데릭(Frederic)에서 뱅상
(Vincent)으로 바꾸었다. 두 번째는 11살 때, 1840년 중국에서 순교한 선교사 
장 가브리엘 페르보아르(Jean Gabriel Perboyre)118)복자의 전기를 읽고 크게 

117) 1625년 4월 17일 프랑스에서 창설한 남자 사도 생활단(societas vitae apostolicae). 중국
에서는 견사회‘遣使會’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선교 수도회’ 또는 ‘선교 사제회’라고 한다. 라자
리스트는 1625년 빈첸시오 아 바오로(Vincentius de Paul, 1581-1660)가 묵상, 신심 수련, 
사제 양성, 외방 선교 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남자 수도회이다. 창설 당시 본부가 파리 성 라자
로가에 있었기에 ‘라자리스트회’라고도 하며, 또 창설자의 이름에 따라 어 사용권에서는 ‘빈
첸시오회’(Vincentians), 스페인어 사용권에서는 ‘바오로회’라고도 한다. 그러나 공식 명칭은 
선교수도회이다; 한국가톨릭 사전편찬위원회, 『가톨릭 사전』,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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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 받아 중국 선교의 열망을 품게 되었다.119) 그 후 18살이 되자, 레브 신부
는 자신이 간직해 오던 중국 선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리 라자리스트 수
도회에 입회하 다. 세 번째는 같은 회의 동료이자, 평생 절친한 친구이며, 사목 
동반자120)인 앙트완느 코타(Antoine Cotta)121) 신부를 만나 바오로 사도를 발
견하 으며, 바오로 사도로부터는 선교 성의 성서적 근거를 찾았다. 그는 
1900년 북경의 보좌 주교인 파비에 주교(Mgr. Favier)를 만나 중국 선교를 지
원하 고, 드디어 1901년 2월 10일 선교지 중국으로 떠났다. 

1.2 자기 정화의 시기(The Purification of the Self), 1901-1915 : 회심과 적응
 

자기 정화의 시기는 자아(ego)를 벗겨내고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다. 정화는 내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며, 비어 있게 됨으로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 시기는 고행을 통해 초연해지는 단계이다. 초연하
게 되는 것은 복음 삼덕으로 자신을 수련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적
인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고행은 낡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며, 새로운 사람
으로 살아 숨 쉬도록 자기중심적인 애착과 갈망을 깨부수는 과정이다.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중국에 도착 하자마자, 선교 방법에 해 
회심이 일어나고, 중국 문화에 적응하며, 신앙 운동과 가톨릭 운동을 적극적으

118) Jean Gabriel Perboyre(1802-1840) : 프랑스인 선교사로서 1817년 빈첸시오회 입회하
다. 1825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서품 후 빈첸시오회 신학교 교수, 적 지도 신부로 활동했
다. 1835년 중국 입국하여 호남성(胡南省)과 호북성(胡北省)에서 선교 활동을 하 으며, 기아
를 돌보는 일을 하 다. 1839년 천주교 박해 때에 체포되어 다른 사제들의 은신처를 말하도록 
강요받았으나 거부했다.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1840년 9월 11일 순교했고, 1889년 11월 10일 
시복되었다. 

119) Ch. Robert Guelluy, 뱅상 레브 신부의 중국 선교 이야기, 38-40.
120)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57개의 서간 중에서 45개의 서간이 Cotta 신부와 주고받은 것이다.
121) Antoine Cotta(1872-1957) 신부는 이집트인으로서, 1898년 로마 라자리스트 신학교에서 

Vincent Lebbe를 만나 바오로 서간에 한 관심과 성 생활에 향을 주었다. 1898년부터 
1905년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1906년부터 1919년까지 중국에서 선교했다. 1916년 레브 
신부를 도와 유럽인 주교들의 부당한 사고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로마 교황청에 진정서를 제
출했다. 1919년 추방되다시피 미국으로 떠나, 라자리스트회를 탈회하고 1923년 메리놀회에 입
회하여 30여 년간 신학교에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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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때이다. 회심과 문화 적응은 비움의 시기이다. 가톨릭 운동을 시작하면
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간다. 

레브 신부는 1901년 천진에 도착해서 여행 가방을 들고 배에서 내릴 때부
터 엘리트주의적 선교 현실을 목격하 고, 직접 체험 하 다. 주교들과 부분 
선교사들은 교회의 위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상류층 중국인들처럼 행동하고 있
었다. 그는 주교를 모시고 교구를 순회하면서 당시 선교 상황을 생생하게 보았
다. 선교사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는 것은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 다. 
레브 신부는 중국 교구에 도착하자마자 조랑말 한 마리를 받았다. 어느 날 레브 
신부는 주교로부터 교구 내 한 마을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을 받고, 
그와 관련된 높은 직위의 중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레브 신부는 좋은 비단 옷과 
신자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황제처럼 그곳에 도착했다. 그를 맞이한 신분이 높은 
중국 사람은 겉으로는 후 하 지만 얼굴에는 신부를 멸시하는 기색이 역력했
다. 그 후 그는 북경에서 피정하던 중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 다. 
거만하고 형식적인 방법을 벗어나 성 바오로의 선교 방법을 택하기로 하 다. 
그 때 마침 집에 돌아가자 자신의 조랑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또한 그는 하늘이 내린 계시로 받아들 다. 레브 신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주교에게 받았던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버리고, 남아있던 노새도 인근 
본당 선교사에게 주었다.122). 그 이후로 그는 주님의 방법만이 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는 중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총체적으로 삶을 바꾸었다.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식 머리를 하고, 젓가락을 사용하고 중국식 잎담배를 피우고, 중국식 난방
을 하고 그리고 매일 중국 고전을 한 시간씩 읽으면서 중국식으로 살아갔다. 그
러면서 1908년부터 중국인 사제단 설립을 위해 중국인 주교 성품에 관심을 갖
기 시작하 다

레브 신부는 의화단 사건123)의 잔학상을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유럽에서부

122)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124-125.
123)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은 청나라 말기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둥 지

방, 화베이 지역에서 의화단(義和團)이 일으킨 외세 배척 운동이다. 의화단의 난이라고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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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소식을 듣고 있었고, 미래 선교 사업 준비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중국 선교 
사업의 맹점을 파악하 다. 당시 중국 가톨릭은 권력 남용과 특혜를 보장하는 
프랑스 보호권(royal patronage)124)을 누리고 있었고, 의화단 사건으로 수많은 
선교사와 신자들이 학살당한 것을 빌미로 황제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의화단 사건의 잘못은 99% 유럽 사람들 편에 있고, 선교사들이 

가(代價)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잘못 인식된 교회 제도는 
중국 신자들을 자국 내에서 이방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있었
다.125) 이를 바탕으로 그는 가톨릭운동을 전개하고, 1915년 10월 1일 가톨릭 
일간지 익세보(益世報)를 창간한다. 

1.3 영혼의 어둔 밤 시기(The Dark Night of the Soul), 1916-1926 : 유배와  
    중국 귀환 금지 

혼의 어둔 밤은 한 존재 안에 희미하게 계시는 하느님의 빛을 찾아 나서
는 혼의 광야 체험이다. 완전한 공백과 침체의 시기이다. 완성을 향한 길에서 
즐거움의 상태와 고통의 상태에서 진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1916년 천진 주재 노서개(老西開)에 있는 프랑스 거류지 확장 건에 해 가

1900년, 즉 경자년(庚子年)에 일어난 교난이라는 의미로 경자 교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의화단을 주먹을 쓰는 비적들이라는 의미의 ‘권비(拳匪)’나 ‘단비(團匪)’로 지칭하 는데, 따라
서 의화단 운동을 ‘의화단의 난,’ ‘권비의 난,’ ‘단비의 난’ 등으로 지칭하기도 하 다. 산둥 지
역에서는 일찍이 의화권(義和拳)이라는 민간 결사가 생겨나 반외세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1897년 독일이 산둥성 일 를 점령하자 의화권의 반외세, 반기독교 운동이 격화됐다. 의화권
은 다른 민간 자위 조직에 침투해 통합을 이루고는 스스로 의화단이라고 칭했다. ; 
https://ko.wikipedia.org/wiki(접속일:2019.10.20).

124) 호교권과 같은 말이다. 보호권의 시작은 1492년 콜럼부스(C.Columbus,1451-1506)가 신
륙을 발견하 을 때이다. 당시 교황인 알렉산델 6세가 신 륙에 선교사를 파견하고자 하 으
나 그들에게 보급 물자를 수송하고 신변을 보호할 함 가 없었으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
왕에게 식민지 개척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그 식민지의 선교 활동도 병행할 권한과 
임무인 ‘보호권’을 부여 하 다. 초기에는 교황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왕에게 부여한 권한이
었지만, 차츰 다른 나라로 확 되었다. 보호권은 선교사 선발권과 배치권 뿐만 아니라 식민지
에서 교회 설립권과 주교 후보자 제청권 및 십일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가톨릭
사전편찬위원회, 한국 가톨릭 사전, 3490.

125)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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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 교회가 동조해 주기로 하자 레브 신부는 정의감과 교회에 한 사랑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더 큰 불행을 예방할 뜻으로 프랑스 
공사 콩티(M.Conty)에게 편지를 썼으나 이를 곡해한 프랑스 공사는 뒤몽 주교
(Mgr.Dumond)에게 위협적인 편지를 보냈다. 이에 주교는 레브 신부를 질책하

고, 파리 라자리스트회 부총장으로부터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전보를 받
게 되었다. 천진에서 부주교126) 던 그가 하가장의 보좌신부가 되었을 뿐 아니
라 익세보 집필 금지와 설교까지 금지 당했다. 레브 신부에게 이러한 고통은 철
저하게 비움의 시간이었고 혼이 암흑에서 침잠하는 시기 다. 

유배 생활 중에 1920년 레브 신부는 게브리앙 주교(Mgr. Guébriant)로부터 
유럽에서 몇 달 간 중국 유학생들의 가톨릭 입문을 위해 교리반을 조직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유럽으로 떠났다. 사실 그의 유럽행에는 중국 주교 임명을 촉진
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 도 없지 않았다.127) 그런데 몇 개월 후, 라자리스트 총
장으로부터 그의 중국 귀환이 금지 되었고, 중국 내의 어느 주교도 그를 받아주
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 
레브 신부는 이 시기 동안 완전한 자기 비움, 자기 포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인
도하시는 로 활동하고 새로운 창조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
러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주교 임명을 위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서 포교 성성 장관을 만나고,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알현하 다. 마침내 1926
년 10월 28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중국인 주교 6명이 성품되었다. 이에 앞
서 1925년 벨기에에서는 중국 주교 성품을 예비하면서 중국 주교를 돕기 위한 
선교 사제단인 벨기에 외방전교회 SAM이 창설되었다. 이처럼 레브 신부는 먼
저 앞서가는 예언자적 삶을 살았다.     

126) 중국어 표현으로서, 주교를 도와주는 원로 신부를 가리킨다. 총 리의 권한과 유사하다.
127)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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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기 조명의 시기(The Illumination of the Self), 1927-1932 : 중국 귀환과  
   수도회 창설 

자기 조명의 시기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며, 새 하늘, 새 땅에 한 비
전이나 경이로운 세계에 한 비전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의식이 크게 확장되
고 직관과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초월적인 자아가 증가하는 한편 침잠을 통한 
자기 각성과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 식별의 시기이기도 하다. 레브 신부에게 이 
시기는 새로운 창조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선교의 기쁨을 다시 누리
고, 중국에서 남녀 수도회를 창설하 기 때문이다. 

심혈을 기울여 중국 주교 임명에 노력해 온 레브 신부는 이제 모든 것을 내
려놓고, 오로지 중국 시골로 가서 선교 생활을 다시 해보는 것이 소망이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한 그의 비전은 오직 가난한 외교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
하는 것이었다. 1926년 중국 주교 성성식 후에도, 중국 귀환이 막연해 지자 그
는 라자리스트 총장에게 중국 귀환을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썼다. 1927년 첫 
중국 주교 6명 중의 한 분인 안국(安國) 교구 손덕정(孫德楨) 주교의 초청으로 
중국으로 귀환한 그는 중국인으로 귀화하여 ‘멀리 울리는 뇌성’, 뇌명원(雷鳴
遠)128)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개명(改名)하 다. 그 후, 그는 새로운 조명을 받
아 중국의 재건과 쇄신을 위해 남녀 수도회를 창설하 다. 1928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과 사도들의 서간의 가르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
는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를 창설하 다. 이들은 누룩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
어가 투신 하는 삶을 살며 성 바오로처럼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
고 그 밖에도 여러 사도활동에 참여하 다.129) 1929년 레브 신부는 같은 목적
으로 데레사 작은자매회를 창설하 다. 그는 수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장차 엘리
트들을 개종시켜야 하므로 여러분 자신이 지성인 엘리트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
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더도 덜도 말고 성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130)라

128) 중국식 발음은 ‘레이밍 유안’이다
129)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371.
130)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3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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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르쳤다. 성인이 되는 것은 레브 신부의 평생 지향점이었다.

1.5 일치의 시기(The Unitive Life), 1933-1940 : 중일 전쟁 참여와 선종(逝去)

일치의 시기는 자기(self)가 수동적인 삶에서 보다 적극적인 삶으로 이끌며 
신적인 일치의 상태에 이른다. 일치는 정신의 최종적인 승리, 신비주의 꽃, 관상
적 삶의 완성이다. 일치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다. 하나는 자기의 완전한 변형 
또는 신격화가 일어남으로써 절 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다른 하
나는 친교의 완성이며, 하느님과 적 결혼의 단계이며, 완전하고 구적인 형
태이다. 

이 시기는 레브 신부가 수도자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투신한 때
로서 그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일치했
던 때이다. 그의 활동에 있어서 비움과 창조가 동시에 일어났던 시기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단순하고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부상자들 혼 안에 계신 하느님
을 보면서 일상생활 안에서 관상의 삶을 살았다. 레브 신부와 작은형제회 수도
자들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나르고, 성무일도 기도를 바치면
서 규칙 생활을 해 나갔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며 최고의 친교
적 삶을 실천하 다.  

레브 신부는 1933년 일본군이 전쟁을 일으키자 들것 부 를 만들고, 부상병 
치료를 위해 수도 회원들과 함께 전쟁터로 달려가 구호 를 조직하고 12사단 
제3부  진  안에 세례자 요한 수도회의 수도원인 ‘진복원(眞福院)131)을 세웠
다. 그는 전쟁터라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도 성직 희망자들과 수련생들을 길
러 내었다.132) 레브 신부가 세상을 떠날 때 쯤, 들것 부 에 의해 구조된 수효
가 2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1939년 야전병원을 설립하여 활동하던 레브 신부
는 1940년 3월 중국 공산당에 한 달 이상 억류되었다가 풀려 난 후 치료를 받

131) 레브 신부가 창설한 수도회의 수도원 이름을 모두 ‘진복원’이라고 붙 다. 안국 진복원, 북
평 진복원 등.

132) 쟈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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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에 선종하 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죽음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의 
삶에 들어간 것이다.   

 다음은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듯이 레브 신부가 하느님을 
향해서 자신을 비우고, 중국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그의 사목 활
동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2. 뱅상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

본 절에서는 레브 신부가 성부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중
국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선교 활동의 모습을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과  레브 
신부의 생애를 담은 멀리 울리는 뇌성을 통하여 케노시스 신학적 관점에서 살
펴보려 한다. 레브 신부의 방 한 활동에 비해 그의 활동을 신학적으로 성찰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그의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레브 신부가 
중국 사람들을 향해 불타는 열정으로 자신을 내어준 케노시스적인 선교 활동은 
문자 선교, 방문 선교, 토착화 선교, 인재 양성 선교, 바오로형 선교라는 다섯 
가지 특징으로 요약 되었다. 다음은 라너  신수련 해설서에 나타난 케노시스
의 다섯 범주를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에 적용시키고, 열여덟 세부 역으로 분
석한 것이다. 

 
2.1 초월적•의식적 자기 포기 : 문자 선교

레브 신부의 문자 선교는 신문, 서간, 서적 등 인쇄 매체를 통한 선교이다. 
문자는 문명의 도구로써 인간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초월의식
과 가치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문자 선교는 중국인들을 
위한 의식 개혁과 그리스도화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높은 삶, 
즉 초월적인 삶을 지향한다. 그는 문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
기를 경험한다. 쟈를랭 주교는 레브 신부가 자선 사업과 사회 사업에 투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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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생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보고 정치에 투
신한다고 생각하 다. 그는 결국에는 광익록 편집과 집필도 금지 당한다.133) 

복음화를 위한 필수 수단이며 핵심은 문자이다. 문자를 활용한 중과의 소
통을 위한 모든 매체의 총체를 교회의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Inter Mirifica)
에서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으로 지칭한다.134)135) 오늘날 교회도 구원의 소식을 
매체를 통해 선포하고 있기에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바르게 사용하고 활용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고 사명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들의 혼 구원과 교육을 위해 모든 매체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
치일 것이다.136) 

 레브 신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교 활동에 신문, 서신과 출판물을 활용
한 문자 선교를 적극 펼쳤다. 문자 선교는 중국 민족 복음화를 위한 계몽운동과 
사회 개혁을 위해 중요한 소통 도구 다. 중을 의식화 하는데 최적의 수단임
을 확신한 듯 레브 신부는 사목 현장 어딜 가나 신문을 발간하고, 편지를 썼으
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제된 정보를 전달하 다. ‘현재에 살라’ ‘그 시 를 
살아야 한다’137)는 신념을 가진 그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
로 신문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은 중적 소통 방식에 열려 있었다는 증거이자 
그 시 를 살았다는 증거이다. 아마도 그가 오늘날 생존했다면 사회 관계망
(SNS)을 적극 활용하 을 것이다. 

133)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64-167.
134)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Inter Mirifica)에서는 매스 미디어, 홍보 

기술, 시청각 미디어와 같은 용어 신 ‘사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제안한다. 사회 커뮤
니케이션은 인간 사회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방법과 수단이 적용된다.

135) “칼 라너(Karl Rahner), 아베리 둘스(Avery Dulls 와 카를로 마르티니(Carlo Martini)와 
같은 신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도구가 아닌 신학적 원리로 보았으며 특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으로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소
통하심으로써 일치하고,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자연과 은총을 통해 스스로를 당신의 
피조물에게 드러내신다. 하느님은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소통하시는 분
이다. 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소통을 모든 세기에 걸쳐 지금 여기에 지속하도록 
세워졌으며, 복음화는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하느님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다(프란츠 요셉 아
일러스).”; 마리오, 디아스 외, 복음화와 커뮤니케이션, 김민수, 홍태화 역, (서울:가톨릭출판
사, 2009), 116.

13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회매체 교령 3항,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328.
137)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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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그리스도화를 위한 수단 : 신문과 서신 그리고 서적

자기 포기 즉 자기 비움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동기 부여된다는 것을 강
조한 라너는 예수님과 만남을 돕고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
구 하도록 촉구한다. 레브 신부는 중이 예수와 만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익한 
방법으로 신문138)을 사용하 다. 그는 1911년 가을, 연산 지역에서 신앙전파 협
회 회원들의 유  관계 강화를 위해 한 장으로 된 ｢구니동화(求你同化)｣를 창간
하 으며, 1912년에는 최초의 중국 가톨릭 주간지인 ｢광익록｣(廣益錄) 제1호를 
간행하 다. 가톨릭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감에 
투철했던 레브 신부는 일간지 「익세보」139)를 창간하여 직접 종교총담란에 글을 
게재하는 행보로 사회개혁과 사상교육에 활용하 다. 

