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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는 말

Ⅰ. 시작하는 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평신도가 하느님 백성의
한 축으로서 교회1)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 수행이라는 실천적 성화소명을 받
았다는 점이다. 이제 공의회 이후 반세기가 지났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 신자들이 갖
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소명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성화소명은 성직자나 수도
자들의 몫이지 평신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평신도
들이 겪는 신앙위기는 이렇게 낮은 자기 성화소명 의식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허약한 평신도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화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데 천착(穿鑿)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한 평신도 사도직이야말로 바로 평신도 성화소명의 기본이기에 글의 초점
은 거기에 맞춰진다.
글의 순서는 먼저 평신도의 성화소명을 보다 뚜렷하게 해주는 평신도 사도직을 함
의(含意)하는 ‘평신도’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다. 그 이유는 한국 교
회 평신도들의 성화소명에 대한 낮은 인식이 ‘평신도’라는 명칭에서 비롯한다는 공론
때문이다. 이어서 제안된 새 명칭이 함의하는바에 따른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
임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서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함은 평
신도 사도직의 보다 높은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한 전문 대학원대학교의 설립에 무게를 둔 평신도 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이다.

*필자소개: 본명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현재 경성대 명예교수로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
원회 위원과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평협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교황 베네딕토
16세 명으로 바티칸 세계주교시노드 제13차 정기총회 참관인으로 초청되어 발표와 토론에 참가하였다.
1) 이 글에서의 ‘교회’는 가톨릭교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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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신도 성화소명의 기본으로서의 평신도 사도직
1.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과 ‘평신도’ 명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넓게는 공의회 전체가 평신도를 위해 있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2) 만큼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그 역할과 소명을 강조하였다. 그
역할과 소명이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itatem)｣이 명시하는바, “평신
도들이 자기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전체 그리스도의 백성의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 수행”3)하는 것이다. 이는 ｢한
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평신도 편에 그대로 수용되었다.4)
사도직은 “교회 설립의 목적인 그리스도 왕국 확장, 인류 구원, 세계 성화를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5)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소명은 본질적으로 사
도직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평신도의 성화소명의 기본으로서 결코 선택이 아니다. ‘교회법’은 평신도 사도직이 ①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한 의무와 권리이며, ② 현세 사물질서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함6)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평신도들이 사도직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사회
의 누룩으로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느
님의 표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회질서를 개선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헌
신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은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만으로 주어지는 보편 사도직으로서 성직자들
에게 주어지는 교계 사도직과 구분되고,7) 평신도는 합법적인 교회 당국에 대한 존경
과 복종의 의무를 진다.8) 그렇지만, 평신도 사도직이 신학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다. 성직자의 존재이유를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에
두고, 평신도가 성직자의 고유영역인 전례 등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밝힐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물론 공의회 이전인 1950년대에도 세계평신도대회를 소집한 교황 비오 12세에 의
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평신도｣, 3항.
3) Dogmatic Constitution on the Church: Lumen Gentium, solemnly promulgated by His
Holiness Pope Paul Ⅵ on November 21, 1964, n.31; Decree on the Apostolate of the Laity:
Apostolicam Actuositatem, solemnly promulgated by His Holiness Pope Paul Ⅵ on
November 18, 1965, nn.1-2; Post 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Christifideses Laici, of His
Holiness Pope John Paul Ⅱon the Vocation and Mission of the Lay Faithful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 1988, n.2 참조. 이하 ｢교회 헌장｣, ｢평신도 교령｣,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표
기한다.
4)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평신도｣, 제1부.
5) ｢평신도 교령｣ 2항.
6) ‘교회법’ 제225조.
7) ‘교회법’ 제948조.
8) ‘교회법’ 제1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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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신도 사도직의 고유성이 천명된 바는 있지만, 교계제도 아래서 바뀐 것은 없었
다.

‘평신도’는

교황

레오

13세가

“듣고

따르는

교회”(ecclesia

discens

et

oboediens)라고 규정한바 그대로 성직자에게 복종하고 성직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잘
실행하고 성직자들을 존경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의 위상은 그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공의
회는 교회를 교계제도에 한정시키지 않고 하느님 또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공동체로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라
는 데 신학적 바탕을 확실히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후의 평신도 위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라는 명칭은 그대로이다. 이 명칭은 평범한 믿는 이를 뜻할 뿐
하느님 백성으로서 믿음뿐만 아니라 사도직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
회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평신도’라는 명칭 변경을 바라는 요구가 공식적으
로 대두되었다. 2002년 ｢서울대교구 시노드 최종 건의안｣은 “성화소명의 보편성을 추
구하는 적절한 명칭을 찾아 신자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9) 2006년에 ｢가톨릭신문｣과 서울대교구 인터넷 ｢굿뉴스｣가 공동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응답자 63%가 ‘평신도’ 명칭 변경을 원하고, ｢가톨릭신문｣이 학
자, 교구 사목국장, 사도직 단체장, 구역장, 반장, 본당사제, 수도자, 교구 평협 회장
등 교회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변경 의견이 55%였다.10)
이와 같은 요구에는 ‘평신도’라는 명칭이 성화소명의 보편성과 무관하다는 잘못된
의식을 갖게 하고,11) 심지어 “병신도”라는 자기비하적인 호칭으로 인지되기까지 한다
는 이유가 깔려 있다. 명칭 중 문제 삼는 것은 ‘신도’ 앞에 붙은 ‘평’ 때문이다. 그래
서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쓰인 “교우”, “신자” 또는 “신도”라는 명칭을 쓰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2) 그런데 이들 명칭 어느 것도 사도직의 성화소명을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본 명칭이 ‘평사도’(lay apostle)이다. ‘평’(平)은 낮음이 아니라 “상하
귀천이 없음”을 뜻하고 “일반”, “보편”과 상통하므로 이 명칭은 “보편 사도직을 수행
하는 사도”라는 말이다. 평신도를 뜻하는 영어 ‘lay’는 원래 ‘하느님 백성’(Laos tou
Theou)의 ‘laos’(헬라어 ‘laikos’)13)에서 온 말이고 오늘날 ‘lay’에 성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처럼 현대 교회
에서 교계 사도직 이외의 보편 사도직을 수행하는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하게 된다.

