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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n Parker OFS 

 

급료 지침 – 지난 1 월 NEC 모임에서는 국가 영적보조자 회의(CNSA)의 조언에 따라 급료 문제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급료 지침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형제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 여행 경비, 숙식비 그리고 재속프란치스코회 봉사에 쓰인 공적인 비용. 

(2) 영적보조자는 여비, 숙식비와 합당한 공적 비용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류 기한에 따른 

기본적 비용에 더하여(i.e. love offering) 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NS 18.8 과 26.2). 형제회 정기적 모임, 

평의회, 사목적 방문, 선거나 그들의 방문이 요구되는 행사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재속 프란치스코 영적보조자도 성직 또는 다른 소속의 영보와 같은 대우 즉 경비를 제공해야 됩니다. 

(4) 형제회 방문이나 선거를 행하는 OFS 회원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경비와 (i.e. love offering)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NS18.8 & 26,2). 

(5) 지구형제회는 산하 단위형제회에 합당한 액수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6) NEC 는 피정이나 워크샵 등에서 봉사하는 OFS(영보가 아닌)에 대한 후한 보상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OFS 회원 당사자가 자신이 과한 보상을 받았다고 사료되면 자선기관이나 

지구형제회 또는 NAFRA 에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7) 선출되거나 지명된 많은 OFS 회원들과 또 그밖에 다른 회원들도 무보수로 시간을 내고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 회와  율수 3 회관구의 관계 – 지난 1 월 NEC 와 CNSA 의 합동 회의때 우리는 1 회와 율수 3 회 관구장 간의 

소통과 또한 OFS 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단계로 주관구장이 연계되는 단위형제회와 

지구를 알 수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CNSA 총무인 Cyl Maljan-Herbelin 은 주 관구장, 주 영적보조자와 수사회의 회장에게 배포할 재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재료는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1) 주 별 또는 OFS 지구 별로 분류하여 주와 연계된  

단위형제회 안내 책자; (2) 각 주 안의 OFS 지구를 표시한 천연색 지도; (3) 국가 단위의 안내 책자. 지구와 단위 

형제회는 뉴스 레터, 인원 명부 또는 행사 공지등을 관구장이나 영보에게 보냄으로써 소통할 것을 

장려합니다. 해당 관구장이나 영적 보조자의 이름과 주소는 국가 안내 책자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영적 보조자 양성 가이드라인 ㅡ 1 회나 율수 3 회에 속하지 않은 영적 보조자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전체 

영적 보조자 회의에서 5 개의 필수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프란치스칸 가족 커넥션 ㅡ 국가 영적 보조자 회의 

(CNSA) 에 의한 문서인 미국내 현재의 양성 프로그램 ㅡ 5 개 항목이 설명됨. CNSA 와 국가 형제 평의회로부터 

공동 승인이 된 영적 보조자 훈련을 위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NEC 는 동의했습니다. 



이들 지침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각 지구는 세부적인 것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NEC 는 2-3 개 표준 교육 

과정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6 제 5 주년 (“Q”) ㅡ 지난 호 TAU-USA 에 알려진 것처럼 2016 회의는 6 월 30 일- 7 월 4 일 St. Louis, MO 

에서 개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번 호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Q” Chair 는 Susan Simeone 이며 핵심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judy Haupt, Kate Keinert, Barb Morgan 과 Kathy Wohnoutka.  Mary Anne Lenzi 는 Q 

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양성 – Mary Anne Lenzi 가 이끄는 NAFRA 양성위원회 팀 주관으로 2015 년 8 월 28- 30 일 기간 전국의 각 지구 

양성 디렉터 모임을 Independence, Missouri 에서 개최 합니다. 이 형제 행사는 우리 모두에게 “be who we are 

called to be” 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The “For Up to Now”(초기 양성의 기본 주제)는 여전히 OFS 양성에 

기초이며 비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평창보(JPIC) ㅡ 국가 JPIC 펑화 피정이 8 월 20-23 일 Our Lady of the Snows, Belleville, Illinois 에서 열립니다. 

JPIC Chair 인 Carolyn Townes 은 우리 모두가 JPIC 법칙의 중심에 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JPIC 는 우리의 영역 밖이며 과외의 일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JPIC 는 우리의 

일상 생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청소년 ㅡ 청소년 위원회 의장인 Sue Nelson 과  Christy Nelson 은 OFS 청소년 디렉터를 위한 ‘Shine” tool kit 과 

안내 책자를 거의 완성. 현재로 30 지구 가운데 24 지구에서 OFS Youth Director 가 임명 – 축하합니다! 9 월 

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있는  프란치스칸 정신을 고취하는 전세계 가족 모임에 NAFRA Youth Commission 이 한 

부스를 후원할 것입니다. 

 

괌에서의 형제 자매들: Padre Pio Emerging Community 는 미국 국가 형제회에서 후원하며, 임명된 회장, 

Violeta Manibusan OFS 가 국가형제회 이멜 주소에 추가되었습니다. Violeta 는 2015 년 10 월 에 Clinton New 

Jersey 에서 있을 NAFRA Chapter 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