 레브 신부의 문자 선교는 평신도 교령 16항의 “평신도는 창조주이시며 구
세주이시고 성화주이신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는 사실
을 깨달아야 한다”140)는 말씀을 실현한 것이다. 특히 평신도들이 광익록을 창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레브 신부의 시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임에도 불
구하고 이미 평신도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138) 그가 창간한 신문은 1912년 광익록(廣益錄), 1915년 10월 1일 익세보(益世報), 3개월 후 여
성주간지와 중국공교진행회 동맹, 1924년 벨기에 루벵 중국공청월간(中國空靑月刊)을 프랑
스어로, 1927년 중국 안국교구 공청월간, 1937년 후방일보등을 창간하 다. 프랑스 리용
에서는 1922년 8월 1일 익세월간 창간호가 중국어 반과 불어 반으로 출간되었다. 중국어로
는 민중운동(民衆運動) Action Populaire, 불어로 Le Front Nouveau (新戰線)이다. 

139) 익세보(1915.10.15.-1949.1월). “(천진) 익세보는 중일 전쟁 때 일시적으로 휴간했다가 종전 
이후에 다시 발행했다. 공산당 정부가 천진 지역을 장악한 1949년 1월에 폐간되었다. 신문사
는 천진 의조계(義租界, 이탈리아 조계)의 마로(大馬路)에 자리하 다.”; 박현규, ｢한국 독립
지사 김석의 강연원고 고찰｣-(천진) 익세보와 후  전재 책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제5집, 2015),131.

14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선교교령 16항,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495.



- 40 -

2.1.1.1 익세보(益世報)

레브 신부가 창간한 가톨릭 일간지 익세보(益世報, Social Welfare 
Tiensin)141)의 목적은 정치·종교·문화적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어진사회 수립’).142) 이것을 확언하듯, 「사회 
매체 교령」에서 ‘사회 매체는 정신적인 휴식과 수양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전파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한다’고 말한다.143) 

 시 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중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그들에게 용기
를 북돋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레브 신부는 창간 초기부터 신문의 운 권
을 중국인 평신도들에게 맡겼다.144) 평신도들이 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일깨워145) 진리의 협력자(3요한 8)가 되
게 하려는 것이었다.146) 1916년 8월 6일, ｢익세보｣에 ‘종교총담(宗敎叢談)’147)란
을 만들어 종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의 기사를 연재하 다.148) ‘종교
총담’은 칼럼149), 문답150), 서적151) 등 세 범주152)의 기사이다.   

141) 익세보는 뉴스의 정확성이나 독자적인 견해가 뛰어난 공정한 평가를 받는 신문으로써 발행
된 지 3개월 만에 중국 북부에서 주요 일간지가 되었다. 수천의 비그리스도교인들도 구독하
고, 1년 후에는 2만부를 돌파했고, 1925년에는 10만부를 돌파했다.;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
브 신부 서간집, 18.; 익세보는 1938년에서 1944년 사이는 천진에서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으
며, 1949년 1월 정간될 때까지 28년간 존재했다. 익세보는 중국 근현 시기에 향을 미친 
신보(申報),  공보(大公報), 민국일보(民國日報)와 함께 옛 중국의 4  신문으로 꼽힌
다.; 신태갑,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 뱅상 레브 신부, 100.

142) 신태갑,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 뱅상 레브 신부, 104.
14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회매체 교령 2항,  327.
144)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8.
14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교령 6항, 482.
14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회매체 교령 13항, 333. 
147) 종교총담란은 중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라는 종교의 명칭부터 개념·기원·역할·효용성·전

례·제도·역사 등 종교 문제에 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종교란의 명칭은 종
교총담(宗敎聰談,1916-1926), 사회절요문제(社會切要問題,1926-1927), 공교총담(公敎聰
談,1927-1929), 진도정언(眞道正言,1929-1930)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 다. “레브 신부가 쓴 
것이 확실한 글은 1916년~1917년과 1927년~1928년까지 약 4년간, 152일 동안 총 53편이 있
다.”; 신태갑,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 뱅상 레브 신부, 97-99.

148) 신태갑 번역, 익세보 종교총담, 1916년 8월 6일자. 
149) 칼럼의 총론에서는 천주교의 정의·기원·신앙·조직·종지(宗支)등에 한 것과 국가와 사회 

역에서는 노예제도와 여성 인권, 어린이 인권을, 이상(理想) 역에서는 천주교의 자유와 평등
과 같은 이념 관한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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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문을 창간하여 중을 의식화 하고 교리를 전하고자 했던 레브 신
부의 사목 활동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케노시스적 선교 활동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로마 통치하에 팔레스타인 유  문화
에 자신을 동일시한 것처럼153) 레브 신부는 예수의 제자로 자신을 비우고 중국
의 역사와 문화에 동화되어 일체감으로 중국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2.1.1.2 여성 주간지와 중국 공교 진행회 대동맹154) 외

레브 신부의 문자 선교활동은 여성과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사회적 역할을 찾고 연  할 수 있도록 주간지들을 발
간하 다. 1915년, 익세보를 발행한 지 3개월 후에 발간한 여성주간지는 선동적
인 요소가 있어서 여학교에서만 판매되었다.155) 그 후 천진 운동의 중심사상을 
중국 전체에 보급할 의도로 논단형인 ｢중국 공교 진행회 동맹｣도 간행하
다.156)

그의 서간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선교 활동을 위한 큰 창구
다.157) 고문서로 보관된 서간은 총 10만 쪽에 달한다.158) 저술된 책으로는 순

150) 문답류에는 교리24(30)개, 호교(護敎)16(18)개, 신앙생활14개, 시사 관련 10개, 성경의 내용 
8(10)개 문답이다.; 신태갑,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 뱅상 레브 신부, 97-99. ( ) 숫자는 답한 
숫자이다. 약 53편의 글을 4년간 기고했다. 뿐만 아니라 약 6년에 걸쳐 약 83일간 총20명으로
부터 온 총72(82)개의 질문에 응답하 다. 문답에서 그는 교리를 가르치고 설명하 으며 중
들이 흥미를 갖도록 중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응답했다.

151) 서적류는 천주교 관련 책으로서, 교리서, 호교서, 역사서, 문집 전기 등을 소개하는 코너이
다. 

152) 종교총담에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은 신태갑 교수의 3편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신태갑, ｢익세보의 종교총담을 통해 본 뱅상 레브 신부의 선교활동｣(1916-1928), ｢익세보의 
종교총담을 통해 본 선교활동｣(1916-1928), ｢서적을 통해 본 뱅상 레브 신부의 선교활동: 익
세보에 전재된 천주교 서적을 중심으로｣,  

153) 김필균, ｢예수의 케노시스를 통한 선교적 리더십｣, 226.
154) 레브 신부는 두 신문 모두의 편집자이다.  
155)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07.
156)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49.
157) 서간집에서 나오는 레브 신부가  쓴 편지는 코타 신부 45통, 배드 신부 24통, 추기경 4통

(2명), 주교 17통(8명), 신부 11통(11명), 볼랑 신부 5통, 부모님 17통, 배드 동생외 12통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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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종교강의(純眞宗敎講義)159) 사회 진행(社會進行)160), 사회학 강(社會
學大綱)161), 뇌명원 사탁계사(雷鳴遠司鐸啓事)162)등이 알려져 있으며, 중국 
경제에 관한 소고를 집필하여 그리스도교 사회교육에 한 중국 입문서로 출간
했다.163) 

 종합하면, 신문·서적·서간은 레브 신부가 사용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매체
들이었다. 이 매체들은 사회매체 교령이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이가 해
를 입지 않으면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복음화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으
며 문자를 통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중국인들에게 불어 넣을 수 
있었다.  

2.1.2 초월적 자기 포기 : 성인과 순교자의 꿈

라너에게 있어서 인간의 초월성은 자기의 고유의 권한을 가진 절 적인 주
체의 초월이 아니라 ‘지향성’으로서의 초월이다. 타자에 의해 창조되고 지배되는 
신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성을 가진 존재이면
서도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누구인가로부터 섭리되고 있는 자신을 경험한다.164) 
그러므로 인간의 초월적 자기 포기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으
며,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초월적 자기 포기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순교
자가 되기를 바라는 꿈으로 드러난다.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의 꿈은 중국에서 

158) 벨기에 루뱅 학교 신학 학 선교학부 산하 ‘레브 연구소’ 보관.
159) 신태갑 번역, ｢종교총담｣ 1916년 8월 9일자 제목 ｢종교의 예수에 한 신앙｣에서 “진실한 

증거는 모두 신학, 철학, 역사학에서부터 연전(沿傳)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가 진신이
라는 각종 정의(精義)를 얻어서 그 시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 서적을 조사해야만 자
세한 내막을 알 수 있다(나는 일찍이 『순진 종교강의(純眞宗敎講義)』를 저술하여 본 신문사에
서 판매했다).”

160) 신태갑 번역, ｢종교총담｣ 1916년 9월 17일자. 
161) 익세보 1922년 8월 11일과 9월 18일자, 종교총담란에 실림.
162) 공교총담(公敎叢談), 1927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이 공고문을 『익세

보』에 게재함. 
163)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144.
164)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42.;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65.



- 43 -

순교하겠다는 열망에 불을 지폈고, 서간 중에 “기도해 달라” “기도하자”가 많이 
등장하지만 “성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다.165) 자신은 물론이고, 동생들, 친구
들 에티앵 스탕 르(E.Standaert)166)와 코타(Cotta) 신부에게도 편지를 통해 함
께 성인, 성녀가 되자고 여러 차례 언급한다. 이처럼 레브 신부가 성인의 삶을 
지향하고, 성인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은 그의 중국 선교에 있어서 힘의 원
천이 되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인”은 하느님 자녀로서 최상의 모습이
고, 자기 비움의 절정 단계이다.

2.1.3 의식적 자기 포기 : 자기 포기와 자발적 가난

 라너는 인간의 내적 가치가 희생될 때 포기가 가능하고, 사랑은 이 포기를 
통해 깨닫는다고 한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우리는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그 가치를 찾고 있다. 그
래서 교회는 물질 세계를 포기함으로써 신중하게 사랑의 하느님의 삶에 동참해
야 한다는 것이다.167) 이에 레브 신부는 의식적 자기 포기와 자발적 가난을 통
해 세상의 가치와 재물을 희생한 삶으로 그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는 복음의 
기쁨에서 말하는 재물에 한 새로운 우상, 돈에 한 물신주의를 경계하는 삶
을 이미 실천했다.168) 그가 새로운 곳으로 부임해 갈 때마다 그에겐 오직 싸구
려 이불 호청으로 싼 성무일도와 지갑을 넣은 종이 꾸러미 그리고 중국 담뱃
가 고작이었다. 중국에 자전거를 도입한 레브 신부는 인력거를 타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까운 여행이건 긴 여행이건 자전거를 탔으며, 기차 삯을 절약하기 위
해서도 자전거를 이용하 다. 그러면서도 튼튼하고 가벼운 자전거는 다른 사제
에게 주고 자신은 낡은 자전거를 탔다. 추위가 극심한 겨울에도 방에 불을 지피

165) 성인이라는 표현은 고파르·소이에의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에서 20여 차례 이상 나온다. 
서간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편지의 말미에 “기도해 달라, 강복, 찬미, 축복” 등의 
기도에 한 내용이다. (  )번호는 페이지수이다.     

(38,43,51,56,57,66,70,84,131,144,159,183,236,242,243,245,260,263,362,363,397,400)
166)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84.
167)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51.
168)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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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누비솜 이불도 거지에게 주어 함께 사는 사제들이 소스라치게 놀랐
다. 그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 다. 육체는 혼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기에 중요
한 것은 혼의 세계 다. 물질적인 것은 수단이었고, 정신적인 것을 우선시 하

다. 돈이란 초자연적 활동을 위한 도구로 여겨 그의 손에서 언제나 자연스럽
게 흘러가게 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여행 중에도 빵 한 조각조차 사지 않았지
만, 사랑하는 중국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사용했다.169) 훗날 그가 
창설한 데레사 작은자매회의 수도원의 창문도 유리창이 아닌 중국 농가에서 사
용하는 창호지를 썼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발적 가난과 철저
한 자기 포기를 실천하도록 하 다. 그리하여 그는 수도생활 교령에서 말하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
게 하신’(2코린 8,9; 마태 8,20 참조) 그리스도의 가난에 참여한 것이다.170) 

 
2.1.4 그리스도와의 참 만남 : 남부 유배와 천진 운동 종지부

라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함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한 준비 
훈련으로 생각해야 하며, 내 눈 앞에 십자가가 들어 올려 지면 나는 어디에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지 질문하라고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
일 때 은총으로 충만한 축복이 될 것이다.171) 레브 신부의 삶에서 남부 지역으
로 유배가 이러한 과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의 서간집에서 보면 유배 
기간이 중국 선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 다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완
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그리
스도에 한 믿음과 갈망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레브 신부가 유배를 
가게 되는 이유는 중국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일이 기득권자나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요소 으므로, 멀리 떨어
지게 하여 장애를 제거하고자 한 조치 다. 그의 유배는 북경 주재 공사 콩티

169)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137-149.
17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수도생활 교령 13항,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436.
171)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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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onty)에게 쓴 편지가 곡해된 것에서 출발했다. 천진 주재 프랑스 사관 
사  부르주아(M. Bourgeois)는 프랑스의 천진(天眞)의 조계(朝界) 지역을 확

장하려 했고, 이는 가톨릭교회가 수행하는 선교 활동과 상반되었다.172) 레브 신
부가 복음 전파 과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항하여 홀로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레브 신부가 중국인 사제들을 유럽인들과 동등하
게 하고, 중국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혁명적인 사고를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의 비난을 받았다. 프랑스 공사가 “중국에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과 중국 교회의 존재 가치는 모두 프랑스의 덕이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173) “중국의 민족주의는 저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레브 신부는 분노가 끓어올랐고, 자신의 삶에 고통과 수난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174) 그는 이를 25년 동안 하느님께 청해온 순교의 은총이라고 생
각했다. 1917년 3월 26일 수난 주일, 레브 신부는 번민으로 밤을 지새운 후 아
무 불평 없이 장상의 명에 순명하며 남부 지역 하가장으로 떠났다. 천진 운동은 
이와 관련된 신부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레브 
신부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온전히 순명하고, 죽음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와의 참 만남을 향해 나아갔다.

172) “프랑스가 이 상황에서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교육 사업이나 출판사업, 자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해 주고, 자국과의 친화를 
도모하기 위해 순수한 정신으로 지원 해 준다면, 얼마나 정당하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 
작은 땅에 한 권세가 후일 프랑스에 초래될 저주를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향은 막 할 것입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주아 사님은 그 토지의 소유주가 
되기 전 소유권을 실증해 보이시려 하고 있습니다. … 사목활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3색으로 
된 푯말이 나란히 지 위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며 공연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프랑
스 국기가 증오의 상이 되고, 법과 항해 싸우는 힘의 공격을 받도록 버려두어도 됩니까? 
똑같은 3색인데 훌륭한 프랑스 용사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르주아 사님의 헌병들을 보호하
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51-152.

173)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50.
174) “이것이 연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소.…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일 투쟁하고 고통 받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위한 것이니…. 
하느님 만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주시기를 빌듯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중국의 구
원을 위하여 나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마지막 숨결까지 모두 바칠 것을 맹세 하오….”; 자
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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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욕, 가난, 상처 등 고통당할 준비 : 방문 선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즉 모
욕·가난·상처이다. 우리는 방문 선교를 통해 레브 신부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 
레브 신부의 뛰어난 선교 방법 중의 하나는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주교 
수행 사목 방문, 후원자 만나기, 교우촌 그리고 관청과 각 고을을 다닌 것이다.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갈망은 신자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밤낮으로 강연
하고, 설교하는 삶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레
브 신부는 쟈를랭 주교(Mgr. Jarlin)를 수행하여 경동(京東) 지역 신자촌을 첫 
방문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해 온 사랑이 한계가 있었음을 알았다.175) 후원자들
도 일일이 방문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다. 지역민들에
게 설교하고 교우 촌에서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센터를 개설하는 
등 몇 사람의 몫을 해 냈다. 그가 천진에 도착하여 실행 했던 사목 방법은 새로
운 것이었다. 신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고 임무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고 모두가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한 가족처럼 살
면서 비신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종 관계, 상하 계급과 
서열을 넘어서는 관계를 형성하여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노
천에서도 설교를 하며 어떤 고을에서는 한꺼번에 30가구 이상 개종하는데 성공
했다.176) 그의 방문은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민간인은 물론 농부, 군부와 관청
의 관료들도 방문 상이었다. 관청의 관료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는 곳 마
다 재방문을 요청 받을 만큼 환 를 받았다. 자전거를 부지런히 타고 다니며 했
던 레브 신부의 방문 선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인 ‘교회는 야전병원’, ‘경
계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한 것이었다. 

 
 

175)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79.
176)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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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무조건적 갈망 : 솔선수범과 책임감으로 인한 시련

라너는 그리스도인의 포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위한 훈련의 장이며, 
더 고양된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급진적인 상태의 최고 행위로 이해한다.177)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갈망이 없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러한 갈망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솔선수범과 책임감이라
는 형태로 드러난다. 그의 솔선수범과 책임감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갈망
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을 시도 하는 적
극성과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은 레브 신부의 성격적 특징이다. 그는 심지어 
비신자들이 결성한 사회 교화 단체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기도 하 다. 
솔선수범하는 쉼 없는 활동으로 개종자를 만드는 기계요 자선 기계라는 평도 듣
게 되었다. 유럽으로 유학 간 많은 수의 중국 유학생들을 신의 섭리에 맡기며 
도왔고, 그 수는 수 백 명에 달하기도 했다. 카드와 사진 판매는 물론 연극단을 
만들어 순회공연을 하여 모금을 하여 유학생들의 생활비를 마련했다.178)  

사회와 교회를 넘나들며 활동하던 레브 신부, 그의 솔선수범의 삶은 많은 
저항에 직면하 다. 1916년에는 광익록에 집필하는 것과 심지어 설교도 금지 
당했으며,179) 1917년에는 급기야 일간지 익세보의 종교총담 칼럼 집필 금지령
이 떨어졌다.180) 제도교회는 그에게 사제직에만 충실하고, 16년 간 입었던 중국 
의상을 변용한 수단 착용도 금지하고 유럽식을 따르도록 했다.