9) ｢서울대교구 시노드 최종 건의안｣ 6쪽 참조.
10) [평신도주일 기획] “본보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평신도’ 용어변경에 대한 의견”, ｢가톨릭신문｣
2006. 11. 19.
11) 주 9)와 같음.
12) 주 10)과 같음.
13) 이 말은 후에 라틴어 ‘laicus’로 표기되고 낮은 신분을 뜻하는 말로 변질되어 거기에서 파생된 영어
laity와 lay는 오늘날 ‘평신도’의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높고 낮음이 없는 하느님 백성을 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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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는 매우 광범위하다.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전체 그
리스도의 백성의 사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고, 교회 밖에서는 살고 일하는 자리인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는 이중의 포괄적
성격을 지니는 직무이다. 이러한 직무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개인 사도
직14) 또는 단체 사도직15)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교회는 평신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교회 성장
과 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평신도들이 전문적 영역의
직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고 ‘전문가’의 자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 영역의 직무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
상 안에서도 필요하다. 평신도들이 교회와 세상의 전문가 자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을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lay apostolate experts)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신학자, 교회학자, 교리교사, 교육자, 영적 지도자, 영성 생활 상담
가, 영성심리학자, 종교사회학자, 가톨릭 활동가, 교회 행정가, 전문직종별 봉사자, 교
회 법원 재판관, 검찰관, 변호인 등을 포함한다.
보편 교회는 각 분야에 걸쳐 평신도 전문가들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좌(Holy See) 전문 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16)
각국의 지역 교회들에서도 평신도 전문가들이 교회 기구의 요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전문가들은 세계주교시노드 등 보편 교회의 주요 회의에 공식 초청
되어 활발히 활동할 만큼 그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교회에도 주교회의가 편찬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평신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신도는 ① 교회 통치권 행사
에 협조하고, ② 교회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회 학문의 학위를 취득하고 교회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③ 교회법학 학위를 소지한 평신도는 교회 법원 재판관,
검찰관, 변호인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④ 사목평의회, 재무평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다.17) 그러나 한국 교회에 이러한 직무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평신도 전문
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교회 학교의 평신도 교원들은 적지 않으나 대부분이 교회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회 학문의 학위 취득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
는다. 이렇듯 한국 교회에 평신도 전문가의 부재는 그들을 배출하는 교회 고등교육
기관이 없다는데서 기인한다.

14) 「평신도 교령」 16항.
15) ｢평신도 교령」 18항.
16) 그 예로 교황직속의 과학학술원장 베르너 아르버(Werner Arber) 스위스 제네바대학 교수와 사회과
학학술원장 메리 앤 글렌든(Mary Ann Glendon) 미국 하버드대학 법학교수를 들 수 있다.
17)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1995. 4. 16 공포),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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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이유
1. 기존 교육의 문제점
한국 교회 평신도들의 신앙 자세는 침체된 신앙, 삶과 신앙의 유리, 소극적이고 수
동적으로서, 신앙 성조들의 전통과 공의회 정신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다.18)
이러한 평신도들의 신앙 자세는 자기 쇄신의 필요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2002년 서
울대교구 시노드 준비위원회가 만 20세 이상 평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서 응답자 82.7%가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을 인지하면서도 61.7%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고 답하고,19) 63.1%가 교회 쇄신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평신도”라고 답했다.20) 2008년 한국평협이 실시한 ‘평신도 신앙실태조사 분석’에서
는 한국 교회의 쇄신을 위해 “평신도”가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나왔다.21) 응
답자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 신자들이라는 점과 교구별로 주일미사 참례 비율이 전체
신자의 20% 안팎임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 평신도 절대 다수가 사도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신도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한국 교
회의 평신도 교육은 양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질적 수준도 결코 낮지 않다. 각 교구
주보에 실린 행사나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 평신도 교육프로그
램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평신도들의 신앙 상태가 실망스럽다는 것은 분명히 한국
교회의 평신도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평신도 교육의
대부분은 일회성이거나 단기 교육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 아래서 평신도 사도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
교회에 평신도 교육은 있으되, 성화소명의 기본이 되는 평신도 사도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은 없다는 말이다. 평신도들은 자기 쇄신 의식은 있으되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 속에서 신앙 쇄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식견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식견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가 없는 것은 체계
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데서 비롯한다. 이러한 교
육시스템의 필요성은 1990년대 말에 당시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에 의해서도 제기
되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실천적 삶이 있다하더라도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
할 수 없다며 평신도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평신도 교육시스템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22)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런 교육 시스템의 마련에 별 진전이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평신도를 위한 교육 기관의 설립은 진전이 없다기보다 오히
18)
19)
20)
21)
22)

