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의 공유 

           2015 년 NAFRA 주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단순하고, 가난하며, 비천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은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우리는 환희에 차 

있읍니다.”  총회장  Tibor Kauser  OFS 가 2014 년 재속 프란치스코회원들에 게 보낸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발췌함. 

 

2014 년 10 월 21-26 일 Lake Dallas, Texas 에 위치한  Montserrat  Jesuit  Retreat  House 에 있었던 

국가형제회(NAFRA) 연례 총회는 우리 모두에 축복 받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중한  논의, 

동료애와 기도중에 영적 기쁨이 느껴왔습니다. 2012 년 선정한 6 개 우선 순위들을 위해 2014 년 

내내  우리는 시간, 에너지와  funding 을 통해  노력 해왔습니다. 진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는 

고무적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2015 년 진행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014 년 OFS  국가형제회 총회 주요사항 

       주: NAFRA website 에서  국가 총회장의 연례보고서와  신년사 참조. 

 

총회장으로부터  설정된 2015 년 목표 

Tom Bello 회장은 우리가 6 개 항목의 국가적 우선 목표에 상당한 진척을 보았지만 앞으로 도전에 

직면하여 믿음을 갖고 나아갈수 있기를 장려하며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참여를 초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각 지구별 목표 지향을 희망해 봅니다. 

제 1 회와 제 3 회(The First & Third Order Regular Friars)와 각 지구내  Friar Province 를 

포함하여 상호 정기적인 접촉과 관계. 

지구 영적 보조자 세미나와 워크샵의 제공. 

지구내 영적보조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각 지구와 단위형제회 안에 영적보조자의 필요성. 

지구내 회원들의 영적보조자 훈련 으로의 초대. 

각 단위 형제회에 피정과 이의 초대 확장. 

각 지역별 양성 참가: (1)정보 (2) 분기별 모임과 피정을 통한 친교. (3) 각 개인, 가족 그리고 

정치 경제적 구조와 세상의 변혁을 위한 활기찬 평생 양성. 



외국어를 쓰는 다른 문화권의 형제 자매들과의 친교. 

4 개의 형제회  - 단위, 지구, 국가와 국제형제회에 참가. 

Tom Bello 로부터 각 지구형제회에 제시된 메시지:  축성된 우리들의 삶의 기간 중에(2014 년 11 월 

30 일 부터 2016 년 2 월 2 일까지)  프란치스코 제 1, 2 와 3 회를 망라하여 다함께  우리들의 이러한 

생활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하십시오. 

 

지속적 양성 

이는 형제회 상호 나눔을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Anne Mulqueen 은 성 프란치스코의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 각 구절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 Servant Leadership 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고찰” 을 내놓았읍니다.  Diane Menditto 와 Patti Reynolds 는 “Evangelli Gaudium 과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NAFRA 웹사이트 참조) 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편  Mary Anne Lenzi 의  

다가오는 해의 목표는: (1) NAFRA-Form –listserv 를 통한 상호 교류 (2) 양성 웹사이트 개정 그리고 (3) 

지구 양성위원의 교류가 될 것입니다. 

 

영적 보조 

영적보조자 개발 대책위원회는 영적보조자훈련에 쓰일 교수요목(강의 내용)과  지침서를 

개발하고있습니다. 2015 년 CNSA (the Conference of National  Spiritual Assistants) 회의에 

재속프란치스칸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NSA 임시회장인 Kevin Queally 신부는  

영적보조자 훈련에 재속프란치스칸들이 참여할것을 장려했습니다.  수사님들의 지원은 지속될 

것이지만 변화가 예상됩니다. Kevin 신부는 우리에게 “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는 재속프란치스칸들이 회칙에 따라 살고 회심의 카리스마를 

받아들일 것을 청합니다. 

 

모범사례 

우리들의 모범적 관행에 관한 토론이 있었으며, 형제회 당면 과제들을 지구회회장들과 의견교환과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관해 정리 배포될 것입니다. 

