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C 중부 지역 총회 요약
2013 년 9 월 13-15
온타리오 피커링 Manresa 피정 센터
주제: 2010 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불태웁시다: 그리스도의 탄생
-------------------------------------------------------------------------------------------총회는 CLC 의 하이티 사람들을 위한 공동 사도직 사명 3 주년을 기념하기위한 한 부분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2010 년 총회를 재방문하여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였습니다.

PARTICIPANTS:

참가자:

City of God
Companions
Companions of Jesus
Companions Upper Room
CVX French Canada
Embraced in Divine Love
Fishers
Fruitful Garden
Holy Ground
Joyful Seekers
Northern Lights
Burlington
Ottawa
Our Lady of the Way
Pilgrims on a Journey
Rooted in Christ
Roses of Mary Toronto
Spring of Living Water
Upper Room
The Oratory
Vine Community

Tom Goettler, Dorothy Goettler, Magee McGuire
Fr. JP Horrigan, Pandora Khor, Peter Nightingale, Elaine Regan-Nightingale
Christa Streicher
Kyoko Leung
Dominique Cyr
Margie Gillis, Phyola James, Fred Lawler
Fran Morrison, Michelle Willoughby, Jewel Laciste
Mary Stevens
Peter Peloso, Barbara, Peloso
Jim Scherer
Mary Balfe, Tom Balfe
Julie Dwyer-Young
John Sumarah
Tony Salvosa, Yvonne Stewart, Rev. Ken Sylvan
Adrienne De Schutter, Tarcia Gerwing
Daphne Stockman
Laarni Muya
Judith DeWitt, Lidvina Yoon
Sylvia MacInnis
Tim Thomas
Margaret Kim, Clara Ye

포도나무 공동체

마가렛 김, 클라라 예

EA

JP Horrigan

Guest
Facilitator

Fr. Mario Serrano
Jack Milan

2013 년 9 월 13 일 금요일
WELCOME AND INT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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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조절자, Adrienne De Schutter 가 오후 7 시 15 분에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총회의 목적을
검토하면서 개최했습니다. 도미니칸 공화국 예수회 사회기관인 Centro Bono 의 사무국장인 Mario
Serrano 예수회 신부님이 성공적으로 하신일과 현재 진행중인 계획들을 나누기 위해 초대되었다는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부지역 국가 담당자 Judith De Witt 이 CLC 국가 지도신부이신 Charles Pate 가 보내신 우리의 토의가
하느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한다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총회에 도움이될 피정집안내와 규칙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OPENING PRAYER:

시작기도:

시작기도는 Margie Gilles 이성모 마리아의 엘리자베쓰를 방문 (visitation)을 묘사한 두여인의 슬라이드를
보이며 “Open My Eyes Lord” 라는 노래로 이끌었습니다.

OUR PERSONAL GRACED HISTORY: 개인적 은총의 역사:
Jack Milan 의 주관으로, 총회에 모인 회원들이 그 당시 우리들 각자가 CLC 어느선상에 있었을때 이
은총으로 이끌림을 받았는지 개인적 은총의 체험을 나눌수 있기 위해 7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내가 다른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때 무슨 감동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룹 나눔의 결과와
의견들 입니다.
o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은 모든이와 그들 삶의 모든곳에 함께 하심.

o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들을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심.

o

하느님은 모든곳에 계심;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뜻대로 대답 하심.

o

하느님의 우리의 생활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

o

하느님은 여러 다른 방법을 쓰시며 우리는 우리가 어떵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름.

o

우리 삶안에 현존하시는 우리를 변화 시킬수 있는 하느님의능력

o

훌륭한 경험들의 태피스트리(무늬를 만들어 짠것)

o

하느님은 오늘밤을 지나 더큰 영광을 위한 길로 향해가도록 일을 꾸며 놓으셨음.

