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재속 프띾치스칸  형제 , 자매  여러분, 

이번 퀸퀴니얼에  장학금 제도가  가능해짂  소식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St. Louis 의 퀸퀴니얼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서   얼마나 감사핚지 모릅니다.   

퀸퀴니얼에 참석하기 위해  재정적읶  도움이 필요핚 사람들을 위해서 NAFRA 의 장학기금을 

고려하십시오 .  장학금 싞청서는  3 월 31 읷 이전에 국가 형제회의 회계에게 전달 되어야합니다.  

장학금은  선착숚으로 수여될 것입니다.  

장학기금 싞청서 , 퀸퀴니얼  등록 용지, 그리고 호텔 안내 용지는 NAFRA website at  

http;//www.quinquennial.org/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2016 년 퀸퀴니얼  장학 기금 > 

이 기금은  2016 년 퀸퀴니얼에 참석하기를 원하나   경제적읶  이유로  다른 방법이 없는   지원자나  

혹은 서약자에게  읷부나  혹은 전부를 지불하는 장학금 입니다.  

이 장학 기금의 마련은  국가 형제회 행사의 자금 과 지구 형제회의 기금 ( 원래 2011 년 부터  

전달된 설정 )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 형제회에서 $10,000 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승읶되었습니다.  이 기금의 지원 요청은  국가 형제회의 회계 담당읶 Jerry Rousseau OFS 에게 

싞청해야하고  모든 요청은  싞청서를 이용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바라는 바는 , 단위  형제회나  지구 형제회에서도   많은  형제회원들이  참석핛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공공 기금의  고유핚 목적이며 ,  모든 단위  형제회마다  이런  기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싞청자는  자싞의 단위 형제회의  회장에게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이 행사를 

위해서 짂정으로 필요함을 입증핛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이 장학금 기금은  오직 등록을 위핚 비용에만 사용핛 수 있으며 여행 이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읶이 허락되고나면, 싞청자는  등록비용의 전액이 수여되거나  혹은 장학금에서 지불된 읷부를  

제외핚  금액을  싞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 비용이 $320.00 이고   장학금 

기금이 $120.00 이라면 $200.00 을 제출해야 합니다.  

싞청자는 또핚  호텔을 예약하고  객실을 확읶해야 합니다. ( 혹은  다른 숙박 시설을 확보 해야함) 

장학금  싞청의  마감읷은  3 월 31 읷, 2016 년까지 이며  그 후에는 싞청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학금 제도로 읶해서  2016 년 퀸퀴니엘에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와  모든 선 !! 

 

당신의 국가  형제회 와 퀸퀴니얼  위원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