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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회의 선거를 주재하거나 방문을 하면서 전국을 여행할 때 저는 거의 언제나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니다. 방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에서 저는 단위 형제회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다. 프란시스칸으로서 우리는
우리는 다른 문화권의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회에
형제회에 부름을 받고 있지만,
있지만,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거나 아무도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틈 사이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다른 문화를
문화를 배우고 동시에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우정을 쌓기 위해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만드십시오. 당신의
지역에 있는 지역 본당을 찾아서,
찾아서, 이중 언어로
언어로 “와서 보시오”
보시오”를 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일단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접촉하겠다는
접촉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있으며, 더 오래 참아야 할 수도 있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신을
신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사람들이 방어를
방어를 하는 데에는 좋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만, 이를 극복하고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다른 문화권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은 그룹의 모임이나 축하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십시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식당이나
식당이나 기타의
기타의 모임 장소를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십시오.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있지만, 당신의 노력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당신이 어렵게 그들의 모임에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경우, 친구와 함께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정은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우정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우리의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종종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 사회와 형제회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며,
존중하며, 다른 문화적 표현과 공헌을
공헌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다른 문화가 제공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다양한 그룹의 기여를 장려하고,
장려하고,
자신의 편견을 벗어나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차이점을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축하하며,
축하하며, 다양성을 통한
단합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 자신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듣고,
받아들이며,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