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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2013년 비니시오 리바는 로마로 가서, 많은 청중들 사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손을 뻗어 그의 반지에 입을 맞췄고, 그러자 

거룩한 교황께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비니시오가 신경 섬유종증으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으므로,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여기 두개의 사진이 

있습니다(https://www.ncronline.org/sites/default/files/styles/article_slideshow/public/stories/images/DisfiguredMan.jpg?i

tok=cerWemjF; 

https://media.newyorker.com/photos/590951ec2179605b11ad3278/master/pass/pope-francis-kisses-face-580.jpeg). 

보통,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교황님이 나를 껴안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염되지 않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했을 

뿐이고, 내 얼굴을 모두 어루만져 주었고,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오직 사랑만을 

느꼈습니다”(https://religion.blogs.cnn.com/2013/11/18/disfigured-man-embraced-by-pope-i-felt-only-love/). 

인간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에 거리를 둡니다. 반면에 그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다시 

보고,  앉아서, 우리가 교황님이 하셨던 것처럼 비니시오를 사랑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일을 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우리에게 반감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접촉하게 될 

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예를 되세기며 손을 내밀려는 우리의 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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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합시다.  그분의 예는 오늘날 가장 소외된, 낙태된 아기들의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저희 교구에 지금 막 합류하신 모든 

분들에게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희는 

3주전(http://thejustmeasure.ca/2021/01/24/gods-call-is-clear/)과, 지난 2년 

동안(http://thejustmeasure.ca/2020/02/09/stopping-42-million-murders/) 했던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하느님의 용서에 대해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낙태를 한 형제자매들에게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용서 해 주셨고,낙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짧은 구절을 다 읽고 나서, 세가지 의견을 제시합시다. “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마르1:40-42). 

● 1)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처음 읽은 바와 같이 ‘나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공동체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고립되었고, 영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그분께서 그가 

예배에 다시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깨끗하게라는 

것은 의례적인 용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격리의 

2 
 

http://thejustmeasure.ca/2021/01/24/gods-call-is-clear/
http://thejustmeasure.ca/2020/02/09/stopping-42-million-murders/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February 13-14,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 Ordinary Time, Year B, 6th Sunday 

규칙을 어깁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 2)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라는 구절은 ,- 우리에게 두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볼때 느끼는, 

저희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에 빠지십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을 볼때 감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Leroy Huizenga, Loosing the 

Lion, 104).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그분의 감정은 그분께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Daniel Mueggenborg, Come Follow Me, Year B, 158).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니시오를 어루만진 것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 3)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만지신 것에 대해 

경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치유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남자의 인간성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 몸짓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으려 

하였으나(마태19:13-15); 그분께서는 죄인들에게 

가시고(마르2:16), 이방 여인도 놀랄게 그녀와 대화를 

하시고(요한4:9), 이방인들에게 가십니다(마태21:41-46). 낙태 

반대운동 지도자, 프랭크 파본 신부는, 이 복음 구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간 생명의 편에 서 계셨다...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것은 생명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Daniel Mueggenborg, Come Follow Me, Year B, 158). 

이 복음을 바탕으로, 낙태된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가지 이유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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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그래프(http://thejustmeasure.ca/wp-content/uploads/2021/01/2021-Cause-of-death-1024x639.jpg)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태아는 인류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이고,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낙태는 세계 사망원인의 1위입니다; 이것은 

7주차 태아의 

모습입니다(https://i0.wp.com/www.abortionno.org/storage/2019/05/Prenatal-Images-with-Scale-7wks-sm.jpeg?w=121

0&ssl=1); 2)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볼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3)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가지 낙태 시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부분을 거너 뛰고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1) 낙태에서 

생존을 상세히 묘사한 지안나 제센의 2분 짜리 동영상과 같은 절차로 

사망한 아기의 사진으로 함께 시작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I0Wwgh7kdKM 

Start at 0:00 until 1:40). 제가 위키 백과에서 식염수 낙태에 대해 찾아봤을 

때(https://en.wikipedia.org/wiki/Instillation_abortion), 캐나다가 어떻게이런걸 허용하는지 

놀랐습니다. 

2) Planned Parenthood 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흡입 낙태( 진공 흡입이라고도 함)는 임상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낙태입니다. 자궁을 비우기 위해 부드럽게 흡입합니다. 보통 

이것은 마지막 생리가 끝난 후 약 14-16주까지 사용합니다. 그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https://www.plannedparenthood.org/learn/abortion/in-clinic-abortion-procedures). 

● 세계의 도표가 이 절차의 실체를 보여줍니다.여기 첫 

번째입니다(https://abort73.com/images/techniques/suction/01.jpg). 두 

번째(https://abort73.com/images/techniques/suction/02.jpg)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 양수 태반 태아는 캐뉼라를 통해 채취용 병으로 

흡입됩니다. 그 과정에서 태아와 태반이 찢어 집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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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https://abort73.com/images/techniques/suction/03.jpg) 는 자궁강은 상당량의 

조직이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큐레트로 긁어냅니다. 

몇년 전 의대생이었던 제 친구 중 한명이 불행이도 흡입 낙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출력 진공이 아기를 찢어 놓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3)저는 의사인 애토니 레베티노에게 D&E(dilation and 

evacuation확장시켜 비우기)낙태에 대한 설명을 

맡기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j0tQZhEisaE 0:23 to 2:24).  

● 이것은 8주차 

낙태입니다(https://www.abortionno.org/core/gallery/abortion-pictures/08_weeks-03_medium.jpg). 

● 그리고 이것은 10주차의 두 건의 

낙태입니다(https://www.abortionno.org/core/gallery/abortion-pictures/10_weeks-14_medium.jpg; 

https://www.abortionno.org/core/gallery/abortion-pictures/10w03_medium.jpg). 

캐나다 생명윤리개혁센터가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낙태의 

현실(https://www.endthekilling.ca/wp-content/uploads/2019/11/aap-again.jpg)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많은 마음이 바뀝니다.  UBC 의 한 학생은 이 사진들을 보고 CCBR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당신은 지금 막 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6년 동안 중립에 

서 있었지만 당신이 한 말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www.endthekilling.ca/classroom/avp/). 

교회 아버지인 오리젠은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만지신 것을 반영하여 

마음의 정신적 문제와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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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의 영혼에 나병 증세가 있거나,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즉시 

하느님을  흠모한다면, 그에게 ‘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Mark, 24).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돌려드리며 용기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삶을 위한 40일’ 동안 대교구 소유지에서 공개적 증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주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모임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B.C.주의 의료 종사자들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성 전문 병원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에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당 밖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 교회 재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과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이 결정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어디있습니까? 밴쿠버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조정 

방식을 시도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철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R-I-S-K(위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떠한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합니다. 

○ 여러분 중 몇몇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와 단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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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지에 

대해 여쭤보고 있습니다.아마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좀 더 

목소리를 내기를 원히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미사에서는, 나병환자를 흉내 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 찬미 예수님  

2월 13/14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 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기도중 낙태종식에 대해 한번쯤 
묵상해 보시고,   낙태 종식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오직 하느님 한 분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하소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당신의 은총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태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낙태의 위험 앞에 놓인 모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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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February 13-14,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 Ordinary Time, Year B, 6th Sunday 

낙태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태아들의 수호자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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