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aring the Vision 

국가형제회 평의회 

 

위원회와 위원회장 임기 연장  국가형제회 자문회과 위원회는 새로 선출된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모든 자문회와 위원회를 바로 임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형제회 총선거 

1 년 후 임명되어 왔습니다.  

2021 년 10 월 국가형제회 총선거가 연기되었음으로 국가형제회 총회는 당시 평의회의 

임기 1 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의회는 이 요청을 수락하면서 각 자문회와 위원회

의 임기를 2023 총회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각 자문회와 위원회는 이를 수락하

였습니다. 

자문회: 

 국가 양성 자문회장:  다이엔 멘디토 (천사의 모후 지구) 

 국가 청소년 자문회장: 케서린 모라로 (성 주니페로 세라 지구) 

 국가 정평환 자문회장: 케롤린 타운스 (프란치스코의 형제자매 지구)  

위원회: 

 국가 유산/기증 위원회장: 메리 프란시스 칼스키 (성 카타리 테칸위스 지구) 

 국가 데이타 베이스 위원회장: 윌리엄 무사토 (성 프란치스코 지구) 

 국가 웹사이트 위훤회장: 샤론 윈재러 (프란치스코의 형제자매 지구)와 제임스 토

마스 (복자 솔라노스 케이시 지구) 

 국가 홍보 위원회장: 샤론 윈재러 (프란치스코의 형제자매 지구) 

Individual Appointments 개별 임명: 

 국가 기록보관: 샤론 데일 (라 베르나 지구) 

 국가 역사: 톰 멕나메라 (성 토마스 무어 지구) 

 미국 타우지 편집자: 제임스 웨스리 (성 주니페로 세라 지구) 

 1-800-Francis 관리: 데레사 레온 (성 케서린 드렐슬 지구) 

 

국가평의회 노트 

코비드 제약으로 국가평의회는 가상 회의로 운영되었고 (2020년 타우지 가을호 참조)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20일 사이에 42번의 가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2년 후 2020년 3월 첫 만남을 가졌고 가상 회의 결정 사항을 국가 규정 5장 6절에 

따라 승인하였고 승인 과정은 회의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평의회에만 적용

되지만 가상 모임을 진행한 지구형제회와 단위형제회도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웹사이트 – 최근 소식... 

여러 분야의 불로그 검색. 소식지의 블로그를 검토하려면 소식지의 블로그 중 하나를 클

릭하고 블로그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날짜와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둘 이상의 범주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From the Newsletter’를 클릭하면 뉴스 레터 블

로그 만 게시 된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www.secularfranciscansusa.com 슬라이드 사용 방법 홈 페이지의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셨기를 바랍니다. 웹 사이트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image carousel'의 슬라이드를 살펴보고 새소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슬라이드는 다른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learn 

more'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image carousel'에 커서를 슬라이드 위로 

이동하면 선택한 슬라이스에 멈춥니다. 

 
메뉴의 PRAY WITH US 에서 프란치스칸 성인 축일 검색  

웹 사이트에서 새로운 기도, 기도 서비스 및 의식을 보시려면 메뉴에서 ‘PRAY WITH US’

를 클릭하십시오. 기도에는 여섯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란치스코 기도, 기도 

예배 및 의식, 그리고 다른 기도 자료에 대한 링크는 모두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