천진에서 남부로 유배를 당한 뒤 최 의 고비를 맞은 레브 신부에게 남은 
것은 중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는 매 걸음마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며 적 
동반자 코타 신부에게 편지로 고백했다.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고통과 좌절로 고
뇌 속에 죽을 것 같다는 고백이었다.181) 

그의 시련은 중국을 떠나서도 계속되었다. 1920년 8월 10일 유럽으로 함께 

177)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54.
178)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337-338.
179)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67.
180)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28.
181)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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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최고 시찰원 드 게브리앙 주교(Mgr. de Guébriant)는 중국에서 했던 혁명
적인 일을 절  하지 말라는 단서를 붙 고, 중국을 떠났기에 어떤 일에도 개입
하지 말 것과 익세보에 기고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물론 프랑스 신문에 투고하
는 것도 금지했다.182) 

1921년, 중국 귀환이 금지되어 유럽에 체류할 당시 레브 신부는 괴로움을 
토로하며 외방 선교회 초  총장 드 게브리앙 주교에게 “저는 중국 귀환이 금지
되어 있고, 아무 주교도 저를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총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괴로웠고 놀랐습니다”라는 편지를 썼다.183) 그리고 바뇌프빌 
주교(Mgr. Vanneufville)에게는 중국 귀환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된 이유
를 써 보낸다. 신문 출판과 중국의 복음화와 포교 성성184)이 3세기 동안 실현하
지 않은 약속, 즉 본국 사제단에 한 반응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레브 신
부가 기여한 바 있는 「막시뭄 일루드(Maximum Illud)」 회칙이 발표된 지 2년
이 지났지만 내용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에 중국 선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을 다짐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교회에서 금지시킨 모든 행위를 중단하
고 오직 전교만을 할 것이니 선교사의 자격을 박탈하지 말아 달라는 간청이었
다. 그는 중국으로 귀환을 이루는 길은 기도와 극기로 온전한 자기 희생이라 여
기고, 순교의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하 다.

시련을 신의 섭리로 이해 한 레브 신부는 오직 하느님만이 길을 알고 계시
며 그 분이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간의 방법과 신의 섭리가 다름을 받아들 다. 
게세마니에서 예수께서 성부의 헤아릴 길 없는 완벽한 사랑에 자신을 내어놓
듯185) 레브 신부는 중국 선교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한 철저한 책임감은 그리스도에 한 갈망을 이루는 통로 다. 

182)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308-309.
183)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302.
184) 현재 인류복음화성.
185)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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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숨은 하느님의 비전인 희망 : 사랑과 정의는 선교 활동의 중심 이념 

라너는 자신을 숨기는 하느님의 비전인 희망은 약함과 고통의 결과로 드러
난다고 하 다.186)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힘을 모으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여 총체적인 현실에 통합시킴이 바로 하느님의 비전이며, 희망
이다.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정의의 활동은 세상 안에서 미래의 비전
을 가져오는 희망의 근거로 작용한다. 한편 사랑과 정의는 레브 신부의 선교 활
동을 구현하는 특유의 방법이었다. 레브 신부는 도전받고, 증오하고, 비난받고, 
헐뜯기고, 깎아내림을 체험하 지만, 그리스도의 절 적 요소인 진리와 정의를 
삶으로 보여 주었고 ‘진리는 더 좋은 친구(Magis amica veritas)’임을 드러내 
주었다.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도 굴하지 않았고, 기도 속에서 하느님
께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 다.187) 중국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레브 
신부는 다른 모든 선교사와 다른 사고방식과 근본적인 립 때문에 고민했다. 
레브 신부는 중국 선교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선
교사들은 그를 경험 없는 젊은이며, 높은 분들에게 항하고 상처 주는 사람으
로 간주하 다. 그는 서품 전날 쟈를랭 주교를 찾아가서 중국의 복음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주님과 사도들이 한 것과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
다. 외국인의 몸으로 정신만 함께 하고 있고, 반식민지와 같다고 언급하 다. 북
당(北堂) 성당의 모습 또한 반죽 속의 누룩이 되기보다 가구에 붙은 겉 장식 같
고, 건축양식이나 색상, 배치 등도 중국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하
다.188) 일생을 정의를 위해 싸웠던 레브 신부에게 정의는 ‘평등’의 다른 이름이

186) Ibid., 219.
187)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74.
188) 정의에 한 불타는 그의 의식은 다음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1916년 11월 15일 레브 신

부는 코타 신부에게 “나는 지금 온 몸을 떨면서, 내 본 모습을 상실할 정도의 분노 때문에 떨
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정말 이 세상에 정의란 없는 것인가! …중국지성(中國之聲, L’écho 
de Chine)의 제4,5,6호를 읽어보라. 모순과 거짓말들을 찾아보라. 정말 통곡할 노릇이다. 정치
인들도 한통속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공격하라! 자신의 비열함을 공격하라! 양심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라고 말한다. 고파르· 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
간집,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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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인들을 유럽인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중국 복음화 활동의 중심 이념이었
던 것이다. 

 2.2.3 사랑과 연대로 통합 : 애덕과 용서 안에서 천진(天津) 운동

라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며, 이웃 사랑의 
본질이 완성을 이루도록 허용할 때,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
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성취된다189)고 말한다. 이웃에 한 사랑
의 행위는 인간 현실 안에서 범주화되고 독창적인 행동이며, 인간은 항상 은총
에 의해 초월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갖는다.190)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혼자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통합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것처
럼,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하셨다.191) 라너의 사랑에 한 통찰을 레브 신부는 천진 운동으로 실
천했다. 

 1911년 청년 레브 신부가 시작한 천진 운동은 중국 최초의 가톨릭 운동이
며, 지역 순회 특강과 신문 출판이 특징적이다. 중국인 사제와 평신도들이 주축
이 된 이 운동은 사회와 교회와의 만남으로 중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류
하며 상호 관계를 촉진하 다. 교회는 완전히 중국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192)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에서 지속적인 선교와 공동체의 사목적·
선교적 쇄신의 길193)과 닿아 있다. 레브 신부는 의화단 사건194)으로 복수심에 

189)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Unity of the Love of Neighbour and the Love of 
God,” Vol. 6, Pdf-version, 1962-1984, 233-234.

190) Ibid., 246.
19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32항,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242.; 교회

헌장, 제2장 9항. 
192)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8-19.
193)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32.
194) 의화단이 한촌의 그리스도인을 공격하여 50명 이상을 량 학살한 양상은 참으로 참혹했다. 

가족 전체의 죽음을 목격한 9살 난 어린 소년에게 단 한 개의 향을 피우라고 요청하자 거절하
니 그 소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행위, 변절하기를 거절한 노인이 오른팔이 잘리자, 왼팔도 
잘라주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쟁 후 생존자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유해를 돌려받았는데, 주인을 알 수 없는 팔 하나, 머리 반쪽 등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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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이들을 진정시키고 개종의 보상은 무상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높은 
가치는 애덕과 용서임을 강조했다. 1927년 레브 신부가 뇌명원으로 귀화한 것
은 일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거부감을 주었고, 심지어 그의 장상은 북경 체류
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주교가 그를 가톨릭 학생연합회 전국지도 신부로 임명
하 다. 천진에서 익세보를 재조직하고, 가톨릭 운동을 재건하 다.195) 모든 저
항과 반 에도 불구하고 천진 운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적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철저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든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
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196) 레브 신부는 천진 운동으
로 인간 사랑과 신적 사랑을 통합했다. 

2.3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 : 토착화 선교

라너가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부
활로 자기를 지양하고, 부활 속에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다.197)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죽음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외양을 벗고, 온전히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토착화에 철저했던 레브 신부는 
중국어, 중국의 전통과 문화 안으로 들어갔다. 중국인들의 정체성을 살리는 ‘애
국심’을 심어주는 방법을 택했으며, 뇌명원으로 개명하고, 중국 국적으로 귀화한 
것은 완전한 중국인이 된다는 토착화의 사례이다. 

시체는 거의 없었고, 생매장 당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106-108.

195)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4.
196)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Unity of the Love of Neighbour and the Love of 

God,” 247.
197)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66.;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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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생명을 남김없이 위탁하는 죽음 : 언어와 문화 적응 그리고 애국심 함양

라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한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죽음으로써 성부의 원
한 생명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어야 실제로 주님을 이해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 분의 삶의 목적은 부활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이
다.198)

레브 신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그림은 죽음을 통한 부활의 삶이
다. 자기 자신에게는 쇄신이며 타인에게는 적응을 의미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
회의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의 정신이 레브 신부에게는 자신을 벗어나
서 죽음에 이르는 적응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그가 비중을 둔 것은 언어
다. 중국인들과 화 할 때 중국어로 말하고 ‘우리 중국인’이라 하 다.199) 중국
인들과 형제처럼 살았다.200) 예식을 국가 운  방식의 근본 요소로 하는 중국을 
존중하 고, 중국의 풍습을 철저하게 익혀서 관리들을 만났다.201) 그는 중국인
들에게 중국 재건과 쇄신이라는 애국심을 일깨웠고, 그 애국심202)은 일치감과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은 중국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
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었다. 

198)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45.
199)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145.
200)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94.
201) Ibid., 17.
202) 1917년 9월 22일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애국’을 언급하고 있다. 1919년 3월 27일-28일

자 한국의 3•1운동이 익세보에 실린 후, 독립지사 김석(金石)의 강연 원고는 익세보 1931년 
12월 1일자 제6면에 수록되었다. 그는 1920년-1930년  초까지 중국인을 상으로 여러 차례 
강연을 하 고, 주제는 모두 한 가지 “한국 망국의 참상”이었다. 익세보 보도의 제목은 “사
회와 각 지역에 망국병이 이미 심하게 들었다. 중국의 현 상태가 이미 조선이 멸망할 때와 같
다. 만약 속히 자구책을 구하지 않으면, 장차 한국 망국의 뒤를 잇게 된다. 한국이 망한 후 유
린된 참극을 보라”이다. 그 아래 “안중근(安重根) 동시  7동지 중의 한 사람인 김석(金石)군
의 강연”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박현규, ｢한국 독립지사 김석의 강연원고 고찰｣-(천진) 익
세보와 후  전재 책자를 중심으로,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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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애국심

사목 헌장에서는 “어느 나라든 국민의 현실 상황과 국가 권위에 필요한 힘
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활동에 모든 국민이 쉽게 참여
하려면 이 집단들이 사람들을 이끌어 들여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가
치를 지니고 있어야한다”203)고 말한다. 레브 신부는 중국 민족을 ‘애국심’이라는 
가치로 한 우리에 들게 하 다. 천진(天津)운동 중에 애국회에서 ‘조국애’(祖國
愛)를 주제로 6,000명을 상으로 연설을 하 고, 거 한 강당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옥외 연설을 하 다.204) 뿐만 아니라 레브 신부는 레노 주
교(Mgr. Reynaud)에게 중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여겨지는 애국
심과 본국인 사제단 그리고 호교권에 한 의견을 장문의 편지로 보냈다.205) 주
교로부터 단죄가 내려진 문헌 ‘교구 사상 비망록’(敎區思想備忘錄)206)에 한 답
장으로 작성된 유명한 서신인 이 편지에서 레브 신부는 중국인들도 유럽이나 미
국인들처럼 자기 나라를 사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 문제에 있어 유
럽이나 미국의 사제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207)

애국심은 그리스도교가 수 세기 동안 이룩해 놓은 것, 지금 모든 민족이 실현 단계에 있고, 
그들 스스로 깨닫고 있는 바 하나의 사랑이요, 헌신과 희생을 창조하는 열정이며, 위 한 이
상이요, 막 한 동력입니다. 자기 조국의 국가(國歌)를 들을 때 혼 깊은 속에서 느끼는 설
렘, 자기 나라 국기(國旗)를 볼 때 매우 자랑스러움 같은 새삼 발견하게 되는 혼의 기운(靈
氣)이 바로 그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국력이고 한 나라의 확고한 성벽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애국심은 자기 나라를 위한 동력 그 이상의 국력으로 교회를 위한 동력이
기도 합니다. … 애국심은 중을 일으키는 지렛 이고 혼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왜
냐하면 그것은 지고한 고결함의 감성이고, 저항과 편견을 무너뜨리게 하는 큰 무기이기 때문

20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31항,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242. 
204)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44.
205) 1917년 4월 레노 주교가 취임하여 레브 신부를 소흥지구장에 임명함.
206) 일부 여론에 한 교구의 사상과 입장을 밝히는 비망록이다. 이 비망록에 한 레브 신부의 

의견을 기록한 편지가 서간집에서 가장 긴 편지이다.;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04-234.

207)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77.;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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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208)

 가톨릭교회를 중국에 정착시키고 중국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사
용한 ‘애국심’은 중국 민족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가톨릭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애국’을 통치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
늘날 중국 정부의 실정209)을 레브 신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일은 새로운 고
통의 시간, 십자가의 삶일 것이다.   

2.3.2 케노시스의 클라이막스인 죽음 :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서 오는 절망은 고통과 무의미함
을 준다. 그러나 우리의 삶 안에서 구원의 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
도의 희생은 계속되어야 한다.210) 희생의 현세적 종착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
은 사랑이시고 희생자와 동일시되며, 십자가에 처형된 자를 하느님 자신의 존재 
안으로 데려가서,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211) 이러한 죽음과 창조
의 과정을 레브 신부는 전쟁터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가 창설한 수도회의 수도
자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외세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애국이 곧 민족 실현이
며, 상실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 곧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 다.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되자212) 레브 신부는 중국인들에게는 자의식과 

208) 레노 주교에게 쓴 편지;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07-208.
209) 통전부와 종교사무국 밑에 천주교 애국회와 각종 종교 협회의 애국회가 있다(예. 기독교 삼

자 애국 운동위원회). 천주교 애국회는 통전부 및 종교사무국에서 당·정의 교회에 한 지시나 
정책 요구 사항을 모아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춘선, 하나인가, 둘인가? 중국 
천주교회의 미래, 김병수 옮김, (서울:가톨릭 학출판부, 2000), 5.; 중국 천주교 애국회가 정
식으로 설립된 것은 1957년이다. 구성원은 교우, 수도회 회원, 신부 그리고 주교이다. 애국회
의 기능은 1) 전국의 성직자와 교우들 단결 2) 중국 공산당과 인민 정부의 도하에서 애국주
의 정신 고양 3) 국가 정책과 법령을 준수함 4) 조국의 사회주의 현 화 건설에 적극 참여 5) 
국제 천주교 인사들과 친분 교섭 촉진 6)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반  7) 세계 평화를 지킴 8) 
정부가 주도하는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에 협조 등이다.; 장춘선, 하나인가, 둘인가? 중국 천
주교회의 미래, 41.

210)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42.
211) James M. Gordon,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Trinitarian 

Kenosis as a Model of Ministry, Baptistic Theologies, 7 no 1. Spr. 201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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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식에 해 눈을 뜨게 하고 더 큰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진복원’ 
이동 수도원213)을 열어서 “수도복을 입고 수도회의 회규(會規), 성무일도(聖務日
道), 침묵, 강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gaudete semper)는 수도회의 지침에 
따라 최전방에서 투신했다.”214) 전쟁 중에도 레브 신부는 농부들이 수확하는 것
을 도와주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등 민간인도 도와주는 활동 분 를 만들었다. 
또한 여러 마을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 애국하는 마음과 자세
를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 위생 방법을 가르치는 ‘새 생활 운
동’을 펼쳤다. 이처럼 레브 신부가 기획한 모든 일들은 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적 작업이었다. 수사들을 전쟁터로 이끌어 낸 것은 현실에서 시 의 흐
름을 읽고, 그 시 를 살아야 한다는 사고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다. 
한편 “중국의 재건과 쇄신을 통한 그리스도교적 쇄신”이라는 수도회의 목표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 다. 이처럼 레브 신부의 전쟁터에서의 삶은 라너가 말하
는 케노시스의 준비 단계를 한 단계씩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의 케노시스 
준비는 ‘하느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고통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
하는 것이었다. 중국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
록 투신하는 삶이야말로 케노시스의 정점인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2.3.3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부활 : 순교의 은총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로써 완성된다. 즉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통합된다. 온전한 신성과 인성이 지상에서 경험하고 겪은 고통은 이제 아버지의 

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 광은 그의 역사에서 위 한 목적을 
달성하 기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215) 레브 신부도 그리스도적인 삶과 죽음으
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순교의 은총을 주시라고 어

212) 36쪽 ‘ 혼의 어둠의 시기’를 보라
213) 안국 진복원, 북경 진복원, 산시성에 새로 설립한 큰 수도원 곳곳에서 강도 높은 활동을 하

다. 
214)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425-427.
215)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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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절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기도
해 왔다. 순교를 통한 그리스도께 일치하는 통합의 삶을 희망해 온 것이다. 비
록 전쟁터에서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보살피고, 
구조하면서 일생을 온전히 중국을 위해 투신하여 백색 순교의 모범이 되었다. 
레브 신부는 공산당에게 구금되었고, 장개석의 개입으로 구금에서 풀려 병원으
로 옮겼으나 1940년 6월 24일 선종하 다. 그가 죽자 중화민국 정부는 조기를 
게양하고 레브 신부를 추도하는 칙령을 발표하 다. 그 해 11월에는 3일간 규
모 군중 앞에서 공식적인 추모 행사가 거행되었다.216)   

레브 신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워 그리스도교적인 태도로, 중국 사
람보다 더 중국을 사랑하 고, 중국 민족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유·해
방·민주적인 삶으로 안내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죽음으로 최고의 사랑을 
드러냈다. 유서에서 그는 “작은 형제들은 순교까지 감수할 만큼의 사랑으로 사
람들을 진정으로 무한히 사랑하라”고 했다.

2.4 부르심과 응답 : 인재 양성 선교

 신수련에서 그리스도 왕국에 한 묵상은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규범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여, 자신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을 찾게 되
는 것으로서,217)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한 인간의 응답으로 드러나게 된다. 레
브 신부에게 있어 중국 복음화의 핵심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었
다. 신앙 교육, 애국심 함양 그리고 주체성을 심어주는 사회 교육을 통해 주체
적인 중국인으로 성장하게 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
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고 또 불려야 하므로, 그리스도인 

216) 중국 공화국 정부의 추도 칙령: “뇌명원은 벨기에에 태어났으며, 젊은 나이에 중국인으로 귀
화했습니다. 그는 천진에서, 또한 북경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했으며,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중
국 국민 전체가 그를 존경합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그는 들것 부 를 조직하여 국토의 
여러 지역에서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위하여 불굴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했습
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칙령을 포고하는 바입니다.”;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448.

217)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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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이 중국인들에게 
실현 되도록 노력한 것이다. 그의 교육은 인격적인 성숙과 구원의 신비를 깨달
아 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흠숭하고, 의로움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
록 이끌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 교회 발전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218) 

2.4.1 선택을 위한 준비 :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라너는  신수련에서 참된 선택은 그리스도 왕과의 만남에 의해 주어진다
고 한다.219)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선택을 위한 준비는 시 의 징표를 읽으면서 
시작된다. 현재를 읽고, 현재에 살며, 현장에서 출발하는 방식이 그의 선교에 
한 부르심의 출발점이다. 현재 상황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안에 살아야 한다. … 우리는 현재의 시각에서 사물을 이해하
는 것을 배워야 한다. 비록 현재의 시각이 다른 시각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지
라도, 단순히 그것이 현재의 시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하다”220)며 동생 배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다. “그 시 를 살라”는 레브 신부의 정신은 오늘
날 국제가톨릭형제회의 모토이다. 또한 시 의 징표를 읽고 복음의 빛으로 비추
어 보고, 응답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고 있다. 

1902년부터 교리 교육에 한 그의 열정은 10년 동안 예비자 한 명 없었던 
지역인 장가(大莊稼)와 인근 지역에 2-3개의 교우촌을 형성하게 되었고, 한촌
(韓村) 마을에 30세 를 개종시키고, 무청현 지역에는 선교사 수가 무려 2천명
이나 되었다.221) 여기서 선교사란 모든 신자들이다. 레브 신부는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생명력을 길러 

21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2항,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2011), 626. 

