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속 프란치스칸에 관하여 말로 알리기 

(Spreading the Word about the OFS) 

과거에, 나는 재속프란치스칸 회헌 

45조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회헌을 검토하신다면 

당신은 성소위원회에 (the Vocations 

Committee) 속해있음을 알게 

될것입니다.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 

미팅에 참여하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이 

일상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 책임을 

수행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부분적으로 그 

회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제회의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은 모든 회원의 의무이며 그 

형제회가 얼마나  살아 있는가를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의무로서, “내가 할수 있을때 

할것이다” 하지말고, 이것은 무언가 

우리 마음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알리는 

일이 끝날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나 우리는 단어를 

사용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성소위원회는 소셜 미디아 

소위원회와 공동협력하여 형제회의 

적격자 홍보를 위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노력의 주요 목표는: 

- 재속프란치스칸에 관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 디지털 및 전통적 방법으로 

자료들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의 

가치에 적극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 영속적인 양성과 재속프란치스칸 

으로의 부르심을 지원하고 

디지털 공간을 창출하고, 

-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를 

활용하여 복음화 및 재속 

프란치스칸 부르심을 효과적인 

도구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세 분야에 초점을 

맞출수 있습니다: 

- 훼이스 북 페이지 

- 성소 방문 페이지 

- 준비/인쇄물 업데이트 

 

그 방문 페이지는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형제회에 관한 그래픽과 

기본정보를 제공하기위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쇄자료 (브로슈어 와 비지니스 카드) 

를 위한 업데이트된 템플릿이 2017년 

1 월 NAFRA 웹싸이트에서 볼수있습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창출이 말을 

퍼트리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소셜 미디아 소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위한 초점을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Like us”Secular Franciscans – 

Nafra, USA on Facebook!), 그렇지만 

다른 소셜미디아 창출을 확장 하여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메일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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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 그 방면에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유투브에 재속 프란치스칸 비디오에 

관하여 새로운 성소 증언이 게제되어 

있으니 링크를 확인하시고 

공유하십시오.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성소홍보를 위한 약간의 실질적 

방법으로 개인적 초대는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항목이 얼음을 깨기위해 

개발되었습니다. 

 

1. 10”x 3”자석 (2 불씩이며, 

우편료가 가산됩니다) 

 

 

2. 라이센스 플레이트 홀더 

(5불씩이고 우편료가산) 

이들은 훌륭한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찾아와 질문한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주문은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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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성소 홍보를 위하여 당신의 

임무를 달성하기위한 노력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위한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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