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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국기(교황기)

국기 해설
 교황기 또는 바티칸시국의 깃발(기)은 노란색과 흰색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깃대
쪽이 노란색이며, 그 옆의 흰색 바탕의 중심에는 성 베드로의 두 개의 열쇠가 교차하고
있고, 그 위에 삼층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삼층관이라고 불리는 교황관은 교황 클레
멘스 5세(1305~1314) 때부터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 때까지 사용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폐회한 후부터는 일절 교황관을 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황들은 이
교황관을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삼층관은 성좌와 바티칸의 문장이나 깃발에는 교황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아직 사용되고 있다. 삼층관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
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신품권·교도권·사목권 등 교황이 지닌 세 가지 직무를 뜻한다고
하지만, 추기경단의 단장이 새로 뽑힌 교황에게 이 삼층관을 씌워 주는 의식의 말마디를
보면 ‘군주들의 아버지, 로마와 세계의 통치자, 구세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 모든 신자들이 지닌 사제직·예언직·왕직을 뜻하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교황국의 깃발은 전통적으로 로마제국의 원로원과 국민을 나타내는 자주색과 붉은색이었
으나 1808년 비오 7세 교황이 로마에 남아 있던 프랑스군이 사용하던 깃발과 구분하여
교황청 기병대와 그 밖의 교황청을 지키는 다른 군대에게 흰색과 노란색으로 바꾼 새
깃발을 사용하게 하였다. 그 뒤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깃발을 사용하게 되었
으며, 1929년 2월 11일 교황청과 이탈리아가 맺은 라테란 조약에 따라 교황청이 한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1929년 6월 8일 이후 현재의 깃발이 교황기인 동시에 바티칸시국의
깃발로 사용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문장

 교황 프란치스코의 문장과 모토는 주교 때 사용하던 것과 같다. 청색 방패의 중앙
위쪽으로는 노란 빛의 태양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IHS가 적혀 있다(이는
예수회의 로고이기도 하다). H를 꿰뚫는 십자가와 IHS라는 문자 도형은 붉은색이고 바로 그
밑에 검은색 못 세 개가 있다.
＊ IHS는 예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ΙΗΣΟΥΣ(IHSOUS)의 첫 세 글자를 도안화한 것으로 후대에 라틴어
‘인간의 구원자 예수 (Iesus Hominum Salvator)‘의 약자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방패의 왼쪽 아래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나타내는 별이 그려져
있다(8각의 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팔복(八福)을 의미한다고 함). 별 오른쪽에는
성모님의 배필이며 보편 교회의 수호자이신 요셉을 나타내는 나르드 꽃이 있다. 이러한
상징들과 더불어 교황께서는 성가정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다.
 프란치스코 교황 문장이 추기경 때와 다른 점은 방패 위에 챙 넓은 홍색 추기경 모자 대신,
교황을 상징하는 주교관과 붉은 줄로 연결된 금색과 은색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다. 방패
뒤에 교차하고 있는 이 금색과 은색의 열쇠는 각각 천국 및 지상 교회의 열쇠를 의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토는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이다. 이는
마태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복음 이야기에 관한 베다 성인의 강론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고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모범을 따라 자신이 사제직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바티칸시국 지도

교황청 개관

가. 일 반

교황청(敎皇廳, The Holy See)
국

명

※ 사도좌(使徒座), 성좌(聖座), 성청(聖廳)으로 칭하기도 하나 모두 같은 의미
※ 세속적 영토주권 국가로서는 바티칸시국(The Vatican City State)

위

치

북위 41°~ 54°, 동경 12°~27°에 위치

수

도

바티칸(Vatican,

면

적

0.44km2

로마 북서부에 위치)

(성베드로 대성당, 성베드로 광장, 교황 거처 및 교황청 행정 조직이 있는 궁전으로

구성 : 서울 창경궁 정도의 면적)

기

후

강수량이 높고(9월~5월), 여름에는 건조하고(5월~9월) 온화한 기후

인

구

1,000여명(2019년 기준)
- 인구 구성
시민권자는 618명으로 교황, 추기경(70명), 성좌 외교관, 수도자, 평신도,
스위스 근위병 등으로 구성
상주 인구 453명(시민권자 246명, 비시민권 상주인 207명)
시민권자 상주 인구 중 104명은 스위스 근위병

종

교

로마가톨릭

언

어

라틴어(공식

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민족 구성

이탈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우리나라와의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림(서머타임

7시간)

출처 : 교황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vaticanstate.va) 및 CIA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

나. 정 치

국가원수

주요 인사

교황 : 프란치스코(Francisco,

재위 2013~ )

※ 본명 :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Jorge Mario BERGOGLIO)

-

국무원장(정부수반) :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Pietro PAROLIN)

-

국무장관 : 에드가르 페냐 파라 대주교(Edgar PEÑA PARRA)

-

외교장관 : 폴 리차드 갈라거 대주교(Paul Richard GALLAGHER)

-

외교관부장관 : 얀 로메오 파블로브스키 대주교(Jan Romeo PAWŁOWSKI)
※ 현 교황 선출일 : 2013.3.13(국경일), 즉위일 : 2013.3.19

국 경 일

3월 13일(교황

외교 기조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진리 선포와 모든 백성을 위한 평화와 정의에 봉사

프란치스코 선출일)

출처 : 교황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vaticanstat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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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1. 교황청의 기원

가. 초대 교황인 사도 베드로와 교황청
 예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스승인 예수의 십자가상 죽음 후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로 오게 됨. 몇 년간 신자들의 집에 숨어살면서 전교를 하고 있던 그는 자신을
따르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 당시 황제인 네로(Nero Claudius Caesar Germanicus,
A.D. 37~68)로부터 로마 대화재의 범인 누명을 뒤집어쓰고 순교하게 됨. 이로부터 300여 년

동안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시작됨. 베드로가 순교하자 살아남은 신자들이 그
시신을 순교한 경기장 근처에 묻어 주고 그 위에 작은 경당을 짓게 됨.
 가톨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회의 수위권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그 후계자들도 그와 같은 전통을 따라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고 있음.
 오랜 기간의 박해 시기가 끝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공인됨.

나. 이탈리아의 통일과 교황령의 소멸
 756년 프랑크왕국의 재상 피핀(Pipin)이 라벤나와 부르군트 지방의 총독령을 교황에게
바치면서 시작된 교황령(敎皇領, Status Pontificius)은 봉건제도와 함께 서구 중세사회의 양대
지주로서 막강한 권력과 영토를 갖게 됨.
 교황령은 19세기 전반기에 벌써 두 번이나 일시적으로 붕괴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은
1809년 나폴레옹에 의해 교황령이 합병되어 당시 교황 비오 7세가 사보나에 감금당했었고,
두 번째는 그 후 40년이 지나 로마에 혁명정부가 들어서 교황령의 종말을 선언했을 때임.
혼란스러운 혁명기가 끝나자 교황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옴.
 1870년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교황은 막강한 세속적인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8세기 이후부터 존재해 왔던 교황령은 소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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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 이탈리아는 시민 공동체가 승인한 국가인 데다, 교황령을 마지막까지 수호했던 프랑스
군대마저 철수하고 만 상태에서 외국의 원조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음. 당시 교황 비오
9세는 적국에 포위된 채 바티칸에 갇혀 있었음.

다. 무솔리니와의 라테란 조약 체결, 바티칸의 회복
 막강했던 교황령이 소멸된 지 50여 년이 지난 1922년 학자이자 외교관이며 저명한 언어
학자이자 고문서학자인 아킬레 라티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됨. 비오 11세(1922- 1939)를
교황명으로 선택한 새 교황은 즉위 직후 그때까지 갈등을 겪고 있던 문제, 즉 교황청과
이탈리아왕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려 시도함. 교황청은 이탈리아왕국을 인정하고, 이탈리아왕국
역시 교황청을 하나의 독립된 중립 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라테란 조약이 1929년 2월
11일 체결됨.
 ‘바티칸’은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 구조로 등장했음. 즉 교황은 가톨릭 세계
교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기구인 ‘로마 교황청’을 이끌게 되었고, 교황청은 이탈리아로부터
국제법상 독립 주체로 승인되었으며, 동시에 이탈리아는 바티칸에 0.44km2 크기의 국가적
기반을 양보하게 됨. 이로써 비록 세속적인 힘은 상실했지만, 그 대신 영적·정신적 영향력
으로 세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늘날의 바티칸시국(State of Vatican City)이
탄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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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황청 약사

기독교(그리스도교)의 종교로서의 형성은 예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예수 사후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한 베드로 사도에게서 비롯되며, 교황청의 역사 역시 베드로 사도에게서 출발(가톨릭에서는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으며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66대 교황)

 A.D. 64년 또는
67년

성 베드로,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되어 바티칸 언덕에 묻힘. 이후 약
300년간 기독교도 박해

 313년

로마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 공인(밀라노 칙령)

 35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티칸 언덕에 있던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전을
세우고 교회의 재산 소유 인정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지정

 395년

로마제국,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

 서로마제국 말기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됨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오크 등 다섯 지역, 즉 5대 관구
또는 5대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

 5세기

로마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교황은 막대한 권한 행사

 6~8세기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527~565)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그리스정교(콘스탄티노플교회) 확립(皇帝敎皇主義, Caesaropapism)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교황(Pope)은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혼란 상태에 빠진 서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부상
프랑크 왕국의 재상 피핀(Pipin)은 라벤나와 부르군트 지방을 교황에
헌납, 교황령(Papal State)의 시초 마련
동방교회는 7세기 중반 이후 동 지역이 사라센에 정복됨에 따라
소멸

14

 726년

동로마 황제 레오 3세의 우상 파괴령으로 기독교가 그리스정교(동)
로마 가톨릭(서)으로 분열

 중 세

교회는 봉건제도와 함께 서구 중세사회의 양대 지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향유(12세기 말 인노센트 3세부터 13세기 말 보니파치우스 7세까지가
절정기로서 교황은 ‘왕중왕(King of Kings)’으로 군림하였으며, 16세기 말 교황령의
규모는 면적이 18,000㎢에 이르고, 인구 300만 명에 달함)

 십자군전쟁

십자군전쟁(1096~1270)에서의 패배로 교권은 영주 계급과 함께
몰락하고, 서구 사회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세속적 영토국가에
입각한 근대 사회로 이행, 이후 교권은 계속 약화

 베드로 성전 건축

1506년 교황 율리오 2세 때부터 시작되어 약 120년간에 걸친
대공사 끝에 1626년 완성(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마테르노, 르베르넹의 네
건축가가 참여하였으며, 1626년 11월 18일, 교황 우르바노 8세 임석 하에 축성식
거행)

 종교 개혁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에 따른 개혁 운동으로 서구
기독교는 기존의 가톨릭(구교)과 개신교(Protestantism)로 분열

 1870년

이탈리아왕국의 엠마누엘레 2세(Vittorio Emanuele II, 1820.3.14~1878.
1.9) 왕은 프랑스·프러시아 전쟁(1870~1871) 당시 프랑스군이 로마
에서 철수한 기회를 틈타 로마를 점령, 이탈리아 통일 달성(피렌체
에서 로마로 천도)

- 이후 교황은 세속적 권력과 영토를 박탈당하고 반세기 동안
바티칸 궁전에 칩거

 1929년

1922년 2월 교황으로 즉위한 비오 11세는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1983.7.29~1945.4.28)와 비밀협상을 통해 1929년 2월 11일 가톨릭을
이탈리아의 국교로 지정하고, 바티칸을 주권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라테란 조약 체결(가스피리 추기경과 무솔리니가 서명)
- Treaty, Financial Convention, Concordat(政敎和約) 세 부분으로
구성
- 특히 중요한 것은 Concordat로, 이로써 오늘날의 교황청이 성립

 정교화약
(Concordat)
개정

1967년 이래 Concordat 개정 문제가 대두되어 1984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는 新 정교화약(Concordat, Casaroli 국무원장과 이탈리아
Craxi 수상 간 서명, 1985.6월 발효)를 체결, “이탈리아는 가톨릭을 국교로
한다, 로마는 성도(聖都)이다”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회의 특권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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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교황청(The Holy See)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중심 및 대변자로서 지상 권력으로부터 독립
- 교황청은 세속국가와 동일시 취급되는 것을 원치 않아 문서상 ‘Country’로 표기하지 않음.
 지상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영세중립국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조약 체결을 행하고 유엔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에 대표단을 상주시키고 있음.
- UN에는 ‘비회원국 영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 세계 가톨릭 통계 (교황청 교회통계연감 2019)

 신자 : 약 13억 4,500만 명(전 세계 인구의 17.7%)
 성직자 : 462,574명
- 주교 : 5,364명
※ 추기경 수는 218명 (2021.9월, 교황청 공보실)

- 사제 : 414,336명
- 종신 부제 : 48,238명
 수도자 : 680,594명(수녀 630,299명, 수사 50,295명)

나. 바티칸시국(Vatican City State)
 교황이 지배하는 독립국
 교황청의 기능 수행 보호를 위해 1929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 체결된 라테란 조약에
의해 창설된 세속적 영토주권국가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조약 체결을 행하고 유엔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에 대표단을 상주시키고 있음.
- UN에는 ‘비회원국 영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 INTERPOL 및 UPI(만국우편연합) 등 일부 국제기구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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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황청과 바티칸시국과의 관계
 양자는 교황에 의해 불가분 통합되어 있음.
- 교황청은 교황을 포함하는 추기경단(樞機卿團, College of Cardinals)이 최고 기관
- 바티칸시국은 교황을 포함하는 바티칸시국 주교위원회(Pontifical Commission for Vatican
City State)가 최고 기관

라. 교황직
 지위
-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보편교회를 통괄적으로 사목함.
※ “교황은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331조).

-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영적 지도자
 선출
- 종신제
- 서거하는 경우, 서거 후 16~19일째 시스티나 경당에서 추기경 회의를 개최,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비밀투표(Conclave)를 실시, 참석 투표권자의 2/3 이상을 획득하여 교황으로
선출됨.
-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교황 궁무처장 추기경(Camerlengo of the Holy Roman Church)이
교황 직무를 대행함.

마. 교황청과 지역 교회 관계
 교황의 수위권(首位權, Primatus)
-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권한
- ‘구원’의 기관으로서 현세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에 의해 통괄적으로
사목되는바, 교황의 이와 같은 전반적 사목권(司牧權)을 말하며,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규율,
정치, 신앙, 도덕 문제들을 관할하는 절대권을 ‘수위권’이라 함.

19

 교황의 사목권과 주교(지역 교회의 수장)의 사목권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서로 한 단체를 이루며, 각 주교는
그 사목권을 교황으로부터 받지 않고 주교 서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으며,
지역사회의 고유한 목자로서 지역 교회에 대해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사목권을 가짐.
 교도권(敎導權)
-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
- 교도권은 교황이나 주교들이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반적 수단으로 행사하는 ‘통상교도권
(通常敎導權)’과 교황의 확정적 선언이나 교황이 인준한 보편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모여

확정적 선언을 할 때 행사하는 ‘장엄교도권(莊嚴敎導權)’두 가지로 나뉨.
- 성서나 성전에서 직·간접으로 계시된 진리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칠 때 교황과 또는 교황을
포함한 주교단이 장엄교도권으로 선언하며, 이 가르침은 무류성을 지닌 최고 지침이 됨.
 각국 주재 교황 대사(Nuncio)와 지역 교회의 관계
- 교황 대사는 교황을 대리하여 주재국 교회가 교황청의 교리 및 지침대로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함.
※ 주교 임명 절차
· 주교회의가 세 명의 후보자 명단을 교황 대사에게 제출
· 교황 대사는 보고서를 첨부하여 동 명단을 교황청 주교성(Congregation for Bishops)에 제출
· 주교성 심의 및 주교 임명 제청(단, 한국을 포함하여 인류복음화성 관할국가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주교 경우, 인류복음화성이 주교 임명 절차 관장)
· 교황의 주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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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황청의 운영 체계 및 구조

가. 추기경단(College of Cardinals)
 교황이 임명하는 추기경으로 구성
- 1586년 이래 7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성 요한 23세, 바오로 6세에 의해 규모가
확대되어, 2021년 9월 현재 전 세계에 218명의 추기경이 있음.
-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장 최근인 2020년 11월 28일을 비롯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한국
염수정 추기경을 포함한 총101명의 추기경을 서임
 세계 각 교구에 임명되는 추기경과 로마 교황청(Roman Curia) 주요직에 임명되는 추기경으로
구분
 교황을 자문하고 교황 서거 시 새 교황을 선출하며 교구에 관한 전반사항을 관리 감독
- 1971년 1월부터 80세 이상의 추기경은 교황 선출 투표권이 없으나, 선출 투표 실시 전에
개최하는 추기경 회의에는 참석 가능

나. 주교 대의원 회의(Synod of Bishops)
 로마교구 주교(교황)의 주재 하에 전 세계 가톨릭 사회의 관심사를 토의하는 자문기관
(1965년 당시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과 주교들 간의 협력 기구로서 동 기구를 설치하여 1967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

 3년마다 정기 주교 대의원 회의 개최

다. 로마 교황청(Roman Curia)
1) 국무원(Secretariat of State)
 국무원은 교황을 보좌하고 교황청 기구를 통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세 개의 부서로 분리
 제1처(국무부, First Section for General Affairs)는 교황과 교황청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제2처(외교부, Second Section for Relations with States)는 교회와 다른 국가 간의 외교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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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부서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설한 제3처(외교관부, Third Section for Diplomatic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Staff)는 교황청 외교관, 또는 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 관한 문제 처리

<< 교황청 기구표 >>

교 황

추기경 회의

주교대의원회의

국 무 원

제1처
국무부

제2처
외교부

제3처
외교관부

성(省)

부(部)

평 의 회

사법기구

인사국

신앙교리성

평신도·가정·
생명부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

내 사 원

교황궁무처

대 심 원

재무심의처

교회법해석
평의회

공 소 원

재무사무처

동방교회성
경신성사성

온전한 인류
발전 촉진부

시성성

홍보부

주교성
인류복음화성

문화평의회

성직자성

새복음화촉진
평의회

수도회성
가톨릭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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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재산관리처
종교간대화
평의회

감사처

기타 기구

교황궁내원
교황전례원

 국무원장(Secretary of State)이 최고책임자
- 교황이 임명하며, 정부수반으로서 교황을 보좌
- 국무원을 통솔하고 주교단 의장직, 재산관리위원회 의장직, 특별행정위원회 의장직 등을
겸임
- 대외관계와 협상에서 교황청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외국국가원수의 바티칸 방문시 영접
업무를 수행
- 국무원장 아래에는 국무장관(제1처 장관, 부원장이라고도 번역함), 외교장관(제2처 장관), 외교관
부장관(제3처 장관)이 있음.