219)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28.
220)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48.
221)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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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222) 레브 신부는 사람들을 차별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그는 중국의 가톨릭교회는 중국 교회가 되고, 중국 사람들이 자립하도
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의 기량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시 에 어
울리는 현 식 학교를 창설하여223)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하며 동시적으로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었던 준비된 자세는 시 를 제 로 읽어낼 수 있는 비전이 있
었기 때문이었다.  

2.4.2 고유한 부르심 : 중국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신수련 Exx.95의 제1요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서 한 사람씩 따로 따로 불러 말씀하신다. 지상 왕의 부르심이 각자에게 주어지
며, 아버지의 광에 들어가는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일하고, 고통 중에
도 광 중에도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다.224) ‘중국 민족의 그리스도화’를 위하여 
온전한 자기 희생으로 열정과 사랑을 불태운 레브 신부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라
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적 삶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다. 특히 그는 
‘중국은 중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은 그리스도께’라는 표어로 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중국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
게 토로하 다. “어떤 한 사람을 알려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중국 사람
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 
이상으로 중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225)  

22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4항, 629. 
223) 레브 신부는 학교 외에도 1909년 전신선회(傳信善會)를 창설하고, 1910년에는 법정학당 설

립하여 사회학 교수로서 출판 사회학 강의를 하 다. 1911년에는 선강 연구소(宣講硏究所)를 
창설하 다. 

224)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32.; 이냐시오 로욜라,  신수련, (서울:이냐시오 
성 연구소, 2012), 51(Exx 95).  

225)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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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중국 유학생 지원과 가톨릭 대학 연합회

1920년  프랑스에 체류하는 중국 유학생은 2천명에 달했으며 부분 프-
중 연맹(F.F.C) 회원들이었다.226) 프랑스 노동 계급의 생활을 알고 중국에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유학생들은 가톨릭교회가 중국을 
지배하려는 것이며, 선교사들은 외국 첩보원이라 여겼다. 레브 신부는 그리스도
교에 적 적인 유학생들에게 우선 그리스도화가 되도록 하 고, 최종적인 목적
은 중국인이 중국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었다.227) 주택과 학비 등 학생들에게 필
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끊임없이 설교하 고, 중국인에게 중국을 새롭게 소
개하고 이해시키며 격려하 다. 1928년 유럽에서 유학 후 중국으로 돌아온 
학생들과 드디어 ‘가톨릭 학 연합회’가 교회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것은 레브 
신부의 계획이기도 했다. 교황 리는 중국 전역에 가톨릭 활동 지침을 공표하

고, 레브 신부는 활동 1년 반 만에 사목 활동의 범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장되
었다. 레브 신부는 1923년 파리에 중국 공교 청년회(中國公敎靑年會)를 창설, 
벨기에까지 확 하 다. 그의 소명은 중국 혼을 일깨워 그리스도께로 안내하
는 일이었다. 

 2.4.3 전적인 투신 : 끝까지 순명

 신수련에서 라너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은 주님의 십
자가를 향해야 하고 다른 것은 이상적인 환상일 뿐’228)이라고 한다. 레브 신부
에게 있어서 봉헌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완전히 ‘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순명함으로써 자기 비움의 길로 나아간다. 레

226) 이 조직의 목적은 사회주의적 반성직주의 단체로서, 중국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
성함으로써, 미래의 중국 노동당의 토 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부분 중산층 출신들
이지만 부모들의 의사를 거역하며 중국을 떠나 무일푼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젊은 이상주의자
들이었다.

227)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309-310.
228)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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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신부에게 순명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인간적 고뇌도 컸다.  

나는 항상 두 가지 해답 사이에서 망설여왔고, 또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 신앙의 정신
은 원칙으로 출발해서 순명으로 끝내야 하며(소심하고 유치한 순명이 아니라 신중하고 솔
직한 순명), … 순명은 성경과 모든 성전(聖傳)에도 명시된 덕성(德性)으로 자유의 문제보
다 훨씬 더 먼저 일치를 본 주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순명은 우리의 육체적 훈련에도 필
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질서와 원칙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나 부분적인 선행을 희생토록 해야 할 것이다.229)

1916년 10월 25일, 부주교 신분이던 레브 신부는 하루아침에 하가장 본당 
티벨지앵(Tiberghien) 신부의 보좌신부로 발령을 받았다. 총 리 권한에 가까운 
위치에서 보좌신부로 좌천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뒤몽 주교의 명을 순순히 받아
들 다.230) 레브 신부가 로마 교황청 포교 성성 반 로슘(Van Rossum) 추기경
에게 교황 친서 및 익세보의 인계자로서 드 비엔 주교 임명에 해 감사의 뜻을 
전하자, 추기경은 레브 신부의 순종에 해 감사하는 답장을 썼다. 추기경은 그
의 순종이 은총의 힘이라고 보았다.231) 레브 신부의 무조건적인 순명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한 믿음에 
따른 순명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길일 것이다. 레브 신부의 순명
은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장 되었다. 1918년 6월 25일 레브 신부는 코타 신부에

229)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126.
230) “저는 항상 주교님께 철저히 순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선교사들과 더욱 자유롭게 지

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교님, 저는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전혀 한 번도 제 발령에 해 불평
한 적이 없다는 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다른 선교사들은 저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소신이나 희망에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교님께 솔직히 순명해야 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다는 것도 믿어주
십시오.”;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171-172.

231)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감사할 차례요. 진심이요. 당신이 행한 일 당신이 겪은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완벽하게 순종해 온 일에 해서 충심으로 감사하오.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토록 철저하고 완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로서는 결코 당신의 견해를 지원해 줄 수 없었을 
것이오.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해 준 것은 바로 당신의 순종이었소. 인간적인 관점에서 순종이 
모든 것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일 때조차도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명령
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항상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에 하여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오. 그것은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것이오.”;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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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순명에 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인·성녀들에게 말씀 하실 때마다 그 규율에 끝까지 순명하라 하셨고, 자
네가 단죄시하는, 표면상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기에 ‘언제나, 변함없이’ 순명하라고 당부
하셨다. … 겸손과 희생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모든 피조물에 순명하라’는 말씀, 거기에 

한 모든 교회의 성부들과 학자들의 해석, 모든 가톨릭적인 금욕에 의하면 이 인간의 존엄
성은 달리 이해되고 있다.232)

 2.4.4 ‘보다 더’ : 철저함으로 온전히 바쳐진 삶

‘보다 더’는 단순한 의무와 단순한 이유 이상의 것이다. 사랑에 해 더 큰 
증거를 제시하고, 원한 왕과 만물의 주님께 한 섬김과 관련하여, 이것을 스
스로 구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칠 뿐만 아니라 관
능적이고 육적이고 말뿐인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을 할 것이며, 더 큰 가치와 더 
중요한 것을 봉헌한다.233)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Magis(more)’는 남녀 수도회
를 창설함으로써 하느님의 더 큰 광을 위한 삶에 헌신한다. 

“선교 협력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선교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선
교 사업에 다양한 방법이 유효하겠지만, 남녀 선교 수도회에서 전적으로 평생 
선교사로 투신하는 것이 훌륭하다. 이러한 성소를 증진하는 것은 선교 협력의 
핵심 사항”234)이라며 수사와 수녀의 교육에 헌신했으며 그들과 관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 결과 1933년에는 중국인 주교를 둔 선교단 구역이 20개에 달했다. 

1937년 8월 26일 레브 신부는 볼랑 신부에게서 제안 받은 SAM 성소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서 ‘완전성’을 복음에 따라 사는 삶으로 그려냈다. ‘철저
함’의 삶인 완전함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선교사가 되기 위
한 조건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느님의 과 그리스
도의 사랑이 완전함 안에서 의화와 성화로써 이루어진다. 이 사랑은 하느님 나

232)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43-244.
233)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33.
234)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 79항, 정하권 옮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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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일치 속에서 하느님과 적 피조물을 포용한다.235) 그래서 자기 포기는 그
리스도인의 완전성을 향한 도덕적 태도, 즉 궁극적인 사랑의 특성을 나타내는 
태도이므로 자기 포기의 궁극적인 감각은 사랑의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36) 

2.4.4.1 벨기에 외방전교회, SAM(雷鳴遠會)237)창설, 1926년.

레브 신부는 1922년에 볼랑(André Boland of Verviers) 신부를 만나서 중
국 주교 밑에서 일하는 유럽 사제들을 훈련하는 것에 한 생각을 나누었다. 볼
랑 신부는 오로지 중국인 주교 아래 봉사할 목적으로 사제 선교회 SAM을 벨기
에서 조직하 고,238) 레브 신부는 SAM에 한 반 로슘 추기경의 인준을 받았
다. 그들은 본국인 교회, 본국인 언어, 본국인 관습과 전통과 문화 등이 그들의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레브 신부는 사미스트(SAM 소속 사제들)들에게 온전
히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피의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
이라고 말한다.239)

2.4.4.2 안국(安國)에서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耀漢 小兄弟會) 창설, 1928년

손덕정 주교는 레브 신부에게 창설중인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240)의 수련
과 사도직 활동 지도를 부탁하 다. 수련원의 이름은 진복원이며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의 모든 활동의 궁극 목표와 상은 중국의 재건과 쇄신, 그리스도교
적 쇄신이다. 1930년 코타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이 수도회에 한 레브 신부

235)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47-48.
236) Ibid., 50.
237) SAM(Société des Auxiliaries des Missions)
238) https://digitalcommons.whitworth.edu/societe_auxiliaires_missions(접속일:2019.5.12).
239)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375.
240) 레브 신부는 1933년 12월 24일 안국 성당에서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에 서원하 다. 그

는 중국 국적으로, 중국 수도회에 소속된 중국 수도승, 트라피스트회의 선교사가 되었다. 3일 
후, 레브 신부는 로마로부터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의 첫 수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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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호한 결의가 드러난다. 수도회의 삶은 복음과 서간이 중심이 되어 평등과 
희생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되 수도자로서의 특혜를 경계하고 있다. 권위적 서열
을 배제하고 동등할 것과 헌신과 희생의 삶,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삶이 곧 
수도자의 정체성임을 피력하고 있다. 

2.4.4.3 안국(安國)에서 데레사 작은자매회(德來 小姉妹會) 창설, 1929년

레브 신부가 창설한 관상 생활과 사도적 생활을 겸비한 가르멜 수도회인 데
레사 작은자매회의 목표는 ‘작은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 목표는 ‘보다 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요소이다. 수도자 양성의 과제는 전례와 신약 성서와 
기도에 뿌리를 둔 단순하고 견실한 신앙심을 가진 수녀들이었다. 최고의 미덕은 
십자가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십자가 사랑이며, 성녀가 되는 것이다.241) 두 
남녀 수도원이 창설된 지 불과 몇 년 후 중국 일류 사회인들을 비롯하여 각 
상층을 망라해서 개종의 불이 붙었고, 수도회의 제3회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운동 내용의 하나가 ‘머리 골수까지 중국인이 되자. 질투가 날 정도
로, 오로지 유일한 중국인이 되자’라는 것이다. 레브 신부는 그 당시 성무일도에 
있는 성가를 합창 에서 중국어로 부른 세계 유일의 사람일 것이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36항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문과 노래에 모국어를 사
용할 수 있다는 규범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242) 

2.4.4.4 벨기에에서 ALM(현 국제가톨릭형제회, A·F·I) 창설, 1937년

1937년 레브 신부의 동의하에 볼랑 신부와 이본 퐁슬레(Yvonne Poncelet)
총장은 ‘ALM(Des Auxiliaires Laiques des Missions)’을 창설하 다. 오늘날
의 ‘국제가톨릭형제회(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이다. 사미스트
와 마찬가지로 레브 신부의 딸들이다.243) 국제가톨릭형제회244)는 레브 신부의 

241)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375-376.
24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헌장 36항,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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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전·진·상 성과 3가지 우선적인 방향인 신앙(Faith), 인간해방
(Solidarity in the Struggle for Liberation), 우주성(Universality)을 따라 살
아가고 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적 삶으로 
일생을 봉헌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평신
도 공동체이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밖에서 수도회가 보완할 수 
없는 평신도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피력하기 이전에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
성을 제시한 것이다.245)   

레브 신부가 창설한 위 4개의 단체가 ‘보다 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학 와 가난을 받아들이
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여기서 
주저한다면 마땅히 이 삶을 포기해야할 것이다.246) 

2.5 완전한 사랑과 일치 : 바오로형 선교

사랑은 미덕 중의 미덕으로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특
별한 수련이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인간 존재로서의 총체적인 수련이다. 하
느님 은총 안에서의 수련은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활기
차게 하고 정보를 주며 구체적인 상징으로 드러난다. 다른 미덕은 다양한 차원
에서 사랑을 구체화 시켜주며, 그리하여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깨닫게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것을 요구받는다.247) 레브 신부에 
있어서 사랑과 일치의 모델은 사도 바오로이다. 바오로형 선교라는 말은 바오로
의 삶을 본보기로 살아간 것을 말한다. 바오로의 갈망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243)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351.
244) AFI 단체는 1956년 한국에 진출하 다. 이태리인 안젤라 미스뚜라(Angela Mistura), 독일

인 가비 빌스마이어(Gaby Wilsmeier), 벨기에인 리나 마스(Lina Maes)가 첫 팀으로 활동하
다. 현재,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 및 상담 활동, 사회 운동 및 사회 개발, 사회 복지 
활동, 의료 활동 등을 하고 있다. 

24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교령, 475-476.
246)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134.
247)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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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 것이다.248) 레브 신부는 바오로 사도를 선교의 모델로 삼고, 성 바오
로처럼 사랑의 상에서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겼다. 그는 현시 에 살고, 거기에 적응하는
(Aggiornamento) 본보기로서 사도 바오로의 삶을 닮고자 한다. 

2.5.1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맡기는 사랑 :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신수련에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또 하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
총에 의해 ‘나’에게 전달된 사랑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사
랑이다. 이냐시오는 구세주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과 화해를 얻
을 수 있다고 한다. 비록 세상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 완전한 어둠과 포기로 내려간 그 시점에서 하느님을 만나
는 사람들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에 한 뚜렷한 체험을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눈은 밝아지고, 분리
(detachment)가 가능해지며,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자신
에게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들에서조차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이다.249)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한 레브 신부의 삶은 철저하게 바오로를 사랑
하고 그를 따른 삶이었다. 그는 서품 후 처음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도 바오로
로 지어주었다.250) 밑바닥 끝까지 내려가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랑의 모습은 생
명을 담보로 한 전쟁터에서 폭탄과 포알이 날아다니는 중에도 하루에 일곱 번
씩 성무일도를 바치는 기도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수사들과 함께한 전쟁 진
에서의 적 활동은 군인들에게도 향을 끼쳤고, 군인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전쟁 중의 행군으로 기력이 쇠약해져 여러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는 생명을 걸고 
후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쟈크 르클레르는 성인 중에서 레브 신부처럼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합일된 삶을 

248) 윗트니스 리,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서울:한국복음서원,1987), 108.
249)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71-272.
250)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79.



- 66 -

살았던 성인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한다.251) 레브 신부가 한 모든 일은 항상 애
덕이 중심이었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와 이웃에게 흘러 넘쳐 밑바닥까지 내려가
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2.5.2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 중국인 사제단, 호교권, 막시뭄 일루드

 신수련 Exx.237에서 “모든 축복과 선물들이 위로부터 어떻게 내려오는
지를 바라보고, 또 나의 제한된 능력도 위로부터 최고의 무한한 능력에서 내려
오고, 정의와 선, 인자함과 자비 등도 이와 같이 내려오는 것이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음을 본다.” 육화에서 로고스도 자
신의 본성 안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비우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존재
인 ‘너’에게로 향하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면, 다른 존재가 필
요하다. 인간은 타자성 안에서만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고 인정받고, 완전한 
사랑을 받는 타자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252)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
랑이며,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랑이다.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세상 안으로 들
어오는 선물인 사랑은 제국주의의 형식이 아닌 중국인이 주체가 되는 교회 운  
방식일 것이다. 그것은 중국 교회 내 본국 사제단의 필요성과 호교권 폐지, 교
황 사절단 파견과 선교 회칙에 향을 준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구체
적으로 레브 신부의 선교의 장기 목표이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그
의 이러한 희망은 오직 하느님 자체인 진리에 한 순종과, 강렬하고 무조건적
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렸다. 그의 애덕은 교회와 더불어 모든 이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어디서나 실현되었다고 보여
진다. 

251)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424.
252) Ingvild Rosok, “The Kenosis of Christ revisited” 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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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본국 사제단의 필요성

레브 신부는 1901년 중국에 도착하여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그 
때 신학생들에게서 두 가지 위험한 모습을 발견했다. 하나는 학생들이 자기 나
라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훗날 자기 형제들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유럽에 해 배운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실망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부분 서양 선교사들은 백인 우월 의식으로 중국인은 미개하고 
열등하며, 중국인 신부와 수사는 높은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레브 신부는 1920년 12월 20일 벨기에 말린(Malines) 교구 주교 메르씨
에(Mercier) 추기경과의 회견 후 로마 교황청 포교성성 반 로슘 추기경을 만났
다. 그 만남에서 중국 주교단에 해 이야기를 나누고 4명의 신부를 주교로 추
천하 다. 조회의(趙懷義) 필립보, 정유수(程有獸) 베드로, 성옥당(成玉堂) 베드
로, 조주(潮州)의 이(李) 네 사람이다.253) 

레브 신부는 그 만남이후 12월 28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30분간 알현한 
내용을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 다. 교황 회칙(Maximum Illud)에 관한 것, 중국
인 사회에 관한 것, 중국인 주교로 추천할 사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황께
서 10만 리라를 레브 신부에게 주면서 배고픈 중국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다. 교황님의 알현 소식은 회칙 ‘막시뭄 일루드’ 발표 이후 가장 중 한 사
건으로 보고 있다.254) 교황 비오 11세는 1926년 10월 28일 로마 베드로 성전
에서, 이날을 위해 끈질긴 투쟁을 하고 사제 서품 25주년을 맞이한 레브 신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레브 신부가 추천했던 4명의 중국 신부 중 3명을 포함하여 최
초로 6명의 중국인 주교들을 직접 축성했다.

253) 조주의 이(李) 신부는 레브 신부가 쓴 서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276.

254) 왜냐하면 중국 본국 주교단 탄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
부 서간집, 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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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호교권 폐지와 교황 대사관 설치

호교권 폐지에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두된 과제이다. 중국인 교회와 신
자들이 본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255) 1926년 5월 11일, 레브 신부는 반 로쑴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중국에서 프랑스의 호교권256)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상류층의 개종에 장애가 될 정도로 강력
합니다. 이미 오래전, 중국인 인사들이 수차례 제게 말하기를, 프랑스의 보호 아래 있는 가톨
릭교회에 이런 모순이 있는 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모든 중국 유
학생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호교권에 적 적입니다. 그 제도가 폐지되거나 적어도 로마 
주재 사를 두어 그 일을 마무리 짓게 되기를 모두가 고 하고 있습니다.257) 

레브 신부는 라 크루와(La Croix) 신문사 로마 주재원 표인 친구 바뇌프
빌 주교(Mgr. Vanneufville)에게 중국의 애국 사상을 지원할 필요성과 지역교
회를 중국인 주교단에 위임하는 문제와 호교권 분리 문제 등을 편지로 전달했
다. 주교는 레브 신부의 편지 내용을 포교성성 책임자들에게 전했다. 이 모든 
탄원서는 다른 몇몇 뜻있는 주교들과 코타 신부에 의해 로마 교황청에 전해져서 
중국에 교황청 사관 주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1919년-1920년 교황청 당국자
의 중국 선교지 사목 방문, 현  선교 헌장 막시뭄 일루드의 반포 3년 후 교황

사의 중국 파견이 실현되었고, 이 교황 사는 1924년 중국 교회의 초  주교
회의를 소집했다.258)

255) Ibid., 226.
256) 선교 보호권이라고도 함. 호교권은 중국에 파견된 프랑스인 선교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 

선교사들이 호교권에 따라 치외법권을 인정받고, 치외법권은 선교사들의 토지와 지역 신자들에
게까지 확  적용됨. 호교권은 신자 수 증가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에게 
반(半) 식민지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음.; 조광, ｢한불 조약과 천주교 선교사｣, 경향잡지, 
1686(2008,09), 70-71.

