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Fra: 만약 우리가 YouFra 를 설립한다면, 그들이 참여할까요 ?
우리는 프란치스칸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칸을 만난 이들은 다른데서는 보고 듣지 못한 무언가
다른 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두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희망,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자신은 복음적 프란치스코생활로 부름을 받고, 또한 “와서 보시오.”하고 다른 이들을 이끄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번째의 언덕위의 등대와 같은 역할은 오늘날 세상의 젊은
세대로부터 차세대의 사도와 프란치스칸 지도자들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오늘날 과연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성령에 의하여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를 받는다는 것은 기회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YouFra(Franciscan Youth)를 설립하는 것을 도우면서, 우리는 기존의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어떻게
오늘의 젊은 세대의 필요성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YouFra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YouFra 를 적절한 장소와 때 그리고 그러한과정을 거친다면 그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미 일을시작했읍니다:YouFra Strategic Plan 이 만들어 졌으며, 곧 이어서
YouFra Fraternity Handbook 과 YouFra Initial Formation Manual 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적인 것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우리의 마음과 영적인것 그리고 좋은 관계와 기도생활이
이에 포함될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속프란치스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YouFra 설립을 준비하며 몇가지 쉽지않을 질문을 우리자신에게 던져 보기로 합시다. 우리들의
회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논을 해보십시다.
YouFra 가 설립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관이 될까요?
YouFra 가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으며 그들의 갈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활기찬 영적프란치스칸 생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까요?
관상과 행동의 균형를 통하여 나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추구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읍니까?
크리스찬 사도직과 사랑을 본보기로 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푹 빠지게 만들고 들어온 뒤 내버려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늘그들과 함께 하며 지속적
으로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일까요?
우리가 젊은 세대와 같이 할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YouFra 설립을 위해 우리자체에는 어떤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젊은이들과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경험이나 근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야겠지요. 우리회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연세드신 분이 때로는 가장 훌륭하고 고무적인
Mento 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들을 교구청 훈련을 통해서, 또 한편 청소년 이슈 숙지와
National Franciscan Young Adults webspace 와 network 에 활동적으로 참여시키십시요. 당신네
회안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다른 지구내 형제회나 또는 협조를 구할 파트너를 구하십시요. 그
밖에도 대학 교수, 코치, 청소년 담당 사제, 캠퍼스내 사제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요.
우리 OFS 가족이나 우리들 전체가 YouFra 사목에 관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차세대가 프란치스칸의 복음적 생활로 나아갈수 있도록
준비함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YouFra 를 설립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