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칸 청년회에 관하여 국가형제회에 제출한 보고서
국가형제회 집행부 (2016 년 10 월)
현 국가형제회 집행부(NEC)는 2015 년 12 월에 있었던 첫 회의에서 프란치스칸 청년위원회 (FYYA) 회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신 지난 청년위원회 회장 3 인의 활동을 돌아보고 식별할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장래의 활동 방향을 국가형제회와 함께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청년 위원회 회장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NEC 는 지난 1 년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이 주제에 바쳤습니다. 2016 년 봄에 청년위원회의 서류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5 월의 NEC 회의에서 이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 월에는 국제평의원 Ana Fruk
OFS 와 회장 Tibor Kauser OFS 가 NEC 회의에 참석하여 청년 프란치스칸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그분들의
의견과 토의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YouFra 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와 청년 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들
1.

청소년을 위한 활동은 우리의 사명이며 봉사입니다. OFS 의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프란치스칸이
발전할 수는 있지만, OFS 가 YouFra 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도와주고, 프란치스칸 은사에 대하여 알려주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의 성소로 YouFra 의 친교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장래의 재속 프란치스칸 회원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우리의 영향으로 형제회의 소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2.

청년위원회의 시작은 단위 형제회의 도움과 연결로 단위 형제회에서 이루어집니다.

3.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청년회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청소년들을 위하여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4.

우리는 OFS 청년 위원회에서 모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하여 연령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8 세 이하의 청소년과 같이 하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 (USCCB)에서 작성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방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6.

청소년 형제회의 기구에 대하여는 2004 년 승인된 국가 형제회 프란치스코 청년회 정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형제회를 결성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프란치스코 청년 형제회의

명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제회장 Tibor Kauser OFS 와 YouFra 담당 Presidency 평의원 Ana Fruk OFS 는 2016 년 7 월 NEC 와
회합을 가졌으며, 아래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

청소년을 위한 활동은 청소년을 위한 봉사이지, 프란치스칸을 만들려는 양성소가 아닙니다.

•

YouFra 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단체가 되고, 조직이 됩니다.

•

OFS 회원들은 YouFra 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형제회에서 YouFra 를 위한 활력자를 임명합니다.

•

프란치스코와 글라라 성인들의 생애를 시작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

모임이 시작되어 3~6 개월이 되면 YouFra 를 소개해 줍니다. YouFra 를 시작하려면 5 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YouFra 에 관심을 가질 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봅니다.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닌, 적절한
내용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의 분별을 도와주어, 자신들의 성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란치스칸 성당이나 대학교에서 프란치스칸 청년모임을 시작하기가 쉽겠지만, 이외에도 여러
기회가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

OFS 형제회의 활력자, 또는 영적 보조자의 사목적 도움은 YouFra 계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
1.

청소년을 위한 활동은 우선순위입니다. 현재의 식별의 시간은 전국적 지도자의 개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정지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OFS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청년 활동에 참여하려는
형제회원들은 지체하지 말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2.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본 정보가 있는 훌륭한 기록이 있습니다.

3.

성령께서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모든 형제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형제회를 돕고 인도할
것입니다. 성소위원회와 사회 매체 소위원회는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 홍보위원회에도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다. NEC 는 이 변화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 청년회 지도부 사이의
연관성을 봅니다. 이 새로운 열기는 대단합니다.

4.

NEC 는 추가 연구와 토의, 지난 형제회 설문에서의 프란치스코 청년회에 관한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보다 큰 가능성을 찾기 위한 폭넓은 대화와 2017 년 국가형제회 모임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주제를 위하여 식별의 시간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국가형제회 집행부는 국가형제회 평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1) 프란치스칸 청년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2)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나 청년회에 경험이 있는 (3) 국가 형제회에서 청소년 분야에서 봉사하려는
(4) 프란치스칸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증진하려는 OFS 회원들의 명단을 작성할 것입니다. NEC 는 2017 년
7 월에 이 명단에서 여러 명을 St. Louis 로 초대하여, 같이 다음 단계를 분별하고, 국가 청년위원회 회장을
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중요한 모임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국가 형제회 서기 Jane DeRose-Bamman OFS ( janedbsfo@msn.com )에게 연락하여 참가신청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2017 년 3 월 25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