257)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343.
258) Ibi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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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선교 회칙 막시뭄 일루드(Maximum Illud) 나오기까지

최초의 선교 회칙 막시뭄 일루드,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사도적 편지
(Apostolic Letter of Benedict XV)는 1919년 11월 30일 ‘전 세계의 가톨릭 
신앙 전파’를 위해 선포되었다. 그것은 선교사들, 성직자들, 신자들을 격려하고, 
선교 사업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7항). 교황의 이 사도
적 편지 중 레브 신부와 코타 신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
들은 다음과 같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도들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역사(1,2항)가 확장되어 온 과정을 서술하고(3,4항),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게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선교 사업에 임해줄 것과(9항) 선교 책임자는 선교 사
명을 확장하기를 기 한다(11장). 지역 성직자들의 후보자를 양성하는 문제
(14,15항)와 지역교회의 신학교 설립(17항)을 제안한다. 진정한 선교사는 자국의 

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리인이며(20항), 선교사는 사도직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22항), 언어적 지식이 필요하고(24항), 선교의 모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한다(28항). 또한 기도 사도직의 역할을 강조한다
(33항).259) 이러한 것들로 보아 이 보고서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 회칙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3 삼위일체의 친교적 사랑 : 나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교적 사랑으로 인한 관계적 일치의 모습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이다. 라너에 따르면, 사랑은 자신과 상 를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타자 안에서 자신의 완전성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자기포기의 궁극적인 
감각도 사랑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하느님의 호소인 ‘사랑의 신비’이
며, 자유로운 헌신에 의한 관계적 일치가 우리의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선교 회

259) 베네딕토 15세, Maximum Illud,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19.; 고파르·소이에, 뱅
상 레브 신부 서간집, 204-234(1917년 편지 참조).;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40,245,272-29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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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레브 신부의 전·진·상 성과 그가 지적한 중국 선교에서의 문제점이 크게 
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자유와 혼의 힘을 모두 바친 결과라고 여
겨진다. 레브 신부는 자신이 실천한 것을 가르친다. 훗날 전·진·상 성이 된, 
1937년 8월 26일, 볼랑 신부에게 SAM 신학생들을 위해 보낸 프로그램을 보면 
레브 신부가 희생, 사랑, 성화라는 혼을 위한 세 가지 힘을 모두 봉헌하 음
을 볼 수 있다.

첫째가 완전한 희생이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가
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진심으로 따르고 전적인 희생을 실천해야 한다. 언제나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가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서로 사
랑하라’ 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
느님을 사랑하도록 익혀야 한다. 진정한 애덕과 온전한 봉헌은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성소를 
실현하고 봉사자로서 특별 성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희생이 전제가 된다. 셋
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성화시키는 것, 참다운 성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
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
오(필립 4,4-5). 진복팔단에서 찾아보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웃으며 주는 자를 좋아하신다.’260) 

종합하면, 레브 신부의 전·진·상 성은 온전한 자기 포기(全犧牲), 진실한 
이웃 사랑(眞愛人), 항구한 기쁨(常喜樂)을 통해 삼위일체의 친교적 사랑 안에 
통합되어진다. 

 2.5.4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 성령의 도구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261)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때 나와 구원받은 세상
이 하느님과 세상을 향해 투명하게 될 수 있다.262)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

260) 고파르·소이에, 뱅상 레브 신부 서간집, 393-396.
261)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74.
262) Ibid.,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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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하느님의 친 함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통합하게 한다. 레브 신부는 사람들뿐만 아
니라 동물까지도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 말이 피곤할까봐 걸어 다녔다고 한다. 
그가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을 존중하고, 모든 활동 안에서 혼에 한 존중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은 바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 모습으로 여겨진
다. 

이것은 레브 신부가 성령의 도구로써 그리스도 왕국 건설에 힘써 온 모습으
로 드러난다. 그는 코타 신부와 함께 본국 사제들로 구성된 교구가 우선 하나만
이라도 설립되기를 원했다. 중국 사람들이 지지하는 교회와 교구, 교황 직속 
목구 설치와 중국어로 설교하고, 중국어로 쓰고, 중국어로 말할 수 있는 주교가 
탄생하기를 희망했다. 그것은 바뇌프빌263) 주교와의 서신 왕래가 기점이 되었
다. 그는 모든 것이 성령의 손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성령의 도구로 행동하려고 
노력하 다. 모든 일 앞에 기도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려고 
심신을 훈련하 다. 인간적인 면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264) 레브 신부의 소명은 그리
스도께로 혼을 귀의시키는 사도직이었다. 

사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들 속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며, 이는 사도의 활동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265) 레브 신부는 개인
적으로는 성령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인격적인 상으로 받아들여 성령께 
협력하는 삶을 살았고, 교회적으로는 중국 교회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
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중국 교회 역사의 터전을 마련한 인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그의 케노시스적 삶과 사목 활동은 다음 장에서 그의 성인 전·진·상으
로 성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263) 라크루와(La Croix) 신문사 로마 주재원 표인 친구 주교.
264) 자크 르클레르, 멀리 울리는 뇌성, 233-234.
265) Ibid.,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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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결

레브 신부의 문자 선교는 중국인의 그리스도화를 위한 수단이며, 그의 선교
의 특이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초월적 힘의 발
로인 성인과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꿈으로부터 출발하 다. 일상생활 안에
서는 자기 포기와 자발적 가난의 삶이 그를 일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확장되어 
가던 복음 선교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남부 지역으로의 유배는 십자가상 그
리스도, 순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모욕과 상처, 고통의 삶은 방문 선교를 통해서도 지속된다. 그의 솔선수범과 
책임감은 중국 유학생들을 도울 때의 갖가지 시련과 광익록·익세보·프랑스 신문 
집필 금지와 중국 귀환 금지를 뛰어넘게 하고 중국을 향한 사랑을 더욱 불타오
르게 한다. 그리고 약함과 고통을 통해 더욱 커진 하느님께 두는 희망을 통해 
레브 신부의 사랑과 정의 활동은 더욱 굳건해 진다. 그는 선교사들의 우월 의식
과 반식민지와 같은 제국주의 중국 선교 방법을 탈피하여 자유와 평등, 정의를 
위해 싸우게 된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천진 운동과 외세 배척 
운동인 의화단 사건에 처하는 그의 모습에서 애덕과 용서 그리고 연 의 모습
을 발견할 수 있다.

레브 신부는 중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토착화 선교
의 출발점을 찾았다.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 동질 의식을 갖게 하고, 애국심에 
불을 지펴 중국인들의 공동체성을 살리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 다. 

케노시스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이다. 레브 신부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케
노시스의 정점인 죽음의 현장에서 활동하 다. 전쟁터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전
쟁 중에 얻은 병으로 인해 선종한 그는 백색 순교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르심과 응답은 레브 신부의 인재양성 선교에서 잘 드러난다. 어디를 가든 
평신도를 양성하 는데 그 내용은 주로 신앙과 애국심 그리고 주체성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시 의 징표를 읽어내고, 탁월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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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실력으로 많은 신자들을 선교사로 양성해내며 교리교육 센터와 학교를 설
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 를 앞서가는 지혜의 은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 사
람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 굳은 믿음에서 비롯된 철저
한 순명이었다. 매순간 보다 더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수도회와 선
교회의 창설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그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케
노시스를 받아들이고자 하 다.

레브 신부는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닮으려는 소망으로 보다 더 완전한 사랑
과 일치의 길로 나아갔다.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레브 신부의 하느
님에 한 믿음과 사랑은 전쟁터에서 하루 일곱 번 바치는 성무일도를 비롯하여 
본국 사제단이 세워질 때까지 교황청과의 서신과 방문, 호교권 폐지와 교황 
사관이 형성될 때까지의 투신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의 선교 활동 
보고서는 선교 회칙 막시뭄 일루드의 바탕이 되는 결실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의 삼위일체의 친교적 사랑은 그의 성인 전·진·상으로도 열매 맺는다. 

종합하면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은 어떠한 순간에도 순명의 자
세로 중국인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중국과 중국 교회의 자립을 위해 투신하며 철
처하게 자기를 비움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한 활동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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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뱅상 레브 신부의 전·진·상 영성과 자기 비움266)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현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
고, 이것을 수용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라너가 말하는 케노시스이
다.267) 하느님의 자기 전달은 인간의 응답 없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인간을 향해 내어주는 것으로 인해 하느님과 인간
과의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로 연결되었다. 라너는 이냐시오의 신수련 피정 중
에 수행하는 묵상이나 관상들을 명상 형태의 훈련 특히 동방의 명상 수련과 구
별했다. 이냐시오식 묵상이나 관상은 명상을 통해 고요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잠재우고,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향해 열려지는 수련과는 다르다
는 것이다. 이냐시오 성인의  신수련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인은 하느님에 해서 즉각적인 체험을 하도록 
이끌고 싶었다. 이러한 체험은 전례 기도나 교회 구조를 통해 중재되는 하느님
과 만남보다 더 깊고 급진적이라는 것이다.268) 이냐시오 성인의  신수련이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레브 신부의 전·진·상 성수
련269)은 복음 말씀을 사도직 현장에서 실현하면서 체득한 현장 수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은 그의 전 인생 동안 케
노시스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과 중국 교회를 위하
여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
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 다. 다시 말해서 이 활동은 하느님의 암호인 인간이 자

266) 라너의 케노시스 개념에는 ‘자기비움’(self-emptying)과 ‘창조하는 것’(genesis)의 뜻을 포함
하지만 4장에서는 케노시스 용어를 ‘자기비움’(self-emptying)과 ‘창조하는 것’(genesis)을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기 비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67)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222.;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294.

268) Philip Endean, Karl Rahner and Ignatian Spirituality, (New York:Oxford univerity 
press, 2001), 12.

269) 한국가톨릭 사전, (왜관: 분도출판사, 2002), 6277에서 로욜라의 이냐시오(1491-1556)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 신수련’으로 표기하고 그 외는 ‘ 성수련’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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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포기와 자기 내어줌의 연속 과정을 통하여 하느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경험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한 창조의 행위를 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끊임없는 자기 비움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
고, 내적 성장과 자기실현을 돕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제임스 고든(James 
Gordon)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목은 자기 비움과 십자가형이 특징이라고 말한
다.270)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목은 반드시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포함한다는 것
이다. 레브 신부의 사목 활동은 바로 십자가형 자기 비움의 과정이었다. 그의 
사목 활동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으로 봉헌한 자기 비움
의 삶이었으며, 그의 모든 활동에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것이다. 이
러한 삶을 바탕으로 그의 성 수련법이 만들어졌다. 그의 삶과 성은 하나
다. 전·진·상 성 수련은 체험이 바탕이 된 성 수련법으로서, 하느님의 사랑
을 체험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의 성 생활의 기초이며 적 진보를 갈망하는 신
앙인들의 적 도구이다. 하느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자기 비움을 통해 
인간은 그 사랑을 전해 받고, 전해 받은 그 사랑에 하느님께 응답하면서 자기를 
포기한다. 그 사랑은 다시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짐으로써 한편으로는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나누는 사랑의 고리가 지속된다. 이 때 
자기 비움의 순환 고리는 삼위일체 사랑의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ϛ)271)를 
닮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케노시스는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로 드러나
고, 인간 케노시스는 인간의 하느님께 온전한 자기 포기와 하느님께 받은 사랑
의 응답으로서 타인에게 전해주는 자기 내어줌이 이중성으로 드러난다. IV장에
서는 인간 케노시스 측면에서 자기 포기와 자기 내어줌으로 전·진·상 성을 설
명하겠다. 이리하여 상호 주고 받음으로서 관계적 케노시스가 실현된다고 볼 수 

270) Gordon, James M.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86.  
271) 희랍어 ‘페리코레시스’는 ‘페리’는 “원을 도는”이고 ‘코레시스’는 “춤”이다. 원을 만들어 안으

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며 추는 춤이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의 뜻이다. 삼위 하느님이 서로 안에 뒤섞이지 않고 침투한다는 것이다. 성자는 성부와 성
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계시며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계시나 뒤섞임이나 
용해나 혼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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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전·진·상 성의 케노시스적 접근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진·상 
성에 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전·진·상 성의 집필 배경과 출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진·상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전·진·상 성은 레브 신부가 성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 그
가 창설한 4개 단체의 기본 정신과 성 수련법이 된 그의 적 가르침이다. 이
러한 그의 성은 중국의 조입산(曺立珊) 신부272)가 레브 신부의 성을 체계적
으로 정리한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과 국제가톨릭형제회273) 초기 문서인 
협조자의 정신과 생활(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1952)에 구체
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의 집필 배경은 레브 신부가 창설한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 조입산 신부가 레브 신부의 성 생활과 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권유를 받고, 성화월간(聖化月刊)에서 춘풍십년(春風十年)이란 제목
으로 단행본을 출판하 으나, 레브 신부의 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
라는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다. 협조자의 정신과 생활(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은 국제가톨릭형제회 초  총장인 이본 퐁슬레(Yvonne Poncelet)274)

가 AFI회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들의 삶의 
방향과 정신을 담아놓은 일종의 규칙서이다. 전·진·상 성은 구원의 조건인 전

272) 조입산 신부(曺立珊,Alexandre,1913-2011)는 뱅상 레브 신부가 창설한 중국 세례자 성 요
한의 작은 형제회 회원으로서 레브 신부 서거 후 2  원장이 된다. 중국이 공산화된 후 본토
를 떠나 만 태중시(台中市)에 새로운 수도회를 정착, 발전시켰다.

273) A·F·I(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국제가톨릭형제회)는 1937년 벨기에서 창설 
당시 명칭은 ALM(Auxiliaires Laïques Missionnaires;평신도 여성 선교회)이었다. 뱅상 레브 
신부는 앙드레 볼랑 신부를 통해 중국 지방 교회에 봉사할 목적으로 벨기에 외방 선교회 SAM
을 창설하 다. SAM과 같은 목적과 같은 정신으로 중국에서 사제의 일을 보완해 줄 여성 평
신도를 양성하여 파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볼랑 신부와 이본 퐁슬레는 단체 설립을 돕는다. 

274) Yvonne Poncelet(1906-1955); 벨기에 리에즈 출신. 1920-30년  뱅상 레브 신부의 평신
도 선교 운동에 심취되어 중국 선교를 갈망하다가 레브 신부의 유지를 받들어 평신도 선교회
인 ALM(현재 A·F·I) 창설을 돕고 초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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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Total Renunciation), 계명의 중심인 진애인(True Charity),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상희락(Constant Joy)으로서 9자로 된 3단계의 수
련 방법이다(9字3段). 아홉 글자 중에 방점은 온전한(全), 진실한(眞), 항구한(常)
이라는 세 형용사에 있다. 이 형용사가 성인(聖人)과 보통 사람을 구별해 준다
고 레브 신부는 말한다.275) 일부분이 아닌 온전성, 거짓이 아닌 진실성과 일회
가 아닌 항상성은 성인의 길로 가는 수련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성실
함과 인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레브 신부는 “ 성수련 방법에서 나는 어떤 학파나 신학적인 이론에 의거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다른 새로운 이론을 표방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랐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성 원리와 수련 방법은 곧 그리스도의 복
음과 사도들의 성훈(聖訓)이다”라고 말한다.276) 실제로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 
회원들을 수련할 때 그는 신약 성서를 주었고 그 중에 산상 설교의 참 행복선언
(眞福八段)에 내포된 성 생활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한다. 전·진·상 

성은 성서를 가르치고 피정을 지도하면서 오랜 기간 체험을 통해 서서히 생겨
난 것이며 그 원천은 바로 복음 말씀인 것이다. 공식적으로 전·진·상을 쓴 시기
는 1931년 8월 26일 SAM 총장 앙드레 볼랑(André Boland) 신부에게 보낸 편
지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볼랑 신부는 레브 신부에게 SAM 신학생들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보내 달라고 하 다. 그에 해 레브 신부는 성 생활의 기본 
원칙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며,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277) 

이러한 맥락에서 라너의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 자기 내어줌이 전·진·상 
성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느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봉
헌하는 행위와 인간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내어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의 케노시스가 인간 케노시스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전·진·상 성을 통하여 

275)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46.
276) Ibid., 3.
277) Ibid., 1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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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이 고찰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진·상 성은 그리스도의 육화를 통하여 십
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하시어 피조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처럼, 그리
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성 수련법임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레브 신부는 전·진·상 성의 출처가 신약 성경이며 그 중에서 4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 중심이라고 말한다.    

2. 전희생에 드러난 자기 비움 

레브 신부는 수련의 첫 번째 단계는 ‘전희생’이라고 말한다. 그 수련의 중심
은 ‘사랑’에 있으며, ‘희생(犧牲)’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보았다. 
전희생은 남을 위해 목숨·재물·명예 등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이다
(Renunciation). 희생이란 한자의 뜻은 묘사(廟社)에 쓸 소·양·돼지 등의 짐승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희생은 구약 성경 레위기(1,1-17)에 
속죄의 날에 바쳐진 소·양(염소), 새(비둘기)이다. 소와 양은 흠 없고 수컷이어야 
하고, 비둘기를 바치는 이는 어떤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처럼 희생은 하느님 백성 모든 이에게 해당
되며,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는 제물로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레위기의 희
생 제사가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확증하고, 하느님께로 가는 수단
이었듯이 전희생에서 희생은 하느님께 바치는 인간의 선물이며, 사랑의 응답인 
것이다. 희생은 물질주의, 자유주의 세계에서 다소 불편한 요소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구약
의 희생은 하느님께 한 속죄와 속의 의미가 강하지만, 전희생은 자발적이면
서 의식적 희생으로서 투신과 봉헌의 의미인 것이다. 오로지 하느님 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분리(detachment)이다. 이 점에서는 하느님과 타협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 됨의 조
건과 같다. 루카 복음에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
다고 말한다(루카 14,33; 마태 19,27; 10,28).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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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
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루카 14,26-27). 이것은 아무것도 바
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 하지 않으며,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는 것
이다.278) 

또한 전희생의 상은 물욕을 다스리고, 육욕을 극복하며, 허 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레브 신부가 말한 희생이란 소극적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하
느님의 광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헌하는 것이다.279)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고난(희생)을 통해서 광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 원천을 루카 복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광 속에 들어가야 하
는 것이 아니냐?”(루카 24,26)280) 자기 비움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기 소멸이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사랑과 자유와 새로운 창조의 행위이다. 
하느님이 자신을 비우는 것은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 고양된 능력이고, 인간이 
자신을 비우는 것은 소멸과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새로운 생
명의 현실성’으로 변환하는 사랑과 창조의 행위라는 것이다.281) 전희생은 인간
이 그리스도의 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수난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의 눈으
로 그리스도의 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향한 자기 포기의 전형이다. 