가) 국무부(제1처)
 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며 교황청 부서들과 기타 사도좌 기관들의 통상 관할권 밖의
처리할 일을 담당
 각 부서의 자율을 손상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기구들의 업무를 촉진, 조정하고 감독
 교황사절들의 직무와 활동을 지도하고 특히 개별 교회들에 대한 직무와 활동을 지도하며,
성좌에 주재하는 각국 국제기구들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
 교황 교서, 서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를 비롯한 모든 교황 문서와 공문서들의
작성, 발송 및 편찬을 담당
 또한 외교부와 협력해 교황청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와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센터를 감독
나) 외교부(제2처)
 교황청과 다른 국가들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국가 통치자들과 협의할 사안에
주력하며, 특히 선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약을 맺고 공동 관심사를 협의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국제기구와 국제문제 회의에 성좌의 대표로 참석하며, 특수한
지역에서는 교황의 직무를 대행
다) 외교관부(제3처)
 교황청 외교관, 또는 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 관한 문제 처리
 교황청 외교관학교 교장과 함께 외교관 후보자의 선발과 양성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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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省, Congregazioni)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종교 업무를 관할하는 각 기관으로서 9개 성(省)이 존재
- 과거에는 ‘성성(聖省)’이라 칭했으나 1985년부터 ‘성(聖)’을 삭제
 성의 장관(Prefect)은 5년 임기로 대부분 추기경이 임명 및 보직
a) 신앙교리성(信仰敎理省,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바오로 3세가 교황령(Licet ab initio, 1542.7.21)을 발표하여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성성(S. Congregatio Inquisitionis 또는 감찰성성)’이라는 명칭으로 설립
 바오로 6세는 자의교서(自意敎書, Integrae servandae, 1965.12.7)를 통해 “오늘날에는 신앙을
수호하는 일이 교리를 널리 전파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고유 임무는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안에 충전시키고 보존하는
것(성 요한 바오로 2세)이며,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일종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
- 신앙에 대한 교의(敎義, 교리라고도 함), 관습 등 신앙과 관련된 모든 문제, 새로운 교의에
대한 심사·연구·증진, 신앙의 원칙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가려내고 특별히 서적들과 신앙의
특은(特恩, privilegium fidei)들을 심사 판단하며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를 판결
 신앙교리성의 연구와 업무를 위해 전 세계 가톨릭 인사들 중 선발된 자문위원(Consultori)들은
신앙에 대한 학설과 견해에 관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와 의견들을 매주(보통 수요일) 열리는
추기경 정례 회의에 회부,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들은 교황의 인준을 받아 확정
b) 동방교회성(東方敎會省, 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 : Congregation for the Oriental Churches)
 비오 9세에 의해 1862년 포교성성(S. C. de Propaganda Fide) 안에 설치되었고,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1917년 독립된 성성으로 승격되었으며, 비오 11세(자의교서 Ecclesia Sancta Dei,
1938.3. 25)에 의해 그 권한이 대폭 확장

 동방 전례를 따르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주교, 교구들에 관한 업무 담당
- 동방교회성은 사람에 관한 것이든 사물에 관한 것이든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며 그 관할권은 동방 교회들의 구조와 조직 또는 교도, 성화, 통치 임무의
수행 또는 사람들과 그 신분,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사도좌에 제소된 동방 교회 고유의
모든 사안을 포함
 라틴 교회의 교구 영역 안에 살고 있는 동방교회 신자들의 공동체들을 고유한 교계 제도나
순시자들을 통하여 보호
 동방 예법이 예로부터 우세하였던 지역인 다음 지역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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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시나이반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북부, 알바니아중부,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터키, 그리스
c) 경신성사성(敬信聖事省, 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성 비오 10세 (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에 의해 설립된 ‘성사 규율성성(Sacra Congregatio
de Disciplina Sacramentorum)’과 바오로 6세(교황령 Sacra Ritum Congregatio, 1969.5.8)에 의해

설립된 ‘경신성성(Sacra Congregatio de Cultu Divino)’ 통합
 상기 두 부서는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다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 교황청 개편(Pastor
Bonus, 1988.6.28)과 함께 재차 통합

 성사와 전례를 발전시키고 규정하는 모든 문제 담당
- 각 지역교회의 주교회의에서 번역한 전례서 편찬·수정, 개별교회들과 수도회들의 고유한
미사 전례서와 성무일도, 전례력을 인준(recognatio)하는 업무
- 성찬례와 그 밖의 다른 성사들, 준성사, 성무일도에 관한 규정, 축일이나 주일을 확정하는
전례력에 관한 업무
- 전례 규칙, 성사와 준성사의 경문 등에 대한 유효성과 합법성을 규정
- 성품의 무효 소송 담당, 동방 교회와 라틴 교회 성직자들의 사제품과 부제품에 따르는
의무들을 관면하는 업무
- 완결되지 않은 혼인을 판결하고,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 신자와 非가톨릭 간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지만 신앙교리성으로 이전
d) 시성성(諡聖省, Congregatio de Causis Sanctorum : Congregation for the Causes of Saints)
 식스토 5세(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1588.1.22)는 예부성성(Sacra Rituum Congregatio)을
창설하면서 경신례와 시성 문제를 함께 취급
 바오로 6세(교황령 Sacra Rituum Congregatio, 1969.5.8)는 예부성성을 ‘경신성성’ (이는 1975년
‘성사경신성성’으로 개칭)과 ‘시성성성’으로 분할, 각각 독립된 성으로 개편

 시성, 시복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담당
- 성인의 뛰어난 가르침과 관련하여 신앙교리성의 의견을 받아 성인에게 박사 칭호를
부여하는 심의권도 가지고 있으며, 거룩한 유해의 진정성을 선언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관한 사항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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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주교성(主敎省, Congregatio pro Episcopis : Congregation for the Bishops)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주교성은 식스토 5세(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1588.1.22)에 의해 ‘교회 설립과 교구 설정을
위한 성성(聖省)(Sacra Congregazione per l’erezione delle Chiese e le Provviste Concistoriali)’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후에 ‘교구성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가,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에 의해 그 권한이 확대되어 주교 선출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권한이었던

교구 통치의 감독과 주정, 관리 그리고 신학교를 감독하는 권한까지 담당
- 교황청 부서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권한의 중첩, 혼선 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으며, 교황이 그 책임자
 1917년 공포된 교회법전에서 이러한 권한들이 재확인되었으며,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에 의해 오늘날의 명칭으로 개칭

 성 요한 바오로 2세(교황령 Pastor Bonus(착한 목자), 1988.6.28)는 인류복음 화성의 선교 지역과
동방교회성의 동방 예법 신자들과 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주교성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라틴 교회 내의 개별 교회들의 설정과 서임, 주교직의 수행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
- 개별 교회들과 그 집단의 설정, 분할, 통합, 폐지와 변경에 관련된 업무
- 개별 공의회들의 개최, 주교회의의 설립과 그 정관의 승인
- 교구의 창설 및 폐지, 교계 제도가 설정된 각국의 교구장 및 주교들에 대한 인사 업무 등을
담당
 산하기구 :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Pontificia Commissio pro America Latina)
- 비오 12세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종교 활동을 증진시키고 가톨릭 신앙 생활을
보호하며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1958.4.21)
- 동 위원회는 1969년부터 주교성에 속하게 되었으며, 성 요한 바오로 2세(자의교서
Decessores Nostri, 1988.6.18)가 이를 개편하여 그 구성과 목적, 활동, 제반 규정 등을

확정함.
 라틴 아메리카의 개별 교회들을 도와주고 자문하는 일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와 각국 주교회의의 활동을 도와주며 교황청과 긴밀한 관계에 기여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의 추기경, 주교,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주교성 장관이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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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인류복음화성(人類福音化省, 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zatione :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클레멘스 8세는 1599년 ‘포교성성(Sacra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을 설립 하였지만, 몇 년
후 그 활동이 중지되었으며, 그레고리오 15세(교황령 Inscrutabili Divinae, 1622. 6. 22)가 재설립.
 1967년 바오로 6세의 교황청 개편으로 포교성은 ‘인류복음화성 또는 포교성’이라는 중첩된
이름을 갖게 되었으나, 1988년 개편에서 ‘인류복음화성’으로 명명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과 선교 협력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 담당
- 가톨릭 학교 특히 신학교의 발전을 독려
- 선교 지역의 가톨릭 활동이나 구호 기관들을 감독하며 선교 목적의 고유한 기금과
재원들을 별도 관리
g) 성직자성(聖職者省, Congregatio pro Clericis : Congregation for the Clergy)
 성직자성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법률을 해석하고 실천하기 위해 비오 4세(교황령
Alias Nos, 1564.8.2)에 의해 설립된 ‘트리엔트 공의회 해석성성(Sacra Congregatio Cardinalium
Concilii Tridentini interpretum)’에서 유래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가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기
전까지는 ‘공의회성성(Sacra Congregatio de Concilii)’이라 지칭.
- 그레고리오 13세와 식스토 5세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공의회의 법
률들을 개정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트리엔트 공의회의 법률들을 해석하는 권
한이 점차 다른 부서로 이양되면서 그 고유 임무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최근까지도 ‘공의회
성’이라는 이름을 유지함.
 성직자성의 주요 권한 및 업무
 재속 성직자인 사제들과 부제들에 관한 모든 것(개인, 사목 직무, 관련 재원)을 심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
 성직자들의 생활, 규율,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할권
 교구 성직자(신부, 부제)들의 지적·사목적 쇄신과 덕목을 증진시키는 일,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을 감독하는 일, 미사 예물, 신심(信心) 기금, 신심(信心) 활동, 경당, 교회, 성지, 교회
문서고, 도서관 등을 감독
- 종교 교육 관련 규범의 제정
- 교회의 세속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문제, 특별히 부동산, 세금, 증여, 양도에 관한 것과
사제들의 생활 대책(의료보험, 노후보험) 등을 배려하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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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수도회성(修道會省,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식스토 5세가 1586년 5월 27일 수도자자문성성(S. C. super consultationibus regularium)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하였고, 2년 후(1588.1.22) 교황청 개편 때 정식 승인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개편에서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수도회성으로 지칭
 수도자의 훈련, 수도원과 그 기구의 설립 및 폐지 및 수도원 활동 감독 등 업무 담당
자) 가톨릭교육성(Congregatio de Seminariis atque Studiorum Institutis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식스토 5세(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1588.1.22)에 의해 로마 대학과 다른 대학(볼로냐, 파리,
살라망카 등)들을 감독하기 위해 대학성(Congregatio pro Universitate Studi Romani)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9년 가톨릭 교육성이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교체
 주요 업무
- 동방교회성, 인류복음화성에 속한 신학교를 제외한 모든 신학교와 수도회, 재속회의
회원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 관련 업무
- 모든 대학, 학부, 상급 학교, 교회 법인에 속한 것이거나 속하지 않았더라도 교회 학문 교육
기관이나 교회 학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관한 업무
- 동방교회성에 속한 지역의 학교들을 제외한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 양성소,
청소년들을 위한 초급 대학 등에 관한 업무

라. 사법기구(법원)
 교황은 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임. 교황은 몸소 교황청의 통상 법원들 혹은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함. 기능에 따라 3개의 법원이 있음.

1) 내사원(內赦院, Paenitentiaria Apostolica)
 연 혁 :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교황들의 입법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쳐오다 성
비오 5세가 완전히 개편하여 재조직(1569.5.18)하였고, 성 비오 10세는 그 관할권을 내적
법정에 국한시켰으며, 베네딕토 15세는 내사원에 대사(大赦) 사무국을 설치(19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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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권 : 내적 법정과 대사(大赦)에 관한 업무를 관할
- 양심의 비밀, 사죄, 관면, 감형, 사면 등의 문제와 대사(大赦)의 부여 등 은사에 관련된 문제

2) 대심원(大審院, 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
 연 혁 : 15세기 교황 에우제니오 4세 시대 이래 존속되어 왔던 기구이며, 여러 교황들의
입법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오다가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 6.29)가
재조직하여, 일반 국가의 대법원과 비슷한 교회의 최고 법원이 됨.
 관할권 : 교회의 최고 법원으로서 그 자체의 고유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며 올바른
사법(司法)을 관리
- 공소원(控訴院)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회복의 청구 및 기타 소원
- 공소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 공소원 재판관들의 임무 수행 중 행위에 대한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 소송 사건들
- 동일한 상소 법원에 속하지 아니한 법원들의 관할권 분쟁
- 교황청 부서들의 개별 행정 행위들에 대항하여 제기된 소원과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송한 기타의 행정 소송들과 교황청 부서들 사이의 관할권
분쟁
- 교회 사법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

3) 공소원(控訴院, Tribunal Rotae Romanae)
 연 혁 : 교황 그레고리오 16세(1834)에 의해 교황령(敎皇領)의 상소 법원으로 기능을 수행
하게 되었으나, 1870년 교황령의 몰락과 함께 공소원의 활동이 중지 되었다가 성 비오 10세
(1969.6.29)가 다시 설립

 관할권 : 상급심 법원으로서 교황청에 설치된 공소원은 교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상소심의
단계로 권리를 보호하고 법리의 일치를 도모하며 그 판결을 통하여 하급심 법원들과 협력
- 보통 법원들이 제1심으로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이송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
- 다른 어느 법원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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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흥기구 : 평의회(評議會, Pontifici Consigli)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각 평의회의 수장은 의장(Presidente)이라 지칭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Pastor Bonus 「착한 목자」(1988.6.28)〕을 통하여, 3개
사무국을 평의회로 개편하고, 일부 위원회(Commissio)를 평의회(Consilium)로 승격시킴.
 교황청 평의회는 현재 5개 평의회가 있으며, 평의회는 전통적인 성(省) 또는 심의회와
법률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부서임.

1)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ad Unitatem Christianorum Fovendam)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0년 6월 5일 교황 성 요한 23세에 의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위한 준비사무국 중 하나로 설치되어, 1962년 공의회 제1회기 중에 위원회
(Commissio)로 승격되었다가,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에

의해 사무국으로 설립되었으며,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8년에 평의회로
개편됨.
 임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회복하고자 적절한 계획과 활동을 통한 일치 운동에
종사하는 것임.
-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처
- 그리스도인 일치를 촉진하는 국가적·국제적 가톨릭 기구들을 장려·조정하고 그 기구들을 감독
- 아직 가톨릭교회와 충만한 친교를 맺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형제들과의 관계
개선 모색

2) 교회법해석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Legum Textibus Interpretandis)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1917년 5월 27일에 공포된 교회법전의 ‘유권해석위원회’를 설치
(자의교서 Cum iuris canonici, 1917.9.15)하였으며, 성 요한 23세는 교회법개정위원회를 설립
(1963.3.28)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령안 작성과 함께 베네딕토 15세의 교회법전 개정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바티칸 공의회 종료 후 바오로 6세는 1967년 7월 11일 제 2차
바티칸공의회 ‘교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1월 25일
새로운 교회법전을 공포한 후, 교회법해석평의회를 설립
 새로운 교회법전의 공포 이후 새로 구성된 평의회로서, 교회법에 대한 공적인 유권 해석이 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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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서들의 교령이나 훈령의 입안을 도와주며 주교회의의 일반 교령들을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승인
- 개별법과 일반 교령들이 교회의 보편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정

3) 종교간대화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Dialogo inter Religiones)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진행 중인 1964년 5월 19일 바오로 6세는 타종교와 더불어 우호
관계를 모색하고자 ‘비기독교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Pastor
Bonus, 1988.6.28)에 의해 종교간대화평의회로 개편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대시키고 대화와 연구를 증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
- 이 평의회 산하에 종교적 측면에서 이슬람교인들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무슬림 관계위
원회를 설치

4) 문화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Cultura)
 문화평의회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 5월 20일 국무원장 카사롤리 추기경에게 보낸
친서(Fin dall’inizio)를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교황청 개편 이후 자의교서(Inde a Pontificatus,
1993.3.25)를 통해 ‘비신자사무국’(바오로 6세가 1965년 설립)의 업무를 이어받은 비신자대화평의회를

문화평의회로 통합
 교황청과 인류 문화 영역 사이의 관계를 증진하여 여러 민족의 문화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임무 담당
- 교회의 다양한 문화 기관 지원
- 가톨릭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무신론의 원인과 결과들을 연구
- UNESCO를 비롯한 국제 문화 기구들과의 협력 증진

5) 새복음화촉진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Nova Evangelizatione Promovenda)
 2010년 6월 2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교지와 이미 가톨릭이 존재하는 나라들 안에서
혁신된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교서(Ubicumque et Semper)를 통하여 창설,
2013년 1월 16일, 또 다른 자의교서 ‘언제나 어디서나’ (Fides per doctrinam)를 통해 본래
성직자성에서 맡고 있던 교리 관련 관할을 새복음화촉진평의회에 이관
 2017년 2월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교서(Sanctuarium in Ecclesia)를 통해 성직자성이
맡고 있던 성지 관할권과 임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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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가된 기구 : 부(部, Dicasteri)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가정에 관한 세계 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일부 평의회들을
합쳐 하나의 부를 만들 것을 표명, 2016년 자의교서들을 통해 평신도·가정·생명부와
온전한 인류발전촉진부, 2018년에 홍보부를 신설
•

1) 평신도·가정·생명부(Dicasterium pro Laicis, Familia et Vita)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8월 15일 발표한 자의교서 『성실한 어머니(Sedula Mater)』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
 기존 평신도평의회, 가정평의회, 생물학술원을 합친 부서로 평신도 역할을 증대하고 이들의
건강한 가정생활 증진,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

2) 온전한 인류발전촉진부(Dicasterium ad Integram Humanam Progressionem Fovendam)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8월 31일 자의교서 『인류 발전(Humanam Progressionem)』을
통해 ‘온전한 인류발전촉진부’(이하 인류발전부) 설립
 2017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인류발전부는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를 전파하고
또한 취약계층, 특히 전쟁 희생자와 난민, 병자들의 합당한 보호를 위해 설립

3) 홍보부(Dicasterum pro Communicatione)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6월 27일 사도좌 서한(자의교서 L’attuale contesto comunicativo)을
통해 홍보처를 설립하였으나, 2018년 2월 27일 홍보부로 명칭을 변경
 교회 사명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한 목적과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변화해 온
미디어들과 잘 융합하는 방식으로 교황청의 홍보를 담당
 교황청 산하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구 곧 사회홍보평의회, 공보실, 바티칸 통신, 바티칸인쇄소,
사진, 공식일간지 L’Osservatore Romano, 바티칸출판사, 바티칸 라디오, 텔레비전센터,
바티칸 인터넷서비스 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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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수 업무 기구 : 사무처(Uffici)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교황청 개편에서 6개의 사무처를 재조정하여 3개의
사무처만 남겼으며, 또한 교황청 근무자들, 특히 평신도 고용인들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사무처를 별도로 신설

1) 교황궁무처(Camera Apostolica)
 11세기경에 설치되고, 1934년 비오 11세에 의해 재조직됨.
 교황궐위시(교황 선종시부터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에 교황청의 세속자산과 권리를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보살피는 업무를 담당
•

2) 재무심의처(Consilium rebus oeconomicis praepositum)
 프란치스코 교황(자의교서 Fidelis dispensator et prduens, 2014.2.24)이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의
재정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감독하고 행정과 재무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재무심의처를 창설
 심의처는 15명으로, 그중 8명은 교회의 보편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기경과 주교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7명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로 재정 분야에 숙달되고 공인된 전문가들로
구성됨.