｢가톨릭신문｣ 기획보도, “깨어나는 평신도”, 2006. 8. 27.
서울대교구 시노드 준비위원회, ｢신앙생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02년 10월, 7-8쪽.
위의 보고서, 12쪽.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평협 40주년 백서｣(2011), 612쪽.
최덕기 주교 “한국 천주교회의 한국화 방향: 사목 현장에서 본 한국화의 방향”, 우리사상연구소 편,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서광사, 1997), 76-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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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후퇴한 감마저 없지 않다.
조선 말기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188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 때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위한 학교 설립은 붐을 일으키다시피 활발하였다. 교육
목적은 다양하였지만 그때 선교사, 방인 사제,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각종 학교가
72개나 되었다.23) 해방 이후에는 한국의 고등교육제도에 의해 사제 양성을 위한 대신
학교가 크게 늘었다. 1960년대까지 서울에 한 개밖에 없던 대신학교는 현재 종합대학
의 편제로 7개 교구에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
는 공인된 고등교육기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여러 교구 대신학교에 평신도 신학 교육을 위한 교리신학원이 부설되어 평신도들도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부설
기관이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인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
다. 정작 교회는 교리신학원 졸업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교육의 내용
도 세상과 교회 현장에서 활동하기에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24)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사도직 전문 교
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신자들로 채워져 오고 있다. 그래서 “세
속적 지식으로 보면 상당 수준에 있는 사람도 신앙인의 입장으로 볼 때 자타가 공인
하는 ‘어린애’인 경우가 많다.”25)는 지적이 나온다.
평신도들 스스로도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2002년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진정한 봉사자”라는 응답 비율은 40.8%이
고, “관료적이거나 특권층”으로 여긴다든지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응답이 각각
27.9%와 26.1%였다.26) 그리고 2008년 조사에서는 “진정한 봉사자”라는 비율이 46%
였고 “권위적”이라는 비율은 35%로 나타났다.27) 이들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은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일반 신자들의 긍정적 평가는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는 점이다. 이는 산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들에게 무관심하
다는 것을 말해준다.
2. 평신도 사도직 침체와 성직주의의 순환 구조
한국 교회에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양성 교육의 부재는 한국 교회에 평신도 사도직
의 침체와 성직자중심주의가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면서 순환하는 구조적 문제점
을 낳고 있다. 즉,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양성 교육의 부재 →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부
재 → 성직자 중심의 교회 → 평신도의 지나친 성직자 의존 → 성직자중심주의 지속 → 평
신도 자율성 약화 → 평신도들의 자율적 사도직 수행 기피 →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침체
23) 조현범 외, ｢한국천주교회사 4｣(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272-276쪽.
24) 김효철,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 및 개선제안,” 가톨릭인터넷 굿뉴
스 자료실, 평협/사목회 글 번호 14, 2002.12.18.
25) 최덕기 주교, 앞의 글, 80쪽.
26) 서울대교구 시노드 준비위원회, 위 보고서, 8쪽.
27)｢한국평협, 40주년 백서｣, 6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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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양성 교육의 무관심과 부재]를 반복되는 구조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반세기에 이른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에 평신도 사도직을
이끌 평신도 전문가 양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는 공의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양성 교육의 부재가 한국 교회의 성직자중심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
다는 점이다.
한국 교회에서 성직자중심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
다.28) 물론 성직자중심주의는 한국 교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도 최근에 반포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교회의 의사결
정에서 평신도들을 배제시키는 과도한 성직주의(clericalism)를 경계할29) 만큼 보편
교회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 활동은 지나칠 정도로 성직자, 특히 사제 의존적이다. 평신도
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도직 수행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사제의 뜻에 따
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하지 않
은 일에 금방 흥미를 잃게 되고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하는 일과 구분하여 흥미
없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만 두게 마련이다.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을 의식하지 못
하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다
른 이른바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인 상태에서 본당 사제와의 관계라도 돈독하여야 하
는데 그렇지 않으면 흥미가 낮은 신앙생활은 침체되거나 냉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
다.
이런 ‘성직자 위주의 교회’를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바꾸기 위해 시작된 것이 ‘소
공동체’ 운동이다.30) 이 운동은 본당의 기초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하느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고 이웃과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실
천하면서 복음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상적 목표를 가지고 20
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소공동체’ 운동의 성과는 기대 이하이다.31) 대부분 신자들은
소공동체 운영을 스스로 하기보다 본당 사제의 소공동체에 대한 관심에 좌우되고 본
당 사제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에서 본 문제의 순환 구조
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점은 한국 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3차 정기총회(2012.10.7~28)를 위한 공식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구에서
28) 최기산, “성직자중심주의 탈피를 위한 노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205호, 1996, 16쪽; 심
상태, ｢제삼천년기의 한국교회와 신학｣(서울: 바오로딸, 2000), 124-125쪽 등.
29) Apostolic Exhortation Evangelii Gaudium of the Holy Father Francis, on 24 November
2013. n.102.
30) 박성대 신부, “왜 소공동체인가? - 소공동체가 안 된다? (13)”, ｢월간 빛｣, 2013년 10월호.
31) 서울대교구의 경우, 전체 신자 대비로 산출한 소공동체 구역･반모임 참여율 13.4%, 적극적 참여율
6.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서울대교구 본당사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
료 수집 설문조사 보고서｣, 2012. 6,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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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인 사목 모델이자 효과적인 방법인 ‘소공동체’
의 이상과는 달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계 및 성직자 중심주의 등이 문제로 제
기되었다.”32)고 쓰고 있다. 성직자 중심 교회를 평신도 중심 교회로 바꾸기 위한 ‘소
공동체’ 운동이 성직주의 문제에 부딪친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는 평신도 사도직 침체
와 성직주의의 순환 구조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직자중심주의 문제는 본당에서 주로 나타나고 평신도 사도직의 기능이 약
한 본당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본당에서 신자들 간의 친교나 유대감은 약할
수밖에 없다. 본당 사제만을 바라보는 신자들 사이에서 본당 사제와 친분이 없는 신
자들과 새 신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더하여 성직중심의
본당 운영으로 인한 본당 사제의 업무과중은 영성 깊은 강론이나 강연을 준비할 여유
를 갖지 못하는 문제도 따른다. 한국 교회에서 본당 사제의 주일과 평일미사 강론이
평신도들을 위한 일상적 교육임을 감안하면 그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깊은 영성이 묻어나는 평신도 교육이 없는 본당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한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찾아 드는 동네 샘”33)이 되지 못한다. 영성의 갈증을 느
끼는 신자, 더욱이 친교에서 소외된 새 영세자들과 젊은이들은 그런 본당을 떠나고
만다.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3년 안에 냉담하는 비율이 무려 55.5%에
달한다.34)는 사실은 깊이 통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신자들이 성직자중심주의에 길들여져 있고 스스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사도직 수행에 대한 전문가적 위치에서 이들을 선도할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그들이 없기에 일반 신
자들은 오로지 사제에만 의존하고 그러다가 실망하면 교회를 떠난다. 냉담자가 속출
하게 하는 신앙상태의 위기는 당연히 교회의 위기로 이어진다.35)
이런 교회의 위기에 대처하려면, 교회 안에서는 사목자들에게는 전문적 협조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일반 신자들의 보편 사도직을 선도할 지도자나 교육자
즉,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의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2010년 8~9
월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에서도 여러 발표자들에 의해 강조되었
다.36)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순환 구조를
바꾸는 일은 곧 교회 위기 극복의 선제적 대책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37)

32)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제 개요」 설문에 대한 한국 교회 답변서,” 서론 4
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011년 44호.
33) ｢평신도 그리스도인｣, 27항.
34) ｢가톨릭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신자의식 조사보고서｣ 2007.
35) 졸고, “왜 새로운 복음화인가?”미래사목연구소 제7차 세미나 ‘사도신경과 새복음화’ 2012.7.5. 15쪽.
36) 예컨대, Bernardo Cervellera, P.I.M.E., “Courageous Witnesses of the Faith,” Conference 1 on Sep. 3,
2010; Dinh Duc Dao, “Christian Formation and Lay Missionary Efforts in Asia,” Conference 2 on Sep.
2, 2010; Jess Estanislao, “The Christian Witness of the Laity in Different Sectors of Society(work,
education, media, politics...),” Panel Discussion 1 on Sep. 2, 2010 등.
37) 사회사도직연구소가 2013년 ‘신앙의 해’ 결산을 위한 신자 신앙생활 실태조사 결과, 신앙 위기를 체
감하는 신자는 응답자의 68%에 달하여 한국 교회의 위기 극복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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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의 절박성
오늘날 지구상에 만연하고 있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
들고 급기야 신앙의 위기를 넘어 교회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교회에 도전적이
다. 이러한 도전은 한국 교회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장관 필로니(Fernando Filoni) 추기경은 “한국처럼 사회 경제
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오늘날 교회에 더욱 더 절박한 도
전”38)이라고 지적하였다.
서방세계에서는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소가 급속히 감소하고 사제들은 더 이상 존경
받지 못하고 있다. 바티칸 라테라노대학 사목신학연구소 세르조 란자(Sergio Lanza) 교
수에 의하면, 사제들은 이제 영상물 안에서 단골 조롱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
이다.39)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수도자들도 수도복을 입고 다니기가 두려울 만큼 신변
의 위협을 느낀다고도 한다. 세상 안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여전히 높고 지원자 감소가 서방
교회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 말 현재 540만 명에 가까운 신
자 수40)를 고려하고 성직자중심 구조인 교회 특성을 감안하면 한국 교회 역시 성직
자･수도자 부족은 심각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수적인 부족만이 아니다. 전문성까
지 고려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어느 곳에 못지않게 매우 복잡다기하고 세분화된 사회이다. 한
국 교회는 이미 그 규모와 활동 영역에서 사회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의 관심 안에 투영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회는 대형화되고 신자들의 익명성이 더해지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져 교회가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현대 교회의 대형화와 익명성의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서유럽이나 중남미지역 교회들처럼 공동화될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길은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각계각층
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일이다. 이 또한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의 양성과 직결된다. 이 일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교회가 내부 대립과 갈등
구조로 사회에 비쳐지는 양상은 계속될 것이고 머지않아 그것이 한국 교회에 대한 사
회적 고정관념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 한 예를 사회교리의 핵심인 ‘정의’와 ‘평
38)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과 한국평협과의 만남 강연, 2013. 10. 5. 서울
꾸르실료 회관.
39) Sergio Lanza, “Il rinnovamento della parrocchia: attualità e prospettive,” in
Pontificium Consilium Pro Laicis, Laici Oggi: La Parrocchia Ritrovata-Percorsi Di
Rinnovament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7), xc.
4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2｣(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에 의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 신자 수는 5,361,3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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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어에서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와 평화의 주님’이라고 부
르는 한국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서조차 “좌파” 전용어나 “분열”의 상징어처럼 여겨져
기피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본래의 뜻을 되찾는데 얼마의 세
월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것은 오로지 사회교리에 탁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성된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평
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이상 수준의 공교육기관은 하나도 없다.
이는 한국 교회가 절박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도적인 평신도 공교육 기관의 부재는 한국 교회의 국제화를 막는 요인이기도 하
다. 세계에서 가톨릭 교육이 인정되는 나라 가운데 한국만큼 평신도 신학자나 교회학
자 등 전문가들이 설 곳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는 국제적 학술교류 차원에서 한국
교회 평신도들을 고립시키고 보편 교회와 세계에서 한국 교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
리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사목 헌장｣ 62항의 권고가 오늘날 큰 결실을 맺고 있음
을 실감하게 한다. ｢사목 헌장｣ 62항의 정신에 따라 세계 각국 교회에서 평신도 신학
자들이 대거 양성되어 정규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거나 평신도 지도자로 활
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41) 이들은 자국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 교회
에 파견되거나 보편 교회의 '전문가'로 활약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런 평신도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원
인은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평신도 신학자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가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인된 별도의
고등교육기관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에 여전히 신학은 성직자들만의
고유 학문영역이라는 인식이 매우 깊게 깔려 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성직자중심주의
의 또 다른 일면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소수의 뜻있는 젊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유럽 등지로 나
가 신학 관련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돌아오고, 전문 분야에서 깊은 신학적 성
찰과 연구를 하는 평신도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거나 후학을 양성할 기회와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재
정이 넉넉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유관 연구소를 전전하거나 대학 강사로 생계를 유지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처럼 한국의 평신도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
고 지속적으로 후진을 양성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또한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과제
로서 그 해법은 다양한 평신도 교육 기회의 확대에 있다.