 
2.1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으로서 자기 포기

레브 신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으로 전희생을 말하면
서 십자가의 의미에 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임

278) Ibid., 55.
279) Ibid., 66.
280) Ibid., 68.
281) 전철, ｢케노시스 개념의 인문학적 함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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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압니다. 이교도에게 고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지
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압니
다.” 세상살이에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는 돈·권력·명예·건강을 가지는 것이겠
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십
자가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들어 왔다. 그는 죄를 지은 인류의 우두 
머리로서, 구원의 유일한 희생자로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의 구원은 그
의 고난과 함께 구세주와의 일치로 이루어진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
지 않는다. 십자가는 왕의 길이며 하느님의 뜻이며, 정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282) 예수님은 죽음으
로써, 당신의 전 생애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성교회를 세우셨다. 
성인(聖人)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절 적으로 필요한 첫째 단계이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다(루카 14,33). 어떤 일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
에서든지 가장 작은 희생의 기회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자신을 바치려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83) 

레브 신부는 인간이 자신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낡은 자아(ego)를 공격함으
로써 자기를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타격아(打擊我)를 권유한다. 우리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콜로 3,5). 레브 신부는 낡은 자아나 옛 인간
은 성 수련 생활에 치명적인 적이 되며, 다루기 어려운 매우 나쁜 내적인 적
으로써,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다가 빈틈 사이로 지체 없이 움직이며, 오뚜기처
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한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
이는 욕망으로 인해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려야 한다(에페 4,22).284) 
일상생활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잠시 방심했다 하더라
도 타도아(打倒我)로 옛 인간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옛 인간, 자아를 물리친 후
에도 다시 또 일어서는 것처럼, 완전히 죄악에 찬 우리 욕정을 뿌리 뽑기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져

282)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61-62.
283)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14.
284) Ibi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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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죄악의 권세에 항하여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죄악 
중의 하나가 ‘낡은 자아’이다. 자신에 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 할 때, ‘낡은 
자아’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도아인 것이다. 정원이나 밭
에 잡초가 생기자마자 뽑아 버린다면 잡초가 있을 수 없다.285) 이것은 자신을 
잊고(忘我), 자신을 없애는(無我) 정신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킨 결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으로서 자기 포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산
상 설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레브 신부가 모든 수도원의 이름을 진복
원286)이라고 붙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참 행복 선언을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키이며 좌표인 셈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
게 받아들이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낡은 자아를 버리고, 낡은 인간을 단련시키
며 참 행복을 향해 나아갈 때 자기 포기는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포기
로 이어질 것이다.   

2.2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포기

전희생에서 포기는 물질적 포기, 특정하게 잘 사는 것에 한 포기, 하느님
의 뜻 안에서 절 적으로 스스로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287) 완전한 포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죽음에 이르
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포기의 확실한 본보기이다. 우리는 그리
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다(콜로 3,3).   

십자가는 인간과 세상에 던져진 가장 강력한 빛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십자가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받아들이며, 하느
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의도를 고통 안에서 발견해야 하며, 자유롭게 협
력해야 한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사랑을 배울 수 있다. 고통

285) Ibid., 25.
286) 안국 진복원, 북평 진복원 등
287) Nadine Aepli, “Father Lebbe's Spiritualit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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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체를 위해서 결코 바래서는 안 되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고통
과 일치할 때,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
랑”(the love of suffering)에 해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288) 수난의 시작인 
골고타의 케노시스는 신적 위격(divine persons)의 상호 케노시스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그런 만큼 하느님께도 새롭고 중 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삼위일체적 
관계에 내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실제로 전개되는 것이다.289)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참아 받을 때, 하느님과 완전한 일
치에 이르게 되며, 고통의 신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
기 비움(kenosis)에 합치되는 것이다. 

레브 신부는 타사아(打死我), 즉 온전히 죽음(全死)으로써 순명의 삶을 살라
고 한다. ‘자신을 타도하라’로는 충분치 못하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보
다 완전하게 하느님의 힘이 활동하시도록 ‘자신을 죽이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온전한 죽음’은 “ 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 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나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라”(콜로 3,4-10)에 드러나며 바오로 사도에
게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19-20). 

이와 같이 완전하게 자신을 주는 것은 십자가를 넘어 죽음에 이르는 순명이
며,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는 타사아이다. 레브 신부는 가장 작은 
희생을 할 기회라도 놓치지 말라고 한다. 매순간 자기를 죽이는 훈련인 타사아
를 통해 삶을 바치는 희생이 되고 이러한 죽음은 사도직 현장에서 사도적 열매
로 맺어질 것이다.    

 

288)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62.
289) Gordon, James M.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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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도적 열매의 조건으로서 자기 포기

레브 신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려면, 완
전한 포기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적 삶을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왕
국을 건설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그 일을 세상에 전파하려면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개인의 목표나 자신의 의지를 포기 하는 것이다. 인간적
인 방법으로 하느님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느님께 의탁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느님의 손 안에 든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
것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다. 즉 100을 줄 수 있는데 99만 주어서는 
안 되며 인간적인 것으로 그분의 행하심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290) 누룩이면 
제 로 된 누룩이 되어야 한다.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지 못한다면 누룩의 역할
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 각각 복음의 빛으로 복음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느님의 과 악한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분리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과 일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과도한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레브 신부는 “보통 사람들은 오감으로 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별(聖別)
된 혼은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 사물을 다른 빛으로 보
고·듣고·만지고·말하고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마도 즉
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직관적인 통찰의 눈, 즉 사랑의 눈일 것이다.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오해와 멸시당하는 것, 경멸 등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가까워
져 기쁨으로 가득찰 것이다.291)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완고한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모든 박해와 증오를 무릅
쓰는 것은 사도적 결실을 위한 자기 포기이다. 이처럼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신
앙인이 조 사회292)안에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제 각각 복음의 빛을 비추

290)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63.
291) Ibid., 63-64.
292) 조사회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항상 세상과 구별되는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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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리스도의 성별된 혼의 적 감수성을 살리게 될 때, 자기 포기의 열매
는 커지게 된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비우는 전희생의 수련은 타인에게 자
신을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길로 안내하는 진애인을 살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
다. 

3. 진애인에 드러난 자기 비움 

레브 신부는 전희생은 하나의 조건이고, 참다운 인간 사랑은 진애인 수련의 
중심이며, 전희생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말한다. 그의 중국생활 4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랑의 진리를 몸으로 펼쳐낸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브 신부의 목표는 사랑으로 흘리는 핏방울로 모든 바다와 양을 붉게 물들
이는 것이었고, 사랑의 씨앗을 황폐해진 온 사막에 두루 뿌려 그 씨로 하여금 
곱절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이었다. 한 개의 불꽃으로 전 우주에 불을 
놓는 것이었다.”293) 그의 삶의 목표에서 나타나듯이 사랑의 씨앗으로 희생하는 
것이 우주의 꿈을 실현 하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레브 신부는 인간 사랑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다운 인간 사랑은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남을 앞에 두고 자신은 뒤에 두는 
것이며, 남을 참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남에게 참다운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남을 
위해 남겨두고 덜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버스나 기차를 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 두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돈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 말로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294) 

그의 인간 사랑에 한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길은 삶의 자리에서 타
인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수고로움과 타인의 짐도 함께 지며 그리스도의 십자
가를 따라 가는 삶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293)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93.
294) Ibid., 93-95.



- 85 -

겸손을 닮은 것이다. 즉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비워 종
의 형체로 내려오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의 겸손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한 응답으로 타인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사랑의 페리코레시스이다. 이것은 역동
적인 사랑의 관계, 진애인의 세 가지 역인 하느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심
과 형제애로서 내어주는 사랑과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사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1 하느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는 자기 비움

진애인의 근거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한
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이다(1요한 4,10-11). 사랑
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 사랑은 절 적이고, 이에 한 인간의 응답 또한 자
유로운 선물이다. 인간에 한 하느님의 선물인 동시에 하느님에 한 인간의 
친교의 삶이다. 우리는 사랑에서 왔고, 우리의 소명은 사랑이며, 우리의 신성한 
부자 관계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한 것이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기 때문이다’(1요한 4,7).295) 하느님 사랑은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내어줌, 화해 
그리고 삶의 가장 깊은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키는 방식에 이르는 사랑하는 
사람의 응답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기 비움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원한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296)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행동에서, 세상에 
그분이 세운 새로운 질서, 사랑의 질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사랑의 질서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위격, 인간과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그것은 그리스도
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297) 

295)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99.
296) Gordon, James M.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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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은 절 적이고 위 한 선물이다. 타락한 인
간이 더 이상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사랑의 하느님
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 형제나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
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하느님의 선물이다.298)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줌의 활
동 안에서 피조물에 한 하느님의 열정적인 사랑은 하느님의 원한 마음, 하
느님의 존재 방식,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창조주와 피조물, 
원한 것과 시간적인 한계,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능한 동료애를 만들 수 있
는 자기 제한(self-limitation)을 통해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고자 한다.299)

진애인은 하느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
웃 사랑을 의미한다. 하느님께 한 사랑은 이웃 사랑 안에서 증명되고 확인된
다. 하느님께 한 사랑과 하느님을 위한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두 
사랑은 서로를 완성시키고 상호 촉진시키는 것이다.300) 

하느님 사랑의 또 다른 선물은 구원 행위이다. 이 구원의 행위 자체가 ‘주
는 행위’이다. 하느님은 다른 어떤 것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준다. 자기 자
신을 주는 것은 성부께서 당신 아들을 주는 것이요. 그것은 그분의 모든 기쁨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성자는 죽음을 건너가는 약한 인간으
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 준다. 그리하여 그는 일치와 구원 사업을 
완성시키는 성령, 즉 다른 자기 자신을 줌으로써 의사소통한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적 완성이기 때문이다.301) 이러한 삼위일체의 상호 내어줌
은 사랑에 한 응답으로 인간은 타인을 근원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
하여 이웃을 향해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느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위격간의 친
교적 사랑이며, 절 적이며 위 한 선물이다. 하느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며, 

297)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97.
298) Ibid., 98.
299) Gordon, James M.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99.
300) 박재만,  적지도, (서울:가톨릭 학출판부, 1996), 46.
301)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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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랑은 구원적 행위로서 주는 것이며, 제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한다.   

  
3.2 이웃 사랑으로서 자기 비움

레브 신부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으로 진애인을 말한다. 어떤 
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남을 사랑해야 한다.302)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자신을 내어
줌, 자신을 비어둔 빈자리에 상 방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참다
운 인간 사랑’이다. 

이러한 인간 사랑은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인간의 응답으로서 자유로운 
선물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께 먼저 사랑받았고, 알
게 되었고, 선택되었고, 부름 받았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자신을 개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태도이
다. 열린 사람만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선택된다. 하느님 자신을 제물로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신
을 줄 것을 요구하신다. 변화를 원하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변화에 동
의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이다.303) 이러한 것이 타인에게는 희생의 가가 큰 자
기 비움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 사랑과 돌봄의 형태로 나타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304)     

이러한 하느님께 인간이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은 순종과 봉사(섬김)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목적을 위해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거
리낌 없이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시작과 끝이며,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며, 타락한 
자의 구세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탁은 완전하고 절 적이며, 하느님은 분명

302) Ibid., 16.
303)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00.
304) Gordon, James M.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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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님이시며 주인이시다. 그분은 존재 자체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있
다. 사람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분이시다. 순종은 
사랑을 고수하게 하며,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강화시킨다. 봉사 또한 더 큰 선
물이 되게 한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느님과 결합의 유 를 더욱 가깝
게 만든다. 따라서 이해, 순종과 봉사는 완전함이며 기쁨이다.305)

형제애 실천은 내어주는 사랑의 척도이다. 레브 신부는 자주 “매 순간, 모든 
것 안에서, 다른 사람 먼저, 그 다음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하 다. 그는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여! 나는 여러
분을 떠나면서 양심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
러분을 사랑했고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
고 행함과 진리로”하라고 하 다.306)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을 부어주는 자기 비움이다.307) 그것은 사도직이나 전문
적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하느님 은총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랑의 실천이다.

타인에게 내어주는 사랑은 하느님께 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선물이다. 그
것은 순종과 봉사로 행해지며, 그것이 곧 형제애 실천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스도의 제
자 역시 존재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인간의 내어줌은 상호 관계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사랑으로 연결될 것이다.  

3.3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사랑으로서 자기 비움

레브 신부는 ‘진애인’ 안에 인간 사랑만 있고 하느님 사랑이 표현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

305)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03.
306) Ibid., 107.
307) Gordon, James M.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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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람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말한다.308) 그리스도
의 육화된 사랑이 바로, 진애인에서 말하는 인간 사랑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제
자임을 알아보는 표징, 또한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가이다. 장차 닥쳐 올 최후 심판에 한 말씀에서도 인간 사랑
이 유일한 조건이다(마태 25,35-45). 참사랑은 무조건적인 인간 사랑이며, 조건
이 따르는 인간 사랑은 자기 사랑이며, 이기적이고 공허한 사랑이다.309) 참다운 
인간 사랑은 형제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위해 인간
을 사랑하는 것이다.310) 이처럼 세상 안에서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
스도인이 완전성에 이르는 길이다.311)   

하느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고 모든 활동 안에서 피
조물과 함께 협력하신다.312)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인간 관계의 지속적인 연결
은 친교에서 비롯된다. 친교의 삶은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
느님께는 인간이 드리는 선물이다. 이 선물은 숭고한 사랑의 선물로 “저마다 자
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
던 바로 그 마음”(필립 2,4-5)이다. 우리는 이 친교 생활에서 성자의 존재 방식
으로 나눈다. 하느님은 스스로 복되신 삼위일체이시다. 인류는 기꺼이 하느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313)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 안에서 
원한 자기 내어줌인 사랑의 케노시스에서 하느님의 목적과 본성을 성취하고, 사
랑은 창조 속에서 원히 뻗어나가며, 하느님의 사랑은 타락한 피조물을 결코 
저버리거나 포기하고 사랑은 다시 화해시키고 새롭게 한다.314) 우리의 사랑은 
성부에 한 성자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다. 성자는 항상 성부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성자 안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315)

308)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96.
309)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02.
310) Ibid., 97.
311) Karl Rahner,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Renunciation”, 50.
312) George L. Murphy, “Kenosis and the Biblical Picture of the World”,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Volume 64, Number 3, September 2012, 160.
313)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00.
314) Gordon, James M. “This is love’s prerogative, to give, and give, and giv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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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혼자 정의롭게 살 수 없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에서 
본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하느님
께서는 인간의 강점과 약점, 심지어 그의 죄까지도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유일
무이한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의 친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하느님과 인간
의 이 친교는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316) 하느님은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이웃 안에 존재하시고, 인간 또한 서로 안에 존재하게 된다.  

안국 진복원의 이요연(李堯然) 신부는 레브 신부를 나방을 유인하는 밝은 
등불에 비유하 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과 따뜻
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참다운 인간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었다.317)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
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마태 5,46) 
이 말씀은 레브 신부가 인간 사랑을 설명할 때 강조한 부분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인간 사랑이면서 한두 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진실함이 중요하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 작은형제회의 기본 정신이기
도 한 ‘하느님께 광을 드리고 사람을 구원한다’(榮主救人)라는 말에서 구인(救
人)은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우
리를 떼어내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한 후에, 진실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
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혐오와 반감을 넘어서 모든 것에도 불
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318) 참다운 인간 사랑의 최고 경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이다(로마 12,20).319) 레브 신부는 진정
한 형제 사랑의 핵심은 스스로 손해 보는 것을 견디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속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속는 것이 두려워 애덕 행위

315)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00.
316) Ibid., 101.
317)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98-99.
318) Nadine Aepli, “Father Lebbe's Spirituality”, 13.
319)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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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320) 
종합하면,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사랑은 서로에게 친교의 선물이며 

상호간 친교에 참여하게 한다. 전적인 포기를 통해 진실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
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참다운 자기 
비움인 것이다.  

4. 상희락에 드러난 자기 비움 

레브 신부는 끊임없는 기쁨의 기초는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이 존재하며 그 
분은 완전한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하 다.321) 또한 끊임없는 기쁨이란 자신이 어려움과 고통에 처했을 때조차 마
음과 혼을 하느님께 향하고, 큰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는 것라고 하 다.322) 
레브 신부는 상희락의 원천을 참된 행복(眞福八段)에서 찾았고, 그 로 살았다. 
참된 행복은 부활의 삶을 증거 하는 이의 참 모습이다. 레브 신부는 세 번째 단
계인 상희락은 자신을 성화시키고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단계라고 한다. 부활의 광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참 모습
은 신앙인들에게는 참된 행복의 삶이다. 이것은 또한, 하느님이 사도 바오로를 
통해 선포하신 명령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의 법을 공포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행복해야 하며 항상 기뻐해야 한다.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그래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 하신다”(2코린 9,7)라는 말
씀과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5,11)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햇빛과 공기가 인간의 신체에 필요한 것과 같이 ‘상희락’은 인간의 마음에 절
적으로 필요한 것이다.323) 상희락은 오로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완전한 

320) Ibid., 110.
321) Ibid., 124.
322) Ibid.,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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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얻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그리스도의 기쁨은 현존하는 성령의 

열매이며,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이자 우리를 변
형시키고 사랑과 완전한 행복인 그분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나누게 한다. 이 기
쁨은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하느님의 넘치는 생명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누
어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생겨
난다. 하느님을 통해 세상이 너무나도 사랑 받았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 기쁨은 
충만한 행복으로 인도한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기쁨은 성령 현존의 열매
이며,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를 변형시키고 
사랑과 완전한 행복을 나누어준다.324) 참 신앙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의 기쁨인 파스카 기쁨이요, 감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오는 기쁨
이 아니라 수련을 통한 참된 덕행에서 오는 기쁨이다. 또한 참 기쁨은 일상 안
에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 하는 삶이며, 그것은 종말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
리게 되는 최종적인 기쁨을 희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향한 자기
포기에서 오는 상희락이다. 

4.1. 파스카의 기쁨으로서 자기 비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승리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의 핵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쁨은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되며,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삶의 신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
로 건너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 고, 지속적으로 정복한다. 
부활은 언제나 현재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원한 삶으로 여행 중이
다.325) 이처럼 파스카의 기쁨은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성취하는 기쁨이다. 