3) 재무사무처(Secretaria Sanctae Sedis rebus oeconomicis praeposita)
 2014년 2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의 재무와 행정, 인사, 조달 등 재정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감독할 재무사무처를 창설
 현재의 관리 구조를 단순화하고, 감독 기능을 향상시켜 내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재무심의처 규정을 지키며, 성좌와 바티칸시국의 기관들의 재무 조정 및 감시함. 인적 자원의
합당한 보수와 취득에 관련된 정치적·절차적 활동을 관할

4) 사도좌재산관리처(Administratio Patrimonii Sedis Apostolicae)
 이 사무처의 일부 기능은 교황 레오 13세의 1878년 친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교황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가 설립
 교황청의 재산(부동산) 관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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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처(Officium Recognitoris Gene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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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2월 24일 사도좌 서한(자의교서 Fidelis dispensator et prudens)을
통해 설립
 교황청 성과 관계 기관들에 대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

아. 기타 기구
1) 교황궁내원(Praefectura Pontificalis Domus)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 때 설치
 교황궁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 교황 알현 등을 비롯해 비전례적인 모든 의전 절차 관장
- 국가원수, 대사, 장관, 저명인사들이 교황을 알현할 때 지킬 사항들을 국무원의 지휘 아래
준비
- 교황궁의 내부 질서 유지, 교황 경당과 교황궁에서 일하는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의 규율과
봉사에 관련된 일을 지휘

2) 교황전례원(Officium de Liturgicis Celebrationibus Summi Pontificis)
 1563년 교황 바오로 4세 때 설치
 교황이 집전하거나 교황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모든 전례와 예식을 주관하며, 추기경 서임,
주교 서품 그리고 대수도원장의 축복식을 준비 관리하고, 교황 선출의 업무도 주관
※ 교황청에는 이 밖에도 개별 정관이나 규칙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기타 기구들에는 바티칸 도서관, 비밀 문서고,
교황청 과학원, 성 베드로 대성전 관리소,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바티칸 라디오, 바티칸 텔레비전, 바티칸 인쇄출판소 등 각종 기구, 위원회와 연구기관들이 있음.
※ 교황청의 모든 부서는 교황청과 개별 교회, 주교회의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모든 활동은 사목적인
방도와 판단에 따라 정의와 교회의 선익, 특히 영혼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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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티칸시국의 운영 체계 및 구조

 정부 형태 : 절대군주제(교황에 의한 군주통치)
- 입법권은 5년 임기로 임명된 추기경과 다른 추기경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교황의
이름으로 행해짐.
- 사법권은 국가 사법 제도에 따라 설립된 기간에 의해 교황의 이름으로 행사됨.
- 입법 및 집행권 기구
· 법령은 교황과 바티칸시국 일반 규정을 반포하는 바티칸시국 교황위원회(Pontifical
Commission)에 의해 발표됨.

· 교황 법령과 바티칸시국 교황위원회 법령 모두 성전의 공식 게시판, 사도좌공보
(Acta Apostolicae Sedis)의 특별부록에 출판되어 있음.

· 바티칸시국 교황위원회 위원장의 직속 협력자는 사무총장과 차관
· 중앙정부와 행정부는 위원장에 의해 조직됨.
· 교황위원회와 바티칸시국 위원장은 특정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 의원과
국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사법권 기구
· 교황의 행사 아래 단일 판사, 단일 법정, 단일 항소법원, 단일 파기원으로 구성됨.
- 사법권의 법규와 규정
· 투명성, 감독과 재정 인력
· 행정관리 제재에 관한 일반 규범
· 형사법 수정 조항
· 형법 추가 규범
· 라테란 조약
· 바티칸 헌법
- 외교부
· 바티칸시국을 대표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교황의 특권
· 국제기구의 일원, 국제 컨퍼런스 참여, 국제협정 고수
· 성좌는 UN, FAO, UNESCO 등의 몇몇 국제기구에서 옵서버로 참여,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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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ol과 같은 몇몇 기구에서는 정식 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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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UPU, ITU, The International Grain Council, WIPO, The International
Union of Berne that protect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International
Union of Pari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ies,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INTELSAT, EUTELSAT에도 참여
 행정관리 조직도
- 통치자
· 최고 통치자 : 교황 프란치스코
· 교황위원회(주교단, pontifical commission for vantican state)
· 국무원
- 바티칸시국 행정관리자(President of the Governorate of Vatican City State)
· 의장 : 대주교 Fernando Vérgez Alzaga
· 명예회장 : 추기경 Giovanni Lajolo
- 행정(governorate)은 중앙(central office)과 관리부서(administration)로 나뉘어 운영
- 행정(중앙)
· 사법원
▹업무 : 법규 기록, 법적 문제 검토 등

· 인사청
▹업무 : 행정 인사에 관련한 모든 문서 관리, 추기경 의장의 결정 시행, 직원들의 훈련 감독, 행정 기록
유지, 외부 협력업체들의 인사 기록 감독

· 등기 및 공증처
▹업무 : 출생, 혼인, 사망, 시민권 및 거주권 관련 기록 보관

· 우표 및 화폐 사무소
▹업무 : 바티칸 동전 주조, 우표 발행, 동전 및 우표 판매 / 바티칸 박물관 내 1929년 이후 발행된
동전과 우표 보존 관리

· 컴퓨터 시스템 사무소
▹업무 : 바티칸시국의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바티칸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전달

· 기록보관소
▹업무 : 바티칸시국, 교황위원회(주교단), 기타 기관과 관련된 서신 작성 및 보관 담당

· 순례자 및 관광청
▹성베드로 광장에서 운영되며, 다른 부서 및 기구와 함께 성지순례자들에게 정보와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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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안전보건서비스
▹업무 : 바티칸시국 및 외부 지역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표준 규범을 준수,
보건 관련 조건에 대한 감독과 함께 위험 예방 및 평가 책임, 정규직과 임시직의 감독 담당

- 관리부서
· 주 회계 행정과
▹업무 : 일반회계절차, 회계장부 보관, 예산 및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 일반행정관리과
▹업무 : 화물운송국(바티칸의 관세 운용, 교황청의 물품 수령과 분배, 바티칸 시내의 기차역 관리) / 자동차 정비소
(모든 바티칸 차량 등록 유지 및 운전면허증 발급, 교황청의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 플로리스트(바티칸과 로마에서
교황이 주재하는 기념행사, 의식을 위한 장소 장식, 교황청 장식, 성전의 아파트 장식, 바티칸에 내려오는 꽃 관리)

· 안보 및 시민보호과
▹업무 : 교황청, 바티칸 각 부처, 필요 시 이탈리아 및 기타 국가에서 보안 및 공공질서 관리 / 스위스
용병(국경 통제, 범죄 예방, 국가치안업무) / 소방처(기술청과 협력하여 시국의 국민과 재산 및 유산 보호, 비상상황
지원 및 예방)

· 보건의료 및 위생처
▹업무 : 바티칸 시민 및 직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4시간 응급실 운영, 건강검진 관리, 전문가 방문/
바티칸 약국은 이 부서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약품의 구입과 판매 담당

· 박물관 행정관리처
▹업무 : 바티칸시국의 소유인 기념물, 예술 소장품, 건축물 보존 및 복원, 복원 워크숍 및 기술연구 사무실
운영, 홍보, 문화유산 감독 / 소장된 예술품 특성과 역사시대에 따라 다양한 부서로 구성됨 / 출판물 및
복제 판매 사무소는 박물관과 관련하여 출판물 생산 및 배포 / 박물관 예술 후원부서는 박물관 활동을
문화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로 바티칸 소유의 예술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기금을 모음

· 기술청
▹업무 : 필요 시 소방처와 협력하여 사무소와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기술시스템 관리 / 각 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 서비스 제공 / 바티칸시와 그 밖의 관할권 밖의 건물에 대한 건설 및 유지
관리 담당, 바티칸시국의 거리와 정원 관리, 쓰레기 수집처리 / 워크샵 및 시스템 서비스는 바티칸 시와
그 외 지역의 모든 물과 전기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온 및 냉방 시스템 관리

· 통신부
▹업무 : 우편, 전화, 전신 서비스 관리 / 전화 트래픽 및 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 경제과
▹업무 : 독점권을 가진 바티칸시국 내의 식료품, 기타 제품, 가솔린 등의 구입 및 판매

· 교황궁(Pontifical Villas)
▹업무 : 교황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다 박물관으로 바뀐 카스텔 칸돌포(Castel Gandolfo)의 교외지역
건물과 정원 관리, 별장 소유의 농장 운영, 농산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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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 및 치안

 국방(defense)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가 책임지고 있으며, 특정 행사 및 제한된 안보
상황에서는 스위스 용병(Pontifical Swiss Guard)이 수행
 스위스 용병은 교황의 개인 경호원으로서 1506년 1월 22일 교황 율리오 2세에 의해
창단되어 오늘날까지 역할 수행(모병제)
- 19~30세의 스위스 시민권자
- 로마가톨릭 신자
-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
 바티칸시국에는 경찰력으로서 활동하는 국가헌병대가 존재. 정식 명칭은 ‘바티칸시국 국가
헌병대(Corpo della Gendarmeria dello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이며, ‘비질란차(Vigilanza)’라고도
지칭.
- 공공질서와 법 집행, 군중과 교통 통제, 바티칸 시 안에서 일어난 범죄 수사를 담당

38

PART

3

대외 관계
1. 교황청의 외교 목적
2. 외교 활동 집행기구
3. 외교 관계 현황
4. 대외정책 기조
5. 주요 정책
6. 주요 국가와의 관계
7. 교황 사절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1. 교황청의 외교 목적

 황교회와 정치권력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피하거나 해소시킴으로써 가톨릭의
선교에 유리한 상황 조성
- 이를 위해 교황청은 국가와 세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외교사절을 교환하는 일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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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 활동 집행기구

가. 특 징
 일반국가의 외교부처럼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지 않음.

나. 기구 : 국무원(Secretariat of State)
 국무원(Secretariat of State)은 교황을 보좌, 교황청 기구를 통괄하며, 3개 처로 나누어져
제1처(First Section for General Affairs)는 교회 일반 업무, 제2처(Second Section for Relations with
States)는 외교부 기능을, 제3처(Third Section for Diplomatic Staff)는 교황청 외교관, 또는 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 관한 문제를 담당
 국무원의 주요 기능
- 제1처(국무부) : 교회 일반 업무 처리
· 교황의 일상 업무 처리
· 국무원 고유 업무 및 기타 부서의 관할권 외 문제 검토
· 타 부서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업무 조정
· 해외 주재 교황대사관의 기능 및 활동(특히 현지 교회와의 활동) 규율
· 교황청 주재 외교단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 타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하에 제2처의 고유 기능을 제외한 교황청의 국제기구 참석 및
활동 업무 담당
· 공보실, 바티칸 신문 및 라디오 관리
· 기타 소관 업무 처리
- 제2처(외교부) : 외국과의 관계 처리
· 외국과의 외교 관계 및 기타 국제법 주체와의 관계 증진
· 교회와 일반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공공 문제 처리
· 관계 부서와의 협의 하에 공공 성격을 지닌 문제에 관해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교황청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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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분야에서 해외 주재 교황대사관에 관한 문제 처리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 관계부서와의 협의 하에, 현지 교회의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
· 외교관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정치적 측면
- 제3처(외교관부) : 교황청 외교관 관련 문제 담당
· 교황청 외교관, 또는 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 관한 문제 처리
· 선발, 양성, 근무와 생활 여건, 그리고 승진이나 휴가 등의 문제 처리
· 외교관부장관은 국무원이 주재하는 주례 조정회의에 기존의 국무장관, 외교장관과
함께 참석, 외교관 임명을 준비하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 교황청 외교관학교장과 함께 외교관 후보자의 선발과 양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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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 관계 현황(2021.9월)

 외교 관계 수립 : 183개국
* 이외에 교황청은 유럽연합, 몰타기사단, 팔레스타인 등과도 외교관계 수립

 교황청 주재 상주공관 : 88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가입 : 40개
 상주 옵서버 파견 : 15개 기구(UN, OSCE, UNESCO, FAO, WTO 등)

 해외공관 :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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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정책 기조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평화 추구
- “가장 고매하며, 커다란 가치의 상징인 소국 바티칸의 전쟁 능력은 무(無)에 가깝다. 그러나
그 평화에 대한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비오 12세)
 교회와 국가 간의 조화 및 협력 추구(교회의 국내 정치 불간섭 원칙)
 기본적 인권의 강조
- 인간성 상실 또는 타락에 대한 경고
 적극적인 수교 및 방문 외교를 통한 복음 전파 확대 및 영향력 증대
- 197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취임 시 수교국은 89개국이었으나 2021년 9월 현재
183개국으로 확대
 국제기구에서의 중립적 행동 양태 유지
- 분쟁 조정의 측면에서 일방적 지원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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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정책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동방정책)
- 1996년 1월 셀리(Celli) 외교차관 중국 방문
- 1996년 12월 타우란(Tauran) 외교장관 쿠바 방문
- 1998년 1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쿠바 방문
- 2009년 12월 베트남 국가주석 바티칸 방문, 교황 베네딕토 16세 알현
- 2011년 1월 최초로 주베트남 교황사절(주싱가포르 교황대사가 겸임) 임명
- 2015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 쿠바 방문(미국-쿠바 관계 정상화 중재)
 선교 활동의 자유 보호 및 종교 간 대화
- 공산권 및 회교 국가 내 종교 탄압으로 인한 기독교 신자 보호
 제3세계에서 모든 국민의 균등한 발전, 부의 균등한 분배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 해방신학에 의한 계급투쟁 방식에는 반대
 난민과 이민자 보호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직후 첫 방문지로 지중해의 난민 선박 전복 사고가 잦은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끊임없이 촉구
- 2015년 9월 유럽의 모든 가톨릭 본당, 수도원이 각각 난민 한 가족씩을 받아들여 머물
곳을 제공할 것을 요청, 바티칸 내 두 본당(성베드로 대성당, 성안나 성당)도 각각 난민 가족들을
수용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미사 강론을 통해,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며 지원하고 통합하는(Welcome, protect, promote and integrate)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2018년 난민과 이민자 보호와 통합을 위한 두 개의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채택 협상을 주도
 기후변화 대책과 환경 보호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6월 지구의 환경 문제를 성찰하고,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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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회칙(回勅, Encyclical)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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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의 고통(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식수 오염, 생물 다양성 위기, 삶의 질 저하,
세계적 불평등)에 대해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인류가 ‘생태적 회개’를 할 것을 촉구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상 타결과 파리협약 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파리협약 체결 195개국이 동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국제분쟁의 중재자 역할 추구
- 칠레·아르헨티나 간 국경 분쟁이 교황청의 중재로 해결된 바 있으며, 1985년 정의 평화위
원회 의장 에체가라이(Etchegaray) 추기경을 레바논, 이란 및 이라크에, 1986년에는 실베스
트리니(Silvestrini) 외무평의회 부의장을 레바논 및 시리아에 파견, 1999년에는 장 루이
토랑(Jean-Louis Tauran) 외교장관을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에게 파견, 부활절 기간 중
전투 중단을 요청하는 등 국제분쟁 해결에 기여코자 노력
- 2013년 9월 시리아 정부의 반군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 의혹 이후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강행하려고 하자, 교황은 금식기도회를 열며 적극 반대, 결국 미국은 시리아 공습을
포기하고 IS 공습으로 방향 전환
- 2014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을 바티칸에 초청하여 평화 기도회를 개최하고, 2015년 5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
- 2014년 10월 바티칸에서 미국과 쿠바 대표단 간의 협상을 주선, 양국 억류 인사에 대한
상호 석방 보장을 약속받았고, 2014년 12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2015년 9월 쿠바와 미국을 연쇄 방문하여 양국 간
수교에 기여
- 2015년 9월 쿠바 방문시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면담, 정부군과 반군의 평화 협정을
콜롬비아 방문 조건으로 제시하여, 2016년 11월 콜롬비아 평화협정 체결의 산파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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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국가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 1797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교황 비오 6세 간 영사 관계 수립
- 1848~1867년 공식 외교 관계 수립
- 1867~1984년 외교 관계 단절
- 1984년 1월 외교 관계 재개
- 2014년 3월 오바마 대통령 바티칸 방문, 2015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미
-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 바티칸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중국과의 관계
- 1922년부터 교황사절을 베이징에 파견
- 1942년 중화민국과 공식 수교
- 1945년 난징에 교황대사관 개설
-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대만 타이베이로 대사관 이전
-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추진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중국과의 관개 개선을 적극 추진
-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시 중국은 최초로 교황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하였고,
교황은 영공을 통과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국민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국
방문 희망 의사를 피력
- 2018년 10월 교황청은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를 승인하는 대신 교황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있으며, 2020년 10월 동 합의를
2년간 연장
 러시아와의 관계
- 교황청은 1917년 5월 동방 가톨릭교회 지원을 위한 동방교회성 설립
- 2009년 12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교황 베네딕토 16세 알현 후 러시아-교황청 간
공식 외교 관계 수립
- 2016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키릴(Kirill)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와 쿠바에서 면담

