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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6월을 특별히 예수 성심을 공경하며 기리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미사 전

후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바치고, 성시간과 성체 강복 등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신심 행사들을 갖지요. 예수 성심 성월에 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심장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또 심장이 약한 사람은 생기가

없지요. 따라서 심장은 우리 삶에서 바로 생명과 활력의 원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심장, 곧 마음은 그 사람

의 내면, 정신생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아가 마음은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 양심이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볼 때 심장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나타

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성심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 16)라

는 성경 말 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에 한 지극한 사랑에서 당신 외아

들마저 기꺼이 내어 주신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성심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은 요한 복음서의“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

경 말 로‘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7, 37-38)라는 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 더니“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19, 34)는 말 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

의 말 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생명수의 원천임을 가리키고 있고, 뒤의 말 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

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는 세례의 물과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교부들은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구원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본 교부들은 또한 창에 찔린 옆구리를 창에 찔린 심장(늑

방)으로 이해하면서 예수 성심을 모든 은총의 근원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비롯된 예수 성심 공경은 중세기까지는 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 신심 차원으

로 머물 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중세 후기인 12-14세기에는 정감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한 묵상이 활기를 띠면서 예수 성심 공경이 유럽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시기 예수 성심 신심의 표

적 인물로 성 베르나르도(1090-1153), 성 보나벤투라(1217-1274), 성녀 제르투르다(1256-1302), 성녀 가타리

나(1347-1380)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 성심 신심이 체계를 갖추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한 주역으로 17세기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의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라코크 수녀는 1673년 말부터

1675년까지 네 번에 걸쳐 환시 중에 예수 성심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알라코크 수녀는 이 환시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 성심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예수 성심은 사람들의 배은망덕으로 상처를 입었기에 사랑의 상처를 기워 갚아 드리는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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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성심 신심이다. ▲특별히 매월 첫째 금요일에 성체

를 하고 매주 목요일 밤에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는 성시

간을 가짐으로써 상처 입은 예수 성심을 위로하라. ▲성

체 축일(성체 성혈 축일) 후 금요일을 예수 성심을 공경하

는 축일로 지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알라코크 수녀가 받은 계시가 인정되면서 예수 성심 신

심은 수녀가 속한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를 비롯해 예

수회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이와 함께 성모

성월과 인접해 있고 예수 성심 축일이 있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는 관습도 생겨납니다.

특히 교황 비오 9세(재위 1846-1878)는 1856년에 이전

까지 지역 교회 차원에서 지내던 예수 성심 축일을 보편

교회 축일로 확 했으며, 1873년에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인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를 반포했습니다. 또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1899년 예수 성심께 전 인

류를 봉헌하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20세기에 와서‘성심의 교황’이라고도 불리는 교황 비

오 12세(재위 1939-1958)는 5월 성모 성월과 6월 예수 성

심 성월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모 신심과 예수 성심 신심

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교황은 나아가 예수 성심 축일 제정 100년이 되는 1956

년에 예수 성심 신심의 교리적 근거와 기원을 신학적으로

제시한 회칙「물을 길으리라」(Haurietis Aquas)를 발표, “예

수 성심 신심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효과

적인 학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인간의 구원자」, 「자비로우신

하느님」같은 회칙들을 통해서 구원의 원천인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통해 나타나며, 예수 성

심 신심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고백하는 가장 합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신문 2008년 6월 1일자 <교회 상식 교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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