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을 나눔 – 2018 여름 

 

기념 주년 - 소명을 살아감. 지난 6 월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의 4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우리 평의회장이  

2018 년 6 월 24 일 편지로부터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로 시작하였습니다.  CIOFS 는 아홉개의 

“규칙을 기념하는” 카드를 메세지와 우리가 얼마나 규칙을 잘 살아나고 있는가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담아서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지구 형제회와 단위 형제회들이 피정, 모임, 특별한 전례예식, 빨간 규칙서의 

특별한 기도카드와 선물들로 기념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의 양성과정 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rect Link: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ministers-message-june-2018-our-jubilee-begins/ 
 

재속회 규칙에 관한 거룩한 30 분– Kathy Taormina OFS 

규칙에 관한 양성 / 복음에서 삶으로  – Mary Bittner OFS 

오늘 프란치스칸이 되세요! 당신의 꿈을 나누세요: 공동체의 전망 – LaVerna Region 

규칙에 관한 계속적인 양성과정 – Lady Poverty Region 

우리 재속회 규칙의 말씀  – Kathy Taormina OFS 

재속회의 규칙 –우리는 보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 Troubadours of Peace Region 

 

JPIC – 함께하는 희망을 향한 여정/ 이민자들을 위한 정의 

지난 7 월 국가형제회 JPIC 회장인, Carolyn Townes 은 모든 지역구 형제회장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단위 형제회 회원들이 이민자들을 원조하고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참여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답장은 굉장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개인적으로든, 

형제회적으로든 그들의 성당과, 프란치스칸 수도자, 수녀님들과, 시민 단체들, 그리고 다른 종교 단체들과 

더불어 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음식과 쉴곳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도움,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교통편 제공, 제 2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기, 그들 입장 옹호, 돈이나 물건들 

기부하기, 기도 릴레이, 이민자 서포트 그룹에 참여하기 등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것이 주교님의 목회자의 

편지( 더이상 이방인이 아닌자: 이민자들을 위한 캠페인, 함께하는 희망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그다음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가형제회 집행위원회 선거 명부. 미국의 프란치스코 재속회는 새로운 집행 위원회를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지부 연례회중인 2018 년 10 월 13 일에 뽑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봉사하게 됩니다. 후보자 명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Minister:  Jan Parker, OFS  
Vice Minister: Mary Bittner, OFS; Jane DeRose Bamman, OFS; Donna Hollis, OFS  
Secretary:  Jane DeRose Bamman , OFS; Francine Gikow, OFS; Kate Kleinert, OFS  
Treasurer:  Claudia Kauzlarich, OFS; Richard Spana, OFS  
International Councillor: Mary Frances Charsky, OFS; Awilda Guadalupe, OFS; Mary Stronach, OFS  
Councillor(s) at Large:  Justin Carisio, OFS; Mary Frances Charsky, OFS; Awilda Guadalupe, OFS; Donna 
Hollis, OFS; Kate Kleinert, OFS; Kathleen Molaro, OFS; Josh Molidor, OFS; Carmen Montanez, OFS; Frank 
Scotto, OFS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ministers-message-june-2018-our-jubilee-begins/


국가형제회 지부 선거를 위한 구일기도 

 

가장 높으시고 영광이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여주심과 우리 프란치스칸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찬미를 드리나이다. 저희는 당신께 2018 년 10 월 있을 국가회 지부 선거를 준비하는 저희 

미국 국가형제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저희 한사람 한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당신께서 우리 국가형제회를 이끌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어 우리가 복음과 우리의 규칙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당신의 협조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새로이 세우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중재자이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와 성 

클라라와 우리의 주보성인이신 성 엘리사벳과 성 루이스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역구 영적 보조자 워크숍과 양성 비젼 워크. 중요한 두가기 국가형제회 워크숍이 8 월 29 일부터 

9 월 1 일까지 캔터키 주 캔자스 시티, the Savior Pastoral Center 에서 연속적으로 열렸습니다. 국가회 영적 

보조자 회의는 지역구 영적 보조자들과 지속적인 양성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만났습니다. 국가회 집행위원회 멤버들과 양성팀은 지역구 양성담장자와  영적 보조자들과 양성비전 

워크숍에서 우리 재속회의 양성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는 

미국판 타우 다음호에 발간됩니다 

 

프란치스코 재속회 미국 웹사이트. 우리 새로운 웹사이트 “ 문의처” 란에서 많은 질물들을 받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떻게 재속회에 가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요청은 지역 형제회 문의처로 전달됩니다.  꽤 

많은 우리 재속회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새로운 사이트로 옮겨질 것입니다만 아직도 옛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요청하세요.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send-us-a-message/   

응답은 우리 이메일 주소로부터 발송될것입니다: nec.ofs.usa@gmail.com  

 

What’s in a name? NAFRA vs. OFS-USA.  이름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나요? NAFRA vs. OFS-USA 머릿글자 

NAFRA 는 오랫동안 국가 형제회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형제회를 일컫는 

유일한 호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형제회를 일컫기 위해서 “OFS-USA.” 라는 호칭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멜일 주소, 웹사이트, 페이스북 주소, 트위터에서“OFS-USA.” 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형제, National Fraternity 를 미국내의 모든 재속회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지만 NAFRA 를 사용하는데는 제한을 둘것입니다. 우리는 네가지 형제회, 단위형제회, 지구 형제회, 

국가 형제회, 국제 형제회에 속해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성직자 섹스 스캔들에 관한 미국 국가형제회 성명. 슬픔과 함께 치유에 대한 희망과 학대자와 이런 일들이 

계속 행해지도록 눈감아 준 지휘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 형제회 집행 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새로이 세워 나가는 걸 도움으로서 우리의 규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배의 노력을 들이도록 우리를 불러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는 치유와 용서와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전체 내용은 이 링크를 따라서 가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2018/08/26/a-message-to-secular-franciscans-regarding-the-recent-
scandal-in-the-churches-of-pennsylvania/ 

https://secularfranciscansusa.org/send-us-a-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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