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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평의회(NEC)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선출된 NEC는  

2015년 12월 3일에서 6일까지 성 요셉 수녀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뉴욕 알버니에서 첫 

모임을 갖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누며 함께 열심히 일하였고, 계속해서 1월 6일과 28일, 2월 

11일 전화 회의를 통해 일했습니다. 아래는 이 모임들의 중요 결과들입니다. 
 

2016년 Quinquennial (5년 정기모임) 

Q 장학금 

NEC는  Q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을 돕기 위해 10,000불을 할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보조는 전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여되며, 재속 프란치스칸 회원은 개별적으로 국가회계에게 

웹사이트의 신청양식을 사용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평의회는 소속 형제회들이 

국가형제회에 보조를 신청하기 전, 자체적으로 재정 보조를 강구하길 권합니다. 
 

Q 숙소 

2016년 Q가 개최되는 르네상스 샌인트 루이스 공항 호텔은 모든 참가자가 사전 예약을 할 

경우 600개의 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을 확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참석 희망자들이 사전 등록과 사전 방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6월 9일 이후 

등록자에게는 숙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Q 초대 

1회와 율수 3회 관구장님들과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들께 2016년 Quinquennial 초대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NEC는 각 지구형제회가 소속 영적보조자들을 Q에 초대하고 해당 비용을 

맡아주기를 권장합니다. 
 

2015-2018 위원회와 위원회장 임명 

NEC는 2015년 모임에서 국가위원회에 관한 여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평환 위원장 캐롤린 

타우네스와 양성 위원장 메리 앤 랜지를 2018년 가을에 있을 선거 총회까지 3년간 

연임하였고, 국가 위원회장들과 특별 사업 임명자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임명하였습니다. 
 

청년과 청장년 위원회 - NEC는 많은 토의와 숙고 끝에 앞으로의 청년들을 위한 노력 방향 

설정을 위해 국가형제회와 함께 일년간 더 숙고하기로 결정하였고, NEC가 권장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청년 위위회장 임명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 위원회 지침 

국가위원회 지침이 검토 중입니다. 이 지침은 국가위원회의 임명과정과 모임과 보고 요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 위원장들과 국가형제회 평의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영적보조자 총회 (CNSA) 

작은형제회 밥 브레디 수사님께서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총회장으로 계속 수고하시겠고, 

율수 3회 크리스토퍼 파나고프로스 신부님과 카푸친 작은형제회 알렉산더 에스카레자 

수사님께서 국가 영적보조자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수사님들 환영합니다! 
 
 



지구형제회와 수사 관계 증진 

NEC는 각 지구형제회가 해당 관구장과 관구영적보조자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를 강하게 

권장합니다. 방법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NEC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 관구장, 

관구영적보조자, 수도원에 지구형제회 소식지 보내기, 지구형제회 행사(총회, 피정 등) 공지와 

초청, 년례 보고서 제출, 단위형제회 년례 보고서를 관계 관구영적보조자께 보내기 등 방법이 

있습니다. 
 

성소 위원회 / 소셜 미디어 

성소위원회장 제인 디로스-베이만이 성소와 대중 매체 사용에 관해 매월 전화 회의를 주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양성 교재 스페인어와 한글 번역 

레스터 바하 신부님의 프란치스칸 여정 스페인어와 한글 판이 올 해 사사분기 초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국가형제회 여행자 지침 

여행 경비 보조 개정판이 승인되어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 올려졌습니다.  
 

H2O 프로젝트 

정평환 위원장 캐롤린 타우네스가 년례 사순 활동 일환으로 모든 지구형제회 봉사자들과 

정평환 위원장들에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2016년 2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H2O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을 년간 계속됩니다. 
 

NEC 일정 

NEC는 2016년 3월 4일에서 6일까지 조지아 애틀렌타에 모임을 가지고, Quinquennial을 

마치고 2016년 7월 4일과 5일 샌인트 루이스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MercyHour – 자비의 희년 기회 

전 국가형제회 봉사자 톰 벨로와 죤 클렘이 웹사트 ”MercyHour”를 만들었습니다. 

“MercyHour”에 신청하시면 매일 묵상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웹의 “About”에 신청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mercyhou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