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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성 보나벤투라 대학교(St.	   Bonaventure	   University)와 그 대학교의 프란치스코 연구 

대학 (the	   School	   of	   Franciscan	   Studies)	   은  몇몇의 프란치스코 재속회원을 모시고, 7 월에 

프란치스코의 방대한 연구서들 안에서  또다른 장으로 구분될만한 발표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줄리 맥엘머리(Julie	   McElmurry)의 지도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증언라는 주제는 그의 증언 안에 

스며들어있는 몇가지 고려할 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인의 저술들의 개요는 이 코스/세미나에 대해 소개하고,  증언들의 뒷배경이 그  

뒤이어 소개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그 증언들을 나눠준 일지에 옮겨적어야했습니다. 이 

활동은 이중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현실과 증언의 

의미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가는 하나의 온전한 방법이 되었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다른 사람은 그 수업의 또다른 회원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언의 진수이었고 계속적으로 그리 될것입니다. 읽고, 소화시키고, 살아나가고 

그리고  계속 전해주십시오.	  

증언들의 표현들을 생동감있게 만들고 향상시키도록 즐거운 기자회견이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하는 역할 놀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13 세기의 사고와 21 세기 사고의 대조, 비교하는 

명상은 증언 전부를 지금의 현실로 내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둔처를  위한 규칙이 발표되고 이후에 “엄마/아들”  접근방식 사용하여 하나의 수업 세션 

안에서  실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하는 깊은 자기성찰적 경험은 

널리 울려퍼지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발표들도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 협회과 출판(Franciscan	  
Institute	   and	   Franciscan	   Publications) 이사이시며 프란치스코 연구대 학장이신, 데이빗 쿠터리어 

신부님(Father	   David	   Couturier,	   OFM	   Cap)께서 힘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오후 

시간에는 마이클 컬라브리아 신부님(Father	   Michael	   Calabria,	   OFM)께서 이슬람과 

프란시스코인들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미사를 포함한, 프란치스코 산상 피정의 집, 이레네우스 산(Mount	   Irenaeus	   Franciscan	  Mountain	  
Retreat)으로의 늦은 여행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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