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 나누기 

 

일년 전 개최되었던 2016 년 5 년 정기 국가총회에서 600 여명의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놀라운 성령의 깨어나심

을 체험하였고, “오 하느님의 숨결이여, 저희를 행동으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명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께서 답하시어,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 국가형제회에 성령강림의 바람처럼 불어와 여러 

곳에 작은 불길이 시작되어 우리를 행동으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12 개월동안 여러분의 국가 상임위원회가 목격한 꿈의 실현 이었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과 여러 

지구, 단위형제회 방문에서 성령의 불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숨결이 국제형제회에서도 

불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지요! 저희 총회에 참석하였고 지난 타오지에 사진이 실렸던 국제형제회 평의

원들 역시 새로운 생각과 방향으로 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 우리 모두 행동으로 하나가 되고 있

습니다. 

 

각 층의 형제회에서 전해 온 소식을 타우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빙산의 일부일 뿐, 보이지 않

고 알려지지 않은 사랑과 완전한 기쁨의 활동은 수없이 더 많겠지요. 이 역시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 형제자매들

의 삶을 자극한 결과일 것 입니다. 

 

하느님 숨결의 아름다운 도구인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요! 이번 소식

지에 하느님 음악에 관한 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느님의 음악이 쓰여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들이 궁금하시면, www.nafra-sfo.org 웹에서 지난 타우지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냐구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소식을 기쁘게 나눕니다. 

 

2021 년 5 년 정기총회 집행위원장 

토마스 무어 지구의 수쟌 시메온 자매가 2021 년  5 년 정기총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인트 루이

스에서 있었던 2016 년 5 년 정기총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봉사했던 수쟌 자매를 다시 환영합니다. 위원회 

구성, 개최지 물색과 행사날자 결정 작업을 시작할 것 입니다. 

 

웹사이트 소식 

성 가타리나 드렉슬 지구의 리 포츠 형제가 새 미국 국가형제회 웹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키 클릭 자매

가  컴퓨터 위원회와 함께 새 웹 주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가형제회 로고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다문화 국가위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문화’ 형제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할 위원을 임명하라는 국제형제회 방문자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번역 작업뿐만이 아닌, 미국국가형제회에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권고 사항에 따라 국가상임위원회는 윌리 과다루페 자매를 다문화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모든 지

구형제회의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위하여 일할 것 입니다.  



 

새 국가 지침 준비위원회 

국가상임위원회는 지난 몇년간 여러 문제점과 상황에 대한 지침과 선출된 위원과 행사에 관한 지침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상임위원회는 카트린 화이트 자매를 통과된 지침과 통과되어야 할 사항들을 수집하고, 웹에 

올리는 책임을 지닌 국가형제회 지침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새 국가 역사 위원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자매 지구의 다이엔 엠부로스 자매가 국가 형제회의 새 역사 위원이 되었습니다. 다이엔 

자매는 지난 봄 보나벤뚜라 대학에 위치한 국가형제회 기록보관서에서 국가형제회 기록보관자인 쉐론 디복스 

자매와 합류하였고 빌 윅스 형제가 시작한 미국 재속 프란치스코회 역사, 4 부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사 

1 부에서 3 부를 읽을 기회를 놓치셨다면 지금의 역사책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타오지의 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돕기 – 봉사자 필요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비오 신부 병원의 책임자인 카푸친 작은형제회의 보나벤뚜라 니오키 수사께서 도움을 요

청해 오셨습니다. 도움을 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메리 스트로낙 

(stronach@kateriregion.org)이나 젠 파커 (jansfo@yahoo.com)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 년 국가형제회 행사 일정 

 7 월 27 일 – 30 일 – 정평환 피정과 국가 청년 모임, 새인트 루이스 

 8 월 17 일 – 20 일 - 지구형제회 양성봉사자 모임, 새인트 루이스 

 9 월 23 일- 25 일 - 국가상임위원회 모임, 마운트 샌 프란시스, 인디에나 

 9 월 26 일 – 10 월 1 일 – 국가형제회 모임, 마운트 샌 프란시스, 인디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