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의 공유(2014 년 가을)
형제회지구 방문과 선거
(또는”NEC 형제 자매들의 하계소명에 관하여”)
복받은 지구형제회를 방문하여 선거참관을 하게되었읍니다. 금년에는 NEC 회원들과 같이 16 개의
지구형제회와 “괌”을 가게되어 8 형제회의 선거와 9 곳의 방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40 일간
전국을 돌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읍니다. 또한 각 형제회생활에 새활력을 불어준
우리와 함께 한영적 보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금된 기부금
2014 년 춘계 TAU-USA 지에 실린 요청에 따라 국가형제회로부터 NAFRA Donor Fund 에 $1,600 이
증여 되었읍니다. 이 기금은 OFS 자선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초과 비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형제회의 개인가족으로 부터 $1,080 이 국제 형제회인 CIOFS(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에 기증 되었읍니다.
새로운 국가 Commission Chairs
우리 국가 형제회에는 3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1)양성(NFC) (2)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그리고 (3)FYYA(Franciscan Youth and Young Adults). 이들 중에 새로이 임명된 위원장은 두
곳입니다.Mary Ann Lenzi 가 지난 10 월 5 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한 Bob Fitzsimmons 에 이어
양성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Mary Ann 의 임기는 2014 년 NAFRA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9 월 NEC 는 Sue 와 Christy Nelson 을 Franciscan Youth and Young Adult Commission
의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모녀가 이렇게 공동 위원장이 되기는 처음인것으로 압니다.
FYYA 위원 Rob Breen 은 지난 8 월 새 직장관계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2013 년 10 월 JPIC
위원장으로 임명된 Carolyn Townes 는 첫 일 년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
위원회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로 봉사에 응해 주신 모든 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서적들
NEC 는 국가형제회에게 판권이 있는 서적의 출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출판할 서적의 수량과 또
출판 을 하지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양성교재 선택은
환영이지만 그 것은 곧 구교재를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서적 판매로

출판비용을 충당하지만 팔리지 않으면 적자가 생깁니다. NAFRA 판권이 있는 대부분의 서적은
Lindsborg, Kansas 에 있는 Smoky Valley Printing 에 의해 출판되며 그에 관한 정보는 TAU-USA 지
뒷면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4 년 7 월의 모잉에서 NEC 는 초판이후로 수요가 없는 서적의
절판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번역판 출판에 관한 예산상의 문제를 재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형제회 등록부
100 개가 넘는 형제회등록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회원등록 관리는 우리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TAU-USA Publishing’s Website 인 taupublishing.org 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CIOFS Elective Chapter- 2014 년 11 월
2014 년 7 월 모임에서 Tom Bello, Anne Mulqueen 그리고 Doug Clorey 가 International Coucil
(CIOFS)에 지명되었습니다. CIOFS 는 Italy, Assisi 에서 11 월 1-8 에 회동할 예정입니다
OFS 재난구조팀에 대한 지원
NEC 는 Jim Flickinger 의 요청을 받아들여 OFS 회원 자선기금으로부터 $4,000.00 을
지출키로하였습니다. 주: NEC 는관대하게 기부된 개인 유증재산으로 회원들의 자선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개별 OFS 회원들은 자선활동자금을 필요에따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St, Louis IX 에관한 추가사항
약 20 여명이 St.Louis IX 8 백주년기념 총회장서신 copy 를 요청했습니다. (TAU-USA 2014 년 summer
에 실린 기사”How St. Louis became my patr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독자
반응 가운데 하나는 St.Michael Fraternity,Fr. Solanus Casey Region 의 Mary Ann
Julian 으로부터였습니다.”St. Louis, MO 로 부터 St. Louis IX 까지 에 관한 놀라운글, 서가에 꽂힌
책에서 먼지를 풀풀 털어내고 훌륭하고 경이롭기 까지한 우리의 형제 성인을 발굴해 내다니 !
Encarnation del Pozo 서한을 보내주셧으면 합니다. 저는 또한 CIOFS site 에 있는 월간 레슨을 볼
것입니다.” TAU-USA 를 흥미있게 구독하시는 여러분과 Mary Ann 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원간 상호 의견교환과 관계
TAU-USA 는 우리에게 훌륭한 국가단위의 교류 매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 단위형제회 회원들이

국가형제회와 계간지를 통하여 교류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방법은 이멜을 통한 것입니다.
현재로는 국가단위의 E-mail List 가 없어 구두 전달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이멜 주소록을 이용하여 30 명의 지구형제회장, 637 단위형제회장 그리고 12,739 OFS
회원들과 또한 이멜 없는 이들과도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않은 이멜이 다른 형제 자매들엔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이멜을 보게할 수가 있을까요 ? 이에 대한 완전한 해법은
없겠지만 우리들의좋은 관계를 위해 대화의필요성은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형제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같이 모색하며 다른회원들이 하는 일을 서로 잘 알수
있도록 모두 정성을 다 합시다.

형제회를 사랑하며 관대함과 선함과 기도와 더불어 봉사하는 우리 모든 OFS 회원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형제회 생활안에서 저희들의 소명, 기쁨, 믿음 그리고
사랑을 알게됨을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