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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순례길의 여정을 수행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준비가 되시면 여정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
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의 질문들을 따라 생각하고 답하는 것이 개인적인 묵상과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데에 도
움이 될수 있습니다.  

순례길에 대한 묵상 
- 순례길에 대해 가장 좋았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 순례길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 순례길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을 3가지 적어보세요 

순례길 전과 후 
- 순례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길 원하셨습니까? 혹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험들을 겪으셨나요? 
-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걱정들이 있었나요?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나요? 당신은 그 일들을 어

떻게 대치하였나요? 

- 혹시 순례를 시작하면서 신앙, 영성, 순례, 혹은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나요? 순례길을 걸으면서 무었
을 배웠나요?

- 순례길을 떠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 가시겠습니가? (예. 독서, 사람들과 대화) 

변화에 대한 묵상  
-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도전을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어떤 도전을 받으셨나요?

o 자기자신에 대해서
o 다른 문화에 대해서
o 미래 계획에 대해서
o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영적인 부분

- 당신이 답한 답을 생각하면서 카미노경험에 대해 변경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 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변화를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한 두가지 적어보세요.
- 이런 변화와 의지에 대해 대화하고 싶은 사람 3명은 누구입니까?
-

연결 그리고 기억함  
- 카미노를 걸으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연락하고 싶습니까? 메모를 하시고 

만나고 싶은 날짜 일정을 정하세요. 
- 이미 이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해  
- 어떤부분에서 하나님께,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동료에게 용서를 구하실필요가 있습니까?
- 이런 관계들속에서 화해를 하기위해 어떤 첫걸음을 취하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감  
- 어떤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기대를 하십니까? 
- 어떤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안을 느끼십니까? 
- 카미노경험을 통해 어떤부분에 대해 자신의 집의 문화를 비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생각들을 어떻

게 다룰 수 있을까요? 
- 카미노경험을 마치면서 아직도 남은 사람들을 향한 우월감을 느끼십니까? 그러시다면 겸손과 감사함을 유지하

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속되는 레슨

- 카미노 경험을 첨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까?
- 카미노를 마치고 의도적으로 쉬며 경험을 되새기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카미노를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