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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번째 형제회 미팅에 참석했을때, 1978 년 당시의 규칙은 5 년 미만이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교황청의 축복과 함께 쓰여진 이 규칙은 바티칸 2 세의 요청에 따라 모든 종교적 명령(order)을 지시했으며 

“창립자의 정신과 목표” 로 돌아가는 모든 종교 질서를  새롭게 하는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1883 년의 Leonine Rule 을 대체하였지만, 저는 재속 프란치스칸 삼회원으로서 공언된 거대한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거룩함, 단순함, 겸손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형제회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Fr. Zachary Grant, OFM Cap.이 작성한 교리문답을 사용하여 “새로운 규칙” 아래 첫번째 

양성그룹에 속해있었고 영적보조자가 아닌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들에 의해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Leonine Rule) 이전 규칙에 따른 구성부분은 잠시동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postulancy,” (청원자) 로서 

(자신의 태도결정과 질문을 할것인지가 아닌) 그리고 “novitiate(초보자)로서 (입회 후보가 아닌) 

있었습니다.   우리는 (Monthly Pledge of the Third Order Franciscan”)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매월바치는 

맹서를 바쳤고, 즉 레오나인 규칙(Leonine Rule) 을 포함해서 고백성사와 (the Office of the Twelve Our 

Fathers) 암송및 12 번의 주의기도와 다른 전통에 관해서 계속 낭독했습니다.  저는 또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종교적인 이름을 썼고 스카풀라와 긴 끈으로 (cord) 입소했는데 많은 회원들은 아직도 

갈색의 가운을 입었습니다.   저는 1984 년에 서약을 받았고  6 개월전에는 청원자 (postulancy) 와 일년간 

초보자로 있었으며 – 만약 레슨을 한번만 놓쳐도 12 개월 수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할때까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서: “성 프란치스코의 삼회 재속프란치스칸” 이 아니고,  대신 삼회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1982 년에 처음 가입했던 형제회는 이제 다른 이름의 형제회로 제가 속한 

것입니다.  삼회 재속프란치스칸은 당시에 매우 신앙이 투철했으며 사적으로 헌신과 기도와 숙고로 당시 

스타일에 매우 헌신적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Associate”(연합된 관계)를 First Order 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많은 형제회들은 특정한 교구나, 수도원, 혹은 신학교에 연결되어서 수도자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First Order 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삼회 회원들은 수사 영적보조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기본적으로 영적보조자가 지원반에서 영속적 양성에 이르기까지, 평의회결정, 재정 및 

사도직등: 말하자면, 영적보조자인 “사제” 가 형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회의 

삶은 그들의 영적보조자가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혹은 새로운 영적보조자가 올때 까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이나 도시에는 관계가 없는 형제회들이 다른 관구 사제들의 도움으로 설립된 많은 

삼회 프란치스칸이 있습니다.   모두가 삼회 재속 프란치스칸이었지만 서로 알지도 못하고 함께 일도 

하지않으며 다른 형제회 삶을 살았습니다.    1978 년의 규칙에 따라 형제회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제” 영적보조자는 더이상 형제회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리업무는 재속 

평의회에 맡겨졌으나, 인계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있었든 한 삼회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형제회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의회가 사임을 하는결과가 되었다!)   

회원들은 전통의 상실에 대해 슬퍼하고, 이름도 바뀐데다가, 갈색 가운도 입지못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단체들을 도울수 있는 길이 없음에 슬펐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회원들의 

정체성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형제회가  지구형제회에 맡겨 단위형제회를 통합하게 했는데,  많은 회원들은 그들 관구의 

영적보조자들과의 관계를 끈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실상 프란치스칸 수도자들의 부족으로 많은 관구들이 

특정지역에서 철수하거나 겨우 연명할 정도였습니다.   프란치스칸 사제들의 부족은 형제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 화가난 일부 회원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수도자의 출석없이는 계속 

형제회에 남아있기를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형제회를 떠났고,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길을 모색하면서 회원의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활동적 회원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새로이 갱신된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남아서 삼회에 목적을 위하여 전념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은 “새로운 

규칙” 을 연구하여 변화가 일어나도록 진실되게 규칙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삼회(Order)를 그분의 마음에 아주 가까이 두고 계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규칙” 에 따라 재 구성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느님이 우리의 

형제회를 마음에 가까이 두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중요한 존재 입니다.  저는 다방면에서 우리 

삼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의 “손길” 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삼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 속 안에서 거룩함, 단순함, 겸손함 및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들 안에서 

하느님을 봅니다.  이곳은 진실로 축복받은 곳입니다.  이곳은 곧 저의 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