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음을 삶으로” 

사랑하는 미국국가형제회 회원 여러분,   

2010 년 10 월 26 일부터 31 일까지 아리조나주 Scottsdale 에 있는 프란치스칸 피정의 집  

“Casa de Pazy Bien “ 에서 있을 미국국가형제회 연례모임을 위해, 형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전역의 지구형제회  회장단,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  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NEC)에  의해 임명된 각 기구의 위원들, 그외 귀빈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형제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지만, 14,000 명이 넘는 우리 형제들을 수용할 만큼  장소가 크지 

않습니다.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자신과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쇄신을 위해 어떻게 모임을 진행할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0 년 연례 모임의 주제는 이글의 제목인 “복음을 삶으로” 입니다. 미국국가형제회 

집행평의회(NEC) 의 비젼이 함축되어 있는 이 주제는 지난 2 월 꽁꽁 얼어붙은 St. Louis 와 

7 월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 여름 Washington, DC 에서 있었던 두 모임에서 의논되었습니다. 

회칙 제 4 조 “재속 프란치스칸의 회칙과 생활은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짧은 

문구는 우리 프란치스칸 성소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서로을 위한 기도 속에서 이 비젼을 

이루기 위하여 형제회, 양성, 대화, 청소년을 우선 실천 사항으로 삼아, 어둠 속의  모든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인 복음을 전하여 우리 프란치스칸 성소을 삶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형제회 모임은 기도, 양성, 친교, 업무수행 네 필수 요소로 구성됩니다. 10 월에 있을 모임은 이 

네 요소와 그 순서에 따라 10 월 26 일 화요일 저녁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 후 Phoenix 교구의 

첫보좌 주교로 선출 되신 Eduardo Nevares 주교님을 모시고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첫날 

저녁 무숙자들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여러해 헌신하신 작은형제회 David Buer 수사님께 

2010 년 미국 국가형제회  평화상을 드리게 됩니다. Nevares 주교님과 David 수사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양성과 영적쇄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겠고, 이어 친교 시간이 갖겠습니다. 

국가형제회 회장, 국가형제회 집행평의원, 지국형제회 회장들이 10 월 27 일 수요일 하루에 

걸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구형제회 회장단은 각 지구별로  해당 지구에서의 모범사례와 

당면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토의할 것입니다. “이민”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으로 수요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리조나주가 당면한 심각한 이민문제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 월 28 일 목요일 오전에는 오래 기다려온 새로운 국가형제회 양성 지침서가 선보여질 양성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국가 집행평의회에서 새로히 임명한  정평창보(정의, 평화, 

창조질서보존)위원회, 다양성 분과,  프란치스칸 청소년 분과의 의장들을 소개되겠고, 이어서 

초청 강사를 포함한 총 11 명의 강사가 5 분씩 다음의 주제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꼰벤뚜알 작은형제회 Mike Lasky 신부의 Franciscans International; 

작은형제회 Larry Janezic 신부의 Franciscan Action Network ;  Kim Smolik 

박사의 Franciscan Mission Service; 재속 프란치스코회 Alan Ouimet 의 Franciscan Family 

Apostolate; 재속 프란치스코회 Bill Wicks 의 미국 프란치스칸 역사; 재속 



프란치스코회 Sharon Deveaux 의 기록 보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Mary and Bob Stronach 의 

홍보;  재속 프란치스코회 Vickie Klick 와 Dan Mulholland 의 컴퓨터 기술;  재속 

프란치스코회 Ed Shirley 의 전 기독교;  재속 프란치스코회 Anna Geraci 의 TAU/USA 편집; 

재속 프란치스코회 Bob Fitzsimmons 의 양성. 모든 참석자들이 프란치스코 카페에서 저녁 

2 시간 동안  만남과 나눔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 활기찬 하루가 될것입니다.  

10 월 29 일 금요일은 모두 기다리던 관광을 하게 됩니다. 아리조나의 명소를 관광하고 

Phoenix 대성당에서 미사봉헌으로 하루를 마칠 예정입니다. 

10 월 30 일 토요일은 나눔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특히 지난 일년간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예식이 있겠습니다.  슬프면서도  기쁜 이 예식은 

주님의 영광 안에 그들과 만날때까지 그들과 함께 나눌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 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산이와 죽은이가 함께 빵을 나누며, 마지막 

친교시간을 갖겠습니다. 

10 월 31 일 일요일 Halloween 날은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보며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회가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함께 가는가에 대하여 원탁회의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짧은 “가상 모임”을 즐기셨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말씀처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  

평화와 사랑, 최고의 선,  

여러분들의 국가 집행평의회와  Tom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