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3 월
비전의 공유
“이 형제회에 벽이란 없었습니다. 국가를 떠나서, 한 형제 자매에서 다른 형제 자매로 원할히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카운슬러인 Mary Stronach 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11 월 Assisi, Italy 에 있었던 총회에서의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도 또한 당신
Mary 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
Mary 와 저는 전세계 80 개국에서 온 170 명의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의 국제 모임에 저희 5 명의
국가형제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Assisi 에 온 전세계 참가자들의 삶의 흔적을 저는 잘 모릅니다 ㅡ 그들의 고뇌, 삶의 기쁨과
문화적인 차이로 부터 오는 것들 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프란치스칸 정신이 통하고 모두 하나가 됨을 기뻐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작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작아졌나구요? 여기 Eritrea 에서
온 Yodit Tesfaghebriel OFS 와 Malawi,
Africa 에서온 Theresa Mukatipa OFS 사진입니다.
그들은 2011 년 국가양성 워크샵 비데오를통하여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ㅡ 믿을수가 없군요!
우리는 곧 우리들의 형제회와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쁨을 이야기 했습니다.
총회중 내내우리는 이와 같은 만남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루어진 우리들의 친교와 총회에서의 일들에 추가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국가형제회들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우리 자매들은 양성
워크샵 비데오는 시청하였지만 그에 따른 책은 갖지 못하였습니다.그들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책자’For Up to Now’를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수 있나요?” Nigeria 의 Jude Obibuzor 는 그곳
국가형제회 설립의 어려움에 대하여 Tom Bello 와 의견을 나누었으며, Honorius M.
Chilufya 는 Zambia 에서 Africa 최대의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을 갖게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배울 점은 무었일까요 ?
총회에서 돌아온후 우리들 중에 몇몇은 비용을 내어 ‘For Up to Now’ manuals 를

아프리카에 2 부, 타이완에 1 부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그들과 연락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2015 년 1 월 NEC(National Executive Council) 의 첫 동의안에
이를포함하게 되었습니다
Tom Bello 는 동의안에서 국가 또는 가능하면 지구형제회에서 이들 아프리카의 영어권
재속프란치스칸들과의 동반자 또는 형제자매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Mary Stronach 는
동의안에 재청하며 CIOFS(the International OFS Council)에서는 ‘자매관계’를 맺도록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후원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 후원의 필요성이 크므로 지구형제회도
참여하면 더 많은 아프리카 형제회를 후원할수있다는데 NAFRA 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Tom Bello 는 각 지구형제회장들에게 이들과
‘자매관계’를 맺을수 있는지에 대해 격려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헌은 전세계의 형제자매들과의 하나됨을 말하며 국제형제회는재속프란치스코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제회는 전세계에 있는 카톨릭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유기적 연합체이다. 즉
재속프란치스코회 전체와 같다는 것이다.” 우리가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한다는말은
전세계 국제형제회에 속한다는 말이다 !
국제평의회 의 목적중 하나는 “…우리와 우리 단체들의 다원성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국가형제회간 협력, 나눔과 영적 교감을 통하여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하나가 될수
있다면.” (회헌 69-71 조 참조) 우리는 전세계에 걸친 OFS 회원들 중 하나로서 우리 형제회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 필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OFS 형제자매들과 “자매”관계 맺기 초대에
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