2013 년 9 월 14 일 토요일
OPENING:

시작:

Adrienne 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Margie 가 신명기 1 장 29 절부터 31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의
오늘까지의 여정에 비교하는 시작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OUR COMMUNAL GRACED HISTORY:

공동 은총의 역사:

Jack 이 주관하여 오늘까지의 CLC 중부지역의 공동 사도직 사명을 위해 한일들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의 전체적 기록은 이 문서 부록 1 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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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은, 하이티의 가난한이를 위한 사명에 관한 긍정적(그리고 부정적) 체험들을 나누며 깨달은
회원들의 전반적 헌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회원들은 이것이 CLC 중부지역을 위한 예언적

부름이였음을 지적 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관찰한 바로는 “저는 미션(사명)이 CLC 에게 가능하다는것을 보았습니다. CLC 는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여 일할수 있고 이 사명을 통해 회원들은 더욱 충실하고, 헌신적이고 활동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명으로 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 졌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일 하시는 방법입니다 –
이것은 확실히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새로운 회원들 몇명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동 사명대해 혼란스럽고 이에 관해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이것은 보다 나은 정보 통신이 필요하다는것을 강조해 주는계기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록 아직은 초기이지만 이 모험에 대한 사명의 성취감과 성공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THE AFTERNOON INCLUDED A SERIES OF PRESENTATIONS:

오후에 있었던 여러가지 발표:

o

Mary Balfe 의 2010 년 공동 식별 검토

o

Mary Balfe 의 세계 총회 발표

o

히스파니올라 (도미니칸 공화국과 하이티) 빈곤의개요 - JP Horrigan 신부님

o

Adrienne De Schutter 의 2011 년 답사

o

Jewel Laciste 의 2012 년 답사

o

Leanne Salel 의 2013 년 하이티 지원기 CVX 피정

o

Mario Serrano 신부님의 Centro Bono 개요

o

Mario Serrano 신부님의 4% 운동을 통해 배운 교훈

LEBANON ASSEMBLY 2013:

2013 년 레바논 총회:

CLC 캐나다 영어권 국가 공동 회장인 Mary 가 젊은 성인그룹의 Leanne Salel, Elaine ReganNightingale 과 함께 참석했던 레바논에서 있었던 2013 년 16 번째 세계 총회의 개요를 발표 했으며,
그들이 레바논에 가있는동안 기도해준 모든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강조 한것들
입니다:

o
o
o
o

이냐시오 평신도 공동체의 450 년 축제;
다양한 국가들과 문화권의 참석을 총회에서 인정하고 축하 했습니다;
보츠와나, 과타말라 및 리투아니아의 새로운 공동체들을 환영 했습니다.
CLC is an apostolic organization for lay members, and there are different levels at which they
can participate:

o

CLC 는 평신도 사도적 조직이며 평신도들은 여러수준에서 참여 할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는 다른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적 활동 의 실행을 통해

-

한 집단으로 단체적으로 참여

-

국제적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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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것을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들은 그들의 이냐시오 평신도 사명을 일상생활에서
살아야 합니다.

CONTEXT FOR POVERTY AMONG HAITIANS:

하이티사람들의 빈곤에 대한 배경:

JP 신부님이 하이티의 파괴를 둘러싼 부정적 미디아 에의한 혼란함을 명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
대부분의 손상은 Port au Prince 시였고 그래서 국가 운영할 사회적 생산 기반이 없어져 버렸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CLC 는 일거리를 찾아 도미니칸 공화국으로 이주한 하이티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있었습니다. Adrienne 이 히스피니올라 (도미니칸 공화국과 하이티) 답사로부터 받은 힘에 대해 얘기
했습니다. 그녀는 La Cienauga(늪지대)의 학교를 후원하고 있다는것과 이학교의 자금을 협조해 주는
벨지움 그룹과의 협조에 대해 얘기 했습니다. CLC 는 전체적으로 돕는 방법으로 기여하며 올해도 자금,
교사, 심리학 의사와 영양에 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Leanne Salel 이 스카이프로 총회에 참석하여 하이티 청소년 지원기 CLC 그룹의 양성을 위해 Giles 과
함께 하이티에 갔었던것에 대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계속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지원에 필요한것을 식별할것을 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이티 CVX-CLC 가 꿈인 세계
공동체가 되는 소망의 일부가 되는것은 흥미로운 과제가 될것이며 문제들중 하나는 누가 대부가 되느냐
하는것일것 입니다.

