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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제회 프란치스칸들의 소리 뉴스레터 – 2019 여름 하이라이트 소식 

많은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가입 

되어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저는 국제형제회 프란치스칸들의 소리 뉴스레터 2019 년 

여름 분기별에 실렸던 기사 들 중의 주목할 글들을 소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국제형제회 평의원들이 세계의 모든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들과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청소년 대회 모임에 유프라 청년 프란치스칸들 참석 

청년 재속 프란치스칸 평의원인 Andrea Odak Karlović, OFS 는 파나마에서 있었던 세계 

청소년대회에 참가하였던 국제 유프라 모임에 관해 보도했으며, 마드리드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 유프라 총회와, 멕시코에서 열릴 제 3 차 국제 유프라 모임에의 참석을 희망했다.  

파나마 국제 청소년 대회가 열리기 전, 2019 년 1 월 17 일에서 21 일 사이엔 국제 청년 

프란치스칸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번모임의 좌우명은 마태오 복음 23 장 8 절의 말씀인 

“너희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이런 형제적 모임에 베트남, 유럽, 

북남미에서 온 120 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였다.  우리들은 기도, 양성, 영성, 관상을 통해 

우정을 나누었고, 그리고 영성체도 모시였다.    

 
 

국제형제회 모임과 성지순례 

 

이번 봄에 있었던 국제형제회의장단의 모임은 하나의 성지순례 이였다.  의장단원멤버들은 

로마에 있는 성 보나벤투라 교황 대학에 모였고, 버스를 타고, 로마에서 180 마일 동쪽으로 

아페니노 산맥을 지나서 아드리아해에서 멀지 않은 뿌글리아에 있는 산 지오바니 

로톤도에서 회의모임을 가졌다. 회의는 의장단의 국가형제회 방문에 관한 보고, 2020 년 

총회 준비계획과, 양성위원회, 재무 위원회, 법률위원회, 정평창보 위원회 와 커무니케이션 

위원회들의 최신 정보제공이 있었다.  

 



3 월 16 일에서 23 일까지 의장단 회의 가 있는 동안, 이 오래된 성당지하실 중앙에는 

우리들의 눈 높이의 유리관 속에 비오 성인의 시신이 전시되었다.  

 

휴식시간에 의장단 멤버들은 몬테 산 안젤로에 잠시 들렸는데, 그곳에는 성 마이클 대천사 

지하신전이 있다, 그리고 로디 가르가니코에 있는 역대 총회장이셨던 엠마누엘라 눈지오 

자매의 묘지도 방문했었다.  특히 엠마누엘라 자매를 알고 지냈던 몇몇의 의장단 멤버들 은 

그녀의 능묘를 방문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재조직된 국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두번째 총장직을 봉사하셨다.   

 

산지오바니 로톤도 에서의 마지막날에는 12 년간 의장단의 영적보호자 역할을 담당하셨던, 

율수회의 아만도 트류히죠 카노 신부님이 영적지도자 협의회의 멤버 로서의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셨다.  

 

세계 재속 프란치스칸들의 활동 

 

어거스틴 윤 의장단평의원은 제 6 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재속 프란치스칸 및 유프라 총회 가 

2020 년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가서 나의 교회를 고쳐라” 라는 주제로 열릴 

이 총회에 17 국가형제회에서 100 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붕타우 

시에서 2020 년 5 월 20 일에서 26 일까지 있을 총회에선 재속 프란치스코회 총회장, 

부회장의 강론, 성소개발에 대한 토론, 영적보조에 대한 그룹토의, 정평창보, 유프라에게 

재정보조, 멤버쉼 관리 및 커무니케이션에 관한 토의가 있을 것이다.  

 

 

쿠웨이트에선 새 형제회가 만들어지고있다고 미첼재니언 의장단 평의원이 보고하였다.   

1 월에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국제형제회의장단에게 보조와 승인을 청한그룹의 멤버들을 

만났었다.  이 그룹은 방문하셨 던 어떤 한 신부님에 게서 영감을 받아 3 년전부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쿠웨이트에 살면서 일하는 5 명의 필리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레인 에서도 새형제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첼재니언 의장단 평의원은 2019 년 

1 월에 바레인 국을 방문하여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고 싶어하는 30 여명으로 구성된 그룹과 

만남을 가졌다.  

 

  

작년에 리투아니아에서 있었던 유럽 재속 프란치스칸 과 유프라 총회에서 결정된 

아프리카에 우물 만들어 주기 계획이 말라위, 우간다 와 짐바브웨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물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 파기 돕기를 결정한 것은 이 총회 모임에서 나온 

특이한 결과이며 38,000 유로가 모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