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 설교 (또는)  “국가형제회 재무로 첫 6 개월 동안에  배운 것들” 최근에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성부께 승천하심,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도록(우리가  그분의 격려를 받아들인다면) 성령을 보내셨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소서! 이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성령의 은총으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물을 받지 않고 소유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우리들은 당좌 및 예금 계좌, 신탁 기금, 제한된  기금, 수입, 지출 등..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지급 능력?   예, 확실히 있습니다. 

2- $64,000 ?  이 액수는 지난 2년간  Q.행사장 취소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의 당좌 계좌에서 지불되었으며, 

2013년과 2014년에  축적된  “순수익”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는 충분한 예산내에 있었기 때문에  ($99,000 이상),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3-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   국가평의회 집행부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승인 (또  근거가 있으면 면 국가평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계약에도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4- Q.행사 의 성공 (재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중대한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자족할 것이고 어쩌면 약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5명이 지금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5- NAFRA에서 Q.행사 참석에 재정 보조?   참석자의 15%가 NAFRA 스칼라쉽을 받았으며, 또 여러 지구에서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6- H2O 사순절 기금 모으기 성과?  오늘까지 여러 형제회와  지구형제회,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3,732을 받았습니다.  

7- 재무가 해야 하는 일?  NEC의 선출직 평의원으로  NEC를 대표하여  선거 주재, 형제회 방문, Duns Scotus Formation 신탁 기금 관리, CSNA, CEF/TSSF 등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재무의 역할로는 Q. 위원회의 예산 준비, 받은 수표들의 입금과 장부 정리, 회원들이 형제회를 위해 사용한 비용의 지불,  청구서 지불과 모든 비용을 계좌별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 등입니다. 회원들로 부터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분기별과 연말 보고서 작성, 모든 기부금과 유산의 정확한 기록 관리, 신탁 기금 제공자에게서 오는 분기별 재정 보고서 검토와 매월 은행 잔고의 기록 확인 및 정리, 양성 교재 판매 기록 및 분기마다 지출되는 인세 계산. 

8- 놀라운 일?    Smokey Valley Printing에서 구입한 양성 교재 대금의 지급을  일부의 형제들이  미루는 것 같습니다. 2012년 까지의  체납 계정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9-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Smokey Valley로 부터 연체된 모든 청구서의 사본을 받았고, 2015년 현재의 연체 계좌에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일이 정리되면,  2014, 2013, 2012년의  연체계좌에 청구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10- 국가형제회 재무에게 요구되는 이 일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 지난 6개월간 매주 20-30시간이 들었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형제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쁩니다. 

 끝으로, 지구형제회로 부터 Fair Share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의 81%인 이 기금은 형제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서약자 및 입회자 1인당 $17로 예산을 세우고 승인했으므로,  지구형제회에는 $17 미만으로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국가형제회 예산의 어느 부분만을 골라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모든 지구형제회장 (혹은 대리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국가형제회 평의회와 국가형제회  집행부가 Fair Share 액수를 포함한 이 예산안을 투표하여 (2015년 10월 16일) 승인한 것입니다.  평화와 선, 

Jerry Rousseau, OFS – National Treasur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