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번 째, 5 년마다 열리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축제, 2021 
 

대 축제 
 

마치 우리의 아리조나의 눈부신 아침 햇실이 사막 지대를 뜨겁게 달구 듯, 우리의 가슴 또한 
성령으로 타 올라, 2021 년 대 축제를 준비하며 진행시켜 가는 길이 진실되고 정열적인 프란치스칸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앞 길을 밝게 비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제안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불태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 이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제안과, 새로운 순서와, 새로운 활동들을 
마음을 활작 열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는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교회를 새로 재건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하여, 우리 아버지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로워지게 하라는 불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서 진실된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회원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Q 2021 축제를 준비를 위하여 가슴을 
열고 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십시요. 더불어 이미 Q 준비위원회를 돕기로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임무내용: 
Q 2021 각 준비위원회 임무내용을 쉬 나눌 수 있기를 기대 함니다. 
 

장소와 날자: 
20 회 OFS Quinquennial Congress 가 열릴 장소는 340 North Third St. Phoenix, 
Az, 85004 에 위치한 Sheraton Phoenix Downtown Hotel 입니다. 따라서 의문이 
있으시면 sheratonphoenixdowntown.com website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투숙객 1,000 명을 받아드릴 수 있으며, Franciscan Saint Mary’s Basilica 
건너편에 있습니다.  
 
모임 2021 년 8 월 18 일에 시작하여 8 월 21 일까지 계속 되며, 관광은 8 월 22 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Phoenix 시 중심가나 서늘한 고산 지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3 일 미리 오시거나 정규모임 후에 머무시도록 계획을 잡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로고 도안 콘테스트 



축제 주제를 위한 로고 도안을 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작품이 츅제 의 
주제를 들어냄에 아주 탁월한 작품들이였습니다. 준비 위원회에서는 로고의 최종 
도안을 선택할 예정이며, 선택된 도안의 주인공에게 채택됬음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티 셧스 수집 
타우지 광고난에 기재 되었 듯이 티셧스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티셧스를 수집하고 
있는 곳의 주소가 결정되였습니다. 티셧스를 보내실 곳은: 
J & J Window Sales 
c/o Jan Parker OFS, 600 Cepi Dr. Chesterfield, Mo. 63005 
 
우리의 목적은 프란치스칸의 주제를 이용하여 카우치나 침대 끝을 덮을 수 있는 자그마한 덮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잘 활용하면 지구나 단위 형제회에서 
배너나 벽걸이로 개조하여 쓸 수 있는 작품이 되겠지요. 
 
Quilters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품을 평상시에 즐기고 있으며, 그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직물의 작품들을 
즉길 줄 아는 사람들을 또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형제회의 배너 사진도 필요합니다 
Donna Hollis 자매님이 사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시는 경우, Donna 자매님께 
알려주십시요. 사실상으로 모든 지구 형제회가 지구 형제회를 들어내는 배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단위 형제회의 배너도 환영합니다. 자매님의 이-메일 주소는 
donnadancerfeet@aol.com 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매일의 회개생활에도 성령께서 도와 주시기를 빕니다. 
 
대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2021 Quinquennial Committee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위원장, Susan Simeone, 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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