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을 공유하십시오
국가 집행 평의회(NEC)의 뉴스

희년은 2018 년 6 월 6 일 시작됩니다.
재속 프란체스코 회칙 제정 40 주년
티보르 카우서 (Tibor Kauser) 총봉사자는 현재의 OFS 회칙 제정 4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8 년 6 월 6 일부터 2019 년 6 월 6 일까지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6 세는이
회칙을 1978 년 6 월 24 일에 사도적 서한 Seraphicus Patriarcha 와 함께 승인했습니다. 모든
형제회는 이 희년을 경축할 방법을 NEC 에 제안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미 우리 국가
평의회는 2018 년의 주제: " 쇄신되고 확인된: 우리 OFS 회칙의 40 주년을 경축하며 이

보물을 살으십시오!"를 정해놓았습니다.
총회의 결정
2014 년 초에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 (CIOFS)는 모든 국가 형제회들에게 "OFS 와
같은 수도회를 모든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성찰
과정의 일부로서 또 총회 준비를 위해 우리는 CIOFS 가 2017 년 봄 Instrumentum Laboris 에
내놓은 다양한 제안을 연구하고 우리의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 큰일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고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6 차 총회에서
우리의 국제 리더십은 양성, 형제회 생활, 더 우애적이고 복음 주의적인 세계의 구축 (JPIC),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및 재정의 8 개 영역 각각에 대한 특정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이 있습니다. 곧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 각각은 총회의 결정적인 문서들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이 문서는
총봉사자의 첨부 서간과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상태에 대한 CIOFS 보고서와 함께 NAFRA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들을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권합니다. 티보르
(Tibor)가 편지에서 말했듯이, "이 문서는 국제 형제회가 향후 3 년 동안 우리 업무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매와 형제가… 그들을 연구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각급 형제회의 모든 평의회는 총회의 의향과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문서들을 연구하고 활용하기를 초대합니다." (강조가 추가됨.) NEC 는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다양한 차원에서 형제회 생활을 강화하고 새롭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회가 오늘날 현 세계에서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느님

왕국을 위하여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유기적, 구조적, 카리스마적인
연합의 모델."1
양성을 그려보는 수련회 (Formation Visioning Workshop)
총회의 새로운 지침 (특히 양성에 관한 지침)에 비추어 우리는 2018 년 8 월 30 일 부터 9 월
2 일 캔사스시에서 개최될 특별 Formation Visioning Workshop 을 계획했습니다. 지구
형제회 양성 부장, 영적 보조자 및 양성에 열정적인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국가 양성
위원회 (National Formation Commission)와 NEC 평의원들과 함께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국가
형제회 양성의 방향을 식별할 것입니다. 참석하고자 하는 이들은 Jane DeRoseBamman 에게 연락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FS-USA 로고
우리의 새로운 OFS-USA 로고 (사진)는 이제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및 지구 형제회는 OFS-USA 를 위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로고를 널리 사용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웹 사이트에 소개
된대로 로고와 함께 사용 하는 글자는 Palatino Linotype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OFS-USA 웹 사이트 시작
우리의 새로운 OFS-USA 웹 사이트는 4 월 30 일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문객들과 더
많은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웹 사이트를 통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는 웹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진하면서 귀하의
제안과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번 호의 TAU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웹 사이트의 새 문서
지구 형제회 선거 및 방문에 관한 새 문서가 nafra-sfo.org 웹 사이트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단위 형제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웹 사이트는 또한 국가 형제회
(OFS-USA) 현황 및 유용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여 2017 NAFRA 총회의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 지원
국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Cyl Maljan-Herbelin 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E-mail (cylmaljan@earthlink.net.)을 통해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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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 11 월에 성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주신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