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by Emma Lozowsky, OFS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구한다면, 기쁨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그분의 꿈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입니다. 덧없는 행복도, 순간의 환희도 아닌, 더 깊고, 심오하고 더 오래가는 기쁨말입니다. 물론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 것이 될것이지만,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완전한 기쁨”, 즉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자아를 더 높은 선에 종속시킴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중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실천과 훈련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더 즉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봉사의 열매로서 경험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시편 작가는우리에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오라!"라고 권고합니다. (시폄 100:2) 봉사가 모두 고된 노동이었다면 

봉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기쁨과 섬김의 관계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출처입니다.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얼마의 탈렌트를 주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오복음 25:20-21)" 이 

종의 충성된 대가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능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능이 동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능을 

"카리스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성격, 성향 또는 능력의 

선물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의 일은 그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가 가진 것, 즉 동전으로 장사하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이익을 냈고, 그 결과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분별력은 이 종의 행동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 있게 수익성 있는 거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예를 보고 "나는 거래를 하고 이익을 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리적인 금융 전문가에게 맡긴 은퇴 계좌를 보면 그런말을 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하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회심해야 하는 것이 매일의 소명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돌이켜 우리의 죄와 나쁜 습관에서 

멀어지고 하느님께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봉사할 새로운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재속회 국가 경영 위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바칠 어떤 재능을 받은 형제 자매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재속회에 대한 봉사와 그들이 가졌던 다른 책임들을  삶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이뤄갑니다. 재속회의 국가 형제회 

회장인 티보 카우저(Tibor Kauser)는 “은총과 희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각 희생은 은총의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오후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및  재속회 안에서의 봉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희생과 또한 은총을 모두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희생을 경험해야 할 때 이 중 

하나는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양육하고 날마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균형입니다.  티보가 말하는 자양분과 풍성함은 봉사의 열매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열고 분별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재능을  사용할 봉사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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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신회원들은 추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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