47

(1054년 서방과 동방 교회 분열된 이후 최초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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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파롤린(Parolin) 교황청 국무원장 추기경 러시아 공식 방문
- 2019년 9월 푸틴 대통령, 교황 알현
 유럽과의 관계
- 유럽 전체 인구 중 약 75%가 기독교인들이며, 이 중 약 45%가 가톨릭 신자로서, 전반적인
세속화 흐름 속에서도 가톨릭의 전통적 영향력 유지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11월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방문
-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 5월 유럽 샤를마뉴(Charlemagne) 상
수상
-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네 차례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2013.5월, 2015.2월, 2017.5월, 2017.6월)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6월 바티칸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일본과의 관계
- 1919년 주일본 교황사절 파견
- 1942년 공사급 외교 관계 수립
- 1958년 대사급으로 외교 관계 격상
- 1981년 2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일본 방문
- 2017년 1월 갈라거(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 대주교 방일(교황청-일본 수교 75주년 기념,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

- 2017년 9월 필로니(Filloni)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추기경 방일
- 2019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 일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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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황 사절

가. 종 류
 Nuncio 또는 Pronuncio : 대사급 외교 사절
 Internuncio : 공사급 외교 사절
 Legate a Latere 또는 Ablegate :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특사
 Prelate :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순전히 종교 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절(외교사절 아님)

나. 교황 사절단원의 계급(4계급)
 Counsellor
 Auditor
 Secretary
 Attac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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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한반도 정책

 교황청은 한반도 정세 및 대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별도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없으나,
남북한 통일이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왔으며, 한반도에서의 안정 유지가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평가
 특히,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와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 표명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 1983년 9월 KAL기 피격 시 김수환 추기경 앞으로 조전 발송
· 1983년 10월 미얀마 사건 시 조문사절(주한 대사) 파견
· 1984년 5월 103위 시성식 집전을 위한 방한(방한시 항로로 KAL기 피격시의 문제 항로 선택)
· 1989년 10월 제44차 국제성체대회 참석차 방한
- 교황 프란치스코
· 2014년 8월 14일~8월 18일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및 윤지충 바오로 등
124위 시복식 집전을 위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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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 관계

 1947년 8월 7일

비오 12세 교황, 제임스 패트릭 번(Patrick James Byrne) 주교를
교황 사절 자격으로 한국에 발령

 1947년 10월 9일

제임스 패트릭 번 주교, 외국 사절로서는 해방 후 처음으로
서울에 부임(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평북 소재 수용소에서 1950. 7. 17 옥사)

 1948년 9~12월

정부 수립 후 파리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합법정부 승인 획득
교섭시, 비오 12세 교황 지시에 따라 교황청 국무원장 서리
몬티니(Montini) 대주교(후일 바오로 6세 교황)와 파리 주재 교황청
대사 론칼리(Roncalli) 대주교(후일 성 요한 23세 교황)는 각국 대표
와의 막후 교섭을 통하여 한국(장면 박사 등)을 적극 지원

 1948년 12월 16일

장면 박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비오 12세 교황 예방

 1950년 6월 4일

제2대 교황사절 Max de Frustenberg 대주교 파견

 1953년 10월

교황사절서리 Thomas Quinlan 주교 파견

 1957년 3월

제3대 교황사절 Egano Righi Lambertini 주교 파견

 1960년 7월

제4대 교황사절 Xavier Zupi 대주교 파견

 1962년

제5대 교황사절 Antonio del Giudice 대주교 파견

 1963년 12월 11일

공사급 외교 관계 수립(주한 초대 공사 : Antonio del Giudice 대주교)

 1964년 4월

이한빈 주스위스 대사(겸임) 신임장 제정

 1966년 9월

외교 관계 대사급으로 격상

 1966년 12월

Antonio del Giudice 대사 신임장 제정(초대 상주대사)

 1967년 1월

정일영 주스위스대사(겸임) 신임장 제정(초대 대사)

 1968년 2월

Ippolito Rotoli 대사 신임장 제정(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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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7월

강문봉 주스위스 대사(겸임) 신임장 제정

 1973년 6월

Luigi Dossena 대사 신임장 제정(3대 대사)

 1974년 4월

신현준 대사 신임장 제정(초대 상주대사)

 1979년 4월

Luciano Angeloni 대사 신임장 제정(4대 대사)

 1981년 3월

김좌수 대사 신임장 제정(2대 상주대사)

 1983년 3월

Francesco Monterisi 대사 신임장 제정(5대)

 1985년 1월

강영훈 대사 신임장 제정(3대)

 1987년 4월

김경철 대사 신임장 제정(4대)

 1987년 9월

Ivan Dias 대사 부임(제6대)

 1990년 3월

이시용대사 신임장 제정(5대)

 1992년 3월

Giovanni Bulaitis 대사 부임(7대)

 1993년 2월

박노영 대사 신임장 제정(6대)

 1995년 7월

김흥수 대사 신임장 제정(7대)

 1997년 10월

Giovanni Battista Morandini 교황대사 부임(8대)

 1999년 3월

배양일 대사 부임(8대)

 2002년 3월

서현섭 대사 부임(9대)

 2003년 6월

성염 대사 부임(10대)

 2004년 11월

Emil Paul Tscherrig 교황대사 부임(9대)

 2007년 9월

김지영 대사 부임(11대)

 2008년 6월

Osvaldo Padilla 교황대사 부임(10대)

 2010년 9월

한홍순 대사 부임(12대)

 2013년 11월

김경석 대사 부임(13대)

 2013년 12월

한·교황청 수교 50주년 기념 미사 봉헌
(12.19 로마 한국신학원, Parolin 국무원장 미사 집전)

 2016년 12월

정종휴 대사 부임(14대)

 2018년 1월

이백만 대사 부임(15대)

 2018년 5월

Alfred Xuereb 교황대사 부임(11대)

 2020년 11월

추규호 대사 부임(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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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인사 교류

가. 한국 인사의 교황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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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10월

김동조 외무장관

 1977년 2월

김성진 문공장관(비공식)

 1978년 2월

이효상 공화당 의장서리(대통령 친서 전달)

 1978년 2월

지학순 원주교구장

 1978년 9월

민병권 교통장관

 1978년 10월

이효상 공화당 의장서리(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취임식 참석)

 1979년 9월

박동진 외무장관(대통령 친서 전달)

 1981년 1월

김기철 체신장관(대통령 특사)

 1981년 1월

노태우 대통령 특사

 1983년 4월

최규하 국정자문회의 의장

 1983년 5월

이진희 문공장관(교황 방한 초청 대통령 친서 전달)

 1984년 2월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1984년 6월

이원경 외무장관

 1984년 10월

김상협 국정자문위원

 1987년 2월

노신영 국무총리

 1989년 2월

김대중 평민당 총재

 1999년 11월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Sodano 국무원장 면담)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면담

 2001년 8월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2002년 6월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

 2003년 11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2005년 4월

이해찬 총리(성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참석)

 2005년 4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베네딕토 16세 교황 취임식 참석)

 2005년 11월

송기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2006년 4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공식 방문, 베네딕토 16세 교황 면담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 베네딕토 16세 교황 면담

 2010년 8월

정종휴 대통령 특사(교황 방한 초청 친서 전달)

 2013년 3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프란치스코 교황 취임식 참석)

 2014년 2월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염수정 추기경 서임식 참석)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2017년 5월

김희중 대통령 특사

 2017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한국 천주교 230주년 기념 바티칸 전시회)

 2018년 1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2021년 7월

박병석 국회의장(Parolin 국무원장 면담)

나. 교황청 인사의 한국 방한
 1974년 4월

Simon D. Lourdusamy 포교성(인류복음화성) 차관

 1975년 7월

Agnelo Rossi 포교성(인류복음화성) 장관

 1978년 3월

비그리스도국 의장 Sergio Pignedoli 추기경

 1983년 12월

Giuseppe Pittau 가톨릭 예수회 부총재

 1984년 5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 및 103위 시성식 집전)

 1986년 6월

비그리스도국 의장 Arinze 추기경

 1986년 8월

밀라노 대주교 Martini 추기경

 1986년 9월

평신도평의회 의장 Pironio 추기경

 1989년 10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제44차 세계성체대회 참석)

57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2002년 7월

인류복음화성 장관 Sepe 추기경

 2004년 8월

인류복음화성 차관 Sarah 대주교

 2005년 11월

이주사목평의회 의장 Humio Hamao 추기경

 2006년 7월

일치평의회 의장 Walter Kasper 추기경

 2006년 10월

보건사목평의회 의장 Lozano Barragan 추기경

 2008년 10월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Martino 추기경

 2010년 5월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Taurin 추기경

 2010년 5월

일치평의회 의장 Kurt Koch 추기경

 2010년 8월

평신도평의회 의장 Rilko 추기경

 2013년 8월

가톨릭교육성 장관 Zenon Grocholewski 추기경

 2013년 10월

인류복음화성 장관 Fernando Filoni 추기경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 및 윤지충 바오로 등 124위 시복식 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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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수도회성 장관 Aviz 추기경

 2015년 11월

내사원장(국제 가톨릭 사목원조기구 총재) Piacenza 추기경

 2018년 2월

교황청 문화평의회 Sanchez De Toca 차관보(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2018년 7월

외교장관 Paul Gallagher 대주교

4. 한국 가톨릭 현황

가. 한국 천주교회 통계(2020년 한국천주교회 통계)
 신자 : 587만 명(총인구의 11%)
 성직자(부제 제외) : 5,430명
- 주교 42명(추기경 2명 포함)
- 사제 5,388명
· 한국인 신부 5,233명, 외국인 신부 155명
 수도자 : 수녀 10,145명, 수사 1,592명
 교회 수 : 본당 1,747개, 공소 729개
※ 국가별 신자 수(2019년 교회통계연감)
▲ 전 세계 가톨릭 신자수 : 13억 4,500만 명(전 세계 인구의 17.7%)
① 브라질 1억 7,702만 명 ② 멕시코 1억 1,553만 명 ③ 필리핀 8,903만 명 ④ 미국 7,397만 명
⑤ 이탈리아 5,781만 명

⑥ 콩고 4,932만 명

⑨ 스페인 4,376만 명

⑩ 아르헨티나 4,149만 명

⑦ 프랑스 4,857만 명 ⑧ 콜롬비아 4,623만 명

※ 한국은 582만 명(2019년 기준), 세계 227개 국가 중에서 43번째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8,903만 명),
인도(2,247만 명), 인도네시아(807만 명), 베트남(706만 명)에 이어 5번째로 신자가 많음.

나. 교회 창설의 배경
 대내적 요소
-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는 실학과 같은 새로운 사상의 대두, 평등에 대한 갈망 등으로
문화와 사상의 변화기
※ 실학자 이수광(1563~1628)은 1614년 『지봉유설』에서 천주교 소개

 대외적 요소
- 천주교회의 동양 선교 시도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한 선교사들이 만든 천주교 서적이
조선에 전래
※ 당시 전래된 서적으로는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판토하의 『칠극(七克)』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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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의 관할)

다. 교회 창설과 전교, 박해
 교회의 창설
- 이승훈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책들과 성물을 가지고 1784년 봄에 귀국한 후
이벽(李檗)과 함께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
- 1784년 9월 이승훈은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이것이 한국 교회의 출발점
※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결속된 복음 선포 기능을 수행하는 신앙 공동체

 초기 탄압과 순교
- 1785년 신생 그리스도 공동체(조선교회)는 명례방(지금의 명동)에서 거주하던 중인 출신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집회를 갖다가 적발되어 양반 계급에 속한 이들은 훈계되고 중인인
김범우는 고문과 귀양으로 사망
- 1791년 모친상을 당하고도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랐다는 고발로 이른바 ‘진산사건
(珍山事件)’이 일어나 윤지충·권상연을 처형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활동
- 성직자가 없었던 초대 조선 교회는 임의로 성직 계급을 정하고 활동하다가 북경 주교에
성직자 파견을 요청, 1795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 교회 선교사로 파견되어 입국
- 주문모 신부는 명도회라는 평신도 단체를 조직, 활발한 선교 활동을 전개하여 1800년에는
신도 수가 1만 명으로 증가
- 신자의 대부분은 정치적 특권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민중이었으며, 여성이 많이
포함
 신유박해(1801)
- 집권층에서는 천주교를 반왕조적(反王朝的) 종교로 규정하고 사학 엄금 교서와 함께
오가작통법을 실시해 신도들을 색출, 고발하도록 하여 주문모 신부와 초대 교회 건설자
대부분이 순교
- 이 박해로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천주교 신앙을 더욱 전파시키는 계기로 전환
 조선 교구 설정
- 1825년 정약전의 아들 정하상은 유길진 등과 연명으로 로마 교황청에 청원문을 올려 조선
교회의 사정을 알리고 신부 파견을 요청, 1831년 9월 9일 북경 교구에서 독립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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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가 설정되고 1836년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모방(Maubant)과 샤스땅(Chastan) 신부가
입국
※ 제1대 교구장으로는 브뤼기에르(Bruguiére) 신부가 임명되었으나, 조선 입국 직전 중국에서 병사(病死)

 기해박해(1839)
- 국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박해가 계속되어 앵베르 주교(제2대 교구장), 모방과 샤스땅 신부,
정하상, 유길진, 조신철 등 많은 이들이 순교
-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국내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계기
 김대건 신부와 병오박해(1846)
- 마카오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김대건 신부가 1845년 귀국하여 교회가 다시금 활기를
띠었으나 그는 이듬해 병오박해 때 순교
 대원군과 병인박해(1866)
- 고종이 즉위해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병인박해가 시작되었고 불과 3개월 사이에 당시
조선에서 전교 중이던 선교사 12명 중 9명과 교회의 지도급 신도들 처형
- 살아남은 3명의 선교사 중 리델 신부는 탈출에 성공, 톈진에 있는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병인양요 초래
- 병인양요와 1868년 E. J. 오페르트 남연군 묘 도굴 사건 등을 계기로 가톨릭에 대한 탄압은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할 때까지 지속
- 이는 그 규모나 기간 등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박해로 박해 과정에서 8,000~ 2만여
명의 신도를 처형한 것으로 추산
 100여 년 동안 이어진 박해 과정에서의 순교자 가운데 오늘날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1,800명이나 실제로는 수만 명에 달할 것이며,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
※ 박해의 원인과 배경
- 조상 제사의 폐지 문제
- 가족 질서의 문제
· 천주의 명을 부모의 명보다 우위에 두고, 양성 평등과 여성 재혼, 강제혼인 금지 등의 천주교 행동
양식은 곧 전통 질서의 파괴로 인식
- 당파 싸움의 제물
· 정권의 쟁탈, 연장을 위한 투쟁 등으로 인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등 발생
- 성리학의 교조성
· 유교사회의 기본 바탕인 성리학이 근원적으로 위협을 받자 일체의 외부 사상을 이단시하고 배격하게 된
것도 박해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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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로부터의 자극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 러시아의 남하를 비롯해 프랑스·미국·독일의 내습, 습격으로 인해 박해가 더욱 격화

라. 구한말부터 현재까지의 교회상
 병인양요 이후, 1886년 한·불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외국인 성직자
들이 조선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었으나 과도기적 혼란으로 당시에도 많은 신도들이 순교
 개화기에는 <경향잡지>, <경향신문>의 창간을 비롯해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개화 운동을 적극
추진
 일제강점기에는 창씨개명·신사참배 등의 강요, 미국인 선교사 추방, 외국인 선교사 구금
등의 종교탄압이 이어졌으나, 가톨릭은 발전을 계속해 교구가 잇따라 창설되었고 처음으로
한국인 교구장(노기남 신부)이 탄생
 1925년 기해박해 때의 순교자 70위와 병오박해 때의 순교자 9위 등 79위를 복자위(福者位)에
올리는 시복식(諡福式)을 교황 비오 11세가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
 광복 후 미군정과 한국전쟁의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발전을 계속하여 1962년 한국
천주교회에 교계 제도가 설정되어 자립 교회로 승격함으로써 많은 교구가 증설
 1968년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 중 24위를 복자위(福者位)에 올리는 시복식(諡福式)을 교황
바오로 6세가 거행
 1969년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해 순교자
103인에 대한 시성식을 집전하고, 1989년에는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서울에서 개최
 2006년 서울대교구의 정진석 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
 2014년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
 2014년 8월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여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 및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 거행
 2021년 유흥식 라자로 주교(2021.9월 현재 대주교)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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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교회와의 관계

가. 개 요
 한국 교회는 유례 없이 큰 희생을 치르고 스스로 세운 교회로서 교황청은 1987년 6월 한국
교회가 청원한 시성 심사에서 기적 심사를 관면하는 등 한국 교회를 크게 신임
※ 성인이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을 드릴
수 있도록 선포된 자로서 전통적으로 복자가 성인의 반열에 오르려면 기적의 사례가 필요. 한국은 현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103위 성인 배출

 1984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방한시 103위 순교자 시성에 이어,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시 124위 순교자 시복
 2016년 4월 교황청은 한국 천주교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를
가경자(可敬者, venerable, 시복의 전 단계)로 선포하였으며,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 진행 중

나. 한국 천주교 주요 연표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그라몽(Louis de Grammont)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이벽 등과 전교 활동(서울 명례방) 개시(한국 천주교의 기점)

※ 실학자 이수광(1563~1628), 1614년 『지봉유설』에서 천주교 소개
※ 교황 알렉산더 7세, 1660년 중국에 남경 대교구를 설정하면서 조선을 포함(1702년부터 조선은 북경 주교의
관할)

 1785년

명례방 교회 적발(추조 적발 사건)

 1791년

신자 윤지충이 위패를 만들지 않고 모친상을 지낸 것이 조정에 보고되어
윤지충(최초의 순교자)·권상연이 극형에 처해짐(신해박해)

