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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키엘의 환시
지거 쾨더, 에제키엘의 환시, 유리화, 엘방엔의 성령 교회

-2000년 11월호「가톨릭 디다케」‘시청각 교리교육’( ∙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 참조
※ 퍼즐 그림은「가톨릭 디다케」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에제키엘 예언자의 환시를 다룬 작품으로 죽음과 생명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에제 37장 참조). 생명을 위협하는 밤과 사

막의 모래를 나타내는 노란색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창백한 해골이 서

로 뒤엉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토색 옷을 걸친 에제

키엘 예언자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자신도 추방된 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하느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

명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바탕을 칠하 습니다. 

그림 가운데를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빛이 예언자에게 내려오고 있

습니다. 예언자의 얼굴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제키엘이 향

하는 위쪽으로 뼈들이 일어서고 있는 모양이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

습니다. 하느님의 숨결은 죽은 자들의 뼈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묶인 손들이 풀리고 해골에는 살이 붙어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지가 있는 몸으로 다시 완성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몸은 지상

으로부터 하늘 높은 곳으로 드높여지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한 손은 두루마리를 받쳐 들고 다른 한 손은 펜을 들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숨

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감은 상태입니

다. 이제 그는 육체의 눈으로 이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

로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틈새로 예언자가 약속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거기에는 식탁이 있고, 가득 찬 술잔과 쪼개진 빵을 든 사람들이 식탁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간들과 오늘날의 인간들, 젊은이들

과 늙은이들, 건강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

리 있는 사람들이 식탁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초 받아 원한 생명의 빵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게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낳은 사

람들이 땅 끝에서 와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는 말 의

실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고, 버림받은 자들의 위

로자시며 인간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합니

다. 성령께서는 뼈들처럼 죽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생기 있게 만드

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