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와 2016 국가형제회 모임(Q)

제인 디로스밴맨

힘들었지만 기운을 북돋아 주고 영감을 준 국가형제회 모임(Q)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경험
을 가능케 한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났는데, 이 끝이 정말 끝
일까요? 계속 이야기하고 배운것을 실천한다면 계속되는 것이겠지요. 성소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임의 초점은 어떻게 우리 형제회를 알리느냐였습니다. 사회매체는 우리는 알릴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해야겠지요. 성소후원과
사회매체 소위원회는 “미국 프란치스칸과 사회매체: 인터넷 상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미국
국가형제회”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국제형제회 방문자 두분을 포함하여 50 명이
이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모임에서 사용된 “안전한 Facebook 사용”과 “전자편지 사용 예
절” 발표 내용을 아래 국가형제회 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afra-sfo.org/Q2016/201607_FranciscansAndSocialMediaPresentation.pdf
http://www.nafra-sfo.org/Q2016/HowToStaySafeOnFacebook.pdf.
http://www.nafra-sfo.org/Q2016/20160703_Handouts.pdf
다이엔 멘디토, 캐서린 화이트, 죤 크렘과 저는 국가형제회 웹(그안의 많은 유용한 정보)과
Facebook을 함께 살펴 보면서, 사회매체에 참여하는데 따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나
누었습니다. 물론 주된 메세지는 우리 모두가 사회매체를 통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 교우
들에게 우리를 알려 성소를 증가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지난 몇년간
회칙, 성인의 권고, 작은꼿, 회헌, 국가규정, 프란치스칸 성인 등에 관하여 매일 묵상 내용을
올리고 있는 타우 매일 전자 메일에 참석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TAU-DAILY”는 누구나 참
석하여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댓글은 달지 못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TAU-Dailysubscribe@yahoogroups.com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는 성소 여정을 담은 짧은 비디오를 제작하는 성소 체험기였습니다. 참석자 50 명
은 각자의 체험을 녹음하여 재속 프란치스칸 You Tube 체널 FranciscanVideo.com
(www.youtube.com/user/SecularFranciscans)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 이
체험기를 통해 프란치스칸 성소가 늘었스면 합니다. 자신의 성소 체험을 나누고 싶으시면,
짧은 비디오면 저에게 직접 보내거나, 긴 비디오는 웹에 올린 후 링크를
OFSVocationscommittee@gmail.com 로 보내주세요. 자신의 성소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지 자신이 없으시면 다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 프란치스칸 성소의 가장 중요한 순간
2. 재속 프란치스칸을 전혀 모르는 이에게 어떻게 우리를 설명할까?
3. 나의 프란치스칸 삶에서 누가, 무엇이 가장 큰 감명을 주었는가? 왜, 어떻게?
4. 다시 한다면 또 재속 프란치스칸이 될 것 인가? 왜?
5. 재속 프란치스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6. 재속 프란치스칸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Q 의 주제는 재생이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모두가 계속 재생하는데 도울
수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칸을 가족과 교우들과 나누십시요. 국가형제회 웹과 Facebook
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중요한 성소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
다.

중요 웹:
www.nafra-sfo.org
http://www.nafraformation.org
FACEBOOK: Secular Franciscans – NAFRA, USA (https://www.facebook.com/Secular-Franciscans-N
afra-USA-128856987168774/)
TWITTER: https://twitter.com/SecFranNAF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