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의 공유

국가형제회평의회(NAFRA)에 보내는 집행위원회(NEC) 뉴스
국가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지침
국가 집행위원회(NEC)는 최종적으로 국가위원회에 관한 지침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국가 위원의 선정과 임명에 있어서의 책임과 국가위원회의 집회와 보고 사항
의무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NAFRA Website under Resources /
National Guidelines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AFRA 위원 임명
“형제 자매들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그리고 직무를 받아들일 때와 같이
내어놓을 때도 똑같은 순응성으로 형제회에 사랑을 보여야 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헌
제 32 조)
아래의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2016 년부터 2019 년 총회까지 3 년 기간의 국가형제회 봉사자
임명을 수락하였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봉사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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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과 의사 소통 위원회에 관한 건
2016 년 7 월 NEC 회합에서 의사 소통 위원회 업무와 권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PR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한지와 현재의 구조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인데 이는 2016 년
NAFRA 총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신임 의사 소통위원장 임명은 현재 보류 중입니다.
그간의 봉사자에 대한 감사.
지난 수년간 National Historian 이신, Bill Wicks OFS 그리고 Ecumenical/Interfaith Chair, Anne
Mulqueen OFS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형제회를 위해 봉사해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NAFRA Historian 과 콤퓨터 위원회 위원들을 구함.
NEC 는 새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와 절차는 이번 TAU-USA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위원회
NEC 는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해 YouFra 를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월에는 YouFra 와 FYAA 서류와 자료를, 7 월엔 국제 Councilor Ana
Fruk OFS, 총회장 Tibor Kauser OFS 와 같이 NEC 모임에서 YouFra 관한 토의를, Ana 는
전에 국제 YouFra coordinator 였으며 현재 국제 집행 위원회 에서 CIOFS Presidency
Councilor 와 YouFra Animator 임. Ana 와 Tibor 두분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읍니다.
이에 관한 보고서는 총회 전에 발표될 것입니다.

주요 사항: 우리의 지침이 그들이 지역 또는 지구별로 행하는 많은 좋은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게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EC Councilor 에게 문의 하십시요.
국제 Councilor Jenny Harrington OFS 와의 토의
7 월에는 CIOFS Councilor Jenny Harrington 와의 모임이, Jenny 는 Johannesburg, South
Africa 에 거주하며, South Africa, United States and Canada 에서 영어 담당 평의원임. 그를
통하여 South Africa 국가 형제회와 알게되었습니다! CIOFS 는 현재 이러한 자매관계에
대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2016 NAFRA 에서 의논될 것입니다.
2016 NAFRA 총회와 CIOFS 방문
Our 2016 총회는 국제재속프란치스코평의회(CIOFS)의 사목적 형제적 방문이 있겠습니다. .
부회장, Maria Consuelo de Nunez, OFS (혹은 Chelitos)는 형제적 방문자이고, Fr. Francis
Bongajum Dor OFM Cap 는 사목적 방문자임. 2010 년 CIOFS 방문 보고와 2012 년 U.S.
(NAFRA) 의 CIOFS 에 대한 응답 자료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JPIC) 모임 – July 2017
국가 JPIC 위원회는 2017 년 7 월 27 일 목요일 저녁부터 7 월 30 일 일요일 까지 St. Louis,
Mo.에서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OFS 회원은 참가 가능합니다..
양성위원장을 위한 국가적 워크샵 Workshop – 2017 년 8 월
국가양성위원회는 지구양성위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St. Louis, Mo. – 2017 년 8 월 17 일 – 2017 년 8 월 20 일
재정적 보조: the Duns Scotus Trust Fund.
NEC 계약 승인 지침
현재 NEC 는 2017 년 국가적 모임 승인에 관하여 검토중임.. NAFRA 에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NEC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함.
2016 NAFRA 행사
October 28 – November 1
NEC 모임 / CIOFS 방문, Canterbury Retreat Center, Oviedo, Florida
November 1-6
NAFRA 총회 / CIOFS 방문, San Pedro Retreat Center, Winter Park, Florida\
TAU-USA 2016 일지
The winter issue of the TAU-USA 우송 날짜 January, 2017. 원고 마감일은 November 28, 2016.
Emails to the National Minister can be sent to:
OFS.National.Minister.US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