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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疏通)’ 어느 순간부터인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단어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서인지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무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의 여정을 굽이굽이 돌아보면 

이런 저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 관계는 자연스레 소통으로 시작되고 모든 관계가 축복의 귀한 인연이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만나게 되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 

상처는 미움과 증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증오가 깊어지면 한(恨)이 되고 한이 차오르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상처는 미움과 

증오로 남게 되고, 그 증오가 쌓여 한(恨)이, 한이 굳어져 병(病)이 되고, 병은 결국 또 다시 증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증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한을 만들고, 병들게 하고, 마침내는 죽음을 자초하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

에게 가져다주게 되고 맙니다. 결국 증오와 원한이 죽음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와 축복은 동전 양면처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

반면 ‘용서(容恕)’는 가까이 해야 하는 단어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횟수를 반복하면 익

숙해지기 마련이지만 이 용서는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는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 축복은 

결국 생명을 더욱 넘치게 해주기에 용서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증오와 원한이 죽음의 독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증오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너무 억울하다’, ‘지금 용서해 주면 나만 손해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아니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도 당해봐야 한다’며 계속 증오하며 내가 너에게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화창한 평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 없이 나 자신에게도 참 평화와 행복은 없습니다. 용서

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용서와 축복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해를 어떻게 보낼까?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안에 소통을 위한 용서의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나부터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아가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곳은 참 평화와 참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소통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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