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형제회 안에서
복음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국가 양성위원회는 지난 9 월에 국가형제회 총회 준비를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새로운 기획을
심사숙고하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한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의는 지난여름에 있었던 퀸케니얼
(Quinquennial)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었던 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우리가 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성소를 키우도록 특권이 주어진 장소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프란치스코처럼, 우리 각 개개인은 회개의 삶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이것은 매일 매일
복음의 삶을 추구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랑, 격려, 지지 그리고 자애로운 충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인 형제회가 바로 그런 환경을 갖은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 나눔,
격려와 지원과 관계 그리고 형제회가 선물이라는 인식을 통하여, 양성에서 말하는 그 이상이
확고해집니다. 그럼 형제회가 무엇인지 요약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형제회: 소속감과 기쁨의 장소
Francine Gikow, Storyteller
소속감은 개개인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관계를 갖고, 과거와 현재, 지역, 지구,
국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형제회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모임에서 봉사자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란 질문을 던졌을 때, 일반적으로 형제회에서
발견되는 것 예로 지혜, 모성애, 단순한 형제, 그리고 실천가 같은 여러가지 성격을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회원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형제회 가족을 이루면서 한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를 따랐던 야고보 부인, 레오 형제, 안젤로 형제와 같은
옛인물들에게서도알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형제들과 초기 형제들과도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해봅니다. “ 그 옛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지요?”
형제회: 사랑하고 사랑 받는것을 배우는 곳
Anne Mulqueen, Spiritual Wisdom
형제적 사랑을 실현은 우리 각자의 자아 욕구를 버려야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패쇄된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 형제적 사랑이 무엇인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형제적 사랑의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제 2 의 그리스도인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개개인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로 친밀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재속프란치스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헌신과 약속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형제회는 없습니다. 형제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서 흘러 나와야 합니다. 진솔하고 인격적인
대화와 자신보다는 형제자매를 우선으로 해야 그 관계가 강화되며 결속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고린토 1 서
13:8)

형제회: 도전과 성장의 장소
선교의 사명을 개발하는 장소
Diane Menditto, Teacher
형제회 삶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으로서 성소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회칙과
회원에서 이를 배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형제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회 삶의
도전은 가톨릭 신자로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실 질적으로 어떻게 형제회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사명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기쁨과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
o
o
o
o
o
o
o
o

형제자매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격려
복음 선교의 사명을 실현을 위한 협력
공동의 기도 생활
회칙의 삶을 사는데 진정한 본보기
삶의 대화와 서로의 검토를 통한 형제애를 격려
문화 다양성을 통한 형제애를 격려
진실한 성소를 지킬 수 있는 영성적 양성
관계

도전 과제
o 형제 자매들에 귀를 기울여 듣고 협력하려는 의지
o 서로에게 양보하려는 의지
o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는 의지
o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모법이 되려는 의지
o 나와 다른 이들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들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
o 관대하기 위해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려는 의지
o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의 재능을 활용하려는 의지
o 벽을 쌓기보다는 장애물을 무너뜨리려는 의지

우리의 프란치스코 삶의 많은 기쁨과 도전은 본질에서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 우리가 그
기쁨을 알고 도전으로부터 배우고, 도전에 때문에 강해진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선교를 더
진전시킬 수 있으며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형제회, 지구형제회, 국가 형제회, 그리고 국제 형제회를알도록 다시
노력하십시오. FUN 매뉴얼에 “형제회와 프란치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영성의 근본적인
요소로서의 형제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국가형제회 총회 양성 자료가 웹사이트에 실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비평, 그리고
형제회에서의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Formationcommission14@gmail.com 입니다.
평화와 선,
Mary Anne, -Facilitator Commission Ch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