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Trinity of Be-attitudes" with an "Examination of Conscience" 
Concerning the Vitality of our Fraternities 

우리 형제회의 활력에 관한 양심성찰과 더불어 삼위일체의 태도 

가짐 (Be-Attitude, 지복과 비슷한 철자) 

내 어머니의 건강이 내 동생이 죽은 후 정말로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할 때 

나는 어머니를 그녀의 훌륭하고 현명한 일반의인 리보윗츠 박사에게 모시고 

갈 필요가 있었다. 내 기억에는 그가 어머니에게 "잭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것을 아느냐? 는 

뜻으로 물어본 것을 기억한다. "내말은 당신은 부정적인 것들― 

담배피지말라, 과음 과식하지 말라. 스트레스를 피하라―은 당신도 알고 

있으나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소. 당신은 

아시오?" 어머니도 나도 곧 대답하지 못했다.  

본질적으로 그가 말한 것은 "활동하라! 일어나라! 네가 아직 살아있고 

기운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라.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지 말라.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라.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눈에 띄어라! 울적해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었다. 

"매일의 끝에 당신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였는지 

자문하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였다.  

이것은 어머님과 우리 형제회를 위한 좋은 충고였다. 

우리 형제회의 활력을 위한 태도 가짐(Be-Attitude) 첫 번째: 영적으로, 

양성적으로, 사교적으로 그리고 사도적으로 활발히 행동하라!  



양심 성찰: 낯선 사람이 거리를 걷다가 당신의 형제회에 참석한다면 그가 

당신의 형제회가 살아있고 활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당신의 

형제회가 최근에 무슨 생명의 징표를 드러냈나요? 당신의 형제회가 

무미건조한 업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말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떤 것을 한 

것이 언제였나요?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 생명의 첫째가는 징표는 영적 활력 이다. 

당신의 형제회 기도생활의 활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회원들이 다양한 방법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까? 당신은 형제회로서 미사에 

참여합니까? 당신이 형제회로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 진실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의식서로부터의 단어를 그냥 되풀이 합니까?  

양성적으로 볼 때, 모든 회원이 회헌에 상세히 기술되어있는 대로 양성에 

참석합니까? "형제회에 입회하면서 부터 일생을 통하여 양성과정이 

시작된다.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협력할 것을 

유념해야한다. 양성의 책임자는 청원자 자신, 그리고 형제회 전체, 회장 을 

포함한 평의회, 양성 담당자및 영적 보조자이다" (회헌 37 조 2 항).  

전체 형제회는, 평의회, 양성 부장과 영적 보조자보다 더 중요하나, 성령과 

후보자 다음 셋째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교적인 면에서 모든 회원이 간식을 번갈아 가져옵니까? 기분전환을 

위해서 서로의 집에 간적이 있나요? 각 모임에서 어떠한 형태의 활발한 

친교가 있나요? 



끝으로 당신의 형제회가 형제회 차원에서 사도적 활동을 합니까? 이 

사도적 활동은 집에 갇히거나 입원하여 결석한 회원들에게 30 분간 편지를 

쓰는 것일 수 있다. 각 회원은 한 가지 음식이나 의복을 지역보호시설에 

보내기위한 모임에 가져갈 수 있다. 당신은 전체 형제회와 더불어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위하여 지역 요양원이나 집에 갇힌 회원 집에 

간적이 있나요? 

우리 형제회의 활력을 위한 태도 태도 가짐 (Be-Attitude) 두 번째: 영적으로, 

양성적으로, 사교적으로 그리고 사도적으로 눈에 띄게 하라!  

양심 성찰: 당신의 지역 본당, 공동체나 교구에서 본당 신부, 다른 신부, 

주교님이 당신의 형제회가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 모이고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몇 분이나 압니까?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지역 언론 에서 당신의 형제회에 대하여 언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언급했나요? 

