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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년에 프란치스코회 청소년 및 청년 (FY / YA)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996 년에 시작된 이래로 회원들은 TAU-USA 에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최초의 FY / YA 

위원회 기사를 되돌아보면, 흥미롭게도 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청소년을 동반하는 역할을 이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는 모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TAU-USA 100 호에서 최근 

위원회는 젊은이들의 여정에 동반할 책임은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메리와 앤소니 마조티 (Mary and Anthony Mazotti)가 쓴 1996 년 위원회 기사의 

시작은 “영적으로 의욕이 있고 헌신적인 청소년은 진공 속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고무됩니다.”¹ 우리 

주교들은 최근에 이 다원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온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 관한 2018 년 주교 총회의 

최종 문서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진정한 선택을 향한 여정을 지지하고 동반하는 

것이 교회가 모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고 정성 어린 임재, 헌신적이고  

사랑에 찬 친밀함과 무한한 부드러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식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²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이 같은 사명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나 프란치스코도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우리의 노력은 젊은이들이 우리 곁에 있게 

되는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1996 년 TAU-USA 기사는 또한 “교회는 젊은이들 사이에 그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한 큰 갈망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세상을 자기 파괴 경향으로부터 구하려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³ 현 위원회는 우리 모두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도전에 응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카리스마는 우리가 사회 정의적 행동을 구체화하도록 이끕니다. 젊은이들은 

변화를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참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고 책임을 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에 스며드는 

사회적, 환경적 질병, 차별, 인종 차별 및 폭력과 싸우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젊은이들을 최전선에서 발견합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의욕을 인식하시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사명으로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한 

나인가?”라고 물음으로써 인생에서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에 목적을 찾기 위해서? 

젊은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함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성, 형제회 및 봉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성장합니다. 1996 년이든 2020 년이든 “사람들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두드러진 

세상에서 '함께 걷기'는 연대, 통합 및 정의 증진의 새로운 계획 (initiative)이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이려면 기본적입니다. 
 
선택 사항 또는 부기적 기사로서: 

 

   국가 형제회 프란치스칸 청소년과 청년 위원회 

     2020 년 9 월 11-14 일 일리노이 벨빌 킹스 하우스 피정센터에서 

    지역 FY / YA 애니메이터 또는 대리인들을 위한 양성 

          곧 등록하시기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¹ 윅스, 윌리엄, 재속 프란치스코 회의 역사, Vol. III, Smoky Valley Printing, Lindsborg, KS, 261 

² 청년, 신앙 및 직업 식별: 주교단 총회 제 15 차 총회 최종 문서,”91 

³ 윅스, 윌리엄. 

⁴ 청소년, 신앙과 직업 식별, 69 
5 같은 책에,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