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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네번 발간되는 TAU-USA 는 
재속프란 치스코회 미국 국가형제회의 소식
지인데, 서약자 또는 서약준비자 모두와 국
가형제회를 연결 해 주는 없어서는 안되는 
소통수단이다.  프란치스칸 영성과 꿈을 실은 
이 소식지에 실리는 모든 글은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꿈을 제공하고 새로운것에 
도전하게 한다.  또한 여기 실리는  글들은 
훌륭한 영속적 양성자료가 되기도 한다. 소
식지는 모든 재속회원들의 협력으로 만들어
진 결과물이다. 글의 대부분은 국가형제회 
평의원들이나 여러 부서, 위원회가 썼다. 예
컨대 전국영적보조자회의, 4 명의 국가형제
회 영적보조자들(4 개의 수도회, 즉 작은형
제회, 카푸친, 콘벤튜알, 정규 3 회, 에서 한
명 씩). 여러해 동안 레스터 바흐신부도 고 
정적으로 글을 올리시던 분이다. 가끔 미국
전역의 여러 형제회 회원들의 글도 실었다. 

편집팀은 글을 정리, 교정,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번역, 국가형제회 웹에 올리는 
일을 한다. 국가형제회 자료관리도 편집하
는 사람들의 일이다. 13,400 명 이상의 회
원 주소록을 정확하고 가장 최신정보로 관
리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은 재속 회원들
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진다. 영어와 
스페인어판을 인쇄해서 우송하는 일은 
Kansas 소재 Valley Offset Printing 과 
Smoky Valley Printing 에서 담당한다. 

국가형제회 소식지의 역사 

 빌 위크스 Bill Wicks, OFS 

Our History Volume III, pages 148-156 을 보라. 여기에는 TAU-USA 역사와 2007 년도까지 편집자들의 리스 
트가 있다. 국가형제회 소식지 첫호는 1936 년에 Fr. Max Poppy, OFM 이 발간하였다. Our History Volume I, 
Pages 237-238.b 

20 년 동안 중단되었던 소식지는 1991 년부터 
다시 발간되기 시작했다. 소식지는 그때도 
지금 처럼 일년에 네번 나왔다. 당시 국가형 
제회 회장은 James David Lynch, SFO 였 
으며 편집장은 Elizabeth Ryder, SFO 였 
다. 위에 말한 중단시기에도 많은 재속회 소
식이 Franciscan Herald and Forum 에 게
재되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Herald 는 1987 년에 폐간되었다. 편집인 
이 갈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식지는 점 
점 발전하였다. 아마도 제작작업의 전산화,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었겠지만 편집인 들의 
독창성이 많이 작용했다 

국가형제회 소식지 이름붙이기 

1995 년에  국가형제회는 소식지에 붙일 이
름을 회원들에게 공모하였다. 응모한 약 
100 개 이름 가운데 국가평의회에서 채택
한 TAU-USA라는 이름은 Ralph 
Schlueter, SFO 가 응모한 것인데  그는 
St.Johnthe Baptist 관구 소식지와 Holy 
Trinity 지구형제회 소식지의 전임 편집인
이었다. Ralph 는 성무일도 한 권을 상으
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TAU-USA 란 이
름이 1996 년 겨울 호에 처음 쓰여지게 되
었다. 

이번호는 TAU-USA 마지막호이자  100 주년 기념호(#100)가 된다.  그 동안 많은 재속회 
형제자매들이 이 소 식 지를 만드는데 수고해 주셨고, 이 소식지는 미국재속회 형제자매들에게 
중요한 소통수단이 되어 왔다. 

우리의 사명은 꿈을 공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