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E (빛나라)/청소년 및 젊은 성인 위원회
Christy & Sue Nelson, OFS

"적절하고 역동적인 계획에 의한 성소를 증진하기!"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에게,
당신의 영적 빛이 빛나게 하십시오! .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미국에서의 청소년 및
젊은 성인 계획을 새로운 이름(SHINE)으로 부를 것 입니다.
SHINE 의 초점
다음 세대의 카톨릭 신자들을
프란치스칸 영적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까히 가도록 한다
Shine 은 18 세 미만의 청소년과 18 세부터 35 세의 젊은 성인을 포함한다. 새 용어인
SHINE 은 35 세 미만의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세 주요 초점 영역을 포함한다:
1. Y.E.S. – 한번 혹은 반복적으로 열리는 독립적 행사들. Y.E.S.는 "영성을 탐구하는
젊은이"를 일컷는다. 미국내의 경우 단위, 지구 또는 국가 수준에서 활동이 이뤄진다.
(제안한 Y.E.S. 활동들에 대하여서는 최신의 TAU 를 볼것)
2. YouFra 그룹 – 미국 SHINE/Youth & Young Adults 위원가 인정하고, CIOFS(국제
형제회)의 YouFra 지침에 따라 정규적 모임을 갖는 준비 및 현존하는 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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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oung Franciscans (젊은 프란치스칸) – 1 년간의 프란치스칸 약속을 한 35 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일컷는다.
picture
SHINE 은 미국내 35 세 미만의 가톨릭 신자들이 그들의 영성을 탐구하고 프란치스칸
가리스마를 경험하도록 단위, 지구 및 국가 형제회 차원에서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낸다.
재미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활동, 대화, 기도 (언제나) 와 종교적 양성 (개인적
또는 온라인으로)에 참여하며, OFS/재속 프란치스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젊은
캐톨릭은 우리의 카리스마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프란치스코 회원들을 보게될 것이다.
우리의 회칙, 전례, 미국 헌법, 국가 법령, 양성 재료, 국제 지침 (CIOFS)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 글라라 성녀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우리는 복음적
생활을 주장할 것이다.
SHINE 은 Y.E.S., 현존하는/준비하는 YouFra 그룹과 1 년간의 프란치스칸 약속을 한
젊은 프란치스칸들을 통하여 자립형 활동과 "와서 보시오" 활동을 포괄한다.
우리의 젊은 캐톨릭에 대한 봉사활동은 미국내 현 재속회 집단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교류하는 세대와 짝이되기위하여 프란치스칸 영성을 신장시킴으로서 우리형제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회를 통하여 젊은 캐톨릭을 위한 봉사직에 불림을 받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각급 형제회로부터 격려, 기도, 도구와 시작할때의 재정적
도움을 받을 것이다. 프란치스칸 어른들은 젊은 캐톨릭이 우리의 면전에 있을때 그들을
존중해주고 위험에서 보호해 줌으로서 돌볼 것이다.
젊은 캐톨릭에대한 봉사활동은 좀더 이른 생애의 서약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우리회의
재건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SHINE 의 초점은 단순히: 프란치스칸 영성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세대의 캐톨릭을그리스도께 가까히 데려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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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 은 … 젊은 캐톨릭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SHINE/청소년 및 젊은 성인 위원회
"가서, 내 교회를 새워라"

SHINE/OFS 청소년 및 젊은 성인
2015 달력을 위한 비전
단위, 지구및 국가수준의 각 형제회를 위한 공유하는 비전:

*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의 SHINE 지도자와 젊은 캐톨릭을 위하여 기도할 것
* 두가지의 SHINE 활동을 수행 할 것
* 두 젊은 성인 대사를 뽑아서 형제 평의회와 소통하고 조언하기 위하여 1 년에 최소한
두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것

* 성 프란치스코의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한 수용및 포함정신으로 우리 형제회를
인도함으로서 "환영 돗자리"를 만들도록 도울 것

* SHINE 자원 개발을 위한 공유된 목표:
* 3 월 1 일 까지 SHINE 활동 추적을 실행할 것
* 5 월 1 일 까지 SHINE 형제회 가이드를 작성하여 배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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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월 Illinois 주 Bellville 에 있는 JPIC (정의 평화 환경 보존) 피정 센터에서 지구
SHINE/청소년 및 젊은 지도자 (전, 지구 YouFra Chairs)와 SHINE
옹호자(관심있고/지원 하는 재속 프란치스칸)의 모임을 열 것

* 9 월 Pennsylvania 주 Philadelphia 에서 열리는 제 8 차 세계 가족 회의
(WMOF)에서 OFS/SHINE 부스를 제공 할것

* 12 월 1 일 까지 각 지구에서 한 명의 SHINE 지도자를 식별하고, 지방 SHINE
지도자의 임명을 장려함으로서 국가 차원의 SHINE 조직을 구축 할 것

OFS SHINE/청소년 및 젊은 성인 (YYA)
2015 의 둘씩 둘씩 형제회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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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YYA 활동

2 또는 그이상의

모든 형제회

2 또는 그이상의

프란치스칸 성인과 (a)

(단위, 지구와 국가)

젊은 캐톨릭 (b)

a) 모든 YAA 활동은최소한 2 명의

b) 초점 영역은 18-34 세의 젊은 성인.

OFS 성인의 참석하에 행해져야한다.

청소년 활동은 환영하나, 이 년령층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를 파견하지 않았나요?

위한 지역 교구의 기준에 따라 해야한다.

세계 가족 회의(WMOF)는 전세계에 걸쳐 가족의 신성한 유대를 굳건히하고, 사회에
유익한 그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매 3 년 마다 열리는 세계적 행사이다. 이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주제는 "사랑은 우리의 미션: 완전히
생기있는 가족." 이 행사 웹사이트 (http://www.worldmeeting2015.or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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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HINE 활동의 일부로 사용이 가는한 전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 학년을 위한 수업
계획서를 포함하여 전 연령층을 위한 교리 교수법을 포함합니다. 이 국제 회의는 성
John Paul II 교황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2014 년 11 월 바티칸은 Francis 교황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 정보는
Facebook: World Meeting of Families 2015 와 Twitter: @WMF2015 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란치스칸 가족을 경축 할 참 좋은 기회이네요! 이 행사에
OFS/SHINE 의 참여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는 다음호의 TAU 에 실릴 것 입니다.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황의 방문, 국제 YouFra 모임과 기조 연설자의 한 분인
Sean Patrick O'Malley, O.F.M. Cap. 입니다.

*** 새로운 SHINE/YYA 형제적 활동 추적***
지난 수년간의 청소년및 젊은 성인 활동을 공유하기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사서를
사용하십시오. 3 월 30 일 까지 받게되면 작성된 활동 추적이 곧 나오게되는 SHINE/YYA 형제적
안내서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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