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나누기
국가 집행위원회 소식
코로나 19 가 국가 형제회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바꾸어 놓았다
NEC 는 미국에 있는 재속 프란치스칸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1 년에 2-4 번 만나는 것이
상예다.2017 년에는 다음 모임까지 기다릴 수 없다,그래서 NEC 임원들은 정규 모임 사이에 회의
소집을 하기도 했다.그런 다음 2019 년에는 NEC 도 사실상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일반적으로
이 모임은 매월 한 두번씩 두 시간 이하로 이어 간다.그러나 3 월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일이노이주, Springfield 에 있는 Chiara Center 에서 4 일간의 모임이 계획 되였으며,이
기간에 있을 정규모임을 대신하기로 하였다. 2020 년 7 월 현재로, 2020 년도에 NEC 는 정규
모암을 15 번 가졌다.
다음 사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
2017 년 1 월 부터 2020 년 7 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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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
비데오 소집 대면 모임
NAFRA 모임 및 총회
NEC 는 여러 회의 기간 동안 짧은 유흥을 위해 시간을 내기도 했다. 2020 년 7 월 25-26 에 있었던
상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봄과 여름 회기 동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사 몇 가지 중 다음과 같은 행사가 있었다.

1. 2020 년 5 월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형제회나 협의회 모임,또는 초기 양성기간 등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임의
형태에 관한 기준이 나열되 있다.방문,선거,또는 입회와 서약예절 과 같은 기타
행사들은 안전한 시기까지 연기 되어야 한다.
2.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협의회는 금년 봄에 국제 현황 자료의 새로운 요약을
발표하였다. NEC 는 이 요약을 검토하고 권고와 질문 사항을 작성하였다.따라서,이
원안들은 지구 형제회 회장들에게 보내져, 이번 9 월에 있을 CIOFS 에서 재검토와
권고안이 추가될 것이다.

3. CIOFS 선거총회는 2021 년까지 연기 되였다.총회를 준비하는 CIOFS 를 위하여
성령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한다.
4. 새로운 CIOFS website 가 7 월 초에 설치 되였다.
5. 양성,정의 평화 및 생명존중 사상 (JPIC), 프란치스칸 청소년 위원회(FY/YA)가
코로나 19 제한으로 주춤 하였지만 지난 여름 동안 절찬리에 사실상의 웍샵을
유치하게 되였다.전국에서 몰려 온 수 많은 참가자들이 이 모임의 혜택을 누렸고,
크고 작은 그릅들이 양성과 우정을 나누었다. 2020 년 5 월 8-9 에 열린 JPIC
Visioning II workshop 에서는,전국에서 모여든 36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모였으며,그들 간에, 2019 년 8 월에 시작된 대화가 계속 될 수가 있었다.이 웍샵
기간 동안,이민문제,생명 존중문제,그리고 JPIC 의 영적 문제와 같은 특정 사회
문제를 어떻게 교육시키며 대화로 이끄는 방법등에 대한 JPIC group 의 생각들이
나왔다. 3 주가 지나기도 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하는,경찰이 비무장 한 흑인
청년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사람들은 TV 와 각종 사회 공보물을 통하여 이
광경을 보게 되였다.많은 사람들은 외쳤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엔,인종문제와 허심 탄해 한 대화를 위한 또 다른 JPIC group 이 결성 되였다.
지난 8 월엔 100 여명이 참여한 2 일간의 웍샵이 열렸다. (관련 기사 참조 바람).
FY/YA 위원회가 11 주간에 걸쳐 매주마다 열린 회의를 개최하였다.이 모든 모임에
대하여 비난의 소리도 나왔다.
6. 지역 절차에 대한 원안은 2020 년 5 월에 승인 되였으며 웹사이드에 수록
되였으니,필요하신 분은 JaneDerose-Bamman, OFS 애개 문의 바람. (
)
7. 팬대믹으로 인해 지구 방문과 선거 행사는 연기 되였다. NEC 위원들은 언제쯤 가능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8.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예절에 관한 스페니쉬번역본은 거의 완료 되였으며,이 작업
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정리 되는 대로 관계분들에게 발송하겠다. NEC 도 모든
자료 정리가 쉬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 자료 베이스에 관한 주의 사항
2020 년도 12 월 초,자료 베이스에 이름이 포함된형제회 회원들은 소속된 지구형제회의
정규회원으로 간주될 이다.이것은 각 지구 형제회에게는 국가 형제회 자료 베이스에 기록된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권고 한다.
20 차 퀜퀘니얼 총회가 코로나 19 로 인하여 연기 되였다.

60 년대 후반 Glen Campbell 이 불러 유명해진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 By the time I get to
Phoenix…”이 노래는 20 회 퀜퀘니얼이 2021 년 8 월 훼닉스에서 열리기로 되였지만,펜데믹
관계로 연기 되였다.

지난 8 월,국가 형제회 집행위원 40 명이 영상회의로 만나서 이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이러한
결정을 내리기엔,회원들의 안전문제,재정적 영향, Q 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성의 등이 고려
되였다.쉬운 답은 없었다.결론적으로,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현 안건을 연기 하기로 결정하고
후일에 다시 날을 잡기로했다.

새로운 20 회 Q 날자를 아직 잡지는 못 했지만, 2023 년 여름 쯤으로 논의 중이다. “by the time
we get to Phoenix …” 이번 팬데믹도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추가적인 소식은 앞으로 나올
Tau-USA 에서읽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