Leanne 은 최근 British Columbia 로 이주 하였으며새로운 밴쿠버 CLC 에

참여하는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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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HAITIANS IN THE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칸 공화국내의 하이티사람을 도움:

Mario 신부님은 도미니칸 공화국 센트로 보노의 사무국장 역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미니칸
공화국에 있는 4 개의 센트로 보노의 조절자로 일하시는 외에 사회적 정치적 문제 및 국가안의
종교적지도 와 영성적 지부를 개발하고; 네트워크 구성, 로비와 옹호를 통해 지도자 와 청소년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Mario 신부님은 교육을 위한 국가 GNP(국민 총생산)의 4%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신 전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국민의 권리 였습니다.
현재 그의 우선순위는:
o

정당한 세금 – 예산을 분석해서 사람들을 교육

o

하이티 이민자 – 가장 가난한 사람들; 친절하기 위한 운동;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경영 협정;
하이티 사람의 자손으로 도미니칸 공화국 사람
환경 및광산 – 두 국제적 회사에 의한 광산때문에 물 수원이 끊김

끝으로, 그의 조언은:
o

구조에 초점을 둠: 더 필요할수록 보편적으로 더욱 좋음

o

서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o

가난한 사람들과 접촉하여 영감, 희망과 힘을 찾음

o

약한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일함

2013 년 9 월 15 일 일요일
OPENING:

시작:

Margie 가 우리들을 분리하고 있는 벽을 헐어버리고 기쁨을 선포하자는 시작기도로 아침의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NEXT STEPS FOR THE REGION:

지역의 다음단계:

브레인스토밍 세션 (brainstorming session) 결과로, 여기서 나온 제안을 토의하고 공동 사도직 사명의
필요조건에 대한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결정하기 위한 워킹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세한것은 이 문서 끝 부록 2 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참조해 주십시오).

CLOSING MASS: 마침 미사:
마침미사는 JP Horrigan 신부님이 주관 하셨으며 CREXCO (중부지역 집행 위원회)의 새로운 회원의
취임을 포함 했습니다, 즉:
o

Magee McGuire, 국가 중부지역 대표

o

Elaine Regan Nightingale, 양성부 대표

o

Phyola James, 중부지역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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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절자/공동 사도직 사명 계획 수행자 및 중부지역 재무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주: 총회후 Phyola 는 다른일들에 대한 약속 때문에 비서역활에서 철회 했습니다.

CLC 중부 총회
2013 년 9 월 13-15
BRAINSTORM SESSION 브레인스토밍 세션
부록 1: 토요일 아침 하이티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공동 사도직 사명 평가
동사는 공동 사도직 사명을 지원한 활동을 나타 냅니다
기도

토론

사업거래

청원서 서명

평가

기부

공동 작업

자료 일람표

교육

이 메일

보고

연구

친구 만들기

여행

지원

전화

편지쓰기

상상

번역

기사 쓰기

연결

조정

독서

모임에서 연설

계획

기금 모금

모집

축하

답사
때와 일어난일들의 평가

긍정적:
-

집단적 모임 – 경험 나누기

-

중고 가정용품 판매 –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과 헌신의 이야기를 들을떄, 그들은 관대해짐

-

CLC/CVX 의 공동 사명- 공동 사명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설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줌 –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단결을 만듬

-

기부자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있음 – 우리의 기반은 강한 그 무엇인가 에 있음 – 하느님

