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9세기쯤에는 유럽 륙에서도 11월 1일에 모든 성인의 축일을 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로 성실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념하는 날도

정했는데, 체로 부활 시기 이후로, 예를 들면 성령 강림 후 월요일이나 삼위일체 축일 다음 월요일

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축일을 기념하며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부활을 위해 기

도했을 것입니다. 9세기경부터는 클뤼니 수도원이 지냈던 죽은 이들을 위한 기념일이‘모든 성인의

축일’인 11월 1일 다음날 11월 2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위령의 날에 사제들이 미사를 세 까지 드

리는 관습은 도미니코 수도회에만 있었지만, 1915년부터는 교황 베네딕도 15세에 의해 전 교회에서 시

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미사는 예물을 받고 특정한 이를 위해 위령미사를 드리지만, 둘째 미사

는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를 위해, 그리고 셋째 미사는 교황의 뜻 로 봉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

해 죽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관심과 배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기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의

역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위령 성월을 맞아 우리 자신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삶에 더욱 집중해 도 있고 보람 있게 살겠다는 결심을 다지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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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표적인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 해마다‘민족 이동’이 일어나

전국의 도로는 몸살을 앓게 되지만,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난다는 기쁨이 이동에 따르는 불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고향을 향합니다. 게다가 추석은 땀 흘려 지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

둬들이는 때인 만큼 그 어느 명절보다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추석은 살아 있는 가족들만의 날이 아닙니

다.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

여름비에 무너진 묘지를 벌초하고 보수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삶이 언제나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유럽에도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위령의 날 전날이자 국경일인 11월 1일

‘모든 성인 축일’에 가족들의 묘지를 찾아 꽃을 꽂고 촛불을 켜고 죽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살아 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

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는 거룩한 순교자들과 성인들을 위한 축일을‘부활절’에 지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미 4세기경부터 성령 강림 8부 축일에‘모든 성인들의 주님의

날’이란 이름으로 이런 축일을 지냈다고 밝혔는데, 이들 성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참

여한 분들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9세기경쯤 이 축제와 부활축일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면

서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새로운 날짜가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임과 동시에 새해

의 시작이었는데, 이들은 부활축일보다는 죽어가는 자연을 통해 가시화되는 원한 세상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날을 하느님과 함께 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인들의 축일로 정한 것입니다.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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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이들과 함께하는 삶

돋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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