41) 필자가 지난 1년 동안에 만난 외국의 평신도 신학 또는 교회학자들만도 15명이나 된다. 그들이 속한
대학과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로마 Pontificia Università Lateranense과 Pontificia Università
Urbaniana, 리투아니아의 Vytautas Magnus University의 Facullty of Catholic Theology, 미국
Sacred Heart Major Seminary of Detroit와 University of St. Thomas, 홍콩 Holy Spirit
Seminary College of Theology and Philosophy, 영국 버밍햄의 Maryvale Institute, 콩고 Maria
Malkia University Institute of Lubumbash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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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른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거기에 합당한 교육이다.4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
택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은
본문 첫머리에 교육에 관한 교회의 여러 문헌들이 이미 교육의 중차대함을 강조했음
을 상기시키면서 “인생에서 교육의 지대한 중요성과 이 시대의 사회적 진보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교육의 영향력”을 주시했음 밝히고 있다.43)
이 선언문은 “우리 시대 환경은 청년 교육(to educate young people)과 지속적인
성년교육(to continue the education of adults)을 보다 수월하게 함과 동시에 보다
절실하게 하고 있다.”44)고 지적한다. 이 지적은 바로 오늘날 지속적인 성년교육이 청
년 교육에 못지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평신도 교령｣이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교육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45) “특히 성년에 이른 신자들에게는 그 준비가
더욱 긴요하다.”46)는 내용과 상통한다.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교육도 교육의 중대성
이라는 맥락에서 성년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보편 교회가 평신도들의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평신도 사
도직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티칸 교육성성은 ｢학교 안의 가톨
릭 평신도｣에서 그 기본적인 이유가 신학적인데 있다47)고 하였다. 특히 평신도 소명
의 풍요로움과 고유성을 심오하게 표명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과 ｢평
신도 교령｣이 말해주듯이, 하느님 백성 안에서 평신도의 진정한 이미지가 갈수록 더
욱 선명해지고,48) 최근에는 사회, 경제, 정치의 발전으로 신학적 전개의 필요성이 커
졌기 때문에 교육은 더욱 절실하다.49) ｢평신도 교령｣은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과학
기술의 진보, 더욱 긴밀해지는 인간관계로 인해 평신도 사도직의 영역은 엄청나게 광
범해지게 되었고 특히 대부분이 평신도들에게만 개방된 분야도 있다. 이들 요소는 평
신도 전문가들의 주의와 연구가 요구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50)는 점을 상
기시킨다.
이는 오늘날 평신도 사도직에 포함되어야 할 고유의 전문 분야가 갈수록 선명해지
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
42) 이 점은 ｢평신도 그리스도인｣, 59항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43) Declaration on Christian Education: Gravissimum Educationis, proclaimed by His Holiness
Pope Paul Ⅵ on October 28, 1965, 1항. 이하 ｢그리스도인 교육선언｣으로 표기한다.
44) ｢그리스도인 교육선언｣ 1항.
45) ｢평신도 교령｣ 30항.
46) 위의 주와 같음.
47) Sacred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Rome, October 15, 1982, 2항. 이하 ｢학교 안의 평신도｣로 표기한다.
48) 위의 주와 같음.
49) 각주 5 문헌, 3항 참조.
50) ｢평신도 교령｣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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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과 연구는 신학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신학 역시 이제는 성직자들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담당해야 할 몫이며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이 인정하는 바다. 즉, “많은 평신도들이
적절한 신학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을 전문적으
로 연구하여 더욱 깊이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 그들에게 연구와 사색의 정당한 자
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분야에서 자기 의견을 겸허하고 용기 있게
밝힐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51)는 것이다.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이 평신도 사도직 고유의 영역은 물론 신학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
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신학이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분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공교육의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학이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분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평신도들이 신
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 교회가 지닌 신학적 영성의 보화를 효과적으로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전
달하기 위해서이다. 이 일은 성직자나 수도자보다 평신도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따라
서 평신도 사도직의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적 수준의 신학자는 꼭 필요한 것이다.