고난은 혼을 정화시켜주고, 고난과 동시에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323) Ibid., 17.
324)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36.
325) Ibid.,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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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비는 죽음과 부활이다. 죽음이 삶으로 인도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고통
은 정상이며 또한 고통은 정화된다. 그것은 슬픔을 유발하는 악과 죄에 한 애
착을 우리 안에서 억압하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 자신에게 죽음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살아있을 수 있고, 모든 기쁨의 원인이 되는 복된 삼위일체 사
랑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강화시킨다. 마침내 고통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원자(co-redemptive)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쁨의 가장 큰 원인으로써 고통을 발견한다. 기쁨은 열정과의 결합에서 놀랍고 
예기치 못한 결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련은 구원의 징표인 구세주 그리스도
와 결합인 동시에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신비의 깊은 곳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
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다.326)

파스카의 기쁨은 밖으로 내뿜어져 나오는 발산하는 기쁨이다. 기쁨은 초자
연적으로 넘쳐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확산적이다. 기쁨이 넘치고 그 넘치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기쁨을 선
포하는 사람이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분을 보았고, 성령을 받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을 맡았다. 세상
에 하느님의 현존을 전하고 하느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증거 한다. 또한 절
망, 부패, 죽음의 모습을 이겨내는 확신을 증거 한다. 사도는 부활의 메세지를 
전하면서 기쁨을 찾았다. 그들은 교회(신비의 몸)327)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공
동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샘솟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풍부하고 완전한 기쁨을 갖기 원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을 살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맡긴 모든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헌
신할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한 기쁨을 알

326) Ibid., 136-137.
327) 1943년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

도와 우리와의 일치에 관한 칙서, 즉 교회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 회칙인 
‘그리스도 신비체’(Mystici Corporis Christi)를 반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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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누게 된다.328)

이처럼 파스카의 기쁨은 죽음을 통과하는 기쁨이기에 철저한 자기 포기이
다. 이 기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통과하고 승리한 기쁨이며, 파스카에 
내재하는 고통은 정화와 기쁨을 강화시켜 주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구원자이다. 
또한 파스카의 기쁨은 넘쳐나고 번져가는 기쁨이기에 자기 확산적이면서 타인에
게 헌신적인 자기 내어줌이다. 

4.2 참된 덕행의 기쁨으로서 자기 비움

레브 신부는 “기뻐하는 것 그 자체는 덕행이 아니나 ‘항상 끊임없이’ 기뻐하
기 위해서는 참된 덕행과 깊은 수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박해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마태 5,11-12). 하지만 이는 깊은 
성 수련을 하지 않고서는 참된 덕행의 기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329)라고 말한다. 기쁨에는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있다. 감정적인 기
쁨은 육체적 쾌락이나 감정의 상태에서 온다. 의지적인 기쁨은 마음의 평정이나 
평화에서 온다. 첫 번째 부류의 기쁨은 때에 따라 달라지고 ‘항상’ 존재하는 것
이 아니며 수련의 일부도 아니다. 다른 하나는 역경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불행 중에도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쁨이 성 수련의 과제
이다. 상희락은 후자의 기쁨을 말한다.330) 또한 소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본성
에서 야기되는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 마음과 혼을 하느님께 열
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기쁨이
다. 곧 자기 비움으로 참된 덕행을 실행함으로써 맞이하는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덕행을 수련하려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인 믿음과 희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다. 기
쁨은 결과이며, 사랑에서 비롯되고, 기쁨과 희망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

328)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37-138.
329)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119.
330) Ibid.,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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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한 믿음과 희망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하느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이유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으로 사
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은 이미 최종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승리를 우리 것으
로 만드는데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삶이다. 희망은 신학적 미덕이
며, 진정한 초자연적 능력이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을 잊어
서는 안 된다. 희망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인간에 한 그의 사랑에 
의존하며,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331)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사와 찬양이다. 하느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에게 있어서 원한 경이로움·감사·칭
찬·공경·사랑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모든 고통 등 모든 것을 주심
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안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감탄하고 하느님의 발자취를 기뻐한다.332)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광채가 반 된 얼굴이다. 진정한 기쁨은 빛나지 않
을 수 없다. 그것은 본래 빛나고 매력적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
처럼 보여야 하며 감을 주는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모두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그 확신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은 섭리에 의해 그에게 보
내진 것이 무엇이든 즐겁게 환 하며, 힘과 노력으로 의무를 다한다. 그것이 다
른 것들을 넘어가게 하고, 그 기쁨을 발산할 때 점진적으로 근원에 가까이 오도
록 돕는 것이다.333)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참된 덕행의 기쁨으로 하느님의 광채로 빛나는 얼
굴의 소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과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의지적으
로 노력하는 것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기쁨과 모든 고통을 주심
에 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포기의 연속이 바
로 자기 비움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라 보여 진다.  

331)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38.
332) Ibid., 139.
333) Ibid.,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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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활의 기쁨을 증거 하는 자기 비움

부활의 기쁨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기쁨이며, 삶 자체에서 나
오며 어려움 속에서도 올라 올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쁨은 고통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이다. 불확실한 상태의 기쁨도 
있다. 기쁨은 또한 실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삶의 은총이다.334) 부활은 죽음과 
반드시 빈 무덤과 동반한다. 빈 무덤은 우선 실망이며, 존재의 상실이다. 역설적
으로 이러한 빈 무덤에서 부활을 예견하게 된다. 죽음은 가장 철저한 자기 비움
이며 부활은 자기 승리이며 기쁨이다. 부활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삶은 참 행복
의 기쁨이다.

 레브 신부는 참 행복335) 8단 중에 처음 3가지인 마음의 가난과 온유함과 
슬퍼함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죄를 통회의 눈물로써 씻으라는 전희생으로 설
명한다. 그 다음 두 가지인 정의와 자비에 한 목마름은 사랑의 태도로 하느님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진애인이다. 마지막 3가지는 마음이 깨끗하고 평
화와 정의로 고통 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와 삶의 방법으로서 상희락의 모
습으로 살아가야 한다.336) 참 행복 안에서 기뻐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 잠시 누구
나 기뻐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인간의 
의지 작용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져 버린다. 수많은 오락거리들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참 행복을 주는 기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활을 증거하는 기
쁨은 그리스도인의 좌표라고 할 수 있는 참 행복의 기쁨과 마리아의 노래

334) Nadine Aepli, “Father Lebbe's Spirituality”, 16-18.
335) 참 행복;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
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
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마태 5,3-12).

336) 조입산(曺立珊), 뱅상 레브 신부의 신수강령, 33.



- 97 -

(Manificat)로 요약된다. 
부활을 증거 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의식적이며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기

뻐하고, 순수하게 기뻐하고, 희생 중에도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
하면서 기뻐해야한다. 마치 여행자처럼, 순례자의 기쁨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기쁨은 끊임없는 자기 포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쁨이다. 부활의 기쁨을 증
거 하는 기쁨은 자기 포기와 자기 내어줌의 연속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1 끊임없는 기쁨

레브 신부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동기를 발견했다. 
그는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넘쳐나고, 항상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 다. 이것은 
그가 그의 제자한테 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안에서 만
족과 기쁨과 평화를 찾는 태도이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다.337)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선으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빛을 아무 목
적도 없이 비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쳐주기를 원하신
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교회에 봉사하며, 세상의 변
화에 동참하는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거자, 파스카 기쁨의 증거자인 그
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도직의 소명을 받았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며, 회심을 위한 수단이
며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한 존재의 기쁨이다. 우리는 이 엄청난 기쁨
을 충분히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이다.338) 이처럼 그리스
도의 제자라면 참 행복 안에서 살아야 한다. 레브 신부 역시 일생 동안 기쁘게 
산 본보기가 되었다. 

337)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42.
338) Ibid.,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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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의식적이고 확고하고 인내하는 기쁨339)

부활의 기쁨을 증거 하는 자는 의식적이고 확고하고 인내하는 기쁨을 누리
는 이들이다. 이러한 기쁨은 투쟁도 노력도 실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그리스도인은 굳건히 서서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삶의 신비에 점차
적으로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
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 기쁨을 주는 주춧돌이요, 기본 기둥이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예수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
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으로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물욕을 버린 사람
들이 얻게 되는 기쁨이 바로 의식적이고 확고하고 인내하는 기쁨이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힘만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의식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4.3.3 순수하고 확실한 기쁨340)

진정한 기쁨은 바른 지향과 순수한 마음과 육체적 단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련은 자기 포기를 자동적으로 동반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수록, 세
상의 빛인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꿰뚫게 할수록 하느님과 세상에 한 우
리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맑고 투명할 때 기쁨이 솟아난다. 기쁨은 
모호함이나 그림자나 의심이 없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속죄와 성체성
사를 통해 얻은 은총 상태의 평화가 있는 곳에서 기쁨이 흘러넘친다.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협력으로 하느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형제 사랑 안에서는 동료들
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 감과 진실성, 그리고 다른 사
람들과 마음을 개방하며 정직하게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될 

339) Ibid., 143.
340) Ibid.,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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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도 없다. 깨끗한 마음, 즉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맑고 순수한 기쁨
을 누릴 것이다.  

4.3.4 희생으로 비롯된 심오한 기쁨341)

레브 신부는 “기쁨과 고통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는 것과 불행하
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 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더욱 많은 사
랑과 하느님과 더 긴 한 협력이 요청되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
인의 기쁨은 희생에서 빚어진 심오한 기쁨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악과의 모든 타협을 거절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연적이며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때로 무의미하
다. 하지만 고통에 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하
느님의 의도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협력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한다. 레브 신부는 “지상 최고의 고통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시련을 받고 있을 때에 하느님께 의
지하면 우리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성 바오로와 함께 사도들의 완벽한 기쁨을 발견하며, 그리
스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겪으며, 시련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고통 중에도 기쁨
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그것은 고통과 희생으로 철저하
게 낮아지고 부서지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기 포기
의 길이다.

341) Ibid.,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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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신뢰할 수 있는 기쁨342)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신뢰할 수 있는 기쁨이다. 신뢰는 하느님의 손에서 모
든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은혜가 결코 부족하
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신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살아가
는 기쁨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참새 한 마리조차 함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느님께서는 이제 더 큰 의지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
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로마 8,28).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서도 이처럼 단순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신뢰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련에 의해
서도 정화되고 증가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께 뿌리를 둔 사람의 깊은 평화
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해 긍정적인 태도, 하느님을 환 하고 기뻐하며 신뢰
하는 태도는 하느님의 선의와 은총의 결과이다. 다른 사람들을 환 하는 내적 
태도는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개방적이
고 웃는 얼굴로 해야 한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쁨을 찾음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쉽게 기쁨을 스스로 찾는다. 
이것은 우리 안에 깃든 사랑과 자유의 성령, 이 세상에 작용하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위 한 사랑의 증거로 부르셨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도 각자가 처한 상황 안에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343) 우리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는 기쁨이다. 이 자유로운 기쁨의 선물로 인해 우리
의 몸이 죽을 때, 우리의 혼은 이미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344) 

342) Ibid., 145-147.
343)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275. 
344)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46-147.



- 101 -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뢰를 통해 자기 포기에 이르고, 타인을 위한 
기쁨을 찾고, 성령을 증거 함으로써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4.3.6 감사로 비롯된 기쁨

마니피캇은 주님의 선하심에 한 경배와 찬양이다(루카 1,46-55). 이 기쁨
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저절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인
이 감사하는 동기는 마니피캇에 포함되어 있다. 하느님의 광에 감사하고, 가
장 아름다운 인간인 복되신 마리아를 향한 하느님의 선함에 해 감사한다. 또
한 구세주께서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그분의 선하심에 해 감사한다. 마
리아를 통해 보여주신 ‘태양이 뜨는 곳에서부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자비를 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기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은혜로운 슬픔은 오직 한 가지, 즉 회개를 불러오는 슬픔이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에 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해 기뻐하는 
것일 것이다. 이 기쁨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고, 
친절과 관심을 표현하며, 태도, 말, 행동으로 단순하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다.345)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위 한 일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
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니피캇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감
사에서 비롯된 기쁨은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우리
는 또 다른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내어줌으로 얻게 되는 기쁨
이다. 

345) Ibid.,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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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여행자와 순례자의 기쁨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면서 원한 생
명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성령의 힘을 받아 스스로 희망하고 여행자와 순
례자의 기쁨, 즉 희망의 기쁨을 점점 더 맛보아야 한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
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
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필립 3,13-14). 그러나 저 먼 곳을 향한 끊임없는 
추진은 현재로부터의 비상이 아니라, 비겁한 미래로의 탈출이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코린 6,2). 그리스도인
은 현재에 적응하여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346) 

끊임없는 기쁨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 
갑시다”(히브 12,1).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표에 확실히 도달하려는 여행자의 
사고방식을 스스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여행자는 다음 길모퉁이를 돌아 무엇을 
만날지 걱정하지 않고 나날이 차근차근 걸어간다. 부자 청년과 화를 나눈 뒤
에 예수가 그의 사도들에게 한 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에
게는 가능 합니다”(루카18,27).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할 메시지는 희
망의 메시지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원한 생명에 한 확신이다.347) 

여행자, 순례자의 기쁨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수행자로서 목표를 향해 달리
되, 지금을 놓치지 않고, 희망과 구원에 한 상속자로서 꾸준하게 전진해 나갈 
때 얻게 되는 것이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며 수난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다. 순
례의 과정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현세적 만족이나 편안함에서 자기 포기
를 하는 연속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사도직 수행에 힘을 얻게 될 것이
다.  

346) Ibid., 149.
347) Ibid., 149-150.



- 103 -

4.3.8 승리자이며 지속적인 기쁨

그리스도인이 봉사하는 교회는 승리의 교회이다. 구약은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다렸고, 신약은 그분의 궁극적이고 승리하는 재림을 기다렸다. 그리고 
성 바오로는 주님의 재림(παρουσια)348)을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다. 재림은 위
대한 날이며 주님의 날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
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해야 한다(갈라 5,5). 바로 이 날은 의로움에 주
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흡족해 하는 때이다(마태 5,6). 하느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 역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믿음과 희망으로 세
상을 이겨야 한다.349) 

재림의 기쁨은 종말의 기쁨과 연결선상에 있다. 종말에 얻게 되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며, 비전으로서 
기쁨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영원한 삶으로 여행 중이다.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종말의 기쁨으로써 완성된다. 그리스도인
을 기쁘게 하는 것은 승리하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
닫는 것이다. 기쁨은 항상 사랑에서 생겨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원인 우
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신비이다. 

5. 소결

전희생은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
원을 위해 스스로 투신하고, 지향을 가지고 하느님께 적극적으로 봉헌하는 자기 
비움이다. 그 과정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길이다. 하
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생명과 창조의 행위에 아낌없이 바

348) 파루시아(παρουσια, 종말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349) A·F·I, The Spirit and Life of the Auxiliaries,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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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다른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도적 활동의 열매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스도인 생활
에 있어서 다양한 포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자아를 스스로 격파
하여 자신의 옛 인간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 선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완전하게 자신을 준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수난에 일치하여 자신을 죽음에 이
르게 하는 길이다. 사도적 열매로 결실을 맺으려면 복음 정신으로, 직관적인 통
찰의 눈으로, 세상 안에 누룩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러
한 전희생은 육화의 신비에로 초 하며, 하느님과 인간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나
타내는 향주삼덕의 신(信)덕과 접한 연관이 있다. 하느님께 한 깊은 신뢰와 
의탁은 그리스도께 한 믿음을 깊게 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은 자신의 삶의 방
향에 한 최종적인 결단이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진애인은 ‘남’을 내 앞에 두고, ‘나’를 뒤에 두는 사랑을 몸으로 살아내는 
자기 비움이다. 삼위일체 사랑에서 출발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한 응답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
랑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인간 사랑인 것이다.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이다. 내어주는 사랑은 자신을 비우
고 타인에게 자유롭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애인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자로
서 순종과 봉사를 하느님께 드리며 형제 사랑을 위하여 자기 포기를 하는 것이
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육화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성자의 존재방식에 따라 친교를 나누고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하면서 애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자기 포기인 것이다. 이러한 진애인은 십자가의 신비로 
초 하며 향주삼덕 중에 애덕(愛德)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덕은 인간의 노력
만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이 필수적이다. 사랑의 주도권이 하느
님에게 있으며, 사랑으로 자유롭게 초 하시는 하느님을 흠숭하며 인간 상호간
의 사랑을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레브 신부에 따르면 상희락은 성인의 전제조건이다. 성인의 삶은 훈련과 수
련의 삶이다. 그러므로 상희락은 자기 비움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기쁨은 



- 105 -

현존하는 성령의 열매이며 사랑의 열매이지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고
통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원자로서 결국에는 기쁨을 성취
하게 된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발산하는 기쁨이며, 그
리스도처럼 풍부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참된 덕행을 통한 의지적 
기쁨은 믿음과 희망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얼굴이 반 되는 진정한 기쁨으로 승
화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기 비움은 바로 구원받은 기쁨
이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평화를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확고한 기쁨
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그리
하여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로서 자기를 내어
주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상희락은 부
활의 신비로 초 하며 향주삼덕의 망덕(望德)과 깊은 관련이 있고, 부활의 기쁨
을 증거 하는 자의 필수 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희락 안에 사는 자는 죽
음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진리로 초 되었다
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희망인 것
이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전희생, 진애인, 상희락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신비로 초
되고, 향주삼덕의 진보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풍

요롭고 충만하도록 상호 역동적으로 증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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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 전·진·상 영성의 자기 비움에 나타난 현대 영성의   
   실천적 함의

지금까지 라너의  신수련에 담긴 케노시스 신학으로 레브 신부의 삶과 
그의 성수련 방법인 전·진·상 성을 재조명, 재해석하 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 그리스도는 성부를 향하여 전적인 자기포기를 
하고 인간에게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은 그리
스도가 한 것처럼 자기 포기와 자기 내어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라
너는 하느님이 자신을 비우고 창조하는 것으로 케노시스를 설명하 다. 라너는 
하느님 자체는 변화할 수 없지만, 타자 안에서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느님이 타자 안에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러한 것 안에서 라너의 자기전달 
개념은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인간의 자기 포기로 주고받는 관계적 관점의 케노
시스를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적 관점의 케노시스를 레브 신부의 삶과 
성에 적용하여 레브 신부와 전·진·상 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심화하고자 하
다. 각 장의 소결론에서 내용적으로 종합을 하 으므로 결론에서는 전 과정을 2
가지 역으로 마무리 한다. 첫째,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에 나타난 
전·진·상 성에 해 새롭게 발견한 것을 말하겠다. 둘째, 전·진·상 성의 자기 
비움에 나타난 현  성의 실천적 요구를 네 역으로 정리하겠다.   

1.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에서 전·진·상 영성의 재발견

레브 신부가 중국 혼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펼친 방 한 활
동은 문자 선교·방문 선교·토착화 선교·인재양성 선교·바오로형 선교 등 케노시
스적 선교 사목이었다. 엄청난 그의 활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모두 비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공동선과 하느님의 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희생을 한 것이다.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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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의 삶의 바탕은 전·진·상 성이 
었다.  

첫 번째로 III장의 주제를 중심으로 레브 신부가 실천한 케노시스적 활동 안
에서 전·진·상 성을 재발견하도록 하겠다. 그 주제는 라너가 해설한  신수련
의 케노시스 신학으로 레브 신부의 활동을 같은 맥락으로 조명하 으므로 의미
가 있다고 보았다. 그의 활동에 드러난 전·진·상 성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17가지 성 수련 요소이다. 두 번째는 하느님과 인간이 성스러운 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신덕인 신·망·애 향주삼덕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이 베푸는 은혜인 성령칠은350)과 성령
의 열매351)와의 연관성이다. 

1.1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과 전희생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선교 사목활동에 있어서 전희생은 하느님께서 인간
에게 주시는 은총인 향주삼덕 중에 신덕의 은총으로 초 된다. 자기의 전 존재
에 바탕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느님의 구원의지에 한 응답이면서 
하느님께 한 신뢰와 의탁의 표시인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전희생은 믿음의 덕
(信德)의 은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목차의 주제 중심으로 
레브 신부의 활동 중에 전희생과 관련된 것을 성적 차원에서 재발견하여 제시
한다.  

