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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의 프란치스칸 삶
Lester Bach OFM Cap - 2016 년 여름

두서없는 이야기
새 곳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
중 하나는 여러 해 동안 읽지 않고 모은
것을 발견하는 것 입니다. 질문: 최초에
이것을 왜 모았는가 ?
그러나

제가

모으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여러분과 나눌 가 생각 했습니다.
이 시는 대부분 다른 세기 (1900 년
후기)의 것으로 아직도 활기가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약간 교정한 이 시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

프란시스에게 사랑을 드리며
이제 우리는, 당신과 나 , 21 세기 그리고
우리는 13 세기 수사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요.
13 세기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기는 가장 "훌륭한"세기로
불리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 살고
있지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먹이

먹을까…걱정하지 말라"고

일치인가요?

이르셨습니다.

평화의 표시가

그리고 프란시스는 걱정 하지

일치인가요?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같이 행진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고,

일치인가요?

프란시스가 그리 했습니다. 길가는 데

같이 축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고

일치인가요?

프란시스는 지니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의 평화 회담이

극도로 단순하고, 심지어 불가능 혹은
최소한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란시스가 실행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봉사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 분이 무엇인지
짐작하시지요. 프란시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제자들을 "보다 작은
수사 " 그의 '작은 형제들' 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자가 되지 않아야

사람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니까요."

이 작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왜 소란을
떠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특별한 사람들을
담고 있는 역사 안에서 한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프란시스는 복음서, 그 모든 것 - 마태,
마르코, 루가 와 특히 요한복음을

일치인가요?
무관심 - 냉담이
비난과 험담이
일치인가요?
"관여하지 말라"가

일치인가요?
"남에게 맡기게"가

일치인가요?

"나의 형제들은 '작은 자'라고 불립니다.

입증하려는 것이 무었인가요? 아씨시의

조폭간의 싸움이

일치인가요?

복음 서- "좋은 소식."

그렇다면 갈 색옷 차림의 이 한 사람이

일치인가요?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힘"이 인간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저를 보내신 분이

있어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란 것을

굉장히 멋진 일이지요. 우리는 '큰 형제 '

믿게 하소서."

대신 작은 형제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적 삶은 , 프란시스
성인에 의하면 , 복음 전부를 진지하게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 입니다!
***

예수님과 결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