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께 이르는 세개의 문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2014 년 5 월 16 일 강론 중에서 

 

첫번째 문은 기도입니다.   

당신은 기도 없이 공부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대 신학자들은 그들의 

신학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번째 문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 들이는 일입니다.   

기도 그 자체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미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사를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사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위안을 주고, 

연대를 형성해 주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기쁨으로 맞아 들이기.  

 

세번째 문은 예수님을 닮기입니다.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이 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하루동안 우리는 기도에 이르는 문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가슴으로부터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적 찬미와 누림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를 닮을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들고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개의 문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또 모든 이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Lightworks 는? 
첫번째 문으로 인도하는 

이냐시오식 기도 방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기도하는 14 주간동안, 

상상력을  동반하는 이냐시오식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렉시오 디비나와 이냐시오식의 기도를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을 다른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14 주간 동안 하루에 15 분에서 30 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느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Lightworks 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었지만 거기에는 어떤 확신이 없었다. 
하느님의 존재 여부가  마치 내게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하느님이란 그저 하늘 높이에 계신 
어떤 존재일 뿐 내 삶의 원천은 아니었다. 하느님이 온 
세상과  각 개인, 그리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푹 잠겨있음을 느낀다. 하느님의 
은총은 나를 조금씩 바꾸어왔고 이제 나는 모든 것 
안에서, 특히 나의 어려움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변화되었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도 나와 
함께 변화하였다” - 참가자의 나눔 글 중에서 

 

 

연락처: 성 정 바오로 천주 교회 (703-968-3010) 

 

 

이 안내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의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고자는 하는 알링톤 교구 주교님의 

응답에  따라  채택한 영성 프로그램을 소개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재 발견하도록 돕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이냐시오식 영성 

프로그램 

주관:  

 알링톤 교구 다민족  문화 사목부 
(703-841-3888) 

 성 정 바오로 천주 교회  
(703-968-3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