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ter Bach OFM. CAP (레스터 바흐) 신부님을 회고 하면서

He was the Bridge
글쓴이 Sharon Winzeler OFS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의 친구이며
스승이었고, 영적보조자로 사랑을 받으셨던 레스터
신부님께서 2020 년 2 월 2 일 선종하셨습니다.
레스터 신부님은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의
오리엔테이션, 지원기와 입회기 동안 사용했던 양성
교재, 특히 프란치스칸의 여정 (The Franciscan
Journey)의 저자로 우리에게 친숙하신 분이십니다.

레스터신부님께서는 1950 년에 카푸친 수도회에
종신서약을 하셨고, 1957 년에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60 년부터 재속
프란치스코회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위스콘신주와 미시간 반도의 북쪽 지역을 담당한 the
La Verna 지구형제회의 평의회에서 관구
영적보조자로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국가
영적보조자 협의회에서는 카푸친 수도회의 대표자로
봉사하셨습니다.
레스터 신부님께서 10 여 년 전 은퇴하실 때 Lee Ann
Niebuhr 와 Ed Voss 에게 본인께서 하셨던 임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Niebur 와 ED 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지구형제회에서 항상 활약하셨으니,
저희가 영적보조자 교육을 마칠 때 까지
영적보조자로 활동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Huntington and Crown Point, IN;
Saginaw, MI; Madison and Marathon, WI
그리고 Chicago, IL 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수도자로
서약 하신 지 65 년이 되던 2015 년 기념일에 The

Havest 신문에 실렸던 신부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는 수도자로서의 사는 동안, 다양한 자리에서
영적보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속
프란치스코 회헌 해설서와 여러권의 양성교재를
저술하였습니다. 2000 년도에는 NAPCC (카푸친
관구)에서 Conference of National Spiritual Assistants
(CNSA 국가 영적 보조자 협의회)의 국가
영적보조자로 지명을 받아 12 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직무들은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카푸친 수도자 삶을 더
강화시켰주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성장하는데 그 근원이 되었고 지금도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동료 수도자들, 나의 가족,
사목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 그리고 65 년의 나의
카푸친 삶의 은혜, 이 모든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0 년도 후반부터 신부님을 잘 알고 지냈던
Niebuhr 는 “신부님께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많은
공헌을 하셨죠. 신부님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신부님을
양떼의 좋은 양치기로 비유하였습니다 “신부님은
항상 양들과 함께하시려고 하셨어요. 온전히 대중의
한 사람이셨죠”라고 했습니다.
신부님의 장점 중의 하나는 논쟁보다는 대화를
조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체
하나로 보도록 하시는데 탁월하셨습니다. 한 예로
형제회에서 어느 회원의 제명에 관한 어려운 결정을
논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신부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신부님의
답은 “더욱더 그 회원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이었다고 Niebuhr 가 말했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시는데도 탁월하셨습니다. Niebuhr 는
국가 형제회 모임이 있었을 때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훨씬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서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는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었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단순히 노래를
시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레스터신부님의 유가족으로는 친자매이신 Anna R.
Gillis, 여러 명의 조카들 그리고 70 여년동안 함께
살면서 기도하고 사목했던 카푸친 형제들이
계십니다. 장례미사는 2 월 10 일 위스콘스주
Appleton 에 있는 St. Joseph 성당에서 있었고 Mt.
Cavalry 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레스터 신부님께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원들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St. Louis 에서 개최되었던
2019 CNSA 모임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과
수도자들이 좀 더 밀접하게 활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논되었던 그 최근의 결정을 Niebuhr 가
신부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구형제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이것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여쭈었을 때, 신부님께서 반색 하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TAU-USA 와 La Verna Vision 지구형제회
정기 회지에 칼럼니스트이셨으며 또한
재속프란치스코회와 영성에 관한 많은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저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재속회원들의 양성에 있어서도
참으로 큰도움을 주셨습니다. 재속회원들을 위해
저술한 많은 책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레스터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눌때는 저자가 아닌 한
인간이셨습니다.
신부님의 아름다움은 심지어 신부님께서
호스피스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실 때도
빛났습니다. 국가형제회 회장, Jan Parker 가 신부님을
방문하여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하며
전해주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글을 쓰고 싶은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그래서 이제 지난날들을 다
뒤로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는 하나요 다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2012 년 국가형제회 모임 때, 신부님의
강론에서 ‘be the bridge’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Giving Life to the Words (2014): 재속프란치스코
회헌에 관한 영적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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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Time for Sunsets (1975): 프란치스칸 영성
묵상집
Catch me a Rainbow (1990): 재속프란치스코회
양성교재
Called to Rebuild the Church (1997):
재속프란치스코회헌 해설서
Where Bible & Life Connect (1998): 영적지도자들을
위한 묵상집
Catch Me a Rainbow Too (1999): 지원자 양성교재
Come and See - Authored with Teresa Bake, OFS (2001)
Life-Giving Union (2003): 영적보조자들을 위한 교재
개정판
Pick More Daisies (2004): 재속프란치스코회 영속적
양성교재
Take Time for Sunsets (1975):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묵상집
Where Bible and Life Connect(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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