Ⅳ. 평신도 교육의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교육화 개념과 정체성
1. 공교육화의 개념
‘공교육화’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교과과정, 교육이수자의 자격이 법적, 제도적
으로 교회와 국가로부터 인정됨을 말한다. ‘공교육화’의 전형적 틀은 학교 교육이다.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의 공교육화는 단순히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교육을 공
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팎으로 공히 인정받는 보
다 심도 있고 영성 깊은 교육을 통해 피교육자들이 ‘가톨릭 평신도 전문가’ 또는 ‘신
적 교사’(Divini Illius Magistri)52)로의 자기 변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에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킴에 있다.
공교육화가 필요한 까닭은 가급적 많은 평신도들이 적절한 신학 교육을 충분히 받
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
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전문적 수준에서 연구하고 사색한 결과를 발표하여 학문적
Pastoral Constitution on the Church In the Modern World: Gaudium Et Spes,
promulgated by His Holiness, Pope Paul Ⅵ on December 7, 1965, 62항. 이하 ｢사목 헌장｣으
로 표기한다.
52) Divine Master(Divini Illius Magistri), Encyclical of Pope Pius XI on Christian Education
(Rome: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29. 12. 31), 이하 ｢신적 교사｣로 표기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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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받은 교육과 연구와 사색의 결과들이 교회와 사회
로부터 공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평
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며 제도적인 ‘공교육화’이다.
2. 공교육화의 정체성
인류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마태 23,10)의 교회는 인류 세대들을 그리스도
의 삶으로 교육하는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곳곳에서 찬란한
결실을 맺음으로써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학문적 해박성을 보여 왔
다.53) 이러한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학문적 해박성은 오늘날 사상적, 이념적으로 혼
란이 가속화되고, 물질만능과 소비주의에 빠져 정신적 도덕성과 생명윤리가 실종된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한다. 특히 이 교육은 가톨릭 교육이
념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공교육기관인 학교라는 국민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정체성은 더욱 중
요하다.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정체성을 신학적 배경과 교회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밝혀 보기로 한다.
1) 신학적 배경의 정체성
“그리스도교 교육의 적절하고 즉각적인 목적은 참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하느님 은총에 협력하는 것이다.”54) 이 말은 그리스도교 교육이 지향하는 바
는 피교육자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로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참되고 완전한 그리
스도인이 되는 데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
는 뜻이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은 그리스도교 교육의 목적이 일방적 신자 만
들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효과적인 인성 개발에 종교적 요소가 반
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교

교육은

때로

소위

개종권유

(proselytism), 일방적 관점 주입시키기(imparting a one-sided outlook)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교육자들이 그리스도교 교육의 본질과 방법을 오해
할 때만 발생한다. 완전한 교육은 반드시 종교적 차원을 포함한다. 종교는 일반 교육
에 통합되는 정도에 따라 인성의 다른 면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55)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목적은 그리스도교의 종
교적 차원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신앙적 영성의 은총을 통해 피교육자 인성
53) ｢신적 교사｣, 25항.
54) ｢신적 교사｣, 94항.
55) Sacred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The Catholic School, 1977.3.19. 5항. 이하 ｢가
톨릭 학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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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나아가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56)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교육의
실현이다. ｢평신도 교령｣에서 거의 전적으로 평신도에게 속하는 임무로 규정된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 또한 피상적으로 들으면 잘못 이해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이 말
은 세상을 온통 그리스도교 일색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리
스도교가 어지러운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영성의
은총을 통한 피교육자 인성의 개발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교육화의 원형은 예수 부
활과 성령 강림이며, 그 변화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실현되어 왔다.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교회를 완성시켰으며, 예수님의 제자
들을 진정한 사도로 변화시켰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제자들 대부분은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 된 후 3년간이나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전혀 새사람으로 변하지 않
았다. 스승을 배신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나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러던 그들
이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특히 성령강림의 영적 은사를 체험한 후에 완전히
옛 모습을 벗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사도로 변하였던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강림으로 진정한
사도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교육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거쳐 전문적인 자리에서 사도
직을 수행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교
육의 공교육화는 예수 부활 신앙과 성령 강림의 은사를 바탕으로 한다.
예수 부활 신앙과 성령 강림의 은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공교육화의 또 하나
특성인 열린 교육이다. 즉,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자발적 의지와 사회적으
로 인정되는 수학(受學) 능력과 자격만 있으면 가톨릭 신자이건 아니건 성별이나 국
적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예수 부활 이전의 공동체는 예수
님과 열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다 민족의 남성 위주였다면, 예수 부활과 성령 강
림 이후에는 여성들이 공동체에 대거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로 민족과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보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때문이다.57)
이 정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문헌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민족, 국가 간의 차별이나 남녀 차별이 부인되고,58) 무신론은 배격되지만 신
앙인과 비신앙인의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며,59) 사회적, 문화적, 성별, 인종, 피부색,
지위, 언어, 종교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배격된다.60) 이런 관점에서 열린 교육을 지향하
는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방향도 뚜렷해진다. 인천가톨릭대학교
56) ｢평신도 교령｣ 7항 제목,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895쪽.
57) 최기복, “한국 신학의 방향 모색”, 우리사상연구소 편,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서광
사, 1997), 69쪽.
58) ｢교회 헌장｣ 32항.
59) ｢사목 헌장｣ 21항.
60) ｢사목 헌장｣ 29항과 60항,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Declaration on
the Relation of the Church to Non-Christian Religions: Nostra Aetate, Proclaimed By His
Holiness Pope Paul Vi, On October 28, 1965), 5항.

- 14 -

초대 총장이었고 불교학자이기도 한 최기복 신부가 말한 “앞으로의 영(靈)의 신학”처
럼,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도 종교간, 민족간, 신분간, 성별간의 장
벽과 갈등을 해소하여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게 하며, 현재의 선민 위주에서
만민 중심으로, 성직자 위주에서 하느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점
은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이 사제양성이 목적인 대신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2) 교회사적 배경의 정체성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교회사적 배경의 정체성은 초기
교회의 역사 안에 그대로 살아 있는 가톨릭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함이다. 사도
시대 직후 교회를 이교도들에게 전파한 것은 평신도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
자들 또한 평신도들이었다. 그리스도 탄생 후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
평신도 신앙 선조들은 로마제국의 포악무도한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삶을 가르쳤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신성화(神聖化)와 황제숭배에 맞서면서 로마시민들
을 극도에 달한 퇴폐와 사치향락,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거기에서 저술
과 교육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교를 지킨 호교 교부들의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호교 교부들은 당시에 그리스도교 박해의 구실로 삼은 악의적인 억지 주장에 저술
과 교육으로 맞섬으로써 “그리스도교를 헬레니즘화했고 헬레니즘을 그리스도교화했
다.”61) 그들 중에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호교론자이며 “진리의 설파자, 신앙의 설교
가”62)였던 성 유스티노(St. Justinus)는 평신도였지만 스승이며 복음의 사도였다. 로
마에 그리스도교 철학학교를 세웠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항의하는 ‘첫 번째
호교론’(Prima Apologia)과 ‘두 번째 호교론’(Secunda Apologia)을 저술하여 이방인
들과 유다인들에 맞서 그리스도 신앙을 옹호하였다.
이런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즉, “지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으로서 로마제국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63)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로마제국을 복음으로 변화된 사회가 되게 하고, 그에 따라 대부분 로마 도시
들은 그리스도교화하였다.64) 오늘날 평신도 사도직의 전범(典範)이 아닐 수 없다.
5세기 초반에 이르러 로마제국이 동서로 양분되고 게르만족을 비롯한 수많은 이민
족들의 침략으로 서로마제국의 문화는 파괴되고 그리스도교는 해체 위기에 처했다.
그 참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믿을 정도였다.65) 그때 이교도
였던 프랑크족의 클로비스(Clovis) 왕은 이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랬듯이, 아내
클로틸드(Clotilde)가 믿는 그리스도께 기도한 덕분으로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
61)
62)
63)
64)
65)

