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회의 일치와 타종교와의
프란치스칸 공동 위원회
아쌀라무 알라이쿰( Assalum Alaikum)
아쌀라무 알라이쿰은 전통적인 무슬람 인사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에는 생소한 인사이다.
또한 하느님을 일컬을때 “알라”라는 부름 역시 긍정적으로 일컬어 지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는 어떤 “표제어(Buzz Words)”라는 낱 말들이 우리 관심을 끌거나 또 우리를
머뭇거리게 해서 불안감을 일으키게 한다. 이처럼 조건부로 제약되는 반응은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해서 두려움 낳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벽을 쌓게 된다.
나는 아내 캐티와 함께 미시간의 디어 본( Dearborn) 시에서 가까운 디트로이트의 거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디어본은 미주내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지역이다.
내가 디트로이트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위해 일하면서 한 가지 배웠다면 그것은 가난, 처참함,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인데 이들은 특정한 국적이나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달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열아홉난 무슬램으로,
가족이 터키에서 정치적 혼란과 폭동을 피해 이곳 미국으로 그를 보냈다는 것이였다. 그는
고등학교 3 학년생을 영어를 배워서 미국문화를 알려고 한다고 했다. 이 청년의 부모는미국을
“피난처”로 보고 있었다. 청년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가 다운타운의
디트로이트에 와서 무숙자와 가난한 이들을 도울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였다. 그 청년은 같은
19 살 나는 폴란드에서 미시간으로 온 고등학생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된 것이였다. 둘은 같은
시간에 봉사를 통해 평화와 공동체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였다. 하나는 가톨릭이며 하나는
무슬림인 19 세 고등학교 3 학년생들이 옆에 같이서서 일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청년은
인종과 종교에 상관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봉사하는 재속프란치스칸, 남부
침례고, 루마니아 정교, 루테란, 그리고 무신론자를 도와 불우한 이들을 돕는 것이였습니다.
우리의 회칙, 회헌, 국가 법령에서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행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지금 말씀드린 청년들을 본 받아 우리 지역사회로 두려움 없이 나가도록 볼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속프란치스칸 회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제 5 조)

---하느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 11 조)
---자유로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12 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인간답게 받아들을 것이다 (제
13 조)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제 13 조)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애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 19 조)
---누구든지 신적요소가 있으며 (제 19 조)
---다른 이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9 조)
우리는 우리자신을 자유롭게 하여 주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부름 받았습니다. ---모든
회칙
국가 형제회의 요청을 받아 여러분 모두를 도와 그리스도 교회 일치와 타종교를 위한 프란치스칸
공동위원회의 회장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주시는 영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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