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2019 국가 형제회 총회 뉴스 
 
사랑과 연민으로  함께 갑시다. 

2019 년 총회를 위하여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모인 국가 형제회는 2020 년 주제로 국가    

형제회의 우선순위인 형제회를 반영하는 주제 "사랑과 연민으로 함께 갑시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주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반영합니다. 

프란치스칸은 화합의 도구, 다리가 되고, 성 프란치스코의 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산산조각이 

난 것을 결합시키며 길을 잃은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 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열된 세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느님의 은총과 형제회의 유대가 우리의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랑과 연민으로 다가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승인된 새 문서  

국가형제회는 2019 총회에서 두 가지 새로운 문서를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필요한 

OFS-USA 전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지역 내에서  또는 지역간에 일어나는지에 관계없이 

형제회 사이의 전출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두 번째 문서인 던 스콧 투스 양성 기금 (DSFF) (Duns Scotus Formation Fund) 원칙 및 절차는 

DSFF 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형제회 회장들은 새로운 원칙과 절차가 

건전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DSFF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확장된 프로젝트 목록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어느 

재속 회원이나 재속 프란치스칸 그룹은 DSFF 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이나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dunscotustrustfund@gmail.com 을 

통하여 DSFF 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이 새 문서는 우리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오: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guidelines-forms-other-resources/ .)  
 

미국 국가 형제회 (OFS- USA) 회헌의 개정 

2019 년 총회에서 국가 형제회는 OFS-USA 국가 회헌을 개정하는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0 년 10 월 20-25 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총회에서 토론 및 승인을 위한 최종 초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초안을 돕기 위해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현재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guidelines-forms-other-resources/


 

 

개정 또는 설명이 필요한 규정의 조항 또는 부분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새로운 

부분에는 교회법적 상의 형제회 설립과 관련된 기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안이 있으면 Dennis Ross (dennisross212@gmail.com)와 Jane DeRose-Bamman 

(ofsusasecretary@gmail.com) 이 두 분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지구 형제회 회장에게 

이메일 복사본을 보내고, 요청하는 변경 또는 추가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다문화 인식 

우리 총회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국제 평의원 윌리 (아윌다) 과달 루페 (Willie [Awilda] 

Guadalupe)  가 제공했습니다. 윌리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청중에게 구어가 모국어가 아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지 경험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로 자신의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스페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았습니다. 

포용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Willie 는 또한 전국 각지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양성자와의 성공적인  회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형제회들과 협력할 때 

그리고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연사들과 연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윌리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녀의 이메일은 awilda.guadalupe@gmail.com 입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없기 때문에 많은 OFS 회원 및 후보자가 누락되어 TAU-USA 국가 뉴스 레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 년 12 월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클럽 회원 수는 해당 지구의 

공정한 분담 금액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기능을 유지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귀하의 단위 

형제회에 대한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Cyl 

Maljan-Herbelin (cylmaljan@earthlink.net)에게 문의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가 필요함 

데이터베이스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개선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수정합니다. 위원회는 여전히 숙련 된 프로그래머 (웹 기반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자원 봉사 기회에 대한 정보는 Bill Mussatto 



 

 

(mussatto@acm.org) 에게 문의하십시오. 
 
"재속회의 이익을 위한" 기부금 

우리 회의 엄청난 일은 자원 봉사 기준으로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취됩니다. 

그러나 전 국가 형제회 회계 담당이자 현 국가 평의원인 데니스 로스 OFS (Dennis Ross OFS)가 

말하였듯이  "돈은 이 기구를 계속 유지하는 기름입니다." 역시 전 국가 형제회 회계 담당이었든 

제리 루소 OFS (Jerry Rousseau OFS) 는 종종 우리의 회칙 25 조 ("모든 회원은 형제회의 생활과 

예배, 사도직, 자선활동 등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에 따라 회비를 

내야한다")를 인용했습니다.  제리는 사도직과 자선보다 앞에  “형제회의 생활과 예배의 

필요”가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형제회는 회원들의 관대함으로 인해 기능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은 “재속회의 

이익을 위한 미지정 기금”으로 표시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이 기금은“기부자 기금”으로 

알려졌습니다.)  NAFRA 총회가 결정한 자선 단체로의 기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이 

기금이 지원됩니다. 이 기금은 현재 고갈되었으며 귀하의 능력에 따라 기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표는“NAFRA”로 작성하고“재속회의 이익을 위해”라고 표시해야합니다. 기부금을 

국가형제회 회계 담당, Claudia Kauzlarich OFS, 2007 Maverick Trail, Harrisonville, MO 

64701-1545 로 우송하십시오. NAFRA 기부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민자와 피난민을 위한 도움 :프로젝 오크 트리 (Project Oak Tree) 업데이트 

국가 평의원이며 난민을 위한 뉴 멕시코 환대 연합 의원인 Donna Hollis, OFS, 는 프로젝트 오크 

트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공유합니다. 우리 피난민들을 위한 성 십자가 피정센터에 

성금을 기부해 주신 나의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님들께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에 머무르십시오" 정부 정책이 시행된 이래, 난민은 국경을 향한 긴 여행 끝에 

멕시코 후아레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후아레스의 환대 장소는 가족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가족은 공원이나 거리의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보낸 겨울 옷을 

고맙게 여기며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 개의 라스 크루 시스 교회들과 

협력하여 기부금을 모아서 국경을 넘어 텐트에서 사는 난민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 공동체가 다른 요일에 음식과 의복을 가져가도록 방문일을 정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동지애를 발견했으며 폭력, 위협 및 빈곤이 없는 삶 속에서 자유에 대한 희망과 꿈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후아레스의 난민들에게 계속해서 도움과 



 

 

기부 (직접 전달됨)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자와 난민,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의 존재는 번영하는 사회에서 간과될 위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인류의 본질적인 차원의 일부를 회복하라는 초청입니다.” 

  2019 세계 이민자/난민의 날을 위한 프랜시스 교황 메시지 
 
비전의 계절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혁신적인 비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여정은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수반하는 촉진자 안내서와 더불어, 새로운 초기 양성 교재 - 오리엔테이션과 지원 기를 위한 

교재와 서약 기를 위한 교재에 대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성, 청소년, 

정의, 평화와 창조물의 보존에 관하여 우리의 비전 회의에서 배운 것은 이 새로운 텍스트에 

통합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집필자들과 비전 팀의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 하느님,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은총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은총에 우리를 항상 열어두고 우리가 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