-

프랜시스 교황님이 CLC 의 표본 – 복음 전파

-

도미니칸 공화국의 CVX 와 사명에 대해 나눔 (지역의 자매들과의 또다른 통신의 방법 – 이야기를
나눌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줌 –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는 징조)

-

우리는 단지 표면에만 있었습니다 – 더욱 좋아질수밖에 없습니다

-

누구든 하이티를 방문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눌때 간단한 생활 양식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 그룹의 한회원이라도 답사를 가고 그것을 나누면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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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

Leanne 과 Giles 이 Port au Prince 피정에 갔었음

o

6 월 – 가라지 판매에서 $1,100 모금 – 키치너에서 3 단체가 집단으로 비속에서 한 일
(이야기를 나누고 지원을 받았음 – 물건들을 함께 정리. 사람들은 힘을 얻었음 – 참으로
중요함)

o

11 월 - Rooted in Christ CLC 그룹이 하이티로 부터의 사진이 동기가 되어 성탄을 위해
화환등을 판매 – 강한 이미지에 연민의 마음이 생겼음

-

2011
o

2011 1 월 – 첫번째 CLC/CVX 합동 히스파니올라 답사 – 9 명 – 우리의 눈이 띠었음; 그
경험이 다른 그룹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힘/격려가 되었음

o

토론토 젊은 그룹은 하이티 모금을 위해 토론토 다른 그룹과 협조하며 한달에 한번씩
미사후에 도나쓰와 커피 판매

o

한 젊은 여인은 스프를 지하철을 사용해 나를 의지를 보여 주었음 – 헌신과 희생을 보여줌

o

처음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음

o

JP 신부님의 도미니칸 공화국 방문 – 그저 기부금 지원을 제공하는 이론적인 좋은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일로 만들기 위해

o

Ovaminte – 협동조합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도록 여성에게 생활임금을 지불하는
영감을 받음

o

Bernard, Andree; Leanne 이 캐나다 CVX 에 합세 – 하이티 사명에 CLC 와 CVX 의 다리
역활을형성 (LeeAnne, Beth 는 동부와 서부의 다리역활)

o

2011 년 10 월 – 4% 교육 – 세계 CLC/CVX 가 정치적 압력으로 응답 – 헌법은 도미니칸
공화국 정부가 4%를 교육에 써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들이 함께 정치적 압력을 가해
4%를 얻어냈음.

-

2010 –
o

JP 신부님과 Mary 가 Michael Churney 와 만남

o

Spring 2010 – Council says Yes to CBX Canada (preceded Michael Churney’s comment).

o

2010 년 봄 – 위원회가 캐나다 CVX 에게 ‘예’라고 대답했음 (Michael Churney 의 설명전에)

부정적
-

공동 사명때문에 회원들이 떠났음
o

공동사명에 질식할것 같이 느꼈음; 다른사람들을 그들의 영역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그룹안에서 그들 자신의 기도생활 경험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

o

사역이 밋밋하게 될것이라는 두려움때문에 저항 (피로에 대한 두려움, 명확하지 못한것;
전부이거나 아니면 하나도 아니거나에 대한 두려움)

o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세지에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그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할땐 불편함

o

사람들은 단체 활동을 위해 그들의 개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음

o

사람들은 CLC 여정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CLC 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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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속적 교육의 필요 – 회원들이 맥락(배경)을 알아야만 함

어떤 효과적인 의사 소통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교육은 엄청난
작업이며 힘들고 보상없는 일입니다 – 동기를 갖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기를 갖게 할수는
없습니다.
다른 통신 방법을 써야 합니다 – 더 많은 사진 과 적은 글; 기대를 좀 낮춤. 공동 사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적 미디아 – 자금이 잘전해지지 않음 – 부정적 뉴스때문에 의심

-

낙담 – 우리는 더큰 조직의 일부; 공동 사명은 아주 혼잡함;