장 콩비 지음, 앞의 책, 116쪽.
'성 유스티노 순교자', 김정진 편역, ｢가톨릭 성인전(하)｣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4), 298-300쪽.
장 콩비 지음, 앞의 책, 119-122쪽 참조.
같은 책, 261쪽.
같은 책, 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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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고 그리스도교(로마 가톨릭)로 개종하여 교회는 다시금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
었다.66) 실질적으로 교회를 구하고 다시 평화를 찾게 한 클로틸드 왕후 역시 교부들
의 가르침을 받고 가정과 국가의 성화에 헌신한 평신도 사도직의 역사적 선구자였다.
이후 이슬람교의 태동으로 동방과 북아프리카 그리스도교가 붕괴되고 비잔티움제국
의 형성으로 종교와 종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톨릭이 서유럽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정통 그리스도교로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것은 활발한 가톨릭 교육과 학문의
중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8~9세기 프랑크족 카롤링거 왕조(Carolingian
dynasty)의 르네상스로 교회 학교와 궁정 학술원을 통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성직자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와 같이, 가톨릭 교육과 학문의 중흥에는 교회 초기부터 이어져 온 교부들이 절
대적인 역할이 있었다. 교부들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었
는가를 입증해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교 전통성에 따른 올바른 사고와 성덕을 가
르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산 사람들이었다.67) 그러기에 교부들이야 말
로 ‘신앙의 선조들’이며 ‘공교육의 선조들’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68)
한국 교회 역시 ‘신앙의 선조들’이며 ‘공교육의 선조들’의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
다. 한국 가톨릭의 교회사적 특성은 그 발원이 평신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인 진리 탐구에서 비롯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
는 독특한 현상이었다.69) 이와 같은 특성은 한국 교회가 자부하는 최고의 긍지이기도
하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은 “목자 없이 한국 평신도들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온 생활을 희생하고 마침내는 목숨을 바쳐가며 신도의 일반 사제
직을 훌륭히 이행하였고, 실천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온 겨레에게 전하여 예언직을 수행하였다.”70)고 쓰고 있다.
이렇게 초기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한 평신도 그리스
도인의 삶을 공의회 약 2세기 이전부터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초기 한국 교회를 이끌고 이 땅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한국 교회 고유
의 평신도 지도자요 교육자들인 ‘회장’들이다. 그들은 한국 교회 탄생 초기의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명도회’(明道會)71) 같은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는 조직을 통해 양성
된 한국 교회 평신도 사도직의 선구자들이었다. 한국 순교자 103위 성인들과 하느님
의 종 순교자 124위 가운데 상당수가 ‘회장’과 ‘평신도 지도자’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
한다.
66)
67)
68)
69)
70)
71)