 1792년

북경 주교 구베아, 교황 비오 6세에게 조선 교회 창설 보고

 1795년

중국 신부 주문모 입국(최초의 신부, 당시 신자 4,000명)

 1801년

이승훈·정약종·이가환·주문모 처형, 정약용 유배(신유박해, 당시 신자 1만 명)

 1825년

정하상, 교황청에 신부 파견 간청 서한 송부(1827년 교황청에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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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7년

교황 레오 12세, 조선교회의 서신을 접하고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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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요청
 1831년

교황 그레고리 16세 조선교구 설치(초대 교구장 : 브뤼기에르 주교)

 1836년

모방(Maubant) 신부(최초의 서양인 신부) 입국

 1839년

정하상, 모방 신부 등 처형(기해박해)

 1845년

김대건 사제 서품(최초의 조선인 신부)

 1846년

김대건 신부 순교

 1866년

병인박해(당시 신자 23,000명)

 1866년 12월

교황 비오 9세, 조선 사람들을 위로하는 서한 송부

 1886년

한·불 우호통상조약(선교사의 선교의 자유 보장)

 1898년

명동성당 축성

 1920년 10월

동경 주재 교황청대사 서울 방문

 1925년 7월

교황 비오 11세, 한국 순교복자 79위 시복

 1930년 9월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 한국 순교복자 24위 시복

 1969년 4월

김수환 추기경 서임(교황 바오로 6세)

 1981년 10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개최 계기
특별 강복

 1984년 5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및 103위 시성식
집전을 위한 방한

 1989년 10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위한 방한

 2006년 3월

정진석 추기경 서임(교황 베네딕토 16세)

 2014년 2월

염수정 추기경 서임(교황 프란치스코)

 2014년 8월

교황 프란치스코,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 및 124위 시복식
집전을 위한 방한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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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식 라자로 대주교,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교황 프란치스코)

6. 한국과 가톨릭

가. 김대건 신부
 김대건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1822년 충청남도 내포 솔뫼(당진)에서 독실한
천주교의 신자인 김제준의 아들로 태어남. 증조할아버지는 50세 때 천주교에 입교하였는데,
천주교 박해로 여러 차례 검거되어 고초를 겪다가 1718년 옥중에서 순교. 이에 김대건의
할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경기도 용인으로 이주
 아버지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1839년 기해박해 때 한양 서소문 밖에서 순교. 이 같은
순교자의 집안에서 자란 김대건은 1836년(헌종 2년) 프랑스 신부 모방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이 됨. 김대건은 최양업·최방제 등과 함께 마카오로 건너가 그곳에 있는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프랑스어, 라틴어, 중국어, 신학, 그리고 철학 등 새로운 학문을 수학
 공부를 마친 김대건은 기해박해 이후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두 차례 실패 후 1845년 1월 비로소 국경을 넘어 한양에 몰래 들어옴. 그러나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그해 8월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됨.
 신부가 된 김대건은 프랑스의 페레올, 다블뤼 주교와 함께 상하이를 떠나 충청남도
강경으로 몰래 숨어들어와 방방곡곡을 돌면서 비밀리에 전교 활동
 김대건은 이듬해 동료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비밀 입국 통로를 알아보기 위해
백령도 부근을 돌아보다가 붙잡혀 한양으로 압송
 김대건은 몇몇 대신들의 부탁으로 옥중에서 세계 지리에 관한 책을 제작하고, 영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번역.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심한 고문을 받다가 효수형(목을 베어 달아 놓는
형)을 선고받고 신부들과 교우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긴 뒤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

 김대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천주교에 대한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천주교 교리와
문화를 전파하다 죽은 순교자임. 김대건 신부는 1984년 한국 가톨릭 2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 온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우리나라 다른 순교자 102명과 함께
성인으로 시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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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성인(聖人)과 복자(福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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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복시성의 의미와 절차
 시복시성이란 가톨릭교회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
 성인은 지혜와 덕이 뛰어나 길이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가톨릭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 즉 하느님을 직접 뵈옵고 복락을 누리는 사람을 이르며, 교회에서 모든 신자의
본보기로 선언하고 존경하도록 공식적으로 성인의 품위에 올린 사람
 덕성이 확정되고 그분을 통한 기적이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통하여 두 가지 이상
확인되면 교회는 그를 복자로 선언(시복). 시복 후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될 때, 그를
성인으로 선언하고 의식(성인식)을 행하며,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면제되기도 함.
 시성은 복자에 한하여 행해지며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無謬性) 행위로 복자는 그
공경이 어느 지방이나 단체에 국한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도록 지정
 시복조서는 후보자의 해당 교구에서 시작하며, 교구장은 후보자의 영웅적 덕행 또는
순교자일 경우 순교 사실을 교구법정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황청 시성성(諡聖省)에
제출
 시성성의 조사 결과 합당하다고 판명되면 교황의 교령 반포에 의해 복자로 불리게 됨.

2) 103위 성인(聖人)
 우리나라에는 103명의 성인이 있음. 103명 중 79명은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그리고 24명은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어 총 103명의 복자가 탄생함. 이들
복자는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여 내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4년 5월 6일 모두 시성됨.
 한국 성인의 축일은 9월 20일이고, 축일의 명칭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임. 103명의 성인 중에는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3명의 주교와 7명의
신부)도 포함되어 있음. 이들의 국적이 비록 프랑스일지라도 그들은 한국의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에 속하는 성인으로 인정함
 103위 성인의 대부분은 19세기 중반 기해(1839), 병오(1846), 병인(1866) 박해 순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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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교 종류별로는 참수(斬首)가 77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絞首)가 15명, 병으로 또는 매 맞아
옥사한 이가 11명임. 순교지별로는 서소문 밖 사거리가 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새남터
11명, 당고개 9명, 전주의 숲정이 7명, 충청도의 수영(水營)인 보령(保寧)의 갈매못 5명, 평양,
대구, 공주 각기 1명이고 나머지는 서울 감옥에서 교수되거나 옥사함.
 한국 성인들의 신분과 직업은 아주 다양함. 신분으로 말하면 양반, 중인, 상민 등이 골고루
섞여 있어 승지(承旨)나 선공감(繕工監)과 광흥창(廣興倉)의 관리, 군인, 궁녀 등이 있는가 하면,
상업, 농업, 약국, 인쇄, 서사업(書寫業), 심지어 짚신을 삼고 길쌈과 삯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한 사람들이 많았음. 집안 형편은 거의 가난하고 궁핍한 편이었으나 최경환,
김효주, 유진길, 김제준, 정화경, 김성우, 임치백 등과 같이 부유한 집안도 있었음.
 한국 성인 93명 중 성직자는 유일하게 김대건 신부뿐이고 나머지 92명은 모두 평신도임.

3) 124위 복자(福者)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이 거행된
‘하느님의 종’(시복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호칭, 예전에는 가경자 (可敬者)라는 호칭을 썼다)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등 124위 시복 결정은 1984년 103위 시성 당시 한국 천주교회에
시복 염원을 안겼던 초기 박해 시대 순교자들의 시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1984년 시성된 103위 성인의 대부분은 19세기 중반 기해(1839), 병오(1846),
병인(1866) 박해 순교자여서 이들의 신앙을 키운 신유박해(1801) 전후 순교자들의 시복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국 교회의 노력 결과로 103위 시성 30주년의 해에 124위가
시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됨.
 시복이 결정된 124위 순교자 가운데는 신유박해(1801) 순교자 53위를 비롯해 신해박해
(1791) 3위, 을묘박해(1795) 3위, 정사박해(1827) 8위, 을해박해(1815) 12위 등 기해박해(1839)

이전 순교자가 86위(69.35%)이며 기해박해 이후 순교자가 36위(30.65%)임. 기해박해 이후
순교자 가운데는 이미 103위가 30년 전인 1984년 성인 반열에 올랐음.
 124위 가운데 주요 인물로는 1790년 중국 베이징교구 구베아(Gouvea)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신주를 불태우고 유교식 예절에 따른 제사를 지내지 않아 이듬해
12월 참수된 진산 사건의 당사자 윤지충(바오로)과 그의 이종사촌 권상연(야고보)을 꼽을 수
있음.
 또한 유일한 외국인이자 조선에 들어온 첫 사제 주문모(야고보) 신부는 1752년 중국 강남
소주부 출신으로 1794년 입국해 7년간 시목하고 1801년 새남터에서 참수를 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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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추기경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1) 추기경(樞機卿, Cardinal)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의 지위로, 교황의 주요 협조자로서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함.
 추기경이라는 말은 ‘문의 경첩’을 뜻하는 라틴어 cardo에서 왔으며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직책’이라는 뜻이며, 붉은 옷을 입어 ‘홍의 주교(紅衣 主敎)’로도 불림. 초기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돌보는 사제(司祭)를 뜻했으나 그 후 로마 가톨릭교회의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그
직무가 바뀌다가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거의 현재와 같이 정비됨. 주교품을 받은 사람이
추기경으로 임명될 때 ‘서임(敍任)’이라는 표현을 쓰며, 주교·사제·부제의 경우 ‘서품(敍品)’
이라는 표현을 사용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는 주교, 사제(시부), 부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분하면 ‘교황-추기경대주교-주교-몬시뇰-사제-부제’로 구분할 수 있음. 교황·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주교직’
에 속하며, 추기경 중에는 주교가 아닌 이도 임명할 수 있음. 몬시뇰은 주교품을 받지 않은
원로 사제 중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교황청에서 내리는 명예직이며, 추기경의 선발은
교황의 자유롭고 고유한 권한에 속함.
 추기경들은 집단적으로 추기경단을 구성하며 교황좌 공석시, 즉 교황의 사임이나 사망 시
교황 선출권을 가짐(80세 이하 추기경에 국한됨). 교황의 선출권 이외에 추기경들은 상시에
교황청의 여러 부서의 장관 또는 위원으로 활동하며,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는 추기경들도
부정기적으로 교황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교황의
자문에 응해야 함.
 모든 추기경들은 바티칸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바티칸시국의 시민권을 가짐. 2018년 7월
현재 전 세계에는 225명의 추기경이 있으며, 이 중에 교황 선출권이 있는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124명임.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4월 28일 김수환 서울대교구장이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된
데 이어 2006년 3월 24일 정진석 서울대교구장, 2014년 2월 22일 염수정 서울
대교구장이 추기경으로 서임됨.

2)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출생-사망 : 1922년 5월 8일(음력) ~ 2009년 2월 16일

68

 출생지 : 대구
 학력
- 1947~1951년

서울 성신대학교(현 가톨릭대학교)

- 1956~1963년

독일 뮌스터 신학대학 및 대학원(신학 석사)

 경력
- 1951년

사제 서품

- 1951~1951년

대구대교구 안동본당, 교구장 비서, 김천본당 주임

- 1966년

주교 서품

- 1966~1968년

마산교구장

- 1968~1998년

서울대교구장(1975~1998 평양교구장 서리 겸임)

- 1969년 4월 28일

추기경 서임(교황 바오로 6세 시기, 당시 47세로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
최연소 추기경)

- 1970~1975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 1981~1987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 2003년

생명21운동 홍보대사

 사목 표어 :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
 저서
-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1981)
- 『이 땅에 평화를』 (1988)
-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 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1994)
-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1999)
-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1999)

3)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
 출생-사망 : 1931년 12월 7일 ~ 2021년 4월 27일
 출생지 : 서울
 학력
- 1954~1961년

서울 성신대학교(현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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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1970년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 대학원 교회법 석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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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1961년

사제 서품

- 1961년

서울대교구 중림동본당 보좌신부

- 1961~1968년

성신고등학교 교사 및 부교장

- 1962~1964년

서울대교구 법원 공증관 겸임

- 1964~1965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총무

- 1970년

주교 서품

- 1970~1998년

청주교구장

- 1996~1999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 1998~2012년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 2006년 3월 24일

추기경 서임(교황 베네딕토 16세)

 사목 표어 :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
 저서
- 『교회법해도』 (2000)
- 『구세주예수의 선구자, 세례자 요한』 (2005)

4)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생년월일 : 1943년 12월 5일
 출생지 : 경기도 안성
 학력
- 1970년

가톨릭대학교 졸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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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사제 서품

- 1971~1973년

서울대교구 불광동, 당산동성당 보좌신부

- 1973~1977년

소신학교 교사 및 부교장

- 1977~1987년

이태원·장위동·영등포성당 주임신부

- 1987~2001년

서울대교구청 사무처 처장
청담동·세종로·목동성당 주임신부

- 2002년

주교 서품

- 2002~2012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 2012년~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 2014년 2월 22일

추기경 서임(교황 프란치스코)

- 2014년 5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성직자성 위원

 사목 표어 :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Amen. Veni, Domine Jesu)

라. 주한교황대사관
 교황청은 1963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기 이전까지는 교황사절을 한국에 파견함.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교황사절이 파견된 것은 1919년이며, 이때는 주일본 교황 사절관의
교황사절이 한국 교황사절을 겸함. 이후 1947년 8월 7일 주교 패트릭 제임스 번(Patrick
James Byrne)이 주한교황사절로 부임한 이래 1962년 대주교 안토니오 델 주디체(Antonio del
Giudice)까지 6명의 교황사절이 부임함

 1963년 12월 11일 두 나라는 수교 관계를 맺고 공사급 외교사절 교환에 합의하여 당시
교황사절이었던 안토니오 델 주디체가 초대 주한국 교황공사로 승격됨. 뒤이어 1966년
9월 5일 교황 바오로 6세가 교황청대사관 설치를 공포하여 당시 교황공사가 교황대사로
승격되고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공관에 상주하기 시작함.
 한편 주교황청 상주 한국대사관은 1974년 개설되었으며, 신현준 대사가 초대 상주 대사로
부임하였음. 주요 역할은 한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 증진, 전 세계 종교·정치· 경제·사회·
문화에 대한 이념적 방향 제시 및 상호 협조 등
 바티칸은 이탈리아 입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데, 한국인은
90일간 이탈리아 체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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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황 청

개 황

PART

5

북한과의 관계
1. 개요
2. 교황청-북한 간 주요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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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교황청과 북한 간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1990년대 교황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 실시
 교황청은 북한의 종교 실상에 관심이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핵 문제 및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와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메시지 등을 통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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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황청-북한 간 주요 접촉

 북한 측의 교황청 방문
- 1982년 10월

로마 공연 중이던 평양 곡예단, 교황청 당국에 교황 알현을
희망하여 10월 20일 정례 일반 알현 시 알현이 주선 되었으나 동
곡예단측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

- 1988년 2~6월

북한 유학생 1명, 우르바노 신학대학에서 철학 수학

- 1988년 3월

북한 천주교 신자단 6명, 성 베드로 대성당의 부활절 미사 참석

- 2018년 5월 30일

남북한 태권도 선수단의 프란치스코 교황 앞 합동 시범공연이
추진되었으나, 북한측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고 남한측 선수단만
단독 공연

 교황청 측의 북한 방문
- 1987년 6월

평양 개최 비동맹 특별각료회의에 교황청 옵서버 대표단 파견
(평양 개최 국제회의 최초 참석)

- 1988년 10~11월

교황청 대표, 평양성당 신축 미사 참여

- 1996년 1월

Celli 대주교 북한 홍수 피해 조사차 방문

- 1997년 7월

Celli 대주교 방북(인도적 지원 협의차)

- 1998년 6월

Migliore 외무차관 방북(인도적 지원 협의차)

- 2000년 11월

Migliore 외무차관 방북(인도적 지원 협의차)

- 2002년 5월

몬시뇰 Migliore과 Montemayor 방북(관계개선 협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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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인사 인적사항

가.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Francesco)
성 명

- 본명 :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Jorge Mario Bergoglio)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생)

 1963년

산미겔시 성 요셉 신학교 철학사

 1986년

독일에서 철학·신학 박사과정 이수

 1958년

예수회 입문, 수도사의 길 시작

 1964년 ~ 196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엘살바도르 대학 교수

 1969년 12월 13일

사제 서품

 1992년

주교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2001년

추기경 서임

 2005년 ~ 2011년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3.19

공식 취임)

 구사 언어 : 스페인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2014년 8월 14~18일간 방한하여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 및 윤지충 바오로
특기사항

등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 거행
 북한 방문 경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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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롤린 국무원장 추기경

성 명

생년월일

피에트로 파롤린경(Pietro PAROLIN)

1955년 1월 17일(이탈리아

비첸차 출생)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법 전공
학 력

주요 경력

 교황청 외교관학교 졸업

 1980년 4월 27일

사제 서품

 1986년

교황청 외교관으로 근무 시작

 2002년 ~ 2009년

외교차관

 2009년 ~ 2013년

주베네수엘라 교황 대사

 2013년 10월 15일

교황청 국무원장 취임

 2014년 2월 22일

추기경 서임

 구사 언어 :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시 수행
특기사항

 2018년 10월 우리 정상 교황청 방문시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 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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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냐 파라 국무장관 대주교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성 명

생년월일

에드가르 페냐 파라교(Edgar PEÑA PARRA)

1960년 3월 6일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출생)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법 전공
학 력

주요 경력

 교황청 외교관학교 졸업

 1985년 8월 23일

사제 서품

 1993년 4월 1일

교황청 외교부 근무 시작

 1997년 ~ 1999년

케냐, 유고슬라비아 등 대사관, 유엔 사무국 대표부

 2002년 ~ 2005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교황 대사관

 2006년 ~ 2011년

주멕시코 교황 대사관

 2011년 2월

주교 서품

 2011년 ~ 2015년

주파키스탄 교황 대사

 2015년 ~ 2018년

주모잠비크 교황 대사

 2018년 10월 15일

교황청 국무장관 취임

 구사 언어 :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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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방문 경력 : 없음

라. 갈라거 외교장관 대주교

성 명

생년월일

폴 리처드 갈라거(Paul Richard GALLAGHER)

1954년 1월 23일(영국

리버풀 출생)

 영국 세인즈 프란시스 사비에르(St. Francis Xavier College) 수학
학 력

주요 경력

 1984년 교황청 외교관학교 졸업, 교회법 박사

 1977년 7월 31일

사제 서품

 1984년 ~ 1988년

주탄자니아 교황청 대사관

 1988년 ~ 1991년

주우루과이 교황청 대사관

 1991년 ~ 1995년

주필리핀 교황청 대사관

 1995년 ~ 2000년

교황청 외교부 근무

 2000년 ~ 2004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교황 특사

 2004년 ~ 2009년

주부룬디 교황 대사(2004.3.13

 2009년 ~ 2012년

주과테말라 교황 대사

 2012년 ~ 2014년

주오스트레일리아 교황 대사

 2014년 11월 8일~

교황청 외교장관 취임

주교 서품)

 구사 언어 :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1990년대 후반 대북한 인도적 지원 협의차 두 차례 방북
특기사항

 2018년 7월 4~9일간 한-교황청 수교 55주년 계기 방한

(대통령 예방, 한-교황청

외교장관회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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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블로브스키 외교관부장관 대주교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얀 로메오 파블로브스키(Jan Romeo PAWŁOWSKI)

1960년 11월 23일
(폴란드 북쪽 Biskupiec 출생)

 1985년 6월 1일

사제 서품

 1987년~1991년

로마 그레고리안 교회법 박사

 1991년

교황청 외교관학교 졸업

 1991년 ~ 1994년

주콩고(중앙아프리카·차드

 1994년 ~ 1997년

태국 교황 대사

 1997년 ~ 1999년

브라질 교황 대사

 1999년 ~ 2000년

프랑스 교황 대사

 2002년 ~

교황청 외교부 근무

 2009년 4월 30일

대주교 서품

 2017년 11월 21일

교황청 외교관부 장관 임명

겸임)

교황대사

 구사 언어 :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독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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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방문 경력 : 없음

2. 주교황청 상주공관 현황
: 총 88개 공관
 아시아 및 중동(13) : 한국, 대만, 동티모르, 레바논,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14)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리비아, 모로코,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유럽(38)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기사단,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EU(유럽연합)
 미주(23)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기타 상주 기구 : 아랍연맹, UNHCR, IOM (국제이주기구), 유럽연합, 몰타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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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황청 기구의 발전

가. 개 요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그의 수위권을 계승하고 있는 이로서,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수장이며 지상에서의 그리스도 대리자임. 이에 따라 교황은 전 세계 교회의 일상
업무를 결정해야 함.
 결정을 내림에 있어 교황이 반드시 다른 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역대 교황은 보필자의 의견을 참작하였음. 이들 보필자의 직책이나 기능은 시대 환경에
따라 변해 옴.

