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의 공유
국가 형제회 집행 평의회 뉴스
연례 보고서의 개선
우리는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연례
보고서의 회원통계 부분을 개선하기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항상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는 한 분야는
회원들의 상태 (자격)의 분류목록입니다. 활동하는 (active), 자격 면제된 (excused), 냉담한 (lapsed)
회원, 등등.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 Bob Herbelin 의 도움과 많은 토의 끝에 아래 적은 목록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회원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전보다 더 간단하고, 분명합니까? 자 여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회의 각 회원을 이 카테고리의 하나 안에 넣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래에 주어진 세 가지 힌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형제회에 있어서 지난해 1 월 3 일 현재로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회원 수를 적으십시오.
_____활동하는 Active / Excused Professed
_____입회자 Candidates
_____지원자 Inquirers
_____지망자 Aspirants (오리엔테이션 받는 자)
_____관련자 Affiliates
당신의 형제회에 있어서 지난해에 일어난 건수를 목록에 올리십시오.
_____사망 Deaths
_____냉담 Lapsed (형제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는 자)
_____잠정적 퇴회 Temporary Withdrawal (형제회로부터 자발적)
_____결정적 퇴회 Definitive Withdrawal (형제회와 재속 프란치스코회로 부터 자발적)
_____정지 처분 Suspended (형제회로부터 축출)
_____제명 Dismissed (형제회와 재속 프란치스코 회로부터 축출)

힌트: (1) 참석 의무 면제 (병환으로 집에 갇혀 있는, 기타)를 받은 서약 회원들이라도 활동 회원으로
간주된다. 이들을 냉담 회원의 카테고리에 넣지 마십시오. (2) 회비를 못내는 서약 회원도 활동
회원에 속합니다. 그들을 자격정지나 냉담 회원의 카테고리에 넣지 마십시오. (3) 역년 중에 당신의
형제회에서 전출한 회원들은 형제회 회원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년도의 12 월
31 일자로 그들이 속해있는 형제회의 집계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정보와 또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원하시면 우리 국가 형제회 법규 18.7 조와 재속 프란치스코회 (OFS)의 회헌 53-60 조항들을
참조하십시오.)
단위 형제회를 돕고 있는 영적 보조자들의 타입을 더 명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카테고리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영적 보조자
____프란치스코회 수사 Franciscan Friars
____프란치스코회 수녀 Franciscan Sisters
____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Secular Franciscans (OFS 신부와 부제를 포함)
____기타 (비 프란치스코 회원)

이 개선으로 말미암아 매년 보고서가 더 정확해지고, 회원 구성과 영적 보조자들에 대한
추세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 형제회 (NAFRA) 웹 페이지에 대한 지침 – 근일 출간
바로 지난달 우리는 서너 곳으로부터 최근 승인된 국가 형제회 교도소 사역 지침서의 사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사역"이 우리 국가 형제회 지침서에서 역점을 두어 다룬
토픽의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 몇 년간 국가 형제회는 "총회 지침", "형제회 내부 관리와 회계
지침", "국가 형제회 메일링 리스트 사용법" 과 OFS 장학금 수여 기준" 과 같은 여러 지침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 지침들과 또 다른 것들은 요청하면 국가 형제회 서기로 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NAFRA 웹사이트를 통하여 보다 쉽게 지침을 보거나 인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 번역에 대한 최신 정보
이제는 OFS 회원 각 개인이 TAU-USA 의 매호의 스페인어 번역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번호의 첫째장 내면의 목차 바로아래를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회원의 여정 (Franciscan Journey)의 스페인어로의 번역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국가
평의회에서 경비와 출판을 위하여 여러 방안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와 환경 보존 (JPIC) 위원회 “어떻게 사는 법"("How-to-Be")안내서
JPIC 위원회 의장인 Carolyn Townes 는 정의, 평화, 환경보존에 생기를 주는 사람들(Animators)을
위한 한 안내서를 만들었읍니다. Carolyn 의 말에 의하면 "이 안내서는 '어떻게 하는 법' ('how-toDO')보다는 '어떻게 사는 법' ('how-to-BE')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나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회원 삶의 방식의 4 기둥: 영성,
양성, 형제회와 사도직에 따라 체계화된 이 안내서는 FUN 안내책자 안에 있는 JPIC 에 대한 내용을
보충할 것이며 초기와 영속 양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우리 수사들을 위한 표창 제안
국가 형제회 집행 평의회 (NEC)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중요한 봉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수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하기로 하자는 제안에 찬성하였습니다. 그가 속한 관구나 지정된 자선기금에
감사장, 미사 카드와 100 불을 보내기로 합니다. 돌아가신 각 수사에 대한 소식과 그들의 봉사에대한
짧은 이야기를 국가 형제회와 나누게 될 것 입니다
다가오는 국가 형제회 행사
· 7 월 10-13, 2014 하기 세미나 펜실베이니아 주 Loretto 에 소재한 St. Francis 대학교에서
개최 예정. 올해의 논제는 "영적 보조"입니다.
· 8 월 21-24, 2014 국가 형제회 피정 일리노이 주 Belleville 소재 Our Lady of the Snows
교회에서 열림. Bill Short, OFM 수사님이 이 피정을 지도하며, 잠정적인 주제는 "종으로서의
지도자의 영성" (봉사의 자기비하, Kenosis of Service). 이 피정은 다음에 열거한 회원및 그
배우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즉 국가 형제회 평의회 (지구 형제회장 혹은 그 대리자 혹은 국가
집행 평의원회), NAFRA 위원회및 위원, NAFRA 피지정인, 지구 형제회 평의원과 NAFRA 전
봉사자. 이 피정은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의해 계획되지만 NAFRA 로부터의 자금지원은
없습니다.
· 10 월 21-26 국가 형제회 (NAFRA) 총회 텍사스 주 Lake Dallas 소재 Montserrat 예수회
피정의집 (Montserrat Jesuit Retreat House)에서 열립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 (CIOFS) 행사
· 8 월 17-21, 2014 - 프란치스코회 청년들의 국제 집회(International Assembly of
Franciscan Youth)가 Croatia 에서 열릴 예정

·

11 월 1-7, 2014 - 국제 형제회 선거 총회(International Fraternity Elective Chap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