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USA - 2019 봄 – 97 호
꿈을 공유하자—국가형제회 평의회보고
이어지는 희년---회칙반포 40 주년
(미국)국가형제회의 목표는 모든 형제회가 지금부터 금년 6 월 24 일 사이에 재속회 규칙을
주제로한 양성시간을 적어도 한번은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성자료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미국)재속프란치스코회 사이트(secularfranciscansusa.org) ”자료실” 에 들어가 보면
이미 규칙에 대한 설명이 금방 사용할 수 있게끔 도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급 형제회가
회칙실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또는 행사사진도 여기에 넣고 싶으니 이리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fsusasecretary@gmail.com)
국가형제회 양성 워크숍--- “솔선하는 우리의 꿈”
금년 4 월 4 일부터 7 일까지 국가형제회는 재속회원과 영적보조자들을 초대하여 “솔선하는
우리의 꿈”이란 주제로 양성 워크숍을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2018 년 8 월에 시행한
워크숍을 좀 더 구체화하여 몇개의 실무팀을 구성 다음과 같은 양성의 소 주제를 좀 더 깊게
다루도록할 것입니다.
1. 회칙과 회헌
2. 성서
3. 프란치스칸 자료
4. 형제회
5. 프란치스칸 영성
6. 포괄적으로 다룰 문제와 특화하여 다룰 문제들
7. FUN 매뉴얼에서 뽑은 초기양성의 기본적 주제
이 워크숍이 끝난후 다른 재속회원들에게도 실무팀 일을 재능껏 도와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전국 지구형제회 영보모임
CNSA(미주영보 회의)는 금년 8 월 26 일 부터 29 일까지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피정센터에서 지구영적보조자들의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은 정규 3 회
마이클 히긴스 신부가 하는데, 그는 지금 오션사이드에 있는 프란치스칸 신학교 총장이며,
전에는 정규 3 회 총봉사자였고 20 년이상 재속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이
영보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 적합하고 유능한 재속회원에게 영적보조를 맡기는데 필요한 기준
• 평신도 영보를 임명하고 “알티우스 모데라멘(Altius Moderamen)*”을 이들에게
위임하는데 대한 교회법 해석
• 전국영보회의와 지구영보들의 소통문제
• 사목의 문제점: 어떻게 ”시대의 징표”를 읽고 재속회원들에게 닥아가서 경청하고
대화할지; 증오 발언, 무례한 언사, 동성애, 무효혼 등에 대해 회칙을 사랑의 정신으로
이해하는 문제
• 줄어드는 수도자와 늘어나는 평신도 영보현실에 직면하여 (1 회와의)관계성을
유지하는 문제

정의, 평화, 환경보존 문제 전국 모임
이제 정평환관계자와 관심을 가진 재속회원들의 모임이 다가오니 날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프란치스코와 구비오 늑대의 교훈이 보여주는 분쟁을 다루는 방법”
일시: 2019 년 8 월 29 일 목요일 저녁부터 9 월 1 일 일요일까지 미조리주 센트 루이스 소재
마리아니스트 피정센터 자세한 문의는 ctownes26@gmail.com Carolyn Townes 에게
(미)재속회 페북(Face Book) 페이지—사진을 보내주세요
(미)재속회 페북 편집진은: Jane DeRose-Bamman, Diane Menditto, Lee Potts and Cherryle
Fruge 입니다. Randy Heinz 는 계속 관리자 일을 합니다. 페북이 지향하는 것은 재속회의 좋은
생각을 공유하고 소식을 서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각급형제회 행사 사진을 Jane DeRoseBamman at ofsusasecretary@gmail.com 에게 보내 주십시오.
성소소개도구
새로운 회원을 위한 재속회소개 프로그람 도구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준비되 있으며 월남어 기도 카드도 있습니다.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guidelines-forms-other-resources )
* “Altius Moderamen”: 재속회에 대한 1 회의 교회법적 의무, 영문으로는 “higher direction”, 한국어로는
“상급지휘권”이라고 번역. Lester Bach 신부님의 설명으로는 1 회의 재속회에 대한 “care, concern, ass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