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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와 화에 대한 감정에 있어

서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살

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

럼 모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

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지’하고 결심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

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싫어해야지’하고 결심해 그것이 가

능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

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심하게 

자책을 하곤 합니다. ‘원수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의 안전 교육을 듣고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

습니다. 바로 산소마스크에 관한 것인데, 아이와 함께 탑승한 어른은 산

소마스크를 써야 될 상황이 오면 먼저 아이의 착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잘 착용한 후에 아이의 착용을 도우라고 교육합니다. 처음 

생각에는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를 먼저 착용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 

먼저 착용을 시키다가 내가 질식이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그리

고 아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착용을 잘해야 그다음 

안전하게 아이와 다른 사람들도 착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이 그

들과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족, 이웃, 동료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

엇일까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기 어려운데, 무조건 사

랑한다고 말하며 감싸고 참고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내 안에 분노와 

화가 쌓여 한꺼번에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철천지원수

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살아가며 평생 노력해야 할 일이

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

랑과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실

천하려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산소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챙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또 그 사

람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나 잘못된 일에는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고, 또 내 자신을 잘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

람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내 주위

에 있는 사람,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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