나. 로마 시노드(Synod) 시대
 초기 교황은 로마 시노드를 적극 활용, 로마 주변 주교들과 부제들을 포함한 로마의 사제단,
그리고 로마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교들 및 로마 주교좌의 관할 교구 주교들로 간주되는
주교들을 불러 시노드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의논 결정해 옴.
 현실적으로 이런 방대한 회의를 소집하기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교황은 차차 번거로운
전체 회의보다는 시노드 의원 가운데 소수만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됨.

다. 추기원(樞機院) 시대
 교황은 추기경(樞機卿)이라 불리던 로마 사제단의 원로들을 새로이 구성, 이들의 보필을 받게
됨. 추기경들은 처음에는 교황의 전례 집전을 보좌 하였으나, 차차 교황의 위임으로 교회
행정에도 참여하게 됨.
 그 후, 이 추기경이란 명칭은 로마 교회의 원로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추기경 회의를 이루게 됨.
- 추기경회의는 로마사제단에 기원을 두고 있어 5개 로마 본당신부 직분의 추기경들과 부제
직분의 추기경들, 그리고 로마 교구에 소속된 7개의 로마 근교 주교 직분의 추기경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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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
- 이를 체계화한 이는 교황 식스토 5세로 1586년 12월 3일자로 주교 계층 추기경 6명, 사제
계층 추기경 50명, 부제 계층 추기경 14명으로 모세를 돕던 70인 장로를 따라 70명으로
규정하였고, 동 규정은 성 요한 23세 교황 때까지 유지됨.
- 교황 성 요한 23세는 1962년 4월 15일자로 모든 추기경이 주교 서품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70명의 정원 제도를 폐지하여 추기경을 대폭 증원함.
 교황 바오로 6세 이후(1965.2월), 추기경회의를 이루는 추기경들은 일반 주교들보다 상위로
간주되었으며, 가톨릭교회의 원로원을 이루어 세계 교회를 위한 교황의 업무를 보필하는
중요한 자문기관이 됨.

라. 성(의회) 신설 시대
 교세가 더욱 확장되고 업무량이 폭주하게 됨에 따라, 모든 추기경들이 총회를 매주 2~3회
개최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일의 성질상 여러 분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소수의 추기경들로 여러 회의를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성(省) 또는 의회(議會),
Congregatio라 칭하게 됨.
- 성(省) 구성을 통해 소관 업무는 전문화되었으나 아직은 횡적 연락이 적은 독립적인
기구들로 남아 있었음.
 교황 성 비오 10세는 로마의 이러한 성(省)들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절감,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교회법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행정법을 개정함
- 각 성(省)은 재판 형식으로 안건을 다루어 왔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상 부적합하여 그 성(省)
행정 업무 수행에 적합토록 성(省)을 개편. 성 비오 10세의 이러한 작업은 1917년 공포된
교회법전에 실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까지 교회 행정의 근간을 이룸.

마. 교황 바오로 6세의 개편
1) 배 경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급격한 변혁을 겪게 된 교회는 발전된 국가의 행정 조직에도
눈을 돌리게 됨.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 교황청
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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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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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각 부서의 책임 추기경들을 5년 임기제로 임명
 교황 개인의 비서기관이었던 국무원을 확대 격상, 국무원은 교황을 직접 보좌하며
정기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모든 부서를 통괄할 수 있도록 현대화
- 국무원장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평의원장 겸임
 각 지역 교회의 주교들이 직접 각 부서에 참여
- 교황청의 탈유럽화, 탈이탈리아화에 기여
 3개의 사무국 신설
- 그리스도교일치사무국 : 동방정교회, 개신교와의 대화와 일치를 위한 업무를 담당
- 비그리스도교사무국 : 그리스도교 이외의 모든 종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그
업무를 담당
- 비신자사무국 : 아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미신자, 나아가 적극적인 무신론자까지도
포함한 모든 무종교인들을 위한 연구와 업무를 담당

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개혁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청 기구 개편과 함께 교회는 과거와 달리 행정법을 더 이상
교회법전에 확정하여 수록하지 않게 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갖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교황령 ‘착한 목자’, 1988.6.28)는 현대의 행정 체제에 맞도록
교황청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편의 특징은 모든 부서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 하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
- 9개의 성(省)은 행정 기구로, 3개의 법원은 사법 기구로, 11개 평의회는 진흥 기구로,
그리고 3개의 사무처는 특수업무 기구로 구분하되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 부여
※ 동 개편 이전까지는 9개의 성(省)만이 행정 부서로서 법률적 지위를 누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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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황에 대하여

 교황(敎皇, 라틴어 Papa)은 『교황청 연감』에 따르면 사도들의 으뜸인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고, 로마의 주교이자, 서방 교회 총대주교로서 현세 교회의 통괄적
최고 사목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 또한 바티칸의 국가원수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사도들 중 성(聖) 베드로에게 특별한 수위적(首位的)
권한을 부여하였고, 성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사목하는 권능을 부여받아 로마에 교회를 설립함. 그 후 성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였으나, 그의 무덤 위에는 로마 교회의 웅장한 건물인 성 베드로 대성전을
설립
 기독교 시대 개막 이래 2천 년 동안 사도들의 지도자인 제1대 교황 성 베드로부터 시작해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총 266명의 교황이 즉위
 교황은 모든 교회에서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직권을 행사함. 때문에 교황을
빼고는 세계 정치사와 종교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종교적
또는 세속적으로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누린 자리로 평가함. 근래 들어 교황의 역할이
본래의 종교적인 영역으로 크게 축소됐으나 아직도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음.

1) 교황의 법적 지위
① 로마 교구의 교구장(Ordinarius) : 이 점은 다른 교구 주교의 경우와 같음. 로마 교구의
주교좌는 바티칸이 아니고 라테라노 대성전으로, 교황은 로마 교구 사목을 위하여 총대리
추기경의 보좌를 받고 있음.
② 로마 관구의 수도 대주교(Metropolita) : 로마 교구와 그 주변 7교구를 합한 로마 관구의
관구장이며, 7개 속교구에는 전통적으로 주교급 추기경을 두고 있음.
③ 이탈리아의 수좌 대주교(Primas) : 이탈리아의 모든 교구 중 수석 교구의 교구장으로서의
명예직
④ 서방 교회의 총주교(Patriarcha) :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모교회로 하여 발전한 라틴식 전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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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대주교를 뜻하는데, 현재로서는 명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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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바티칸시국의 국가원수 : 1870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교황의 영토는 몰수되고 교황의
주거지인 바티칸 언덕과 몇 개 기관들만 교황의 관할로 남았었는데, 1929년 비오 11세와
이탈리아 정부 사이의 라테란 조약에 따라 바티칸시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되었고,
교황은 국가원수로서 불가침 특권과 외교 특권을 인정받게 됨. 따라서 교황이 파견한
교황대사는 주재국에 대하여 교황의 전권대사이며, 주재국의 교회에 대하여 감독과 연락의
책임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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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가. 출생 및 성직 전 생애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Jorge Mario Bergoglio)이며,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플로렌스에서 출생.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회계사 마리오
호세 베르골리오와 그의 아내 레지나 마리아 시보리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 중 장남임.
 교황의 누이 마리아 엘레나는 그의 부친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 이탈리아에
파시즘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녀는 현재 교황의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베르골리오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하여 CA 산 로렌소 풋볼 클럽의 팬이었으며,
2008년에는 클럽의 정식 회원으로 등록함. 또한 신사실주의와 탱고 춤에 관한 영화로 유명한
티타 메레요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짐.
 중학교로 올라갈 무렵 기술학교에 입학하여 화학기술 자격증을 따고 졸업함. 21세가 되던
해에 폐렴에 걸려 폐에 생긴 낭종 세 개를 제거하기 위해 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음.
이후 그는 미사 중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르거나 운율에 맞추어 기도를 바치는 것을 못하게
되었다고 함.
 1958년 예수회에 입회하기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경비원과 청소관리인,
화학실험실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음.

나. 성직 경력
 베르골리오는 1958년 예수회에 입회하여 수련기를 시작함. 젊은 신학생 시절 삼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매혹적인 한 여인을 만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현혹되어
신학생이자 예수회 회원으로 계속 남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알려짐.
 예수회 수련생 시절에는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서 인문학을 공부하였으며, 1960년 3월
수련기를 마친 후 첫 서원을 하여 정식으로 예수회 회원이 됨.
 1967년 베르골리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산미겔에 있는 산호세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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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수료하였으며, 1973년 4월 22일 예수회 회원으로 종신 서원을 함. 197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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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의 관구장이 되어 1979년까지 역임함.
 관구장 임기를 마친 후 산미겔 신학교의 철학·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되어 문학·심리학·철
학·신학을 가르쳤으며, 이후 더블린·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유학한 후,1986년 독일에서 박
사과정 취득, 엘살바도르 대학교와 코르도바 대학교에서 고해 사제와 영성 지도자를 역임함.
 한편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베르골리오 신부는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매듭 푸는 마리아
성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200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알현한 자리에서 매듭을
푸는 마리아를 새긴 성작을 선물하기도 함.
 1992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보좌 주교로서 주교 서품을 받음. 주교가 된 베르골리오
신부는 자신의 사목 표어로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를 선택함. 199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됨.
 1998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인 안토니오 콰라치노가 추기경에 서임되자
베르골리오 주교는 자동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직을 승계하면서 대주교로 승품됨.
대주교로서 그는 새로운 본당들을 세우고 대교구의 행정 조직을 재편하였으며, 낙태 반대
운동을 지휘함. 그리고 별거 중인 부부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슬럼가의 복음화에 힘을 기울여 슬럼가에 주둔하는 사제의 수를 배로 늘림.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에는 아르헨티나 동방가톨릭교회를 방문하여 그들
고유의 전례에 참석, 동방 가톨릭의 전례와 영성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방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알려짐.
 2000년 베르골리오 대주교는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가 일명 ‘더러운 전쟁’으로 알려진 해인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시절에 자행한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2001년 2월 21일 베르골리오 대주교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됨.
추기경에 서임된 후 교황청 산하 기구들인 경신성사성과 성직자성, 수도회성, 교황청
가정평의회,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함.
 2005년 11월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3년 임기의 아르헨티나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2008년 재임을 거쳐 2011년 11월까지 주교회의 의장직을 역임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겸손한 성격과 보수적인 교리 해석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투신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히 검소한 생활 방식은 그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우선 오리보스에 있는 화려한 주교 관저를 사양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요리사
없이 요리를 직접 하고 전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 또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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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목요일에 세족 예식을 주로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도소·병원·가정 등에서
거행했는데, 하루는 갓 태어난 아기들과 임산부들의 발을 씻겨 주기도 함.

다. 교황 선출
 2013년 초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고령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교황직을 사임함으로써 콘클라베가 소집됨. 이후 다섯 차례의 투표 끝에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됨.
 교황 선출 직후, 프란치스코는 교황 전용 의자에 착석한 채로 추기경들의 축하 인사를 받지
않고 일어서서 받았다고 함. 이는 바티칸에서 이전까지 통용되었던 관례의 변화를 예고한
증표였음. 또한 그는 전임자들처럼 순금으로 만든 가슴 십자가 대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장 시절부터 착용한 철제 가슴 십자가를 착용하고 있음.
 프란치스코는 교황으로 선출된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교황으로서 사용할 새 이름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따온 것이라고 밝혔음. 그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함.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사치와 교만, 허영심
그리고 교회의 권력에 반대되는 가난의 개념을 기독교에 도입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역사를 바꾸었다”고 평가하였음.
 교황 프란치스코의 즉위 미사는 2013년 3월 19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됨. 그는 자신의
즉위식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을 초대하였음. 하지만
모국인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주교들과 평신도들에게는 바티칸에서 열리는 즉위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굳이 비싼 여행 경비를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함.
 경축사절 종교계 인사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인
바르톨로메오스 1세로, 동방정교회의 지도자가 교황 즉위식에 참석한 것은 1054년 기독교가
동서방 교회로 분열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음. 우리나라에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축사절단 대표로 참석하였음.
 프란치스코는 보다 많은 사람과 만남의 자리를 갖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교황의 공식
관저인 사도 궁전 대신 성녀 마르타 숙소를 선택하였음. 그리하여 프란치스코는 교황 성 비오
10세 이후 처음으로 교황 관저 밖에서 기거하는 교황이 되었음.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전임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주일마다 삼종 기도와 훈화를 위해 사도 궁전의 창 밖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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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황 프란치스코의 교황청 개혁

 교황 즉위 직후인 2013년 4월 프란치스코는 교황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예측할 수
없는 일시 비용으로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면서 교황청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본래 신임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
직원들에게 소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던 것이 관례였으며, 2005년(베네딕토 16세 교황 즉위
해)에는 직원 1인당 1,500유로가 보너스로 지급되었음. 더불어 바티칸 은행감독 위원회에서

매년 추기경들에게 2만 5,000유로를 보너스로 지급하던 관례도 폐지함.
 2013년 4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자문할 8인의 추기경 자문단을 만듦. 이
자문단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며 교황의 일을 돕고 조언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지만
주요 임무는 1988년 8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사도적 서한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수정하는 개혁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힘. 「착한 목자」는 교황청 각 부서 조직의

업무 지침을 정리한 행정법에 준하는 법령으로서 자문단은 모든 대륙에서 골고루
선정되었으며 이탈리아의 주세페 베르텔로 추기경, 칠레의 하비에르 에라수에스 추기경,
인도의 오스왈도 그라시아스 추기경, 독일의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 콩고의 로랑
몽센궈 파싱냐 추기경, 미국의 션 오말리 추기경,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 온두라스의
로드리게스 마라다아가 추기경으로 구성됨. 8인 추기경 자문단의 첫 회의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렸음.
 2015년 8월 15일 공포되고 12월 8일 발효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온유하신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을 통하여 신자들을 위한 혼인무효 소송의
간소한 처리 절차를 마련, 교회법 일부 조항을 변경함. 바뀐 교회법 조항 숙지를 위해
교회법을 가르치는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2018년 5월 3일
가톨릭교 육성을 통해 훈령 「혼인소송 개혁에 관한 교회법 교육(Lstruzione, gli studi di Diritto
Canonico alla luce della riforma del processo matrimoniale)」을 발표하여 가톨릭 대학들에서

교회법 과정을 강화하고 주교들은 더 많은 사제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신도들을” 가톨릭
대학에 보내 교회법 학위를 따도록 촉구함.
 프란치스코 교황은 11개였던 교황청 평의회를 5개로 줄였으며, 기존에 있던 평신도
평의회와 가정평의회가 평신도·가정·생명부로,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황청 사회
복지평의회,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등 4개의 평의회를 통합 하여
온전한 인류발전촉진부로 승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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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례 관련 교회법 조항들을 개혁하였음.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는 신자들이 전례에 “벙어리 관객”처럼
참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거룩한 전례에 참례하도록 하였으며, “살아 있는 전례”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인용하며 2017년 9월 9일 발표한 자의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
에서 전례가 사람들에게 더욱 잘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요청이
“더욱 명확히 재확인되고 실천되도록” 교회법을 개혁, 이전 교회법 838조에서 지역 교회
주교회의의 전례문 번역판에 대한 교황청의 확인(Confirmatio) 절차 후 인준(또는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주교회의가 승인한 라틴어 전례문의 번역판을 교황청이 “인준한다
(Recognize)”고 간략히 바뀌게 됨.

 금융, 경제 및 재정 개혁
 2013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황청 금융 정보국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두 나라가 공유하기로 합의함. 교황청 금융정보국은 이어 벨기에와 스페인,
슬로베니아와도 비슷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힘. 교황청 정보국장으로 임명된 스위스의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 렌 브루엘하트 국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바티칸이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4일 발표한 자의교서를
통해 교황청 부속 연구소들과 바티칸시국 부서들의 경제 운용 문제를 조정할 기구로
‘재무심의회(Consiglio per L’Economia)’를 신설함. 재무심의회는 교황이 임명하는 추기경 또는
주교 8명과 평신도 재무 전문가 7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교황은 또 재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부서로 ‘재무사무처(Segreteria per
L’Economia)’를 신설하고, 호주 시드니 대교구장인 조지 펠 추기경을 책임자로 임명함.

