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역사를 알고 당신의 사학자를 만나라.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다이앤 엠브로우스입니다. 저는 조지아 주 에튼즈 (Athens, GA)의 산
다미아노 형제회의 멤버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 9일에 종신서원을 하였고 또한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 자매 지역회 양성교육 디렉터로 봉사할 수 있는 행운도 가졌습니다.
저는 지역 형제회에서 양성교육 디렉터와 부회장으로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지아주의 소셜 워커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저는 7년전에 사별하였고 15살짜리 구조묘,
외눈의 검은 고양이 미스터 지크(Mr. Zeke)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 단체의
조지아주 사학자로서도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가 형제회 사학자로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지명되어진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구와 단위 형제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구 형제회 신문이나 또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단위 형제회들 신문에 실릴만한 아이템들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제작한 서적이나 출판물에 관해서도요. 저에게 이멜로 보내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멜: ambrosedianne6@gmail.com
주소:340 Brickleberry Ridge Athens, Ga 30605
저는 우리 기록들을 알기 위해서 국가회 문서 보관 담당자인 세런 디브(Sharon
Deveaux)를 성 보나벤츄라 대학에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만났습니다. 저는 성
보나벤츄라 대학에서 열리는 프란치코 재속회 학회에 7월 21부터 23일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는 다른 지구 형제회 양성 교육 디렉터들을 세인트 루이스에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지구회 양성교육 디렉터 모임에서 만나야했구요. 저는 이
모임들과 이러한 워크숍에서 만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단위,
지역 그리고 국가 형제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새해의 첫주를 국가 형제회 회장인 젠 파커(Jan Parker)의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자택과 아름다운 대성당에서 보내야했습니다. 우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여인은
영도의 추위에 나가 눈에서 놀았답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국가회

문서기록원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전 국가 형제회 회장이면서 국가회 사학자로 우리 역사에 대한 소중한 지식을
가진 빌 윅스(Bill Wicks)에 의해 쓰여진 역사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는 4권으로 스모키 벨리 출판사(Smoky Valley Printing)의 아이템 번호
401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문 안내는 타우 미국판 뒷표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NEC에서 역사물에 고맙게도 30퍼센트 할인을 적용을 _____________ (NEC to
insert date).까지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쓰는 것과 여러분 모두가 어떤 위해한 일들을 해냈는지 알아가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특히 여러분이 우리의 규칙 40주년 기념, LET’S DO IT!에
어떻게 참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평화, 다이앤 앰브로스, 프란치스코 재속회 국가 사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