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인권활동 30 주년 기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대부분에게 ‘인권’은 추상적이고 의미가 확실치 않

은 단어입니다. 인권이 결여된 상황을 접하고 나서야 우

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한가지 예가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같은 공식 신원이 없이 산다

고 상상해보십시오. 우리 미국인의 주걱정은 개인정보

와 건강과 신원정보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법적 신원없이 사는 것은 어떠할 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법적 신원이 있어야 의료보험, 교육, 사회보장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법적 신분이 없으며, 별일 아닌 듯하지만 인권 

활동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

다. 

 

몇년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Franciscan International (FI)의 활동을 알게 되

었습니다. 단체의 소식지를 구독하기 시작했고 웹에서 

활동 상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권과 복음적 가치는 분

명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 프란치스칸 가족은 

Franciscans International 을 통해 UN 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FI 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FI 의 자료를 여러분의 단위형제회에서 사용하고, 영적 

물적 보조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짐 토마스 

복자 솔라너스 캐이시 지구 형제회 부회장 

 

 
“Franciscans International 이 총

영사 위치를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비 국가 단체 중 하나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펴져 있고 불의로 인한 고통을 잘 

이해하는 프란치스칸들이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잰 파커 

미국 국가형제회 회장 

 

 

“FI 은 지난 삼십년 간 복음적 가치

와 사람들과 UN 구조와 체계간의 

대화와 협조를 가능케 하는 프란치

스칸 이상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에 헌신해왔습니다.” 

마이클 페리  

작은형제회 총봉사자 

 

 

 

https://franciscansinternational.org/home/
https://franciscansinternational.org/resources/annual-reports/


 

 

프란치스칸 가족 연합은 UN 30 주년 활동을 축하합니다 

기억과 예언: UN 에서의 목소리 
 

 

 
30 년 전 프란치스칸 가족은 UN 에서 목소리를 얻었습

니다. 이러한 30 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프란치스칸 

가족연합 (Conference of Franciscan Family)은 7 월 

16 일 로마 안토나니움에서 모였습니다. 

 

‘기억과 예언’이란 주제의 모임에 90 명의 수사와 수녀들

이 참석하여 지난 3 세기간의 업적과 앞으로의 어려움과 

기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작은형제회 총

봉사자 마이클 페리 형제는 FI 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 

엘리자벳 카메론 수녀와 88 세의 고령으로 말타에서 아

직도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작은형제회 디오니

시우스 민토프 형제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프란치스칸 영성과 

이상이 UN 의 창립 

정신과 많은 공통

점이 있다는 이들

의 확신은, 프란치

스칸 운동 역사 처

음으로 국제 가족 상호간의 공통 사목의 FI 창립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I 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franciscansinternational.org  

 

프란치스칸 가족 연합(CFF)은 전 세계의 프란치스칸을 연

합하는 공동체이고,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연합체의 일원

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잊혀진 이들과 상처받은 지구를 위한  

UN 안의 프란치스칸 목소리입니다.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Franciscans International 은 프란치스코회와 재속 프란치스코회 미국 국가형제회를 포함한 

신자들의 기부를 통해 활동 단체, 연구기관, 본당, 연대, 평화, 정의평화, 환경보호의 프란치스칸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도 인권 보호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부를 위한 수표를 아래 수치인에게: 

National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 USA  (NAFRA) 

메모란에 “Franciscans International”이라 기입하고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Claudia Kauzlarich OFS / 2007 Maverick Trail / Harrisonville, MO / 64701-1545 

 

http://www.franciscansinternation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