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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교서“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오”(Rosarium

Virginis Mariae)를 발표하고 기존의 환희, 고통, 광의 세 가지 신비에“빛의 신비”를 추가함으로

써 묵주기도를 더욱 풍요롭게 하 을 뿐 아니라, 이 신심의 신학적인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 다.

교황의 이러한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주기도의 형식과 본질에 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묵주기도는 소리기도와 마음기도(묵상)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

도이다. 특히 성모송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신비와 성모님의 천상 광에 해 묵상하게 된

다. 외형적으로는 성모 신심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론적인 기도인 셈이다. 교황

은 교서에서 그리스도교 신심의 기본은 우리가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더욱더 완전하게 같아지게 되

는 것임을(로마 8, 29; 필립 3, 10. 21 참조) 강조하고 있다(15항).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되새기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품성에 한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루가 1, 38; 2, 19. 51 등 참조)

성모님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심의 완벽한 모범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한 순간부터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늘 되

새기는 삶을 사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님의 삶 자체가 완벽한 묵주기도 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가장 잘 아셨던 성모님과 한마음이 되어 예수

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분의 말 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그분의 길

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환희, 고통, 광의 세 가지 신비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전체 신비를 묵상하기에 아쉬움이 있었다. 교황은 바로 이 점을 착안하고 빛의 신

비를 추가하여 묵상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마태 3, 13-17),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요한 2, 1-12),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마르 2, 3-13; 루가 7, 47-48), 거룩하게 변

모하심(루가 9, 28-36), 성체성사를 세우심(요한 13)을 빛의 신비 5단으로 제안하고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따름으로써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요

한 8, 12).

▶묵주기도를 위한 좋은 안내서 : 「장미꽃다발」(정진석, 가톨릭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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