첫째, 순수한 지향으로 꿈을 품어라(지향). 성인과 순교자의 꿈을 살펴보자

350) 7가지 은혜;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켜 견고하게 해주고 덕을 닦을 수 있는 자세를 키워주는 
은사이다. 지혜(sapientia, 슬기) · 이해(intelleetus, 깨달음 또는 통달) · 의견(consilium, 일
깨움) · 지식(scientia, 앎)의 지혜는 인간의 지성을 준비시켜 준다. 용기(fortitudo, 굳셈) · 효
경(pietas, 공경) · 두려워함(timor,경외)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굳세게 한다. 칠은은 신덕
(향주삼덕)과 윤리덕(사추덕)을 닦도록 도와 준다; 한국가톨릭 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580. 

351) ①사랑(caritas; charity) ②기쁨(gaudium; joy) ③평화(pax; peace) ④인내
(patientia/longanimitas; patience) ⑤친절(benignitas; understanding of others) ⑥선행
(bonitas; kindness) ⑦진실(fidelitas; fidelity) ⑧온유(mansuetudo; gentleness) ⑨절제
(continentia;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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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1.2). 레브 신부는 10살 때 품은 꿈을 형제자매뿐 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과도 수시로 공유하고 그 꿈을 함께 실현하자고 말하 다. 함께 꿈을 꾼다는 것
과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유할 때까지 표현한 
것은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 다고 본다. 여기서 
적 차원에서 순수한 지향으로 꿈을 품는 것이 성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하
고 싶다. 성령의 열매로는 진실이다. 진실의 열매는 꿈을 품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스스로 선택한 단순 소박한 가난한 삶에 맛들여라(청빈). 그의 자기 
포기와 자발적 가난에서 시작된다(III.2.1.3). 이것은 하느님 나라와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단순하고 소박한 청빈 생활이다. 청빈은 그리스도께 헌신하
며,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태도이다. 오늘날
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 에 특별히 더 요청되는 것이 자발적 가난의 삶이다. 이 
삶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의 은총을 희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에 적응하고 주변을 쇄신하라(쇄신). 이것은 그의 언어와 문화적
응 그리고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다(III.2.3.1). 레브 신부
의 선교 자세 중에 돋보이는 것은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현지 언
어 습득과 문화 적응이다. 선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현장을 개혁하고 의
식화하는 모습은 그의 가장 탁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브 신부가 
중국인들에게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모습은 적인 진보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서 사회적 차원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현재를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쇄신하는 것은 믿음과 행동이 조화로운 신앙인의 자세이다. 이러한 것
은 칠은 중에 ‘지식’의 은사로서 배운 것과 습득한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그것
을 하느님과의 일치의 도구로 사용하 다고 본다.   

넷째, 삶터에서 적인 희생과 봉사를 드려라(희생). 레브 신부가 전쟁터에
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바친 삶은 적인 희생과 봉사의 삶이다
(III.2.3.2). 현재의 우리의 삶이 레브 신부와 같이 전쟁터의 삶은 아닐지라도 날
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 투쟁이 일어나는 적 전쟁터이다. 그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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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쟁터를 삶터로 만들었다. 전쟁터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포탄이 오가는 속에
서 수도 생활과 수련생들과 지원자들을 양성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는 레
브 신부처럼 삶터에서 적 투쟁과 봉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
는 성령의 열매로는 ‘진실’이다. 거짓 없이 신뢰할 수 있고 희생과 봉사를 지속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진실 곧 충실성이다.  

다섯째, 절 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따라라(따름). 이것은 그가 끝까지 순명
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III.2.4.3). 레브 신부는 어떤 경우에도 장상의 명
에 철저히 따랐다. 베네딕도 성인(Saint Benedict of Nursia)은 겸손하게 순종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며 일종의 ‘노역’이라고 말했
다. 순명은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일터이다. 하느님의 소망이 전달되는 통로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 그리하여 절 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여기서는 매사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염려하는 경외(두려
워함)의 은사가 해당된다. 경외는 하느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진심으로 
무릎을 꿇게 하며 겸손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섯째, 철저하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실현하라(철저함). 레브 신부
는 철저함으로 삶을 온전히 바쳤다(III.2.4.4).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철저함은 
중요한 의미이다. 전(全)·진(眞)·상(常)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하게, 진실하
게, 항구하게’는 철저함이 들어있다. 그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레
브 신부의 삶을 현재에 비추어 본다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 가짜가 아니라 진
짜,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하게 하느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느님의 뜻을 철저
하게 실현하라는 요청이다. 여기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을 식별하는 ‘의견’의 은사가 도움을 줄 것이다. 의견은 어려운 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올바로 판단하게 하며 그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일곱째, 점점 더 작아져라(낮춤). 폭탄이 날아다니는 목숨을 건 전쟁터 숙
지에서 일곱 번씩 바치는 성무일도 기도에서 레브 신부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삶
을 보았다(III.2.5.1). 이는 혼의 밑바닥에 숨겨진 하느님을 향한 ‘불꽃’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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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포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과 함께 전쟁터의 삶을 창조한 것이다. 불꽃은 하느님 ‘심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 진보를 원하는 이들은 요한 사도의 말처럼 “그분은 커
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1,30). 성령의 열매로는 타인을 위해 자신
을 내어놓는 ‘선행’이다. 선행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주신 시간, 재산, 
재능 등을 관 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1.2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과 진애인

하느님과의 일치로 구원이 시작된다고 할 때 구원을 향한 인간의 필수적인 
덕 중에 사랑의 덕(愛德)은 인간 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포괄하는 것으로써 진애
인의 중심이다. 진애인의 인간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느님 사랑을 포괄하고 있
다. 사랑의 주도권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
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1요한4,19). 인간은 자
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기 
실현하며 아울러 자기 완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므로 진애인은 애덕
의 은총으로 완성된다.  

첫째,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인내하라(인내). 레브 신부에게 있어 
솔선수범과 책임감으로 인한 시련은 계속되었다(III.2.2.1). 집필 금지, 설교 금
지, 중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이른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에서 오는 시련은 
자기 개발을 통해 극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으로부터 
오는 시련,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견뎌내고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 레
브 신부는 이 과정을 묵묵히 수용하고 순명으로 인내하 다. 여기서 성령의 열
매는 ‘인내’이다. 인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하느님의 뜻 로, 슬퍼하고 불평
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덕행이다. 

둘째,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베풀어라(용서). 레브 신부는 중국 사람들에게 
천진 운동을 통해서는 사랑을, 의화단 사건을 통해서는 용서를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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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2.3).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의 용서를 드러내셨고,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리스도인은 하
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 받음으로써 교회와 화해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면
서 화해를 이룬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
하라고 하신다. ‘효경’의 은사가 용서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효경은 우주 만물
이 하느님 작품이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고, 형제·자매임을 의식하면서 
하느님의 창조물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안에서 현존 하라(징표). 레브 신부는 시 의 
징표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매우 뛰어났다(III.2.4.1). 그는 중국 사회의 과거를 
현재화시키고 의미를 재숙고하여 사회 혁신에 기여한다. 레브 신부처럼 우리는 
현재를 직시하고 시 적 상황을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
다. 그것이 시 의 징표를 읽는 것이다. 역사와 세상을 주시하고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올바르게 처해야 한다. 신앙의 눈으로 하느님의 뜻과 현존을 파악한
다. 하느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어떻
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본다. 여기서 관련되는 성령의 열매는 ‘친절’이다. 우주 
만물을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친절하게 하는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 로 읽어
내는 힘이 될 것이다.     

넷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구원). 레브 신부가 가슴 
깊숙이 품은 슬로건은 ‘중국 혼을 그리스도에게로’이다(III.2.4.2). 구원은 죄악
과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는 것이며, 본래보다 더 나은 상태, 새롭고 올바른 상
태로 나아가게 한다. 인간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방
의 기쁨을 준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
기를 바라신다”(1티모 2,4).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처럼 레
브 신부는 모든 중국인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희망하 다. 우리 또한 자
녀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할 소명이 있다. 구원과 직결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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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라(복음화). 레브 신부가 중국 사람들을 그리스도화 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 신문 발간, 교회 내·외적으로 수 백 통의 서신 왕래 그리고 저술들
(III.2.1.1)과 중국인 사제단 설립, 호교권 폐지, 교황청 사관 요청, 막시뭄 일
루드(III.2.5.2)에 근간이 되는 서한을 보낸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개선 그리고 선교의 지침과 방향을 알려주는 
문헌의 토 가 되었다. 복음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맞는 방법이어야 한다. 레브 신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기쁜 소
식을 전했다. 성령의 열매로는 복음화의 근간이 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인
간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1.3 레브 신부의 케노시스적 사목 활동과 상희락

레브 신부는 선교 사목 활동 안에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는 그러한 희망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았다. 상
희락의 기쁨은 진복팔단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선
한 미래와 구원을 기 하는 희망의 덕(望德)은 상희락의 토 이다. 구원의 희망
을 품지 않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꿈꾸지 않는 한 상희락을 살 수가 없
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희망에서 출발한다. 현재가 인간
의 기 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상희락은 
희망덕의 은총 덕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파스카의 신비를 예견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라(십자가). 레브 신부는 
중국인을 해방시키고 혁명적 사고를 주입했다고 남부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되
자 그동안 활발하 던 가톨릭 운동인 천진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III.2.1.4). 연
옥의 시작이라고 느낄 만큼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아무 불평 없이 임지를 옮겼
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은총의 시간이 되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고통 그

로 남는다. 레브 신부는 순명으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십자가
의 고통에 머문 것이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를 향한 길이었다. 이와 관련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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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사로는 원한 것과 현세적인 것을 구별하는 ‘지혜’이다. 여기서 지혜는 십
자가 뒤에 숨은 신비를 알아보고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
고 실천도록 돕는다.

둘째,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라(사랑과 정의). 레브 신부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의는 선교 활동의 중심 이념이다(III.2.2.2). 레브 신부는 자기 자신에
게도 중국인에게도 박해자들인 원수까지도 증오하지 않고 공동체로 불러들이도
록 시도하는 창조적인 사랑을 요청하 다. 형제적 사랑과 인격적인 사랑을 실현
한 것이다. 정의는 그에게 있어서 공기와 같고, 평등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중국과 중국인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일했다.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과 
정의이다. 그는 사랑과 정의라는 두 날개로 40년 동안 중국 생활을 하 다. 인
간의 정의는 율법 준수이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한다. 하느
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정의보다 우선한다. 위와 관련된 성령의 
열매는 ‘온유’이다. 온유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힘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
을 차지한다고 선포하셨다.  

셋째, 백색 순교352)와 녹색 순교353), 적 순교354)를 열망하라(순교). 레브 
신부에게 있어 순교의 은총은 순교의 본질을 이루는 그리스도에 한 공적 증언
이나 죽음은 아니었다(III.2.3.3). 하지만 오늘날 순교의 확 된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녹색·백색· 적 순교에 해당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닮았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그분과 긴 하게 일치하고, 그분께 봉헌하며 순교에 한 염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352) 백색 순교 :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애호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이다. 
353) 녹색 순교 : 고통을 극복하고 속죄하는 행위를 말한다.  
354) 적 순교 : ‘마르투리온’이란 단어가 순교라는 뜻으로 보편화 되면서 교부들은 복음적 삶을 

철저히 사는 이들까지 순교자라고 불렀다(치프리아노, <편지> 37,1등 참조). 교회 안에서 순교
의 개념은 적 순교라는 뜻으로 기도와 고통에 전념하던 은수 생활자, 수도 생활자 까지 확

되었다. ‘피 흘림 순교’가 아니라 ‘피 흘림 없는 순교’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평범한 그리스
도인의 일상생활에 까지 적용한다. 매일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순교의 시작이며 핵심이라
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복음적 삶에는 매일 매 순간마다 순교적 결단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한국가톨릭 사전·8,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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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기쁨에 찬 생활을 
할 수 있다. 외적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없음에도 샘솟는 기쁨이다.

넷째, 삼위일체 친교적 사랑을 실천하라(섬김). 레브 신부 사랑과 나눔은 삼
위일체 사랑에서 흘러나온다(III.2.5.3). 참사랑은 타자를 향해 열려있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와 관계를 맺는다. 레브 신부는 나눔으로써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에 동참한다. 그는 하느님을 섬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보여 준 가르
침과 모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벗으로서 사랑의 의
무와 책임으로서 섬기게 된다. 여기에 성령의 은사는 ‘통달’이 필요하다. 통달은 
궁극 목적인 하느님의 구원과 개인의 성화라는 관점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초자연적인 은혜이다. 우리는 섬김
과 나눔을 선택한다.  

다섯째, 형제들을 일치시키고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
르라(일치). 레브 신부는 일생 동안 성령의 도구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하 다
(III.2.5.4). 이처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수의 복음이 성령으로 인해 전파되고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게 된다. 성령 세례를 통해 우
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
느님의 한 형제자매로서 일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위와 관련된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이는 평화 안에 머무른다. 

위와 같이 레브 신부의 삶은 삼위일체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철저하
게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온전하게 내어줌으로 인해 가능하 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는 항상 성령의 도구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하 고, 십자가에 한 
불타는 사랑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전·진·상 성이 
태어났고, 이 성에 나타난 자기 비움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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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진·상 영성의 자기 비움에 나타난 현대 영성의 실천적 함의

전희생에 드러난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며, 낡은 자기를 공
격하면서 온전히 자기를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제자들이 사도적 
삶을 살 때 자기 비움으로 인해서 그 활동의 열매가 드러난다. 제자들이 비움보
다는 채움이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그 활동은 이미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
다. 진애인의 자기 비움은 하느님의 자기 내어줌,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
에서 드러난다. 그 사랑의 응답이 곧 이웃 사랑이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 
자기를 내어준다. 그렇게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에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
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이처럼 사랑은 철저한 자기 비움이다. 상희락에 드러난 
자기 비움은 파스카 기쁨으로부터 시작된다. 파스카 기쁨은 죽음을 통과한 기쁨
이다. 죽음은 온전한 자기 비움이다. 다음은 참된 덕행에서 오는 자기 비움이다. 
참된 덕행은 끊임없는 자기 단련과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고행이 따르지 않
는 수련이 없듯이 자기 비움이 따르지 않는 덕행은 없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
쁨을 증거하는 자기 비움이다. 증거 하는 기쁨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삶의 자
리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얻게 된다.     

위에서 전·진·상 성에 나타난 자기 비움을 살펴본 결과 자기 비움은 전희
생·진애인·상희락 등 모든 요소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다. 전·진·상 성의 원
천이 복음이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른다. 죽음은 완전한 자기 
비움이다. 온전한 희생이 되려면 자기 비움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간을 사랑하
는 것 역시 자신의 낡은 자아를 비워야 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역시, 자
기에게 갇혀 있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자기 비움은 전·진·상의 
전제 조건 또는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진·상에 나타난 자기 비움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이 적 진보를 원하는 이들의 과제이다. 적 성숙의 단계 중에 전희생은 정화
의 단계로서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태워지고, 하느님 중심으로 사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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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의 과정이다. 진애인은 조명의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
도가 되고자 빛을 밝히는 과정이다. 상희락은 일치의 단계로서 하느님과 일치되
어 살아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일치를 이룬 만큼 기쁘게 살아간다. 상희락
을 살아가는 자는 다시 태어난 부활한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진·상 성의 자기 비움에 나타난 현  성에 있어서 실
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성은 전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사회적 
실천을 요구하고, 하느님 체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전희생은 육화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주고 비우는 것이다. 진애인은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사랑
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이다. 상희락은 매순간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기쁨
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전희생은 육화의 신비를, 진애인은 십자가의 신
비를, 상희락은 부활의 신비를 내재화하여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와 하
느님과의 관계, 동료·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세상과의 관계, 자연·생태계와의 관
계 등 4가지 관계에서 전·진·상 의 실천적 요소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전희생, 날마다 침묵과 물적·심적 비움을 실천하라(전,체)355).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비추어보자(전,체).
진애인, 먼저 사랑하심을 느끼고 체험하자(전,체), 하느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자(전,체).
상희락, 몸과 마음과 혼을 평화롭게 유지하자(전,체). 날마다 십자가의 신

비의 기쁨을 찾자(전,체). 

동료·이웃과의 관계에서
전희생,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자(공,체).
진애인,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자(공,체).
상희락,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자(공,체).

355) 현  그리스도교 성의 4가지 특징을 전인적(전), 공동체적(공), 사회적 실천(사), 하느님 체
험(체)으로 보고, 해당되는 사항을 (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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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세상과의 관계에서
전희생, 공동선을 위해 고통을 당할 준비를 하자(공,사,체).
진애인, 누구든지 환 하고 먼저 다가가자(공,사,체).
상희락, 참 행복(진복팔단)을 일상 안에서 누리자(공,사,체).

자연·생태계와의 관계에서
전희생, 생태적 회심을 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소비습관을 바꾸자(전,공,사,체).
진애인,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생태중심 사고로 전환하자(전,공,사,체).
상희락, 성령과 함께 공동의 집에 사는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고 기쁘게 살자  

           (전,공,사,체).

위와 같이 전·진·상 성의 자기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성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적 성숙을 갈망하는 신앙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시 적 
징표를 읽어내고, 성령을 따르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진리를 
선포하며 애덕을 실천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전·진·상 성은 도움
이 될 것이라 짐작한다. 

전희생으로 낡은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비우고, 하느님의 으로 가득 채움
으로서 성령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진애인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상희락의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삶의 표양이 되어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사아의 훈련으로 자아의 완전한 죽음으로 전희생에 
이르러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희망할 수 있다. 진리는 바로 사
랑에서 비롯된다. 그 시작이 사랑이며, 그 끝도 사랑이다. 하느님의 당신 아드님
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그 사랑을, 육화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내며, 삶터
에서 이웃 사랑, 즉 진애인에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상희락이 바탕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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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일시적이며, 무뎌지고 무덤덤한 믿음생활로 빠져들 것이다. 식어버린 열정
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 그리하면 참 행복은 증거자의 삶의 지표가 될 것이다. 

전·진·상 성을 제자들에게 물려 준 레브 신부는 ‘육화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사랑’을 전·진·상으로 몸소 실천하 고, 전·진·상 성의 실천적 지침은 오
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사회적 실천과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기 한다.

레브 신부는 중국 철학인 유교와 도교적 바탕에서 출발하여 중국 사람들에
게 천주(上宰思想)를 마음에 심어주고 자연스럽게 개종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
는 레브 신부의 방 한 활동과 전·진·상 성을 케노시스적으로 분석하는데 초
점을 맞추었으므로, 그의 사상적 흐름과 연계성, 신학적 근거와 배경, 전·진·상 

성이라는 ‘용어’의 원천과 배경 등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전·
진·상 성의 삼위 일체적 접근356)과 생태적 접근357)에 한 연구는 차기 과제
로 남겨둔다.  

356) 신론적·그리스도론적·성령론적 차원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접근하여 전희생, 진애인, 상희락과
의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357) Lewis S. Ford가 말하는 오늘날 생태 운동의 두 가지 방향인 상호 의존성과 본질적인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전·진·상 성은 적인 요소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토마스 베리의 우주의 3가지 원리는 전진상과 관련성이 있다. 첫 번째 원리인 분화
(differentiation)은 전희생과 두 번째 원리 주체성(subjectivity)은 진애인, 친교(communion)
는 상희락과 긴 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성 연구함으로써 전진상 성은 생태 위기 시

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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