재무사무처는 국무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교황청 자원 조달과 재정 계획 및
연간 예산안 수립 등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의 전반적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
 경제·행정 조직기구 자문위원회는 최근 일반적 회계 기준과 재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내부 투명성에 대한 공식 보고를 요청한 바 있음. 신설된 재무심의회와
재무사무처는 교황청의 재정 운용 투명화와 재정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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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톨릭 성직자

1) 주교(主敎, Episcopus)
 하느님의 제정하심에 따라 성령을 받아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는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목자들로서 사목 책임을 맡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초대 교회에서는 주교를 파파(Papa)라고도 불렀음. 이는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원래 ‘사도의 후계자’와 자치 수도원의 원장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5세기 이래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됨. 이 밖에 주교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윗자리에서 지도하는 자’, ‘사제들 중 최상급자’, ‘다리 놓는 자’, ‘가르치는 자’
등이 존재

2) 사제(司祭, Priest)
 사제 ‘Priest’는 그리스어 ‘Presbyteros’에서 유래하며, 그리스도교 교회의 일부에서
주교와 부제 중간에 있는 관리자 혹은 성직자를 지칭. 사제 유형의 그리스도교 성직자직,
즉 사제직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주로 성찬식의 집전과 관련하여 발전했음. 2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성직자들을 사제라고 명명
 사제의 직무는 주교직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사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통치권을 맡기고 주교라고 명명함. 사제도 사제적 기능을 나누어 가졌고, 주교가 없을 때는
주교의 대리자로서 일정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었음.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고 교구
교회들이 세워짐에 따라 교구 사제가 성찬식의 주요 집전자가 됨. 이처럼 성찬식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제는 고해를 듣고 죄를 용서할 수 있음.

3) 부제(副祭, Deacon)
 부제는 가톨릭 교회 성직자의 3가지 직위 가운데 주교와 사제에 이어 가장 낮은 직위를
일컬음. 원칙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보조자 제도를 이어받고 있어 신품성사와
주교로부터의 파견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성제를 봉헌함.
 과거 칠품 중 대품의 하나인 6품, 즉 부제품을 받은 자는 사제의 아래 계급이고 차부제의
윗계급에 속하는 사람. 즉 부제는 교회 봉사직으로 서품을 받은 남자로서, 임무는 설교,
세례, 결혼식 주관, 본당 운영 외에 사제를 보좌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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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가톨릭이란 말은 ‘두루 따르는, 모두를 포함한’이란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카톨리코스
(Kαθολικός, Katholikos : 영어 Catholic)에서 온 말임. ‘가톨릭’의 뜻을 과거에 한자어로 공번(共繙)

이라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풀이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보편적’이라고 풀이.
가톨릭이라는 낱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같이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당시의 유대교에서 분리된 여러 종교 집단들로
부터 구분하는 부차적인 뜻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 개신교와
구분하는 종파적인 뜻으로 흔히 쓰이고 있음.
 개신교(Protestantism)는 독일의 로마 가톨릭 신부이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독일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서유럽에서 활발히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그리스도교(또는
기독교) 종파를 말함. 국내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이 흔히 개신교와 동의어처럼 쓰이나, 엄밀히

말해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들을
통칭하는 더 광범위한 말임.

1) 교권
 1대 교황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아나클레토…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예수가
베드로에게 준 수위권을 오늘날 교황이 그대로 이어받아 교권을 행사하고 있음. 교황 휘하
에는 주교들이 있고, 주교들 휘하에는 주임신부들이 있고, 주임신부 밑에는 보좌신부들이
있음. 이 체제로 12억 신자들이 하나되어 있음.
 반면 개신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베드로 개인의 인격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서 교황을
인정하지 않음. 개신교는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고 총회장이 있음. 그 임기는 1년이며 교황과
같은 권위는 없음.

2) 성직자의 결혼
 천주교에서는 “혼인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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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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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마태오 19장 11-12절)는 말씀을 근거로
신부·수사·수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선택함.
 개신교에서는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와 전도사는 결혼을 할 수 있음.

3) 사면
 천주교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사죄권을 주었다고 함.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복음: 20장 23절). 그렇기에 신자들은 신부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성사
순간에 사제는 예수의 대리자로서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고해성사를 할 수 있음.
 개신교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근거로
만인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천주교와는 달리
고해성사가 없고 죄를 지으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음.

4) 종교 의식
 천주교는 미사, 개신교는 예배라고 함. 미사는 신부의 강론을 포함하여 말씀전례와
성찬전례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한편, 예배는 주로 목사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함.
천주교의 사제들은 설교자이면서 제단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사제이기도 함. 최후 만찬 때
예수께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내 살이요 내 피니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 사제의 축성기도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참된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의 교리를 따름.
 개신교에서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성찬 떡을
예배 때마다 떼지 않고 교단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기념일 때마다 1년에 1번에서
4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는 기념설의 교리를 따름.

5) 성경
 천주교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존중함. 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음.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을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인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간, 묵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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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원문은 이미 사라지고 그 사본들만이 남아 있음. 성경과 유사한 주변의 문학 작품들이
많지만, 가톨릭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 결집한 성경을 정경(正經)이라고 함. 트리엔트
공의회(1545~1547)는 구약 성서 46권과 신약 성서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였음. 이는 7권의
외경을 구약 성서에 포함하였기 때문임. 또한 성경 말씀을 교회의 전통을 따라 해석함.
 개신교도 천주교와 같이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존중함.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구약성서 가운데 그리스어로 옮긴 70인역에만 있는
성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따로 분리하였음. 따라서 개신교에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함.
 천주교는 교회의 성경(聖經)을 매우 중시하며 함께 성전(聖傳)도 중시함. 미사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장 19절)”는 말씀에 근거하여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는 성체성사를 행함. 미사는 크게 하느님 말씀을 듣고 찬미하는 ‘말씀 전례’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며 예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 성찬 전례’로 구성됨.
반면 개신교는 루터의 교리에 따라 “오직 성경”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드림.

6) 성모 마리아를 보는 시각
 천주교에서는 태초에 이미 예수의 육신의 어머님으로 택정되셨기에 원죄 없이 잉태 되시어
죽음 없이 승천하셨다는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공경함.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信心)과 전구(轉求: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예수의 육체 모친으로서 하느님께 순종한 의인 중 한 명으로 여김.

7) 제사 인정 여부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조상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인정. 하지만 위패나 신주나 신방을 놓고
지내는 제사는 미신에 대한 우상숭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음. 그러나 위패나
신주나 신방을 놓지 않은 제사는 조상들에 대한 효행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으로서
인정하고 있음.
 개신교는 제사를 거부함. 개신교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명백한 우상숭배로 보고 있음.
하느님 외의 대상을 숭배하거나 그를 신적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기에 제사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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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황 연대표

1. 성 베드로(St. Petrus) 갈릴래아 베싸이다 출신, 사도들의 으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황 수위권을 받았으며, 이 수위권이 그 후계자들에게 계승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64년
또는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하였다고 함.
2. 성 리노(St. Linus), 투스치아, 67~76.5
3. 성 아나클레토 또는 클레토 (St. Anacletus 또는 Cletus), 로마, 76~88
4. 성 클레멘스(St. Clemens), 로마, 88~97
5. 성 에바리스토(St. Evaristus), 그리스, 97~105
6. 성 알렉산데르 1세(St. Alexander I), 로마, 105~115
7. 성 식스토 1세(St. Sixtus I), 로마, 115~125
8. 성 텔레스포로(St. Telesphorus), 그리스, 125~136
9. 성 히지노(St. Hyginus), 그리스, 136~140
10. 성 비오 1세(St. Pius I), 아퀼레이아, 140~155
11. 성 아니체토(St. Anicetus), 시리아, 155~166
12. 성 소테로(St. Soter), 캄파니아, 166~175
13. 성 엘레우테리오(St. Eleutherius), 니코폴리, 175~189
14. 성 빅토리오 1세(St. Victorius I), 아프리카, 189~199
15. 성 제피리노(St. Zephyrinus), 로마, 199~217
16. 성 갈리스토 1세(St. Callistus I), 로마, 217~222
17. 성 우르바노 1세(St. Urbanus I), 로마, 222~230
18. 성 폰시아노(St. Pontianus), 로마, 230.7.21~235. 9.28
19. 성 안테로(St. Anterus), 그리스, 235.11.21~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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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 파비아노(St. Fabianus), 로마, 236.1.10~250.1.20
21. 성 고르넬리오(St. Cornelius), 로마, 251. 3~253. 6 22.
22. 성 루치오 1세(St. Lucius I), 로마, 253.6.25~254.3.5
23. 성 스테파노 1세(St. Stephanus I), 로마, 254.5.12~257.8.2
24. 성 식스토 2세(St. Sixtus II), 그리스, 257.8.30~258.8.6
25. 성 디오니시오(St. Dionysius), 불명, 259.7.22~268.12.26
26. 성 펠릭스 1세(St. Felix I), 로마, 269.1.5~274.12.30
27. 성 에우티키아노(St. Eutichianus), 루니, 275.1.4~283.12.7
28. 성 카이오(St. Caius), 달마타, 283.12.17~296.4.22
29. 성 마르첼리노(St. Marcellinus), 로마, 296.6.30~304.10.25
30. 성 마르첼로 1세(St. Marcellus I), 로마, 308.5.~309.1.16
31. 성 에우세비오(St. Eusebius), 그리스, 309.4.18~309.8
32. 성 밀티아데스 또는 멜키아데스(St. Miltiades) 또는 (Melchiades), 311.7.2~314.1.11
33. 성 실베스테르 1세(St. Sylvester I), 로마, 314.1.31~335.12.31
34. 성 마르코(St. Marcus), 로마, 336.1.18~336.10.7
35. 성 율리오 1세(St. Julius I), 로마, 337.2.6~352.4.12
36. 리베리오(Liberius), 로마, 352.5.17~366.9.24
37. 성 다마소 1세(St. Damasus I), 스페인, 366.10.1~384.12.11
38. 성 시리치오(St. Siricius), 로마, 384.12.15 또는 22 또는 29~399.11.26
39. 성 아나스타시오 1세(St. Anastasius I), 로마, 399.11.27~401.12.19
40. 성 인노첸시오 1세(St. Innocentius I), 알바노, 401.12.22~417.3.12
41. 성 조시모(St. Zosimus), 그리스, 417.3.18~418.12.26
42. 성 보니파시오 1세(St. Bonifatius I), 로마, 418.12.28 또는 29~422.9.4
43. 성 첼레스티노 1세(St. Celestinus I), 캄파니아, 422.9.10~4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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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 식스토 3세(St. Sixtus III), 로마, 432.7.31~4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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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 레오 1세(St. Leo I), 투스치아, 440.9.29~461.11.10
46. 성 힐라리오(St. Hilarius), 사르도, 461.11.19~468.2.29
47. 성 심플리치오(St. Simplicius), 티볼리, 468.3.3~483.3.10
48. 성 펠릭스 3세(2세) (St. Felix III[II]), 로마, 483.3.13~492.3.1
49. 성 젤라시오 1세(St. Gelasius I), 아프리카, 492.3.1~496.11.21
50. 아나스타시오 2세(Anastasius II), 로마, 496.11.24~498.11.19
51. 성 심마쿠스(St. Symmachus), 사르도, 498.11.22~514.7.19
52. 성 호르미스다스(St. Hormisdas), 프로지노네, 514.7.20~523.8.6
53. 성 요한 1세(St. Joannes I), 투스치아, 523.8.13~526.5.18
54. 성 펠릭스 4세(3세) (St. Felix IV[III]), 산니오, 526.7.12~530.9.22
55. 보니파시오 2세(Bonifatius II), 로마, 530.9.22~532.10.17
56. 요한 2세(Joannes II), 로마, 533.1.2~535.5.8
57. 성 아가피토 1세(St. Agapitus I), 로마, 535.5.13~536.4.22
58. 성 실베리오(St. Silverius), 캄파니아, 536.6~537.11.11
59. 비질리오(Vigilius), 로마, 537.3.29~555.6.7
60. 펠라지오 1세(Pelagius I), 로마, 556.4.16~561.3.4
61. 요한 3세(Joannes III), 로마, 561.7.17~574.7.13
62. 베네딕토 1세(Benedictus I), 로마, 575.6.2-579.7.30
63. 펠라지오 2세(Pelagius II), 로마, 579.11.26-590.2.7
64. 성 그레고리오 1세(St. Gregorius I), 로마, 590.9.3-604.3.12
65. 사비니아노(Sabinianus), 투스치아의 블레라, 604.9.13-606.2.22
66. 보니파시오 3세(Bonifatius III), 로마, 607.2.19-607.11.12
67. 성 보니파시오 4세(St. Bonifatius IV), 마르시, 608.8.25~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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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성 데우스데디트 또는 아데오다토 1세(St. Deus-dedit) 또는 (Adeodatus I), 로마,
615.10.19~618.11.8
69. 보니파시오 5세(Bonifatius V), 나폴리, 619.12.23~625.10.25
70. 호노리오 1세(Honorius I), 캄파니아, 625.10.27~638.10.12
71. 세베리노(Severinus), 로마, 640.5.28~640.8.2
72. 요한 4세(Joannes IV), 달마타, 640.12.24~642.10.12
73. 테오도로 1세(Theodorus I), 그리스, 642.11.24~649.5.14
74. 성 마르티노 1세(St. Martinus I), 토디, 649.7~655.9.16
75. 성 에우제니오 1세(St. Eugenius I), 로마, 654.8.10~657.6.2
76. 성 비탈리아노(St. Vitalianus), 세니, 657.7.30~672.1.27
77. 아데오다토 2세(Adeodatus II), 로마, 672.4.11~676.6.17
78. 도노(Donus), 로마, 676.11.2~678.4.11
79. 성 아가토(St. Agathus), 시칠리아, 678.6.27~681.1.10
80. 성 레오 2세(St. Leo II), 시칠리아, 682.8.17~683.7.3
81. 성 베네딕토 2세(St. Benedictus II), 로마, 684.6.26~685.5.8
82. 요한 5세(Joannes V), 시리아, 685.7.23~686.8.2
83. 코논(Conon), 686.10.21~687.9.21
84. 성 세르지오 1세(St. Sergius I), 시리아, 687.12.15~701.9.8
85. 요한 6세(Joannes VI), 그리스, 701.10.30~705.1.11
86. 요한 7세(Joannes VII), 그리스, 705.3.1~707.10.18
87. 시신니오(Sisinnius), 시리아, 708.1.15-708.2.4
88. 콘스탄티노(Constantinus), 시리아, 708.3.25~715.4.9
89. 성 그레고리오 2세(St. Gregorius II), 로마, 715.5.19~731.2.11
90. 성 그레고리오 3세(St. Gregorius III), 시리아, 731.3.18~741.11
91. 성 자카리아(St. Zacharia), 그리스, 741.12.10~7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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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스테파노 2세(3세)(Stephanus II[III]), 로마, 752.3.26~757.4.26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93. 성 바오로 1세(St. Paulus I), 로마, 757.4；5.29~767.6.28
94. 스테파노 3세(4세)(Stephanus III[IV]) 시칠리아 768.8.1；8.7~772.1.24
95. 하드리아노 1세(Hadrianus I), 로마, 772.2.1；2.9~795.12.25
96. 성 레오 3세(St. Leo III), 로마, 795.12.26；12.27~816.6.12
97. 스테파노 4세(5세)(Stephanus IV[V]), 로마, 816.6.22~817.1.24
98. 성 파스칼 1세(St. Paschalis I), 로마, 817.1.25~824.2.11
99. 에우제니오 2세(Eugenius II), 로마, 824.2；5~827.8
100. 발렌티노(Valentinus), 로마, 827.8~827.9
101. 그레고리오 4세(Gregorius IV), 로마, 827~844.1
102. 세르지오 2세(Sergius II), 로마, 844.1~847.1.27
103. 성 레오 4세(St. Leo IV), 로마, 847.1.；4.10~855.7.17
104. 베네딕토 3세(Benedictus III), 로마, 855.7；9.29~858.4.17
105. 성 니콜라오 1세(St. Nicolaus I), 로마, 858.4.24~867.11.13
106. 하드리아노 2세(Hadrianus II), 로마, 867.12.14~872.12.14
107. 요한 8세(Joannes VIII), 로마, 872.12.14~882.12.16
108. 마리노 1세(Marinus I), 갈레제, 882.12.16~884.5.15
109. 성 하드리아노 3세(St. Hadrianus III), 로마, 884.5.17~885.9
110. 스테파노 5세(6세) (Stephanus V[VI]), 로마, 885.9~891.9.14
111. 포르모소(Formosus), 포르투스, 891.10.6~896.4.4
112. 보니파시오 6세(Bonifatius VI), 로마, 896.4~896.4
113. 스테파노 6세(7세) (Stephanus VI[VII]), 로마, 896.5~897.8
114. 로마노(Romanus), 갈레제, 897.8~897.11
115. 테오도로 2세(Theodorus II), 로마, 897.12~8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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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요한 9세(Joannes IX), 티볼리, 898.1~900.1
117. 베네딕토 4세(Benedictus IV), 로마, 900.1；2~903.7
118. 레오 5세(Leo V), 아르데아, 903.7~903.9
119. 세르지오 3세(Sergius III), 로마, 904.1.29~911.4.14
120. 아나스타시오 3세(Anastasius III), 로마, 911.4~913.6
121. 란도(Landus), 사비나, 913.7~914.2
122. 요한 10세(Joannes X), 토시냐노, 914.3~928.5
123. 레오 6세(Leo VI), 로마, 928.5~928.12
124. 스테파노 7세(8세) (Stephanus VII[VIII]), 로마, 928.12~931.2
125. 요한 11세(Joannes XI), 로마, 931.2；3~935.12
126. 레오 7세(Leo VII), 로마, 936.1.3~939.7.13
127. 스테파노 8세(9세) (Stephanus VIII[IX]), 로마, 939.7.14~942.10
128. 마리노 2세(Marinus II), 로마, 942.10.30~946.5
129. 아가피토 2세(Agapitus II), 로마, 946.5.10~955.12
130. 요한 12세(Joannes XII), 투스콜룸, 955.12.16~964.5.14
131. 레오 8세(Leo VIII), 로마, 963.12.4；12.6~965.3.1
132. 베네딕토 5세(Benedictus V), 로마, 964.5.22~966.7.4
133. 요한 13세(Joannes XIII), 로마, 965.10.1~972.9.6
134. 베네딕토 6세(Benedictus VI), 로마, 973.1.19~974.6
135. 베네딕토 7세(Benedictus VII), 로마, 974.10~983.7.10
136. 요한 14세(Joannes XIV), 파비아, 983.12~984.8.20
137. 요한 15세(Joannes XV), 로마, 985.8~996.3
138. 그레고리오 5세(Gregorius V), 색소니아, 996.5.3~999.2.18
139. 실베스테르 2세(Sylvester II), 알베르니아, 999.4.2~10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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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요한 17세(Joannes XVII), 로마, 1003.6~1003.12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141. 요한 18세(Joannes XVIII), 로마, 1004.1~1009.7
142. 세르지오 4세(Sergius IV), 로마, 1009.7.31~1012.5.12
143. 베네딕토 8세(Benedictus VIII), 투스콜룸, 1012.5.18~1024.4.9
144. 요한 19세(Joannes XIX), 투스콜룸, 1024.4；5~1032
145. 베네딕토 9세(Benedictus IX), 투스콜룸, 1032~1044
146. 실베스테르 3세(Sylvester III), 로마, 1045.1.20~1045.2.10
147. 베네딕토 9세(Benedictus IX), 투스콜룸, 1045.4.10~1045.5.1
148. 그레고리오 6세(Gregorius VI), 로마, 1045.5.5~1046.12.20
149. 클레멘스 2세(Clemens II), 색소니아, 1046.12.24；12.25~1047.10.9
150. 베네딕토 9세(Benedictus IX), 투스콜룸, 1047.11.8~1048.7.17
151. 다마소 2세(Damasus II), 바비에라, 1048.7.17~1048.8.9
152. 성 레오 9세(St. Leo IX), 에기스하임닥스부르크, 1049.2.12~1054.4.19
153. 빅토리오 2세(Victorius II), 돌른슈타인히르슈베르크, 1055.4.16~1057.7.28
154. 스테파노 9세(10세) (Stephanus IX[X]), 로레나, 1057.8.3~1058.3.29
155. 니콜라오 2세(Nicolaus II), 부르군드, 1059.1.24~1061.7.27
156. 알렉산데르 2세(Alexander II), 바지오(밀라노), 1061.10.1~1073.4.21
157. 성 그레고리오 7세(St. Gregorius VII), 투스치아, 1073.4.22 ; 6.30~1085.5.25
158. 복자 빅토리오 3세(B. Victorius III), 베네벤토, 1086.5.24~1087.9.6
159. 복자 우르바노 2세(B. Urbanus II), 프랑스, 1088.3.12~1099.7.29
160. 파스칼 2세(Paschalis II), 비에다(라벤나), 1099.8.13；8.14~1118.1.21
161. 젤라시오 2세(Gelasius II), 가에타, 1118.1.24；3.10~1119.1.28
162. 갈리스토 2세(Callistus II), 보르고냐, 1119.2.2；2.9~1124.12.13
163. 호노리오 2세(Honorius II), 피아냐노, 1124.12.15；12.21~1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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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인노첸시오 2세(Innocentius II), 로마, 1130.2.14；2.23~1143.9.24
165. 첼레스티노 2세(Celestinus II), 치타디카스텔로, 1143.9.26；10.3~1144.3.8
166. 루치오 2세(Lucius II), 볼로냐, 1144.3.12~1145.2.15
167. 복자 에우제니오 3세(B. Eugenius III), 피사, 1145.2.15；2.18~1153.7.8
168. 아나스타시오 4세(Anastasius IV), 로마, 1153.7.12~1154.12.3
169. 하드리아노 4세(Hadrianus IV), 영국, 1154.12.4；12.5~1159.9.1
170. 알렉산데르 3세(Alexander III), 시에나, 1159.9.7；9.20~1181.8.30
171. 루치오 3세(Lucius III), 루카, 1181.9.1；9.6~1185.9.25
172. 우르바노 3세(Urbanus III), 밀라노, 1185.11.25；12.1~1187.10.20
173. 그레고리오 8세(Gregorius VIII), 베네벤토, 1187.10.21 10.25~1187.12.17
174. 클레멘스 3세(Clemens III), 로마, 1187.12.19；12.20~1191.3
175. 첼레스티노 3세(Celestinus III), 로마, 1191.3.30；4.14~1198.1.8
176. 인노첸시오 3세(Innocentius III), 로마, 1198.1.8；2.22~1216.7.16
177. 호노리오 3세(Honorius III), 로마, 1216.7.18；7.24~1227.3.18
178. 그레고리오 9세(Gregorius IX), 아나니, 1227.3.19；3.21~1241.8.22
179. 첼레스티노 4세(Celestinus IV), 밀라노, 1241.10.25；10.28~1241.11.10
180. 인노첸시오 4세(Innocentius IV), 제노바, 1243.6.25；6.28~1254.12.7
181. 알렉산데르 4세(Alexander IV), 로마, 1254.12.12；12.20~1261.5.25
182. 우르바노 4세(Urbanus IV), 트로이, 1261.8.29；9.4~1264.10.2
183. 클레멘스 4세(Clemens IV), 프랑스, 1265.2.5；2.15~1268.11.29
184. 복자 그레고리오 10세(B. Gregorius X), 피아첸차, 1271.9.1；1272.3.27~1276.1.10
185. 복자 인노첸시오 5세(B. Innocentius V), 사보이, 1276.1.21；2.22~1276.6.22
186. 하드리아노 5세(Hadrianus V), 제노바, 1276.7.11~1276.8.18
187. 요한 21세(Joannes XXI), 포르투갈, 1276.9.8；9.20~127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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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니콜라오 3세(Nicolaus III), 로마, 1277.11.25；12.26~1280.8.22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189. 마르티노 4세(Martinus IV), 프랑스, 1281.2.22；3.23~1285.3.28
190. 호노리오 4세(Honorius IV), 로마, 1285.4.2；5.20~1287.4.3
191. 니콜라오 4세(Nicolaus IV), 아스콜리, 1288.2.22~1292.4.4
192. 성 첼레스티노 5세(St. Celestinus V), 이제르니아, 1294.7.5；8.29~1294.12.13
193. 보니파시오 8세(Bonifatius VIII), 아나니, 1294.12.24；1295. 1.23~1303.10.11
194. 복자 베네딕토 11세(B. Benedictus XI), 트레비소, 1303.10.22；10.27~1304.7.7
195. 클레멘스 5세(Clemens V), 프랑스, 1305.6.5；11.14~1314.4.20
196. 요한 22세(Joannes XXII), 카로흐, 1316.8.7；9.5~1334.12.4
197. 베네딕토 12세(Benedictus XII), 프랑스, 1334.12.20；1335.1.8~1342.4.25
198. 클레멘스 6세(Clemens VI), 프랑스, 1342.5.7；5.19~1352.12.6
199. 인노첸시오 6세(Innocentius VI), 프랑스, 1352.12.18；12.30~1362.9.12
200. 복자 우르바노 5세(B. Urbanus V), 프랑스, 1362.9.28；11.6~1370.12.19
201. 그레고리오 11세(Gregorius XI), 프랑스, 1370.12.30；1371.1.5~378.3.26
202. 우르바노 6세(Urbanus VI), 나폴리, 1378.4.8；4.18~1389.10.15
203. 보니파시오 9세(Bonifatius IX), 나폴리, 1389.11.2；11.9~1404.10.1
204. 인노첸시오 7세(Innocentius VII), 술모나, 1404.10.17；11.11~1406.11.6
205. 그레고리오 12세(Gregorius XII), 베네치아, 1406.11.30；12.19~1415.7.4
206. 마르티노 5세(Martinus V), 로마, 1417.11.11；11.21~1431.2.20
207. 에우제니오 4세(Eugenius IV), 베네치아, 1431.3.3；3.11~1447.2.23
208. 니콜라오 5세(Nicolaus V), 사르자나, 1447.3.6；3.19~1455.3.24
209. 갈리스토 3세(Callistus III), 발렌시아, 1455.4.8；4.20~1458.8.6
210. 비오 2세(Pius II), 시에나, 1458.8.19；9.3~1464.8.14
211. 바오로 2세(Paulus II), 베네치아, 1464.8.30；9.16~14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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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식스토 4세(Sixtus IV), 사보나, 1471.8.9；8.25~1484.8.12
213. 인노첸시오 8세(Innocentius VIII), 제노바, 1484.8.29；9.12~1492.7.25
214. 알렉산데르 6세(Alexander VI), 발렌시아, 1492.8.11；8.26~1503.8.18
215. 비오 3세(Pius III), 시에나, 1503.9.22；10.1；10.8~1503.10.18
216. 율리오 2세(Julius II), 사보나, 1503.10.31；11.26~1513.2.21
217. 레오 10세(Leo X), 피렌체, 1513.3.9；3.19~1521.12.1
218. 하드리아노 6세(Hadrianus VI), 위트레흐트, 1522.1.9；8.31~1523.9.14
219. 클레멘스 7세(Clemens VII), 피렌체, 1523.11.19；11.26~1534.9.25
220. 바오로 3세(Paulus III), 로마, 1534.10.13；11.3~1549.11.10
221. 율리오 3세(Julius III), 로마, 1550.2.7；2.22~1555.3.23
222. 마르첼로 2세(Marcellus II), 몬테풀치아노, 1555.4.9；4.10~1555.5.1
223. 바오로 4세(Paulus IV), 나폴리, 1555.5.23；5.26~1559.8.18
224. 비오 4세(Pius IV), 밀라노, 1559.12.25；1560.1.6~1565.12.9
225. 성 비오 5세(St. Pius V), 알렉산드리아, 1566.1.7；1.17~1572.5.1
226. 그레고리오 13세(Gregorius XIII), 볼로냐, 1572.5.13；5.25~1585.4.10
227. 식스토 5세(Sixtus V), 그로탐마레, 1585.4.24；5.1~1590.8.27
228. 우르바노 7세(Urbanus VII), 로마, 1590.9.15~1590.9.27
229. 그레고리오 14세(Gregorius XIV), 크레모나, 1590.12.5；12.8~1591.10.16
230. 인노첸시오 9세(Innocentius IX), 볼로냐, 1591.10.29；11.3~1591.12.30
231. 클레멘스 8세(Clemens VIII), 피렌체, 1592.1.30；2.9~1605.3.3
232. 레오 11세(Leo XI), 피렌체, 1605.4.1；4.10~1605.4.27
233. 바오로 5세(Paulus V), 로마, 1605.5.16；5.29~1621.1.28
234. 그레고리오 15세(Gregorius XV), 볼로냐, 1621.2.9；2.14~1623.7.8
235. 우르바노 8세(Urbanus VIII), 피렌체, 1623.8.6；9.29~1644.7.29

