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동안 베이 지역은 아시아 인들이 정착하기로 선택한 인기있는곳이었습 

니다. 2012 센서스 견적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대도시 3 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 뉴욕에 735,019 중국인이 살고 있으며,  

- San Jose-San Francisco-Oakland 지역에 629,243 살고있으며,  

- 대도시 Los Angeles 약 566,968 사람들이 살고 있는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65년 이후 시대에는, 1세대및 2세대이민자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및 대만출신 

이민자입니다. 말레이지와와 베트남 출신의 중국계 중국인도 중국계 미국인에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가 증가한 이유는 그들의 종교가 카톨릭이던 카톨릭이 아니던 

지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커다란 수요를 창출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Piedmont-Oakand 의 베이지역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봉사하는 저희는 모국어가 중국어인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합니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개인적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끼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눔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보조자, Fr. Franklin Fong, OFM 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세가지 “Hs” 를 

배웁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로서 우리는 보는것과 듣는것처럼 “머리” 의 

감각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머리에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의 “마음” 에 

연민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거기에서 다른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봉사자로서 

우리의 빛나는 빛을 비추게하면서 “손” 을 통해 행동을 취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설립미사 였습니다.  미사의 양국언어는  미묘하지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노래와 독서 중 일부는 

중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프랭클린 신부는 우리가 문화와 언어를 분리시키는 것은 좋지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문화와 노래를 함께 모을수 있는 공통성을 찾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룹이 리셉션에 방문 

중이었고, 그중에 한명이 쿠키와 차가 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종인 다른 한사람이 웃으면서, “그건 

중국적 길은 아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돼지 한마리를 요리하고 많은 반찬들도 만들 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동안 너무나 많은 음식이 남아 있기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좀더 음식을 두번, 3번 등 

접시를 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    Kathleen Molaro, OFS, St. Junipero Serra Regional Minister  - 

 
It was a wonderful event. - Kathleen Molaro, OFS, St. Junipero Serra Regional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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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 중국인 형제회를 설립하다 

by Joana DaRosa, OFS  

하느님의 종 형제회 봉사자 

Joseph Ha 주교님,  홍콩에서 

방문차로 오셨습니다.  주교님 

께서 는 우리의 그룹이 첫번째 

북미지역의 그룹임을 아시고 

새로 설립된 하느님의 종 형제 

회원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Fr. 

프랭클린 퐁, OFM 과 포즈를 

취했습니다. 

 
 

   설립된 하느님의 종 

형제회원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