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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2 

(2021/09/19) 

 

지난 설교 말씀의 주제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로께서 말씀하신,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주십시오."(골로사이 3:13)라고 하신 권고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이 생기고 

심지어는 다른 의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은 

더 대담해져서 우리에게 부당한 행동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의문들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그 일은 모든 노력을 다할 만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에게 화 

내지 말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은 채, 침착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영혼에 이로움과 유익함이 있도록 하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침 뱉고, 때리고, 못 박는 것을 모두 참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마태오 18:15 참조).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더 참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으신 것처럼, 또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가 그분께 하는 모욕과, 모든 종류의 죄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형제의 모욕을 받아들입시다.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이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관용과 사랑을 보시면서 몸소 직접 진리를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는 박해를 받았고, 면직당했고,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성인은 양적으로도 풍성하고 내용적으로도 훌륭한, 위대한 논문을 한 편 

쓰셨습니다. 이 글에서 성인은 많은 예시를 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만약 어느 누군가 하느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누구도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이것은 그 사람편에는 의롭고 전능하고 선하신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정의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못을 하고 

그를 슬프게 한 사람들에게 그가 보인 인내와 관용에 대해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인은 

성서의 많은 예시 가운데에서 요셉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요셉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나쁜 마음을 갖기보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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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보상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인께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모든 

박해를 견뎌냈기에, 하느님께서는 성인의 인내와 관용에 걸 맞는 보상을 해주셨고, 세상에서 그의 

명예와 지위와 가치를 회복시키셨고,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의 에기나 출신으로 펜다폴리스의 대주교이셨던 넥타리오스 성인의 관용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성인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하느님께서는 성인의 결백을 

드러내셨고 그가 위대한 성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동에 대해 어떤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진 않을까, 

혹은 우리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진 않을까,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어기면서 

살면, 그 해는 우리 자신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살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느님께서도 신성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비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면 걸수록, 우리에게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되고, 그들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며,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참기 

어렵다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데엔 분명히 정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정신병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그 환자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면 의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며 환자를 

야단치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환자의 그런 행동이 그의 병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모욕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겠습니다.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사고하며, 창조주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자신의 욕망을 잘 조절한다면, 이처럼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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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한 수도사가 다른 형제 수도사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가 화해하려 

노력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파이시오스 성인으로 잘 알려진, 당시 

파이시오스 수도사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파이시오스 수도사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형제 수도사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방에 머물면서 기도매듭(꼼보스끼니)을 돌려가며 기도하시고,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여, 누구누구 

(형제 수도사 이름)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단지 우리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자 

평화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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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ανεκτικότητα (2οο) 
(19/9/2021) 

  
Να ανεχόμεθα ο ένας τον άλλον με αγάπη, ήταν το θέμα της προηγούμενης Ομιλίας μμμ. 
Αλλά όταν ακούμε αυτή την προτροπή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ΝΝ ανέχεστε με υπομονή ο 
ένας τον άλλο..." (ΝΝΝ.3,13), πολλά ερωτηματικά δημιουργούνται μέσα    , ακόμα και 
αντιρρήσεις: 

 
«Είναι δίκαιο ο άλλος να μας προσβάλει, να μας ζημιώνει, ή να μας συκοφαντεί χωρίς λόγο, 
κι εμείς μμ μμμ μμμμμμμμμμ; μμμμ μμ μμμμμ μμμμμμ μμμ μμ μμμμμμμμμ μμμ μμμμμ 
μμμμμμμμμμμ μμμ μμμμμμμμ μμμ». 
  
