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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월에 있었던 국가 총회기간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관한 토론을 하기위해 전국 지역의 지구
형제회 회장들, 영적보조자들, 그밖의 손님들과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 6-7 차례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다.
그들의 과제는 두 가지의 질문에 관한 것이었다.
1.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좀 더 개발하기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 그 개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세계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것은 매우 영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우리의 활기찬 토론은
비젼과 이해를 충분히 들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양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와 역사, 회칙, 회헌, 규칙들을
초기와 영속적 양성 모두 중심에 두어야한다. 우리는 모든 계층에 양성자와 영적보조를 구성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웹사이트를 더 자주 사용하며 소셜 미디아, 웹 세미나와 같이 인터넷을 사용한 새로운
차원의 양성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방식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술
파트너를 가지자고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 단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매개체나 소셜 미디아를
이용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대화는 관계 구축의 일부이다 - 회원간의 관계,
형제회와 다른 형제회와의 관계, 단계간의 관계 (단위, 지구, 국가 형제회와의 관계). 그리고 관계성 구축은
교회와 지역 사회에까지 퍼져야 한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재속 프란치스칸은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봉사자
리더쉽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형제회는 '사랑의 공동체' 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장소이다. 우리의 안전하고 편한 곳을 떠날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할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대화. 협동 (력). 형제회 사도직 형성. 충만한 기쁨과
에너지와 서로를 신뢰하는 우정어린 활기찬 모임이 되게 하라.
그 FOCUS 그룹은 반영과 고려할 점들을 순서대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 와 생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양식을 제공하였다. 그 응답들은 미국 내의 재속 프란치스칸 회원들에게 설문 조사에 대한
질문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일단 모든 응답들이 모여지면 이 프로젝트를 맡은 위원회가 2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CIOFS
회장에게 보낼 것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 형제회들로 부터 보내진 보고서들은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검토될 것이며 프란치스코회의 장래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총회로 보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