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연례강화 안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여 올해 연례강화는 각 지회(팀)별로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기본 프로

그램을 관구위원회에서 각 지회로 제공하였다. 연례강화 주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마태 6:10)이며, 주님의 기도 안에서 살레시안으로서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

였다. 

◆ 살레시스는 6월27일 59차 월례모임을 하였으며, 사도직활동으로 비누 만들기를 하고 있다.

◆ 양성학교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2020년 1학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63명, 광주 68명이

수강 중이다. 6월 강의는 28일 영상촬영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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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관구위원회(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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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생활계획 - 회헌해설

제36조. 지회

§1. 협력자회의 기본 조직은 지회이다. 보통 지회에는 특정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살레시오 협력자
들이 함께 모인다. 모든 지회는 해당 관구장이 지명한 담당자를 둔다. 지회는 우선하여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수도회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가 운영하는 공동체 안에 설립된다.

§2. 지회는 지회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관리하며, 지회 회의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지회위원을 선
출한다. 지회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지회위원장을 선출하며 각 위원들의 담당역할을 정한다. 담당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며 투표권을 가진다.

§3.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이끌린 선의를 가진 모든 남녀는 그리스도교 종파나 종교, 문화와 관계없
이 “돈 보스코의 친구”로서 지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핵심 주제
1. 지회 : 협력자회의 기본적인 조직

2. 협의체제

3. 교회 일치 운동

해설

A.  돈 보스코의 구체적인 의지에서 시작하여 살레시오 협력자들은 맨 처음부터 지회라고 불리는 그룹으
로 조직되어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요구에 응답하여 사회-특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좋
은 일을 할 목적으로 "작은 노끈들 묶음"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로 뭉쳤다. 그러므로 협력자회는 지역 교
회에서 우리의 가장 미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이 정신으로 살레시오 협력자는 자신의 지회에서 협력자회 삶을 살면서 형제적 사랑의 친교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실현한다. 지회는 살레시오 협력자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고, 함께 공유하고 대처함으
로써 각 회원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동시에 사목적 사랑 안에서의 협력은 지회 전체의 성장을 가
능하게 한다. 사실상, 협력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조직인 지회는 전체 협력자회의 운영 기반
으로서 에너지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지회 설립을 위해 SDB 또는 FMA 관구장이 동의를 받는 법적인 행위는 카리스마적 유대의 가시적 표
지로서 돈 보스코의 거대한 사도적 마음에서 잉태된 한 가족 안의 세 소명체인 살레시오회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 및 협력자회를 한데 묶는다.

B.  이 조문의 두 번째 조항에서 핵심 단어는 "협의체"이다. 이것은 지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회의 모
든 회원들이 선출한 지회 위원회는 해당 지회의 활동을 인도하고 고무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서, 관구
장 및 세계위원회와 협력하여 초기 및 평생양성을 위한 양성 여정을 제안하고. 사회적 현실 안에서 교육
적인 사도적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과 계획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위원회는 친교와 목표에 대한 형제애적
나눔, 그리고 이에 따라 "공동으로 내린" 결정을 따르는 정신으로 활동하여 이 정신을 표현한다. 이것은
단순한 민주주의의실천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와 가치의 일치, 뚜렷한 공동 책임감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C.  세 번째 조항은 돈 보스코 카리스마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후략)

더 보기

https://asscc.kr/p/11782


살레시오회 성인 소개

성요셉카파소 Santo Giuseppe Cafasso (1811-1860)

성요셉카파소(Josephus Cafasso)가 살레시오회의성인이라고 하는것은그가

성요한보스코(Joannes Bosco)와 절친한 친구이자영적지도자였기 때문인듯하

다.  그러나그는교구사제였다.  이탈리아피에몬테(Piemonte) 카스텔누오보 다스

티(Castelnuovo d＇Asti) 태생인 그는농사를짓는부유한 가정에서태어나토리노

(Torino) 신학교를 다녔다. 

그는 1833년에연령미달에 대한관면을받고사제로 서품되었다.  사제서품후

토리노에서 신학공부를계속하였으나 항상미흡하다고생각하던 중에성프란치스

코성당에소속된 학교에서영적인고향을 발견하였다. 

그는성필리푸스네리우스(Philippus Nerius), 성프란치스코드살(Francis de 

Sales) 그리고성요한보스코와 떼어놓을수없을정도로 가까워졌고서로영향을

끼쳤다.  그들중에서 요셉은가장탁월한설교자였다.  그의설교는북이탈리아에

퍼지기시작하던 얀세니즘(Jansenism)을 퇴치토록 하였다. 

또그는돈보스코를 설득하여소년들의신앙교육에 헌신토록한사람이기도 하다.  1860년봄그는자신의 죽

음을예고하고 그해 6월 23일토리노에서운명하였다.  그의장례식에서 요한보스코성인이강론하며 그의성덕

을추모하였다.   그는 1947년교황비오 12세(Pius XII)에의해 시성되었다.  축일은 6월23일이다. (가톨릭굿

뉴스에서내용을 가져옴)

세계소식 : 돈보스코동문회 창립 150주년기념

돈보스코동문회는 2020년6월24일 창립 150주년을맞이하여 2020.06.24 ~ 2021.06.24의 1년을동문회

창립을특별히 기념하는기간으로설정하였다.

세계동문회장마이클 호트(Michal Hort)씨는 오늘수많은동문들이 세상에서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으

로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고,  전세계동문들에게 “오늘과 내일그리고 앞으로의 150년을향하여돈보스코의 진

정한아들과동문이 되기위해항상감사하는 마음으로서로를도와가며 나아갈것을격려합니다.”라는 기념메시

지를보냈으며, 동문회세계담당남도미니코 수사님(Br. Dominic Nam)은 1870년6월24일카를로가스티니

(Carlo Gastini)와 몇몇의발토코 동문들이가스티니 축일에돈보스코를방문하면서 시작된이역사적인 운동을

기억할것을당부하고, 2020년6월24일전세계동문들이 모두함께각자의 언어로잠시기도의시간을 갖고 ‘돈

보스코에헌신을 새롭게할것’을 초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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