 

정평창보위원회 JPIC(Justice Peace and Integrety of Creation) 



Carolyn Townes 는 JPIC  비데오를 소개 (“시청 필수!”),  또한  JPIC “BE-Attitudes Diagram”을 참고하여 

“Handbook for Animators of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copies 를 지구담당자들에 배포. 

JPIC 평회피정이 2015 년 8 월에 있을 예정임. 

 

청년/청소년 위원회 

Sue and Christy Nelson 은 차세대 카톨릭들이  프란치스칸  영적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에 가까이 

다가갈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 “SHINE”을 소개.  SHINE 형제회 가이드와 “toolbox”가 곧 나올 것임. 

Sue 와 Christy 는 또한 다세대포함  형제회에 관한 정보교환 시간을 공유함. 

 

OFS 재난 구호 

Jim Flickinger 는 Florida 에 본부를 둔 “OFS Disaster Relief”에 관한 보고. 자원 봉사자와 기부 요청. 

Application Forms 를  분배하였음. 

 

커뮤니케이션:”와서 보시오” 비데오/ 입회자용 TAU-USA/ 번역 

위원회 목표에 포함된 것으로 NAFRA website 개선과 NAFRA “Facebook person”이 해당됨. 

Jerry Rousseau 는 ”와서 보시오” 비데오를 내 놓았으며 ( “시청 필수!”),또한 2015 년 1 월부로 각 OFS 

지원자들( national database 에 있는)은 TAU-USA 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성책 번역을 위한 

기금도 승인되었습니다.  비영어권과 이중 언어권의 재속회원의 양성과  그 들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명 

Jeff Ramirez 는 “와서 보시오”에 관한 초대와 증언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소명의식의 

고취에 대한 의견 교환과 나눔이 있었으며 이러한 도전에 관한 논의가  2015 년 초반에 있을 

것입니다. 

 

재속프란치스칸국제 총회 – International  Council of Secular Franciscan Order (CIOFS) 

Mary  Stronach 는 국제 총회에서 전세계 115 개 국가와 360,000 회원들을 아우르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포함한 CIOFS 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는 2014 년 

11 월에 Assisi 에서 있었던 CIOFS 총회에서 제시된  NAFRA 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냈습니다. 

(NAFRA website 에서 이에 관한 copy 를 보실수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NAFRA 성명서 

NAFRA 는 이민자 형제자매들과의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2015 년 선거 지명위원회 

2015 년 10 월 총회에서  새로운 국가 평의회가 선출됩니다. 지명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위원들은 Kathleen White, Mattie Ward 와 Susan Simeone 등입니다. 

 

2015 년 행사: 

* 하계 세미나, 7 월 9-12 일, Michael Higgins TOR 과 Mary Frances Charsky 의 Servant      

Leadership 에 관하여. 

* JPIC 평화 청년 피정, 8 월 20-23 일, Belleville, Illinois 에 있는 Our Lady of the Snow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한 세계가족모임, 9 월 Philadelphia- St. Katherine Drexel Region 과 

National Youth 위원회가 OFS 홍보와 참여 계획임. 

* NAFRA 선거총회, 10 월 13-18 일, Clinton, New Jersey , Our Lady of the Angels Regional 

Fraternity 가  주최함. 

 

폐회사(Reflection)- 국가총회장 Tom Bello 

국가총회장 Tom Bello 의 폐회에 즈음하여 끝맺는 말(부연된 설명): “ 주님께서 형제회 모든이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형제회로써 믿음을 갖고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떼어 한눈을 

팔지않는다면  물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형제회는 항상 생명력을  가질 것입니다. 

저에겐 형제회가  지난 해보다 금년이  더욱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를 지속할수 

있을까요 ?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수가 있을까요 ? 자비로움을 나타냄이 이번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생동안 지속되게 하십시요. 우리가 겪는 거센 세상 풍파나  우리에게 몰려오는 

 내적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 더 많은 기도를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두려워 마십시요 -  비록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행함에서 우리에게 실패란 없읍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믿음, 소망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실패로 놔두시질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기억하고 믿게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