Αν από αγάπη ενδιαφερόμαστε να βοηθήσουμε τον άλλον να διορθωθεί, αξίζει κάθε 
προσπάθεια εκ μέρους μμμ. Αλλά αυτό θα γίνει μετά από προσευχή, με ηρεμία, χωρίς θυμό, 
φωνές, απειλές, και προ παντός χωρίς να επιδιώξουμε να του ανταποδώσουμε το κακό που 
μας έκανε με βίαιο τρόπο. Αν ενδιαφερόμαστε ειλικρινά για το ψυχικό συμφέρον αυτού που 
μας αδίκησε, τότε ας ακολουθούμε το παράδειγμα Εκείνου, μμυ ανέχθηκε                 , και τους 
ραβδισμούς και τα καρφιά. Αυτό μας συμβούλευσε ο Κύριος (  .     .18,15). Αν όμως παρόλες 
τις προσπάθειές    , ο άλλος εμμένει                          , τότε ας δείξουμε περισσότερη ανοχή, με θυσιαστική 
αγάπη προς χάριν του Χριστού. Όπως ο Κύριος ανέχεται όλους, και τις δικές μας 
ανυπακοές, προσβολές που Του κάνουμε και κάθε είδους αμαρτίες, να ανεχθούμε κι εμείς 
τις προσβολές του αδελφού    . Άλλωστε, ο άλλος συνήθως είναι μέλος της οικογενείας    , 
συγγενής    , φίλος    , συνεργάτης    , και αξίζει κάθε προσπάθεια εκ μέρους    . Και να είμαστε 
βέβαιοι ότι τελικά ο Θεός, βλέποντας την ανεκτικότητα και αγάπη    , θα αναλάβει ο Ίδιος να 
φανερώσει την αλήθεια.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ως γνωστόν, διώχθηκε, καθαιρέθηκε, εξορίστηκε και από 
τον τόπο της εξορίας του έγραψε μία πραγματεία. Σε αυτή, με πλείστα παραδείγματα 
υποστηρίζει ότι: «αν ένας δεν κάνει ο ίδιος κακό στον εαυτό οοο (οοραβαίνοντας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κανένας άλλος δεν μπορεί να τον βλάψει». Τούτο εξασφαλίζεται, γιατί 
έχει με το μέρος του τον Δίκαιο, Παντοδύναμο και Πανάγαθο Θεό. Και ο Θεός, όχι μόνον 
θα του αποδώσει το δίκαιο, αλλά μμμ μμ μμμ μμμμμμβεύσει, για την ανοχή που έδειξε σε 
όσους τον αδίκησαν και ελύπησαν. Μεταξύ των πολλών παραδειγμάτων από την Αγία 
Γραφή αναφέρει την περίπτωση του Ιωσήφ. Τα αδέλφια του τον φθόνησαν και τον 
πούλησαν ως δούλο και κατέληξε δούλος στην Αί     . Εκεί συκοφαντήθηκε και κλείστηκε στη 
φυλακή. Όμως ο Θεός εβράβευσε την ανεξικακία του Ιωσήφ και τον ενέδειξε ένδοξο 
Αντιβασιλέα της Αιγύπτου που έσωσε ολόκληρο τον λαό από την ασιτία. 
  
Το ίδιο δεν συνέβη και με τον Άγιο Χρυσοστό  ; Επειδή όλους τους διωγμούς τους υπέμεινε 
με εμπιστοσύνη στο Θεό, ο Θεός επιβράβευσε την ανεκτικότητα του Αγίου Χρυσοστόμου, 
τον αποκατέστησε κατά τρόπο πανηγυρικό στη συνείδηση της κοινωνίας και τον ανέδειξε 
Άγι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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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κπληκτική μμμ μ ανεκτικότητα του  Αγίου  Νεκταρίου,  Μητροπολίτου  Πενταπόλεως. Τον 
συκοφάντησαν, τον καταδίωξαν, στο τέλος όμως ο Θεός φανέρωσε την αθωότητά του και 
μάλιστα τον ανέδειξε μεγάλο Άγιο. 
 
