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기 다른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단지 그 교회의 상황이 싸움과 단련과 승리로 다를 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의 세 가지 상태 중, 세상

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세속과 육신의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를‘지상교회’라고 하며, 이미 세

상에서의 싸움을 끝내고 그에 한 평가로써 단련을 받거나 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교회를‘천상교

회’라고 합니다. 

한 생명체가 수천 수억의 세포들로 결합되어 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세상, 연옥, 천국의 수많은 신자들

의 교회는 한 그리스도의 생명, 은총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온전한 생활이 가능해지듯 교

회 안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공의 의미이며, 각 지체로써 한 신비체에 결합되어 교회의 은총으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

랑을 서로 나누는 것을 전통 교리에서는‘모든 성인 통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통공이란 말 그 로 공

을 통한다는 것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공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얻은 결과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적으로 공을 얻을 수 있는 선행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신앙에 충실한 모든 이를 위하여 제물

을 봉헌하는 기도를 바치고, 죽은 모든 이들과 살아 있는 모든 믿는 이를 생각하며 원한 생명을 얻어 누

릴 수 있는 은혜를 청하는‘미사성제’와 성직자들이 교회를 표해서 날마다 드리는 공식 기도인‘성무일

도’, 신자들이 받게 되는 일곱 가지‘성사’, 교회에서 제정한‘준성사들과 교회 전례’, 거룩한 교회의 가르

침에 따라 바른 로 믿고 바른 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신자들이 행하는 기도와 고신

극기(苦身克己: 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내는 것), 자선, 고행, 봉사, 희생과 같은 모든 착한 행위를 의미하는

선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 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선행에는 다음과 같은 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늘 나라 복을 누릴 공(永福

之功), 육신과 혼에 필요한 은혜를 얻는 공(求得之功), 죄를 사하여 주심을 얻는 공(下恤之功), 죄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는 공(補贖之功). 이 네 가지 공로는 선행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인데 선행

을 한 신자가 그 공을 교회 내의 다른 이들에게 사양∙양도하는 것을 통공이라 합니다.

복지공∙구득지공∙하휼지공∙보속지공, 이 네 가지 공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공로

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통공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공로로는 육신과 혼에 필요한 은혜를 청하

는 구득지공과 이미 사함을 받은 죄의 잠벌을 면하게 하는 보속지공만이 다른 이들에게 통공 될 수 있습니

다. 다시 말해 복지공과 하휼지공은 당사자에게만 유효한데,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당사자

가 직접 행한 바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한 복을 보답하시고, 회개 없이 다른 사람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

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

어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다는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

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 즉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세상을 떠난 혼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이 신심은“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

며……”라는 사도신경의 구절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천의 한 형태 으며, 신앙의 중요한 한 부

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모든 성인의 통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신자 분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문답식 예비자 교리가 사라진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위령 성월을 맞아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인‘성인의 통공’에 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혼들을 위해 기

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 교리인‘모든 성인의 통공’에 의거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교리서 던『천주교 요리문답』의 90번째의 질문이 바로“모든 성인의 통공이 무엇이뇨?”입니다.

그 답을 그 로 적으면“모든 성인의 통공이란, 세상과 연옥과 천당에 있는 모든 회우(會友)들이 가장 신비

하게 서로 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 공을 통함이니, 이는 마치 산몸의 지체가 머리와 서로 결

합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전통 교리에서는 현세적 교회 안의 신자들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죽은 신자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

스도의 신비체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셋으로 구분하여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

지 세속과 육신과 악의 세력(三仇, 삼구: 선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 혼의 세 가지 원수. 육신, 세속, 마귀를

이른다.)에 적하여 싸워 나가야 하는 이 세상의 교회를‘신전지회(神戰之會, Ecclesia Militans: 전투하는 교

회)’라 하 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소죄만 있거나 보속을 해야 할 잠벌(자신이 살아서 지은 죄에

한 속죄로써 치러야 하는 일정한 한도의 벌)이 남아 있어 천국에 갈 때까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하는

혼들의 교회를‘단련지회(鍛練之會, Ecclesia Patiens: 단련받는 교회)’라고 하 으며, 죽을 때 죄도 없고 잠

벌도 없거나 또는 이미 연옥에서 단련을 다 받아서(잠벌을 다 치러 냄) 천국에 들어가 원한 복락을 누리는

혼들의 교회를‘개선지회(凱旋之會, Ecclesia Triumphans: 승리한 교회)’라고 하 습니다. 이 세 교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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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위령 미사 감사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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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공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승리한 천상교회에 있

는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도(代禱: 다른 사람을 신하여 하는 기도)를 청하며, 성인 성녀들은 무수

한 죄의 유혹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은총을 빌어 줍니다.

한편 세상에서 보속을 다하지 못해 잠벌의 단련을 받는 단련지회의 교우들은 자신들이 공을 세울 만한 자

유 기간을 이미 다 넘겼기에 자신들의 단련 기간을 덜거나 단축시키기 위한 선행이나 기도를 할 수 없습니

다. 그렇기에 한 신비체의 지체를 이루는 지상교회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선행을 바침으로써 그

들과 통공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와 아무 인연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이며 우리와 함께 지상교회의 교우들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1코린 12, 26)라는 말 을 통하여 교회 안의 모든 교우들이 결합되어 있음

을 표현하 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는 공적으로 오늘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한 것이며,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삼아 죽은 모든 위령들을 위하여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의 교부 테르툴리아노 성인도“기일이 되면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봉헌한다”고 증언하고 있으

며, 사도 시 로부터 전해 오는 모든 미사 경본에도 연옥 혼을 위한 기도문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전

부터 신자들은 죽은 혼이 으레 연옥에 있으려니 하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세기 초 파티마에 발

현하신 성모님도“연옥 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 받은 혼을 돌보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

다. 교회는 예로부터 자신의 모든 선행의 보속 공로를 전부 연옥 혼을 위하여 사양하는 것을‘ 웅적 행

동’이라고 칭송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 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통공의 모습은 바로 나눔과 용서의 실천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내 주

위의 이웃들에 한 이런 나눔과 용서가 죽은 이들의 혼에 하여서도 이루어져 왔던 것이 교회의 전통

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청원 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

표시이고, 우리는 이웃을, 이웃은 우리를 서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통공의 한 모습이며 사랑

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사랑이신 하느님

께 받아들여졌음을 믿고 그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은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눔

과 용서의 삶이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현세 기복적인 기도

가 아니라 죽은 혼과 이웃을 위하여, 그가 지향하는 바에 나의 나눔과 용서의 삶을 보태겠다는 우리의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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