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함께 그리는 미래 
미국타우지 103 호 춘계판 

 

노동:봉사하는 자세로 활성화하고 이끌어 주기 

 

금년 11 월에 있을 세계총회를 준비하면서 세계 평의회는 “노동:봉사하는 자세로 활성화하고 

이끌어주기” 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고 모든 국가형제회들이 잘 검토하고 질문에 답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해서 국가형제회는 4 월 10 일 몇 개 지역 단위의 모임을 갖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미국 국가형제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우리는 이 집약된 입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번 타우지에 

실으려 한다. (       쪽을 보라)  

미국 전역의 재속회 봉사자들은 세계형제회 문건을 압도적으로 받아들였고 다음사항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 재속회내의 훌륭한 지도력은 매우 중요하다. 

• 재속회내에서 각자의 책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 특히 회헌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봉사한다는 영적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위형제회와 지구형제회에서 “섬기는 봉사의 활용지침서”를 영속적 양성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 내용은 www.secularfranciscansusa.org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Search 에서 그냥 

“Animate and Guide.”를 클릭하면 된다. 

 

형제회의 교회법적 설립 안내  

새로 수정된 형제회의 교회법적 설립안내서에는 준비형제에서 예비형제회를 거쳐 교회법적인 

정식형제회로 되가는 전 과정의 각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요건을 열거하고, 후견형제회와 지구평의회의 책임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1 회와 정규 3 회의 관구장이 

반드시 관여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 안내서에는 “altius moderamen”과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있으며   양성에서 기록보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설립과정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용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어떻게 형제회를 시작하는가?”를 소개하는 첫 장에서 형제회를 설립하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한 형제회를 “참다운 교회 공동체”로 설립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기술하고 있다. 첫 장은 

형제회 설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형제회 생활을 최 우선순위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안내서의 첫 장 내용을 이번 타우지에 실었다. (       쪽을 보라) 

 

국가형제회 홈 페이지에서 “검색”을 누르고 “교회법적 설립안내서”를 적어 넣으면 안내서 전 

23 쪽을다운 받을 수 있다 

 

 

국가평의회원 선출 –후보자의 마지막 추천  

 

국가형제회 선거총회가 10 월 26 일 부터 31 일까지 텍사스주 레이크 달라스에 있는 몬서랏 

피정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면모임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선거를 치를 준비는 해야 한다.  대면 

모임이 가능하고 선거진행을 하기 위해 세계형제회 평의회원들이 올 수 있으면 국가형제회 

평의회원들을 새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일반 평의회원, 국제담당 평의회원 

http://www.secularfranciscansusa.org/


후보의 추천을 아직 받고 있다.  후보 추천기한은 7 월 31 일까지 연장되었다.    추천은 후보추천위원회 

공동의장인 케이트 클라이넷과 엠마 로조우스키에게 해 주기 바란다.   

 

 

세계형제회 사이트에 가 보기 

 

• 프란시스코 성인이 새들에게 강론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태리 카나라 근처에 야외 성소를 

곧 세우게 된다.  

• 1221 년 첫 회칙인 Memoriale Propositi  800 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비데오가 많이 있는데  이 

비데오들을 보면 지금의 회칙이 첫 회칙의 정신을 이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계형제회 영적보조자들이 글을 싣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소식지가 있다.  이번호의 주제는 

“섬기는 자세의 봉사자”이다.  

 

이상은 세계형제회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는 몇 가지 보기들이다. 이 사이트는 찾아보기 쉬울 뿐 아니라 

최신 자료를 접할 수 있어 좋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 소식과 비데오 리스트를 훑어보기 

바란다.  “뉴스”탭에서 “프란시스칸의 목소리” (세계형제회 소식지 밥 스트로나크 편집  일년에 2 회 

발행)를 클릭 해 볼 것.   이 소식지들에는 세계 도처의 재속회 소식을 전하는 글이 있고 이 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재속회원들과 연결되고 재속회 생활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다.  

 

제 20 차 미국재속회 5 년차 총회 --- 

Note to Jim:  Photos of joyful Franciscans need to surround this section.  I have some photos for you to 

consider on the separate document entitled “Photos for Share the Vision.”  I am envisioning this paragraph, 

and the accompanying photos, to be a full page (page 2) of “Share the Vision.”  If “Share the Vision” space is 

limited, the section above titled “Invitation to Explore the CIOFS Website” could go anywhere in this issue – 

wherever it fits best.  

 

미국 재속회 5 년차 회의에 참여하는 일은 말 할 수 없이 기쁜 일이니 꼭 몸소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  이번 

미국 재속회 제 20 차 5 년차 총회(“Q”) 는  2022 년  8 월 3 일 부터 7 일까지 아리조나 주 피닉스 세라톤 

호텔에서 열리게 된다.  더 반가운 소식은 던스 스코투스 양성재단의 후원으로 일찍 등록하는 분께는 

등록비를 $175 로 반값 할인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세기에 두번” 뿐인 이번 

축제에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 회칙 8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또 미국 “Q” 개최 100 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Q”의 주제를 

“대축제”로 정하였다.  이 두가지 기념일이 겹쳐 이번 축제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수많은 

재속회원들이 다 함께 회개의 정신으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란다.  Jim, our Q logo could go on this page as well – if room and if appropriate.  See logo at 

the bottom of this page.  

 

참가등록은 2021 년 8 월 1 일부터 국가형제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홈페이지 맨 위에 

있는 메인 메뉴에서 “Quinquennial”을 클릭, 드롭다운 메뉴에서 “Read Me First”를 선택하면 등록절차를 

따라할 수 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은 대회 주관위원회에 직접 이메일 할 것. 

(주소 ofsusa.qcongress@gmail.com) 

 

2021 년 12 월 31 일 전에 등록하시는 분은 등록비를 $175 로 할인해 드리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  

(Note to Jim: a picture of an excited little bird would be appropriate here!) 

 

mailto:ofsusa.qcongress@gmail.com


 

 

 

 

 

 

 

 

If you need a better image 

of this logo, please contact 

Cathy Roszhart at 

croszhart@gmail.com  

 

Celebrate & renew our 

Franciscan calling in the 

spirit of conversion. 

회개의 정신으로 우리의 

프란시스칸 소명을 

기억하고 되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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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칸 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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