107

236. 인노첸시오 10세(Innocentius X), 로마, 1644.9.15；10.4~1655.1.7
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

237. 알렉산데르 7세(Alexander VII), 시에나, 1655.4.7；4.18~1667.5.22
238. 클레멘스 9세 (Clemens IX) 피스토이아 1667.6.20；6.26~1669.12.9
239. 클레멘스 10세(Clemens X), 로마, 1670.4.29；5.11~1676.7.22
240. 복자 인노첸시오 11세(B. Innocentius XI), 코모, 1676.9.21；10.4~1689. 8.12
241. 알렉산데르 8세(Alexander VIII), 베네치아, 1689.10.6；10.16~1691.2.1
242. 인노첸시오 12세(Innocentius XII), 베노사, 1691.7.12；7.15~1700.9.27
243. 클레멘스 11세(Clemens XI), 우르비노, 1700.11.23；11.30；12.8~1721.3.19
244. 인노첸시오 13세(Innocentius XIII), 로마, 1721.5.8；5.18~1724.3.7
245. 베네딕토 13세(Benedictus XIII), 그라비나, 1724.5.29；6.4~1730.2.21
246. 클레멘스 12세(Clemens XII), 피렌체, 1730.7.12；7.16~1740.2.6
247. 베네딕토 14세(Benedictus XIV), 볼로냐, 1740.8.17；8.22-1758.5.3
248. 클레멘스 13세(Clemens XIII), 베네치아, 1758.7.6；7.16-1769.2.2
249. 클레멘스 14세(Clemens XIV), 리미니, 1769.5.19；5.28；6.4~1774.9.22
250. 비오 6세(Pius VI), 체제나, 1775.2.15；2.22~1799.8.29
251. 비오 7세(Pius VII), 체제나, 1800.3.14；3.21~1823.8.20
252. 레오 12세(Leo XII), 파브리아노, 1823.9.28；10.5-1829.2.10
253. 비오 8세(Pius VIII), 친골리, 1829.3.31；4.5-1830.11.30
254. 그레고리오 16세(Gregorius XVI), 벨루노, 1831.2.2；2.6-1846.6.1
255. 비오 9세(Pius IX), 세니갈리아, 1846.6.16；6.21~1878.2.7
256. 레오 13세(Leo XIII), 아나니, 1878.2.20；3.3~1903.7.20
257. 성 비오 10세(St. Pius X), 트레비소, 1903.8.4；8.9~1914.8.20
258. 베네딕토 15세(Benedictus XV), 제노바, 1914.9.3；9.6~1922.1.22
259. 비오 11세(Pius XI), 밀라노, 1922.2.6；2.12~19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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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비오 12세(Pius XII), 로마, 1939.3.2；3.12~1958.10.9
261. 성 요한 23세(St. Joannes XXIII), 베르가모,1958.10.28；11.4~1963.6.3
262. 바오로 6세(Paulus VI), 콘체시오, 1963.6.21；6.30~1978.8.6
263. 요한 바오로 1세(Joannes Paulus I), 벨루노, 1978.8.26；9.3~1978.9.28
264. 성 요한 바오로 2세(St. Joannes Paulus II), 폴란드, 1978.10.16 ; 10.22~2005.4.2
265. 베네딕토 16세(Benedict XVI), 독일, 2005. 4.19 ; 4.24~2013.2.28
266. 프란치스코(Francis), 아르헨티나, 2014.3.13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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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계 추기경 현황

(2021.9.28 현재)

지역별

국가별
이탈리아 21(26), 독일 3(5), 스페인 6(7), 프랑스 4(1), 폴란드 3(1), 영국 1(1),

유럽
52(51)

스위스 1, 아일랜드 (1), 포르투갈 3(2), 체코 1, 헝가리 1, 네덜란드 1, 오스트리아 1,
슬로베니아 (1), 크로아티아 1, 리투아니아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 슬로
바키아 (1), 알바니아 (1), 스웨덴 1, 벨기에 1, 룩셈브르그 1, 라트비아 (1),
루마니아 (1), 몰타 1

북미
16(10)

중남미
20(11)

미국 9(6), 캐나다 4, 멕시코 3(4)

니카라과 1, 쿠바 1, 아이티 1, 온두라스 1, 도미니카공화국 (1), 안틸레스 (1),
엘살바도르 1, 과테말라 1, 파나마 1, 브라질 4(3), 아르헨티나 2(2), 칠레 2(2),
콜롬비아 1(1), 페루 2, 베네수엘라 1, 우루과이 1, 볼리비아 (1)
나이지리아 1(2), 이집트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가나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1, 케냐 1, 탄자니아 1, 세네갈 (1), 수단 (1), 기니 1, 콩고민주

15(12)

공화국 1, 모잠비크 (2), 우간다 (1), 앙골라 (2), 카보베르데 1, 에티오피아 1,
말리 1, 모로코 1, 모리셔스 (1), 코트디부아르 1, 르완다 1, 마다가스카르 1

아시아
15(10)

오세아니아
3(2)

인도 3(1), 필리핀 2(2), 한국 1, 중국 (2), 레바논 (1),
인도네시아 1 (1), 스리랑카 1, 베트남 (2), 태국 1(1), 방글라데시1, 라오스 1,
미얀마 1, 일본 1, 파키스탄 1, 이라크 1

호주 (1), 뉴질랜드 1(1), 파푸아뉴기니 1, 통가 1

총 218명
-

교황 선출권 보유 추기경 : 121명

-

교황 선출권이 없는 80세 이상 추기경 : 96명

* ( )는 교황 선출권이 없는 추기경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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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 배출국
지역별

유럽 (42)

북미 (10)

중미 (7)

국가별
이탈리아 20, 독일 2, 영국 2, 스페인7, 프랑스 1, 포르투갈 3, 벨기에 1,
알바니아 1, 폴란드 1, 스웨덴 1, 룩셈브르그 1, 리투아니아 1, 몰타 1

미국 4, 캐나다 2, 멕시코 4

니카라과 1, 엘살바도르 1, 과테말라 1, 안틸레스 1, 아이티 1, 파나마 1,
쿠바 1

남미 (11)

콜롬비아 1, 베네수엘라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2, 칠레 2, 우루과이 1,
볼리비아 1, 페루 1

앙골라 1, 말리 1, 부르키나파소 1, 에티오피아 1, 중앙아프리카 1,
아프리카 (13)

코트디부아르 1, 레소토 1, 카보베르데 1, 모잠비크 1, 모리셔스 1,
콩고민주공화국 1, 르완다 1, 모로코 1

아시아 (11)

베트남 1, 미얀마 1, 태국 1, 라오스 1, 인도네시아 1, 말레이시아 1,
브루나이 1, 한국 1, 필리핀 2, 일본 1

서남아시아(4)

이라크 1, 파키스탄 1, 방글라데시 1, 마다가스카르 1

오세아니아 (3)

뉴질랜드 1, 통가 1, 파푸아뉴기니 1

성 요한 바오르 2세 : 208 (23), 총 231명 (현재 59명)
베네딕토 16세 : 74(16), 총 90명 (현재65명)
프란치스코 : 79(22), 총 101명 (현재 93명)

111

교황청 개황
인
발
발

행

쇄
행
처

인 쇄 · 제 책

2021년 10월
2021년 10월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
한국나눔복지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