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n Beam 

부활절 이야기 

by Jan Parker 국가형제회장, OFS 

 

지난 2 월 7 일 일요일은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벌써 온것 같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그 날 Cape Girardeau, Missouri 에서 있었던 St. Padre Pio Emerging 

Fraternity 의 2 명의 서약을 축하해 주기위해 가고 있었읍니다. St. Louis 를 떠나 숲과 

언덕을그리고 밭을 지나면서 부활절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St. Padre Pio 

Fraternity 의 부활절 이야기는 어머니이신 땅도 같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2006 년 Celeste Obermiller 로 부터 온 전화 한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당시 

St. Clare 지구회장이였는데 밝고 활기찬 전화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여보세요, Jan 씨, 

저 Celeste Obermiller 인데요, 지금 Cape Girardeau, Missouri 에서 거는 중입니다. 

Florida 에서 이사를 왔어요.그래서 여기 Cape 에서 프란치스칸 형제회에 가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해서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Cape 에는 형제회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의 형제회는 2 시간 거리인 

St. Louis 에 있다고제가 말하자 Celeste 는, “아, Jan 씨, 설마 농담은 아니시겠죠!  제 아들은 

제가 그렇게 멀리 운전을 하게는 못할 것 같군요.” 그녀의 실망이 제 마음으로도 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와 가까이 있으려고 Cape 에 왔지만 그녀는 아직 서약은 안한 

상태이고 초기 양성을 마쳤을 뿐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가 

프란치스칸으로의 부르심에 열정적 소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Celeste 님, Cape 에 형제회를 창립하면 어떨까요?”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곧, “아 저한테 방법을 알으켜 주세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때 저는 Celeste 가 85 세 인 것을 몰랐지요, 그러나 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어쨌든 형제회가 필요했으니까요. 

Celeste 처럼확신을 가진 이를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그녀의 프란치스칸 정신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그녀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존경심을 나타내었으며 수시로 

하느님의 사랑을 기쁨 속에서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2006 년 

8 월 그녀는지구 피정때 San Damiano 형제회에서 서약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후 몇달간 Celeste 는 형제회를 알리기위해 발벗고 나섰읍니다. 자그만 체구의 그녀는 

아주  선명한 노란색의 소형차를 몰고 다니며 자동차 번호판을 SON BEAM 이라고 쓴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남부 미조리주에서 유일한 재속프란치스칸이었으며 교구내 

신부를 만나고, 지역 신문에 소식을 보내고, 교회에서 광고지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프란치스칸으로서 갖게 되는 하느님 사랑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화나게 

할 수도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사랑스러운 부인이었으며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응답하여 마침내 2007 년 3 월에 지원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기쁘고 설레는 기분으로 저에게 자문을 청해 

왔습니다. 모임은 St. Francis Medical Center 내의 chapel 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었고 구내 식당에서 토요일 아침 식사후 우리는 방에서 첫 양성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이렇게 형제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Celeste 에게 영적보조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일주일도 채 못되어 영보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분은지역 가톨릭 고등학교 교장이며, Brooklyn 프란치스칸 형제인.   

David Migliorino OSF 였으며지역내 유일한 신부로써 바쁘지만 Celeste 자매의 요청을 쾌히 

받아들여 이 작은 그룹을 격려했습니다. 나중에 현재 영보인 Sr. Maureen Elfrink, OSF 의 

도움을 받게되었습니다. 

Celeste 는 새로 생긴 형제회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였습니다. 2008 년 6 월엔 4 명의 

입회자 그리고 2009 년 11 월 에 1 명 더 추가되었으며, 2010 년 10 월에는 Dorothy Arnzen, 

Shawn Asmus 그리고 Anita Tygett 등이 Immaculate Conception Church in Jackson, 

Missouri.에서 일요일 미사중 서약하게되었습니다. 2011 년 8 월지구 피정때에는이들모두 

참가했습니다. Marvin Glueck 과 Mary Joseph 이 서약함으로써 St. Padre Pio Fraternity 에서 

총 6 명의서약자가 탄생되었습니다.  Celeste 와 저도물론 함께 무척 기뻐했습니다. 4 년 

반이란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내내 함께하고 형제애를나누는 프란치스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 년후 6 개월 간격으로 안타깝게도 두명 자매의 선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2012 년 12 월 에는, Dorothy, 82 자매가 병으로, 그 이듬해 2013 년 5 월엔, Mary,  57 자매가 

아들과 함께 살해 되었습니다.형제회는 충격에 빠졌으며 슬픔속에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을 간구하게되었습니다. 

 

2016 년 2 월 7 일저는 St. Vincent de Paul Church in Cape Girardeau 에 가게되었으며 거기서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 10:45 미사중 David Hulshof 신부님은 저와  20 명의 

재속 프란치스칸 그리고  3 명의 글라라회원을 소개 환영하였으며 복음적 생활에 대한 

신부님의 훌륭한 강론과 또한 본당차원에서의 지원은 더욱놀라웠으며기쁨속에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입회자인 Julie Schuchardt 와 Tony Peters 는 대부 대모와 함께 불리웠고. 

David 신부님은 “주님, 영적 사랑이 당신들께 임하소서…”라고 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날 Celeste 자매는 Julie 와 Tony 형제자매의 서약을 누구보다 기뻐해주었습니다  

인제 95 세 나이에  그녀는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형제회를  창립하였읍니다. Julie 옆에 

서있는 저도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I, N.N… 하느님께 저를 봉헌하오며…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회 생활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St. Padre Pio Emerging Fraternity, 앞줄 왼쪽 

부터: 부회장 Anita Tygett OFS, 

창립회원 Celeste Obermiller OFS, 새 

서약자 Julie Schuchardt OFS and Tony 

Peters OFS.  뒷줄 왼쪽부터: 국가회장 Jan 

Parker OFS, 형제회장 Shawn Asmus OFS, 

양성부장 Marvin Glueck OFS and 

영적보조자 Sr. Maureen Elfrink OSF.   

  

 

 

 

 

 

왼쪽서 부터: 부제 Steven Schisler OFS, David Hulshof 신부, Jan 

Parker OFS, Julie Schuchardt OFS, Tony Peters OFS, and Gary 

Haller OFS 

 

 

 

 

 

 

 

 

 

 

 후기 

새 서약자 Julie Schuchardt OFS 로부터 Jan Parker 에게 

Jan 자매님,우리 형제회에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를 매우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고마워요! 2006 년 11 월 저의 남편 Eric 과 저는 교구에서 행하는 Italy 

단체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Celeste 도 동행하였는데 많은 인원에 섞여 그녀를 잘 알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도 서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제 알게 되었고 

Eric 과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녀가 어떤 프란치스칸이란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프란치스칸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Assisi 를 

방문하게 되었고 비록 성 프란치스코와 글라라 성녀에 대해 잘 모르고는 있었지만  

프란치스칸에 대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Celeste 자매님과 같이 구석구석 



둘러보았으면 좋았을텐데 하고 생각해 봅니다.우리의 삶이 마치 색실로 그림을 짜넣은  

태피스트리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우리자신이 아닌 하느님의 뜻으로 절묘한 때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형제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자매님의 이야기는 제가 

형제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