같은 책, 392쪽.
같은 책, 349쪽.
같은 책, 343-344쪽.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249쪽.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평신도｣, 1항.
‘명도회’는 주문모(周文謨) 신부에 의해 신심단체로 조직되었지만, 신자들이 서로 교리를 익히고 이
웃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교육센터였다.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丁若種)으로 신도들을 가르치
기 위해 《주교요지》란 순 한글 교리서를 손수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성태 외, ｢한국천
주교회사 1｣, 317-3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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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의 공교육화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교부들의 정신을 구현함이다. 역사 속에 담긴 교부들의 정신을 현대의 교육을 통해
구현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복원이 아니다. 그것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말한 “현
대적인 것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교로부터 전래하고 그리스도교로 인해 처음으로 인류
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위대한 도덕 가치”72)를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Ⅴ. 평신도 교육의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교육화 여건과 실현 방안
1. 한국에서의 공교육화 여건
1) 교회 안의 여건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은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들이 사도
직 수행에 필요한 실천신학적이고 교회적인 시각과 입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
합리적 방안은 그들이 대학원 수준의 실천신학적 교회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에
따른 학위나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의 마련이다. 한마디로 공교육적 차원의 평신도 실
천신학 교육의 실현이다. 이런 제도적인 교육이 실현되어야만 평신도 실천신학의 지
식과 경험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수되고, 그에 따라 교회와 사회복음화에 필
요한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과 배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교회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 첫 번째 긍정적
여건은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평신도들의 신앙적 열정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문성도 높다. 예컨대, 한국은
통신기술 강국으로서 가톨릭 평신도 중에도 이 분야의 기술 인력이 적지 않다. 이들
의 기술을 교육을 통해 선교 사도직에 접목시키는 것이 이 분야에 전문화된 평신도
사도직이다. 기존 기술의 전문성에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시각과 입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소양이 더해져야 이 분야에서 진정한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는 말이다.
두 번째 긍정적 여건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여러 교구 시노드 문헌에서 평신도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
급하다는 내용은 빠지지 않는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최종 문헌을 예로 들면, 세상 복
음화의 일꾼이자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며, 평
신도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직무를 맡는
지도급 평신도들의 교육과 양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73) 이 문헌은 이러한
72) 페터 제발트 대담 및 정리, 정종휴 옮김, ｢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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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개발과 전인적 평신도 교육과 지속적 양성을 전담하는 ‘평신도 센터’의 설
립도 건의하였다.74)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은 “광범위
한 전문분야나 학문 영역에 걸쳐 더욱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합대학 설치를
건의한바 있다.75) 이는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논점에 매우 근접
하는 건의들이다.
세 번째 긍정적 여건은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에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종전에 주로 빈곤 가정의 중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
하는 사회복지 차원이었던 한국 교회의 장학 사업이 근래에 들어와 석사나 박사 과정
의 평신도 전문 인재의 양성과 연구 활동 지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최근 주교회의 평
신도기금운영위원회의 ‘명도회 장학금’ 상설 운영76)이 그 좋은 예이다.
네 번째 긍정적 여건은 한국 교회 안에 신학을 성직자들의 고유 학문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
대신 평신도들도 교회와 신앙생활을 더욱 공고히 확립해주는 근본이 되는 신학 교육
과 연구를 통한 신학적 해석을 수용할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한국 교회에도 평신도 신학자들이 증가하고 양적 질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서신학에서는 해외에서 신･구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
한 연구자들의 연구와 각종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육성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서
사도직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역사신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꾸준하게 신진 연구자
들이 배출되어 교회사학자들과 중견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에 더하여 새로운 연구 실
적을 내고 있다. 교의신학 분야에서도 해외에서 공부한 박사급 연구자들이 교회의 여
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대학에 출강한다. 그 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학 중에 있는 평신도들이 늘었다. 이들은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의 공교육화에 기여할 잠재적 교육공급자들이다.
다섯 번째 긍정적 여건은 한국 교회 안팎에서 평신도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
이다. 교구와 본당, 단체들의 대형화로 행정업무에 행정관리전문가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통신기술의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보
다 효과적으로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선포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필요로
한다. 바로 과학기술 전문 사도직 인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이다. 이렇듯 한국 교회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의 수요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미
평신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2장 ‘평신도’ 조항은 이를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신자들 사이에서
영적 삶을 추구하여 신학에 대한 학습 욕구가 커지고, 비신자들도 가톨릭 영성에 대
73)
74)
75)
76)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노드 최종 건의안｣ 4-5쪽.
위 건의안 5쪽.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144쪽.
주교회의 2013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가톨릭신문」, 「평화신문」, 2013.10.27)에 따라 2014년 2월
24일에 그 첫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가톨릭신문」, 「평화신문」, 2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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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 차원에서의 영성 생활 상담가, 영성심리
학자, 종교사회학자들의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2) 사회적 여건
한국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화의 사회적 여건은 한국에서 종
교교육77)이 공교육인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종교교육이 모든 학교에 적절한 것은 학교의 목적이 기본적 차원 모두에서
인간의 형성이며, 종교적 차원은 인간의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이
다”78)라고 하여 종교교육이 공교육의 목적에 합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종교교육은 공교육기관인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각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체계에 편입되
어 있다는 점 때문에 종교교육이 ‘종교･신앙의 자유’ 문제와 연계되어 종종 논란과 분
쟁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경우는 주로 개신교계 학교이고, 가톨릭계
학교는 없기는 하지만 종교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결코 관심 밖의 일은 아니다. 문
제가 된 개신교계 학교일지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모두 법
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79) 그리고 2010년 대법원 판례80)는 공동체의 상식을 넘는
종교교육의 위법성을 판시했을 뿐 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 자체를 거론하지
는 않았다.
한국에서 사립 교육기관에 의한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2007년 12월 21
일에 개정되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만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
다.81) 이 법에 명시된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82)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
도 없다. 따라서 사립 교육기관에 의한 종교교육의 공교육화는 가능하다.
한국에서 종교교육의 공교육화가 사립 교육기관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
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이 종교 다원화 사회인 때문이다. 한국은 세
계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교(예언 종교), 유교(지혜 종교), 불교(신비 종교)가 활력 있
게 공존하고 깊이 신봉되고 있는 나라이다.83) 한국의 이러한 종교간 평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흔히 종교교육을 든다. 종교교육의 이 같은 사회 통합적
77) 여기서 말하는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의 중심 교육으로서 종교의 보편성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종교학 교육과 다르다.
78) ｢학교 안의 평신도｣ 56항.
79) 예컨대, 학생들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플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학 학칙의 정당성 인정(1998년 대법원 판례 96 다 37268호) 등이 있다.
80) 학교 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파기환송(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81)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2항 참조.
82)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제2항
83) 한스큉 저,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1), 150, 255-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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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을 이유로 보편적 종교교육을 아예 공교육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펴야한다. 그것은 종교교육
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보편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84)
한국의 사립학교를 통한 공교육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한국의 사회화 과
정에서 건강한 문화를 유지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종교교육을 받고 성장한 많은 종교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조국의 독립과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도 덕망이 높거나 사랑의 실천과 순교적 삶을
산 종교인들이 국민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김수환 추기경과 이태
석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보편적 가치를 한국 사회에 널리 가르친 스승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종교적 특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행이나 국민적
인식 등은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화의 사회적 여건으로
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2, 공교육화 실현 방안
한국 교회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그 실현의 첫 단계는 평신도 사도
직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화이며, 거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 대학원 수준의 공교육기관의 설립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교육선언｣이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교육 수단 가운데서 학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85)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가능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30조에 규정된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다. 개신교계는 이 조항
에 근거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같은 적지 않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다.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역시 이 법에 따라 설
립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화 실현 방안으로서 전문 대
학원대학교(가칭: 평사도교육대학원대학교)의 설립 추진을 제안하면서 설립 추진에 따
른 선결과제 해결방안, 대학원대학교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드러내는 특성화 방안과
향후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전문 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의 선결과제
(1) 설립 주체의 결정
첫 번째 과제는 설립 주체의 결정이다.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설립의 주체는
교구장이다. ‘교회법’은 “가톨릭 학교 또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84)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Circular Letter to the Presidents of Bishops'
Conferences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5 May 2009 참조.
85) ｢그리스도인 교육선언｣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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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없으면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힘쓸 소임이 있다.”86)고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의 설립에 교구장의 배려가 필요한 교육기관에는
“어른교육”(즉, 성년교육) 기관이 포함된다.87)는 규정도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
는 주체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가톨릭계의 대학교는 교회 대학교가 오로지 사도
좌에 의한 설립 또는 설립 승인으로 세워지는 것과 달리 누구든지 교회 관할권자(사
도좌, 교구장, 준교구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할 수 있고,88)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
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
도직 활동을 증진시키기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89)
이 글이 목적하는 바에 따른 바람직한 설립 주체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평신
도 사도직 단체 스스로 전문 대학원대학교를 세워 전문 사도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분명히 독자적 기획으로 사도직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
은 ‘교회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에 틀림이 없으며, 또한 이는 보조성의 원리를 충족시
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이 권리이기는 하지만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따
르는 제한적 권리이다. 이 점이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대학원대학교 설립 주체가 되
는데 맨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이와 같이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원대학교의 명
칭에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가톨릭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질적
인 가톨릭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되려면 문서로 된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 재단 기금 마련
전문 대학원대학교 설립과 운영에는 학교법인인 재단이 막대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
다. 기금의 출연 또는 모금의 방법이 있겠으나, 필자는 일차적인 기금의 마련 방법으
로 협동조합 자금조달 형태를 제안하고 싶다. 이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가톨릭 평신
도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인 학교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협동조합 명문
대학인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Mondragon Unibertsitatea)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2) 전문 대학원대학교의 특성화 방안
모든 교육기관의 특성은 교육과정과 교육 담당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교
육과정이 각 교육기관의 고유한 구조로 짜이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
86)
87)
88)
89)

