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자비는 

세상에 대한 자비의 응답이 되고자 했습니다. 

성 도미니코에게는 언제나 그 시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오늘날 그 어떤 때보다 더 

필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 현실성, 자비였습니다. 

기쁨은 꼭 소란스럽거나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 수 있는 건전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평온함입니다. 기쁨은 현실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현실성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줄 아는 

시각입니다. 자비는 희망으로 그 현실에 다가갑니다. 자비는 온정주의적 태도나 

일시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현실적 감각으로 

그리고 연대성을 지니고 가까이 있음으로써 돕고자 하는 항구한 태도입니다. 

성 도미니코의 전기를 쓴 베드로 페란도에 따르면, 성 도미니코에게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수도회 설립을 생각하기 이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와 함께 자비가 자라났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비참함이 그 자신 

안에 모여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것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미니코가 젊었던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팔렌시아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미니코는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가 가장 아끼던 책들도 주었습니다. 

그 책들에는 그가 적어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서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더 극적인 장면은, 그가 더 이상 팔 

것이 없었을 때 자신을 종으로 팔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비가 없고 

이기적이며 연대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판은 오늘 우리가 



지닌 수단들로 계속해가야 할 비판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달되지만, 삶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다가 카타리파 이단이 사람들을 가톨릭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도미니코와 함께 살았던 이들은, 그가 언제나 즐거웠고 그의 얼굴은 사람들의 고통에 

접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기쁘고 빛이 났다고 전합니다. 도미니코의 자비는 

기도가 되었고, 연대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비는 그의 삶 전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모든 의미에서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스런 상황은, 은혜롭고 사심 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 부르짖음과 

번민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하여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더 인간적인 세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들은 

평화, 사랑, 충만한 기쁨의 입맞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쁜 성 도미니코 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포옹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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