-

우리는 비극을 고칠수는 없습니다 – 고통앞에서 무기력; 이냐시오의 도구를 쓰십시오 – 평가
부록 2: 앞으로 전진 – 토요일 아침
“우리의 역사가 내게 말하길..” 에 대한 응답:

-

위험을 감수하는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

우리의 초점을 옮김 – 부화하는것 처럼 성장

-

부정적 보다는 더 많은 긍정적 (부정적 안에서 조차도 긍정적인것이 있습니다)

-

공동 사도직 사명(CAM) 은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볼수 있기때문에 성공적 입니다

-

우리가 사명을 선택한줄로 생각하지만 Mission(사명)이 우리를 선택 했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빵 다섯개를 가져왔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증가시키시도록 합니다

-

우리가 ‘아니오’ 했다면, 우리는 은총의 근원을 놓쳤을것입니다

-

대형 협력의 힘, 특히 4% 운동

-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초대에 응답했고 예수님께서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

우리가 “예” 할때, 하느님은 우리를 놀라케 하십니다

-

아직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이티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는 증거가 보임

-

기도, 이냐시오 도구들을 내면화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협동 활동

-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것보다 더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예언적 부름에 대한 응답이였습니다;

-

2 번째주의 은총 – 하이티 사람들을 위해 하이티 밖에서 일할떄; 3 번째주의 은총 – 하이티 안에서
일할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 하이티에 가십시오;

-

중부지역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성장”은 “주는것” 이상 이며 받는 사람 이상 입니다;

-

CLC 가 눈에 띄는것은 사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내게 말하길 우리가 해야 할일은...” 에 대한 응답:



실의와 좌절에서 오는 고통을 무릅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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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동체가 아니라 선택하는 공동체들은 하이티를 계속 지원 합니다;



일반원칙 #8 과 복음전파로의 부르심(통합 접근방식)을 통합하여 영성수련의 3 번째 주의 경험을
얻습니다 – 전체가 부분들을 합한것보다 크다 ;



통신을 위한 좋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협력과 협동을 기르고 강화 합니다;



Port au Prince 지원기 CLC 와 늪지대 학교를 통해 숙고하며 활동하는 지역이되어 40 주년을 축하
합시다;



우리의 예언적 부름의 통찰력과 은총을 우리의 공동체로 가져 갑시다;



새로운 공동체와 공동 사도직 사명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함께함을 계속 합니다 – 자선과 정의;



각 공동체가 회원들이 공동 사도직 사명의 의미를 공동체로 가져오는 수단으로 답사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어제밤에 들은 마리오 신부님의 정보를 전달 합니다;



개발과 평화 단체와 좀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 합니다;



다른 연합 조직과 협력 – 우리는 작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추진하고 개발할 워킹그룹을 승인;



젊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미디아 네트워크를 장려 합니다;



보다 광범위한 상황 사태와 상호 연결을 보도록 장려 합니다;



초점을 맞춤 – DSSE (식별, 파견, 지원, 평가)



CLC 의 3 기둥이 서로 연관있고 똑같이 중요한것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에 헌신합니다;



국제적 광산 문제나 다른것들을 맡기전에 우리의 하이티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평가, 식별하여결정
합니다 – 초점을 맞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계획” 과 “사명”을 예수님안에서 명확히 합니다;



공동체가 공동 사명에 대해 4 “성장 단계” 문서를 조사하도록 격려 합니다;



회원들의 능력과 참여 가능성에 따라 현실적인 기대를 합니다;



CLC 캐나다가 하이티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을 채택할것인지를 식별해 주기를 청함으로 우리의
사도직 사명의 CLC 연합을 형성하고 중부지역이 다른 국가와 접촉하여 하이티에 대한 공동 문제를
찿아 냅니다;



지역에 공동 사도직 사명을 위한 워킹그룹으 형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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