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개최되는 제 20 차 5 년 주기 정기 대회는 회심의 정신으로 우리의
프란치스칸 소명을 기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많은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정기 대회의 주제는
메모리얼 프로포지티(Memoriale Propositi)의 800 주년을 기념하고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5 년
주기 정기 대회의 100 주년을 기념하는 희년(JUBILEE)입니다. 이렇게 두 기념을 함께 기념할 것을
감안한다면 아주 기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프란치스코 재속회원들이 노래와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재속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이해 및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00 년 동안 5 년 주기 정기 대회는 프란치스칸 재속회원들이 하느님의
은총의 놀라운 성소 안에서 모이는 곳이 되어왔습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모든 참가자에 대한 존엄과 존중을 유지하면서 재속회 내부와 세계 내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이민자와 지역 노인층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성취한 그들의 목표와 꿈을 공유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지도자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프란치스코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세요.
✤

매일 함께 모여 성찬 미사를 드립니다.

✤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토론 회의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

“작은 형제회"에 가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

미국 전역에서 온 프란치스칸과 특별한 국제 손님을 만나고 어울립니다.

✤

자선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

제시 메니버샌(Jesse Manibusan )의 토요일 밤 폐막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

추첨을 통해 멋진 경품을 받고 아름다운 5 년 주기 퀼트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그외에도 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

추가 활동들
"박물관" 방에서 우리의 과거를 발견하고 우리의 역사를 배우세요
우리의 많은 업체들은 방문하고 지원해 주세요.
지난 5 년 주기 대회들과 기타 프란치스칸 축하 행사에서 가져온 프란치스칸 티셔츠의
태피스트리는 우리를 사랑과 위로로 감싸는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의 아름다운 담요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당신이 5 년 주기 대회 경험을 통해 그 사랑과 친절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과거의 행사에서 본 것이라고 알아본 것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몇 장의 티셔츠를 기부했었지도 모릅니다.

12 월 말까지 이어지는 조기 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의 역사적인 축하 행사에서 프란치스코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5 년 주기 대회를 가능한 한 저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토론 회의
5 년 주기 정기 대회 준비 위원회는 제안과 권장 사항을 기록했으며, 소모임 토론 회의
제안에서 이러한 권장 사항 중 일부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각

토론 회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 프란치스코 정신을 여러분의 삶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간결하고 영적이고 계몽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발표자들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 주님은 제목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당신이 소모임 토론 회의를 선택할 때 당신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성령님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