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눈, 열린 마음과 애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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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의 직업 관계로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의 이웃 한 분을 미시간주 홀리의 국립묘지에 영면하도록 모시는 영광을 가졌
습니다. 칼은 한국 전쟁의 참전병으로 디트로이트 도심의 저소득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가 사는 동안 그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고 죽었을 때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칼은 관에 국기를 두른 정식 군인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침묵
속에 울려 퍼진 조포 2발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홀리에 있는 국립묘지는 아름다운 곳으로 제 아버지도 묻힌 곳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방문하거나, 노인을 모시고 묘지에
갈 때, 순례 여행을 떠올리게 됩니다. 묘지에 들어서면 완벽하게 줄지어있는 흰 묘비들이 햇빛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묘비들로 둘러싸인 국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는 합니다.
칼의 장례식 후, 저는 아버지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묘비들 사이에 조용히 서있는 동안 (아마도 처음으로)
그 많은 묘비들 위에 서로 다른 종교적 상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수천 개의 묘비를 보면서 그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믿음에 놀랐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하나의 신앙 체계의 합당성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공통된 경험,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국가에 대한 사랑의 조용한 목격자들 뿐이었
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중에서 여러 종교가 가장 일치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장소입
니다.
Pilgrim 's Companion To Franciscan
인용합니다.

Places (Franciscan Pilgrimage Programs 출판)에서

교사와 건축가인 저자James Postell은 성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신성함은 내적과 외적 존재 - 영적인 힘, 천국과 지상의 교차점 모두와 관련이 있다.... 장소는 인간에게 중요한
역사, 믿음, 의식 및 일상에서 파생된 인간 행동과 연관이 있다. Postell에 의하면 성지는 성스럽게 인식되어 영적
인 힘과 관련된 중요한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종교적 전환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곳은 세심한 눈과
열린 마음과 가슴을 필요로 합니다

국립묘지 순례는 저에게 하나의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죽음에서 사용하는 표지과 상징에서 한 국가로서
의 "다양성 안의 일치"를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본당, 교회, 그리고 프란치스코
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일치와 타 종교와의 대화”활동에 대하여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인식을 알리고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세심한 눈, 열린 마음과 애정으로 일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