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탄과 성인”
최고의 평화 중재자
…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도적 결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로써 … (규칙 6 조)

“새롭게 쇄신하고 견고하게 하여 귀중한 삶을 살자”
우리는 교회일치와 비그리스도교 위원회 (Ecumenical- Interfaith Committee)의 할 일원으로서, 분리와 고립
그리고 두려움이란 벽을 무너트리는 이해와 우정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상호 존경하며
같은 지표를 향해 행동하라고 파견되었습니다.
우리의 규칙에도 “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 13 조)라고 하였습니다.
Albuquerque 에서 “ 술탄과 성인” 이란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첫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때, 이 행사를 이슬람
교인들과 OFM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의 수사님들과 함께 주관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보면서 평화의 중재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실제로 지금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탄과 성인은 그런 만남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각자 서로
다른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기로의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였고, 다른 하나는 무슬림제국의 최고 통치자 였습니다.
무슬림 공동체와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관람한 후, 그곳에 있었던 우리들은 무슬림 공동체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서로가 가졌던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해명할 수 있었고, 우리의 신앙과
하느님/알라신을 우리의 창조주로 받아드리는 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지구형제회가 있는 Texas 의 El Paso 에서 최근에 이슬람 교인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일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서로 오해가 있다면 해명을 하고, 서로 연대감을 가지며 일치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무슬림 여성는 쾌히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매우 바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무슬림 여성들과 함께 좋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곧 우리의 지구형제회와 그들의 공동체에서 온 몇몇
여성들과의 만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여성 구릅의 지도자가 평화와 동료의식을 표현하는 전단지도
만들었고,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나눔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그리고 영구적인 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회교 사원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평화와 심오한 기도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다큐멘터리 드라마 “술탄과 성인”의 내용에 대해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연대감을 증진 할 수 있고 서로의 존경을 더 깊이 할 수 있겠다는 바람으로, 양쪽의 공동체의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이 다큐드라마를 관람한 후 대화를 가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슬림
여성은 이 제안을 기꺼이 응했고, 이렇게 우리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더 많은 다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코란: 3:64 - “Say, O People of the Book {Christians and Jews}! Come to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11 –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Texas 의 El Paso 에는 국경을 건너오는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단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나 여러분과 다른이들에게도 다가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공통된 것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다른 이름과 다른 얼굴을 갖은
이들에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바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국경을 넘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다양성에서 일치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삶을 충만히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규칙이 올해로 40 년 됨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서약한 이 말씀대로 완전하며 진실되게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영화 The Sultan and the Saint”
DVD 를 Franciscan Action Network 의 웹페이지를 통해 주문 할 수 있습니다.
https://franciscanaction.org/article/purchase-sultan-and-saint-dvd-and-guide
www.sultanandthesaintfilm.com
**** ““Agents of Peace”: Interfaith Conference 타종교와의 회의,
주관자: Episcopal 의 사제이며 Franciscan Unity 란 위원회의 회원인 Masud Ibn Syedulllah 와 Garrett
Mettler
날짜: 2018 년 5 월 3 일 - 5 일
장소: Roslyn Retreat Center in Richmond VA
등록: www.rootsandbranchesprograms.org
**** “Christians Building Bridges with Spiritual Neighbors” 일일 토론회
날짜: 2018 년 7 월 14 일 오전 8 시 – 오후 5 시
장소: Sacred Heart Church in Jacksonville Florida
후원: St. Bonaventure Fraternity.
연설자: Donna Hollis, OFS, Regional Minister, Our Lady of Guadalupe Re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