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치스칸 백(Franciscan Bags) 
 
필라델피아 Punxsutawney 에 위치한 St. Clare 형제회 의 Joe 와 Joan 
Harclerode 은 2011년부터 보람 있고  사랑가득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들은 수술이나 병으로 부터 회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수으프 와 빵을 
담은 프란치스칸 백을  제공하고 있다. 
 
 
 
 
 

블레싱 백 (Blessing Bags)  
By Janie and mike Novello,OFS 
 

우리 회원들은 칫솔, 치약,손타올, 비누를 구입해 플라스틱백에 
넣는다. 그리고 성물과 “당신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Portiuncula 
형제회로 부터.” 라는 작은 메모를 함께 동봉한다. 봉투를 
부치기전에 우리는 이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이것을 블레싱 백(축복의 백) 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St. Petersburg 에 위치한 Bay Pines VA 병원 에 있는 

참전용사 자원 봉사자 사무실에 블레싱 백들을 가져다 놓으면,  이곳 직원들이 집없는 
참전용사자들에게 이 백들을 나누어준다. 
 
 

병자방문과 봉성체 전달 (Visiting the sick and bringing them Holy 
Communion) 
By Francis Staudenmann, OFS 
St. Joseph Cupertino Fraternity, Shrine of St.Anthony, Ellicott City, Maryland  
 
나는 지난 8년 동안 Rockville 에 위치한 Adventist 재활 병원에서 봉성체 
봉사자로 일하는 특수 사목을  해왔습니다.  
저의 모범이 되신  마라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사춘 엘리사벳을 방문 

하실때  그녀의 심장은 기쁨과 감사로 넘쳤고,  끝임없이  그녀의 아들을 찬송하며 엘리사벳에게 
가셨지요. 
 
제가 방문하는 환자들은 머리 부상이나 심장과 척추 수술 , 뇌졸증, 절단 으로 인하여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맞이하는 환자들 입니다. 
한주에 두번,  주일과 목요일에,  적어도 15명의 환자들을 방문합니다.저의 성당에서부터 
병원으로 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연민으로 채워 주시기를 청하고 제가 
병실에 들어갈때 주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미소지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청합니다. 특히 
새환자들의 병실을  들어갈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를 
환영합니다. 가끔은 환자들이 저의 방문을 거부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성심에 , 하느님께서 주님의 심장을 부드럽게 해 주시도록, 천천히, 
오랜동안 청원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인생들을 부드럽게 
만져주소서” 이렇게 청하며 저의 기도를 마칩니다. 
 
 
안전한 천국 상자(Safe Haven Box) 
 

Stigmata of St. Francis 형제회 회원들은 Arkon 지역 에 안전한 천국 
상자를 위한 기금 모금이라는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오하이오 법으로는 원하지않는 신생아나 자신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은 모르게 그들의 자녀들을 떠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기에 제한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 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좋은 시작이다. 이 baby box는  경찰서, 역전, 병원 등 
건물의 문이나 벽에 만들어 진다. 
이 비용은 $2700.00 에 상당하나 , 형제회 회원들은 이 상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 편집자는 어느지구 형제회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를 위해 
일하는 형제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감옥 사목 ( Prison Ministry) 
By mike Coleman, OFS 

 
나는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Beach 에 있는 Sacred Heart 형제회의 
회원이며, St.Mark의 감옥 사목의 회원이다. 감옥사목은 버지니아 
Capron 에 있는 Deerfield Correctional Center 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으로 짜여 있다. 우리는 방문과 기도 , 영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만약 사제가 함께하면 미사와 고백성사를 하도록 도우며, 
때론 그냥 그들과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들 모두는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들은 편안해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이들이 수감자가 아닌 , 인간적인 사람들 임을 
보게 되었다. 

인간, 함께 시간을 보냄을 즐거워하며, 기도와 미사를 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된것이다. 
작년에 나는 Deerfield 에서 세례식과 견진성사를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다른 수감자들도 
축하하는 것을 보는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 자선 봉사로 얻은 놀라운 결과는 수감자들과 형성되어진 관계이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을 돌보기 위해 왔지만, 나는 그들이 나의 형제임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된 것이다. 
 



 
 
Red Door Ministry 
By Patricia Serotkin, OFS 

 
Lady Poverty 지구형제회에서는 여러 형제회의 도움으로 
아웃리치(outreach)사도직활동을 하고 있다.활동내용은 http:// 
www.ladypovertyregion.org/ministries 에서 볼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활동은 Red Door Ministry 이다. 우리 피츠버그 지역의 
몇 형제회들은 이 사도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피츠버그 다운타운에 위치한 St. Mary of Mercy Church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공황(Great Depression) 동안에 시작되어진 
프로그램이다. 매일 100명 이상 필요한 이들에게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봉지(bag lunch) 를 제공 하고 있다. 
우리 형제회들은 매달 첫번째 와 네번째 토요일 에 The Red Door 에서  점심을 만들어 분배하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필요한 정보는 
http://www.ladypovertyregion.org/the-red-door 에서 볼수 있다. 
 
집없는 이들의 수호성인은 St.Benedict Joseph Labre…...3회 이시다.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Immigration Action) 
By Donna Hollis, OFS, Our of Guadalupe Region 
 
2016 과 2017년 2월 에 많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 EL Paso 
까지 왔다. 그리고  일부는 그들이  큰 도움을 필요 한때에 
피난처로 도움을 주는 Las Gruces로 버스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에서 왔다. 
많은 개인가정에서 그리고 Holy Cross Retreat Center ( 
꼰벤뚜알 작은 형제회)에서 이민자들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식사를 제공하고 깨끗한옷을 주며,의료진료와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를 도와 주고 있다.  이 과정 동안 Las Gruces 와 El 

http://www.ladypovertyregion.org/ministries
http://www.ladypovertyregion.org/the-red-door


Paso 형제회의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그들의 이민자들에게  HCRC(꼰벤뚜알 작은형제회) 에서나 
혹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거나 기부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이 사진은 식당에서 이민자들의 식사모습이며,  그중에 형제회의 재속 프란치스칸봉사자가 
생후2주된 신생아를 안고있는 모습이 있다. 도움을 받기전에는 몰랐던 이민자 가족들이 서로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 받았던 이야기나 위협받았던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버리고 떠나온 이야기를 나눔으로 서로 결속되어 진다. 
 
이민자들의 위험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피난처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Las Gruces 의 교구 의  Cantu 주교 , 그리고 HCRC 의 드랙터이신 Fr.Tom 
Smith, Conv께서는 이민자들을 열렬히 지지해 오셨으며 그들의 대변자로 말씀해 오셨다. 
이민국은 Las Cruces 에서 범죄배경이 있는 이민자들을 색출하기위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을 
급습하고 있다. 불행히도,  추방은 어느 이민자에게도 일어나며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돌려 
보내진다.  그들은 이민자들이 현재 여기에서 여러해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들과 
자녀들로 부터 결별하도록  가족으로 부터 떼어 놓는다. 
우리는 이민자들에게  우리가 약속한지원과 도움을 계속 하고 있다.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주는것이 우리의 사명이다.이노력은 이 교구에서 우리를 묶어주며 심지어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께 하게 하며  소외된이에게도 도움을 준다. 
Las Cruces 와 El Paso 에 있는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이 노력의 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것이다. 
 
재속프란치스칸회의 회칙중 제2장 : 생활양식, 회칙19조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 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