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religious gathering
종교 간의 모임
평화 속에서 평화에 대해서 유일신을 믿는 아니든 세상의 위대한 종교인들이 함께 모인다면, 아마도 그때 평화
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모델은 엘리야나 바알신의 예언자
(참조. 1 Kgs 18)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분은 다른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며
서로의 공통점과 그들의 믿음과 올바른 삶을 독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종교 상호간의 관계를 촉진할 목적으로 모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를 소
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호주 멜버른 대교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취합된 것들 입니다.

1. 취지
시민사회지도자가 종교간 모임을 계획한다면, 적절한 종교지도자들이 그 행사의 구성과 내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발기인 또는 적당한 역할을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한 종파나 종교가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해
서 모든 종교를 위한 기념시간을 가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고 모임의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아마도 매우 다양한 교파의 그리스도인이 연관될 수 있으며, 사실상 다종교간 모임은 교회 일치
정신에 기초해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장소
어떠한 장소도 가능합니다. 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에 따라 신성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때로는 강당과 같은 중립적인 곳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지도자의 바
람에 따라 사원, 회당, 교회 또는 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이든 동상이든 이미지들은 일부
참석자들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기
많은 종교 축제들이 있습니다. 모임을 계획함에 있어서 모든 이에게 가능한 시간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
대장을 발송하기 전에 참석 가능한 분들께 미리 시간과 장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언어
‘기도’, ‘숭배’, ‘신’, ‘믿음’, ‘성직자’ 등의 용어들은 모든 종교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어휘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차이점들이 흐려져서는 안됩니다.

5. 전례
어떤 상징적인 행위나 전례는 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과 물, 꽃과 빵은 보편적인 상징
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그 행동에 그들 고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어떤 해석에 따른 강요된
느낌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6. 환대
유대교 전통은 코셔 (유대교 율법)에 따라 준비된 음식을 요구하고, 무슬림을 위한 음식은 할라 (이슬람교 계율
에 따른 도축)를 따라야 합니다. 힌두인은 채식주의 식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불교신자는 식단의 필요성
과 식사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들의 종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식사 규정
을 가집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7. 형식
다양한 형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항들은 2000년 호주 동(東)멜버른(East Melbourne) 성 패트릭
(St. Patrice) 대성당에서 개최된 ‘종교인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기념식’의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1. 참석자들에게 모임의 취지를 설명해 줘야 하며, 따뜻한 인사와 함께 맞이하여야 합니다.
2. 참석자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참석
자들은 화합과 상호 존중의 입장으로 참석하였을지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 다양한 종교 전통들은 성스러운 문자, 시 또는 가르침 등등으로 그들의 특징적인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전통 종교 음악이나 노래가 사용 될 수 있습니다.
5. 참석자들이 기도의 상태에서 내면 깊이 침잠하는 동안 침묵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6. 때에 따라서 한두 명의 지도자가 자신의 소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7. ‘기도’라는 용어는 타종교의 전통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서로의 뜻에 함께하는
방법으로 ‘의도’ 또는 ‘바람’ 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8. 모임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련한 전례적 요소는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9. 참석자들이 모임을 통해서 깨달은 가치관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직
무를 부여하거나 축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