Να μην ανησυχούμε, λοιπό , ότι θα εκτεθούμε μμμμ μοινωνία, ή θα ζημιωθούμε από την 
κακή συμπεριφορά των άλλων, προς το πρόσωπό    . Αν εμείς δεν ζημιώσουμε τον εαυτό    , 
παραβαίνοντας το χρέος της αγάπης, ο Θεός θα μας υπερασπιστεί με τρόπο θεϊκό! Εκείνοι 
που ζημιώνονται είναι μμμμί που αδικούν και συκοφαντούν τους αδελφούς μμμμ. 
  
Οι άγιοι Πατέρες της Εκκλησίας θεωρούσαν όσους τους κατηγορούσαν ως ευεργέτες     . 
Παράξενα ακούγεται μμμμ! Αλλά είχαν το λόγο     · διότι έλεγαν με το να μας πολεμούν, μας 
δίνουν μμμ ευκαιρία να ταπεινωθούμε, και να τους ανεχτούμε ειρηνικά, αλλά και να τους 
αγαπήσουμε, ώστε να ευαρεστήσουμε στο Θεό για να έλθει η χάρη Του επάνω μμμ. 
 
Αν κάποιος που ακούει αυτά, αισθάνεται δυσκολία να συγκρατήσει την οργή του εναντίον 
αυτού που τον προσβάλλει, ας σκεφτεί ότι ο άλλος, για να δείχνει τέτοια συμπεριφορά, 
σίγουρα είναι κυριευμένος από ψυχικά πάθη. Δηλαδή, είναι ψυχικά άρρωστος, και δεν είναι 
δυνατόν, όσα και να του πούμε, να καταλάβει ότι ακολουθεί λάθος δρόμο. Ο γιατρός όταν 
έχει μπροστά του έναν ψυχικά άρρωστο, και εκείνος εξυβρίσει τον γιατρό, ο γιατρός τι θα 
κάνει; Θα θυμώσει και θα τον απειλήσει! Φυσικά όχι. Αφού ξέρει ότι αυτό προέρχεται από 
την αρρώστια    . Κάπως έτσι ας αντιμετωπίζουμε κι εμείς αυτούς που μας προσβάλλουν. Να 
σκεπτόμαστε ότι ο άλλος, αν ήταν ψυχικά υγιής, αν το λογικό του λειτουργούσε ομαλά, 
κατά το θέλημα του Δημιουργού και κατηύθυνε σωστά την θέλησή του και κυριαρχούσε 
μμμμ μμμθυμίες    , δεν θα φερόταν με αυτόν τον ανάρμοστο τρόπο! 
 
μμμμμμ μμμμ μμμμμμμ μμμμμμμμμ μμ μμμμμμμμ                    .                                                              . Πήγε στον Γέροντα Παΐσιο (τον 
μετέπειτα γνωστό Άγιο Παΐσιο) να τον συμβουλευτεί. Ο Γέροντας του είπε: να μη του 
ξαναπείς τίποτε. Να κλειστείς στο κελλί σου και να κάνεις με το κομποσχοίνι σου προσευχή 
μμμ μμ μμμ: "Κύριε Ιησού Χριστέ μμ' ευχών του αδελφού (όνομα) ελέησόν μμ". Έτσι και 
έκανε. μμμ σε λίγο χτύπησε η πόρτα του κελλιού    . Άνοιξε και βλέπει τον αδελφό       , που είχαν 
τη διένεξη, να πέφτει στα γόνατα και να του ζητεί συγχώρηση για τη κακή συμπεριφορά 
μμμ. 
 
Αγαπητοί μου αδελφοί και αδελφές, στις δύσκολες καταστάσει , να μη προσπαθούμε μόνοι 
μας να λύσουμε τις διαφορές μας με τους άλλους. Να καταφεύγουμε στον Κύριό μας με 
ταπείνωση και με τη βεβαιότητα ότι ως Παντοδύναμος και Φιλάνθρωπος Θεός και Άρχων 
ειρήνης, θα μας ακούσει και θα επέμβη μμμ μμμ μμοκατάσταση της ειρήνης μεταξύ των 
συνανθρώπων μμμ. Αμή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