‘교회법’ 제802조 1항
정진석 추기경 지음, 한영만 신부 개정, ｢교회법전 주해｣ 741쪽 및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9항.
위 ｢교회법전 주해｣, 743쪽 및 750쪽.
‘교회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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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공
동체 구성원으로서 피교육자의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담당자들
의 양과 질,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교육기관의 특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톨릭
학교의 특수한 목표 달성은 교과목이나 방법론보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90)
(1) 교육 내용의 특성화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대학교의 교육 내용은 이
글의 앞에서 논의된 정체성에 입각한 특성화로 성직자 양성 교육과 기존의 전문 대학
원 교육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게 된다. 즉,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차원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신앙적 영성의 은총을 통해 피교육자 인성의 변화와 나아가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교육의 실현하는 교육 내용이다.
교육 내용의 편성은 웨버(Erich Weber)가 제시한 지적 차원, 정서적 감성적 차원, 도
덕적 의지적 차원, 행위적 차원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91)
피교육자 인성의 변화를 위하여 피교육 기간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
른 영성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한다.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를
목표로 하는 전문 교육 분야는 그리스도교 윤리와 가톨릭교회 교회론 및 사회교리에
입각한 평신도 사도직의 실천신학을 바탕으로 한다. 예컨대, 교회협력사도직(교회론,
교회법, 교회행정), 영성사도직(교회사와 교부영성연구, 실천영성), 성서사도직(성경,
교리, 교회문헌), 교육사도직(가톨릭교육방법), 사회사도직(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
화･예술사도직(창작, 공연), 가정사도직(심리, 상담), 생명･생태사도직, 협동사도직(협
동조합, 도농협력), 통일사도직, 해외사도직(빈곤지역연구, 해외선교) 등이다.
(2) 교육 방법의 특성화
교육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방법을 따른다. 그것은 철저하게
의사소통적이고 대화적인 방법으로서 가톨릭 교육의 핵심적 교육 방법이다.92) 이 교
육 방법의 특성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주어진 교육과정에 대해 ‘순수한 자율적 결정
과 선택’을 하고 참여하는 ‘완전한 주체로서 인격적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순수한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
성 교육의 공교육화 정체성의 신학적 배경인 예수 부활 신앙과 성령 강림의 은사를
바탕으로 한 열린 교육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주체로서 인격적 만남’은 인간
의 초월자(하느님, 예수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인격적 관계라는 가톨릭
교육 방법의 특성에 근거한다.
‘순수한 자율적 결정과 선택’은 교육과정에 대한 피교육자의 자기책임의식을 높이
90) ｢가톨릭 학교｣ 43항.
91) Erich Weber, Pädagogik: Eine Einführung (Auer, 1995), Vol. 2, p. 25 참조.
92) 홍종남, “그리스도교적 인간관과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우리사상연구소 편,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서광사, 1997), 6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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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교육과정에서의 ‘완전한 주체로서 인격적 만남’은 상호 존중
과 형제애적 교육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적이고 대화적인 교육 방법은 강의식이나 주입식 방법과 달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피교육자들이 자기가 주체로서 참여하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교육
과 같은 가톨릭 교육은 지식이나 정보 습득의 차원을 넘어 피교육자의 인생관, 가치
관, 역사관, 세계관 등 높은 인격적 개발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확신은 삶 자체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기 변화와 배움의 결과를 실천할 의지를
갖도록 만든다.
(3) 교육 공동체의 특성화
설립될 전문 대학원대학교는 가톨릭 교육 공동체로서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복
음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대학원대학교는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 구성원은 누구나 여기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가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인재 육성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공교육기관으로서
제 몫을 다하려면 교육과 운영에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공인된 평신도 학자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운
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교계의 지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교
회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즉, “교회 당국이 가르치는 일과 교육 전문가의 능력을 존중
하는 것”93)이며, 또한 “가르치는 일과 종교교육을 명확한 전문적 활동에 매우 긴밀히
연결해주는 가톨릭 학교 사도직에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
명한 (보조성의) 원리”로서, “여기서 그것은 무엇보다 평신도가 수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다.”94) 그것은 교계의 대폭적인 위임의 형식으로 가능하다.95)
교육 공동체의 특성화로서 가톨릭계 학교들과 달리 설립될 전문 대학원대학교의 평
신도 중심 운영체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평신도 사
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공교육기관의 설립이 한국 교회가 절박한 과제로 안고 있는 평
신도 사도직의 활성화와 성직주의 극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설립될 전문 대학원대학
교의 평신도 중심 운영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특성화이다.
3) 전문 대학원대학교 설립의 기대효과
가칭 ‘평사도교육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되는 경우에 앞에서 논의되었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이다. 그와
93) ｢가톨릭 학교｣ 70항
94) ｢가톨릭 학교｣ 71항
95) ｢평신도 교령｣ 2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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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기대효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가톨릭 교육사업의 정체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 200
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은 “최근에는 가톨릭 교육사업의 성격이 사실상 일반적 제
도 교육의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육사업 영역에서건, 또는
교회의 인간교육 활동의 영역에서건, 교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톨릭 교육의 성과와 성격이 시현되지 않고 있
다는 것을 뜻한다.”96)고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 강조되었듯이 가톨릭 공교육기관의
하나로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원대학교의 정체성은 매우 명료하다. 이 학교 설립 그
자체 효과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학위 소유자들의 일반 교육현장 투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교육부분에 가톨릭 정신의 확산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경우에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종파를 초월한 개방적 입학정책으로 세상 안에서 복음화의 저변 확대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인재의 육성이면
서도 사회적으로 비가톨릭신자들의 관심을 끌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영성수련과
일반교육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전문적 교육 내용, 최근에 한국 청년들의 NGO 전문
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이 학교가 완전한 교육체제를 갖추게 되면 적지 않은 비신
자들의 지원이 예상된다. 더욱이 피교육자들에 대한 개종권유나 일방적 관점 주입시
키기가 아닌 ‘완전한 주체로서 인격적 만남’의 교육방법도 기존 교육과의 차별화로 비
신자들의 지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매년 학위논문의 축적은 현재 극히 부족한 한국 교회
평신도 신학과 영성에 관한 연구에 큰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평신도 사
도직에 관한 연구와 거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위논문 등은 이 분야에 지적 보고를 마
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에 평신도 사도직 전문 인재 양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한국 교회의
아시아 지역교회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신도들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아시아 교회들과 연대성 강화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평신도대회 이후 한국 교회의 아시아 지역교회에 대해 높아진 소명의식의 실
천이다. 한국 교회는 이미 2007년 베트남 교회 수안록(Xuanloc)교구로부터 평신도
신학 위탁 교육을 요청받았으나 체계적인 평신도 신학 교육기관이 없어 그들의 요청
을 수용할 수 없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의 유망한 평신도 청년들에게 전문 사
도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 교회들과 인적‧지적 교류의 기틀이 마련하여 아시아와 세
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96)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12, 교육,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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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끝내는 말
한국 교회의 뜻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평신도 사도직 전문가나 지도자
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평신도 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다고 생
각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조직문화 의식은 내 사람이 아닌 인재의 육성이나
'전문가' 등용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문
화 의식에서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국 교회에 깊게 뿌리내린 교계와 성직자
중심주의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교계든 평신도든 교회 일은 전문적 소양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가급적 평신도 전문
가가 아닌 성직자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 한국적 조직문화의 지배구
조에 매몰된 이런 생각은 평신도 사도직 약화와 성직자중심주의 강화로 이어지는 바
람직하지 않은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 순환 구조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야
한다. 그래야 평신도 성화소명의 기본이 되는 평신도 사도직을 활성화시키고 성직자
위주의 교회를 평신도 위주로 바꿀 수 있다. 이것만이 한국 교회가 당면한 신앙의 위
기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 교회에 평신도 사도직의 전문 인재들이 제대
로 양성되어야 한다. 초기 보편교회의 평신도 교부들의 전통과 한국 교회 신앙 선조
들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 신앙생활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신
도 신학과 영성 교육이 그 요체이다. 이러한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교육체계의 고등전문교육기관 즉, 전문대학원대학교(가칭: 평사도교육대학원대학교)
의 설립은 그래서 절실하다. 이것은 모든 교육 수단 가운데서 학교에 관한 특별한 중
요성을 강조한 ｢그리스도인 교육선언｣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다.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평신도 신학과 영성 교육의 목표는 지적 함양에만 있지 않
다. 하느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터득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 생활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는 일꾼들을 양성함에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사
도가 되게 하신 교육처럼 대화적이고 참여적인 하느님의 일꾼들을 양성함이다. 예수
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공동체적 체험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헌신적 봉사자가 되었듯이, 오늘날 세계 교회는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체험적이고 자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평신도 사도직 교육을 절실
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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