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의 공유

국가형제회평의회(NAFRA)에 보내는 집행위원회(NEC) 보고서
교회일치위원회(EIC)봉사자- 지원 접수
국가 집행위원회(NEC)는 EIC 봉사자를 구합니다.(TAU-USA 기사 참조.) 봉사
희망자는 국가형제회 서기 Mattie Ward, OFS 에 이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amamattie1@gmail.com. 접수 마감은 August 31, 2016. 봉사기간은 November 5, 2016
부터 2 년간입니다. 현재 Chair 인, Anne Mulqueen 은 2016 NAFRA Chapter 까지 봉사할
예정이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형제회 운영에 관한 건
형제회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MOTO)에 무려 2000 명이 넘는 형제회원들이
회신을 보내왔으며 그 결과는 수차례에 걸쳐 보고될 예정이고 TAU-USA 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형제회 평의회가 알고자 했던 주요 문제들과 설문 조사에 나타난
응답의 요약을 최초의 보고에서 취급할 것이며 이어서 상세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가형제회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MOTO(the Mangement of the Order)설문조사에 형제회원들이 전부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제형제회 스케듈에 따라 영어로만 가능하여 스페인어나 한국어
사용 회원들은 대부분 참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NEC 와 MOTO 설문 조사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번역 작업등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회원들은 설문 조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해서 회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설문 조사 MOTO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Chair 이신 Mary Stronach
가 일정을 맞추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Pat Serotkin, Mary Bittner 는 수천 개의 응답을
정리 CIOFS 에 보고하시느라, 그리고 시간을 내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 Mary Frances
Charsky, DonnaMarie Kaminsky, Anne Mulqueen, Dawn Rusinko, Karen Szczesniak and Carolyn
Townes 여러분들이 우리의 프란치스칸적 삶을 같이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국가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지침
NEC 는 위원회 임무와 모임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하기위해 시간을
내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위원 선발과 지명에 대한 NEC 의 업무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국가 형제회 평의회 조언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회 구성을

NEC 선거후 1 년 뒤로 변경하여, 위원회와 위원의 임기는 3 년이지만, NEC 선거와 1 년
엇갈리게 함으로써 중요한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봉사자들의 원할한 임무 교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몇 달후 NAFRA
website 에 자세히 실릴 것입니다..
청소년 위원회
NEC 는 지속적으로 YouFra 와 국가 청소년 위원회(National Youth and Young Adult
Commission)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5 월에는 YouFra 와 FYAA 의 과거와 현재 활동에
관한 서류 작성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7 월 NEC 는 전임 국제 YouFra coordinator 인 , Ana
Fruk OFS 와 만날 예정입니다. Ana 는 Croatia 에 현재 거주하며 국제 형제회 집행 위원회의
(CIOFS) Presidency councilor 로 봉사중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지도와 논의로 그녀와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2017 년 양성부장 워크샵
2017 년 7 월 20-23 일 : 국가 양성위원회 주최로 Our Lady of the Snows in Belleville,
Illinois 에서 지구 양성부장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Duns Scotus Trust Fund 로 부터 참가자
재정 보조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여정 – 스페인어와 한국어
The Franciscan Journey , Fr. Lester Bach OFM Cap.지음 한국어 번역 판을 Smoky
Valley Printing.으로부터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 년은 5 년 주기 방문의 해
현재 520+ 프란치스칸들이 19 차 OFS 5 년 주기 방문의 해에 참가 예정. 참가자의 약
15% 는 어떤 형태의 스칼라십을 받으며, (총 $14,400 이 NAFRA’s Restricted Funds 로 부터
국가나 지역행사를 위해 쓰임) 이 보조는 2012 년 유산으로부터 나옴.
행사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General Minister Tibor Kauser OFS, General
Spiritual Assistant Fr. Martin Bitzer OFM Conv. and Presidency Councilors Jennifer Harrington
OFS and Ana Fruk OFS.
Q 위원회 의 금년 5 년 주기 방문의 해 행사준비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Co-Chairs,
Susan Simeone 와 Kate Kleinert, 위원 Patsy Burgess, Judy Haupt, Barb Morgan and Kathy
Wohnoutka. 그들은 모두 국가 형제회의 보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2016 NAFRA 총회 준비
지구형제회장 Marie Thomas OFS, 부회장 Jeane Swaynos OFS, Five Franciscan Martyrs
Regional Fraternity 형제회원들이 2016 년 11 월 1-16 일 에 San Pedro Retreat, Winter Park,
Florida NAFRA 총회 준비. Marie 와 Jeane 에 의하면, Brother Sun 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총회 등록 과 절차가 곧 국가 형제회 평의회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NAFRA 총회를 위한 성삼위 지구 형제회의 준비
지구회장 Steve White 과 Holy Trinity Regional Fraternity 의 형제회원들은 2017 NAFRA
총회를 주최 할 것입니다. 날짜는 9 월 26 – 10 월 1, 2017 장소는 Mount St. Francis Center
for Spirituality, in Mt. St. Francis, Indiana.입니다
NAFRA-L 에 지구 영적보조자
지구영적 보조자가 NAFRA-L list serv. 를 통하여 추가되었습니다.

국가 집행위원회(NEC)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멜 주소는:
OFS.National.Minister.US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