영적인 면에서 당신의 형제회가 대중 속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당신의 형제회가 형제회로서 지역 

본당이나 다른 형제회와 같이 피정이나 순례여행을 떠난 적이 있나요? 

당신의 형제회가 같이 미사에 참여 할뿐 아니라 어떤 프란치스칸 성인 

축일에 지역 본당 신부님이나 프란치스칸 수사님과의 미사를 주선하고 지역 

본당이나 지역 천주교 공동체를 초청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형제회가 

아씨시, 로마 혹은 지방의 유적에로의 순례를 계획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형제회가 당신의 본당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그레치오 서비스 (구유경배), 



트란지투스 (성프란치스코 축일 전야제) 나 동물의 축복의식을 준비 한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매년? 

양성면에서 당신의 형제회가 케빈 쿠엘리, OFM 또는 앤 멀퀸, OFS 같은 

프란치스칸 연사를 당신 지역에 초청하고 당신과 함께 배우기 위하여 전체 

본당이나 지방 공동체를 초청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단위 형제회 대표가 

프란치스칸 삶의 어떤 면에 대해 공적으로 나눔을 가진 적이 있나요?  

끝으로 당신의 형제회가 형제회 차원에서 본당이나 바깥 공동체에서 

적극적이고 눈에 띄는 사도직을 수행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당신은 

형제회로서 슬러건을 들고 생명의 행진 (March of Life)이나 성체 행렬 

(Corpus Christi Procession)에 참가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지역 급식 

시설이나 양로원에서 형제회로서 일한 적이 있나요? 왜 안하지요? 얼마나 

자주? 

형제회의 활력을 위한 태도 가짐(Be-attitude) 세 번째: 영적으로, 양성적으로, 

사교적으로 그리고 사도적으로 기뻐하라! 

양심 성찰: 한 젊은이가 당신의 다음 형제회 모임에 초청 받았다고 가정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성 프란치스코와 성 클라라와 동행 하는 당신의 

형제회 생활에 충분한 기쁨을 느껴서 그가 다시 와서 영구적으로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할 가요?  

빌 쑈트(Bill Short) 수사님이 말하듯이 1221 년 회칙에서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은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기쁨을 보이는 영적 실천을 의무화할 

정도였다. 1221 년 회칙 7 장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리고 모든 수사는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영성적 기질을 갖춘 사람처럼 불평하지 

않고 서로 경의와 존경을 보여야한다 (베드로 전서 4:9). 하느님 안에서 

예상대로 행복하고, 명랑하고, 예의바르게 보여야하고 위선자같이 

울적하거나 우울해보이지 말아야한다." 

"이것이야 말로 천주교 안에서 명랑하라고 명령하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빌 수사는 말한다. 

까다롭고 시무룩하게 보이는 노인들의 활동그룹으로서 어떻게 새 사람을 

유치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나 우리의 태도와 

행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상은 실제로 자포자기 

생활에 빠진다고 하여도 우리 대부분은 생활에 필수품의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는 좋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함을 

보이십시오! 웃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사교하고 혹은 사도적 

활동을 할 때마다 복음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게 증거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활발히 행동하십시오. 

눈에 뜨이도록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형제회로서. 

영적으로. 양성적으로, 사교적으로 그리고 사도적으로. 



우리 삶을 살면서. 

때를 가리지 않고. 

마지막 양심 성찰: 내가 당신의 형제회 모임에 걸어 들어간다면 활발하고, 

눈에 보이며, 기쁨에 찬 어떤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활발하고, 

눈에 보이며, 기쁨에 찬 어떤 양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활발하고, 

눈에 보이며, 기쁨에 찬 어떤 친교를 즐길 수 있을까요? 내가 활발하고, 눈에 

보이며, 기쁨에 찬 어떤 사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모임이 계획된 

것인가요? 혹은 무계획된 것인가요? 공유했나요? 혹은 지시를 받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성령께서 나머지를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평화와 사랑, 

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