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중 제3주일·해외 원조 주일 THE PEACE TIMES WEEKLY (미주판) 2015년 1월 25일

editors@peacetimesweekly.org

The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6500   Fax. (718) 762-5108

제1299호

 【뉴욕】 뉴욕 가톨릭 청소년 봉

사 찬양 팀 ‘두레’가 지난 16일(금)-

19일(월) 3박 4일 동안 성 요사팟 

피정센터에서 ‘Y.E.S 2015(Youth 

Encountering the Spirit seminar 

2015)’ 청소년 기초 성령 세미나를 열

었다.

이 세미나는 브루클린 교구와 락빌 

교구 소속 6개의 성당(퀸즈 성당, 브

루클린 성당, 베이사이드 성당, 우드

사이드 성당, 그레잇넥 성당, 롱 아일

랜드 성당)에서 학생 41명과 봉사자 

17명이 모여 개최한 첫 번째 행사이

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단체 ‘두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의미

를 올바르게 알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톨릭 청소년 봉사팀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2코린 

5,17) 주제로 권선중 세례자 요한 신

부(베이사이드 성당 주임)와 배종섭 

요셉 신부(Fr. Joe Veneroso, 퀸즈 성

당 청소년 Director)가 세미나를 지

도했고, 이가별 가브리엘 신부(브루

클린 성당 주임), 남희봉 벨라도 신부

(퀸즈 성당 보좌), 김영하 바오로 신

부(St. Kevin성당 보좌), 이준희 베드

로 신부(St. Mel 성당 보좌)가 강의를 

맡았다.

이준희 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

해 각자의 마음에 생긴 작은 불씨로 

예전의 자신이 아닌 진정한 가톨릭 

자녀로서 먼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했다. 

세미나 일정은 ‘God’s Love’, 

‘ S a l v a t i o n’,  ‘ N e w  l i f e ’, 

‘Receiving God’s Gift’, ‘Baptism 

in the Holy Spirit’, ‘Growth’, 

‘Transformation’에 대한 강의와 그

룹별 나눔과 기도, 고백성사, 성체조

배, 찬양 등으로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 참가한 최기정 다니엘

(베이사이드 성당)은 “늘 주님을 찾

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Y.E.S 세미나

에 참석하니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계

시고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을 깨달았다.  또한 그동안 많은 고통

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서 행복한 시간이

었다. 세미나에서 만난 친구들이 주

님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가길 바란

다”고 말했다. 

뉴욕 가톨릭 청소년 봉사 찬양 팀 

‘두레’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

도회를 가질 계획이며, 첫 번째 일정

은 1월 31일(토) 오후 7-9 시 베이사이

드 성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김희경 레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다

뉴욕 가톨릭 청소년 봉사 찬양 팀 ‘두레’, 첫 번째 ‘Y.E.S 2015’개최

뉴욕 가톨릭 청소년 봉사 찬양 팀 ‘두레’ 가 주관한 ‘Y.E.S 2015’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세미나를 마친 후 한자리에 모였다. 【위스컨신】 매디슨 한인 천주

교회는 김학선 아우구스티노(인

천교구) 신부의 부임미사를 지

난 17일(토) 7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했다. 매디슨 

공동체는 1985년에 40여 명의 신

자가 모여 미사를 드리면서 시작

되었고 올해로 공동체 창립 30

주년을 맞게 되는 공동체이다. 

이날 강론에서 김학선 신부는 

“미국에 처음 와서 조금 낯설지

만 하느님이 함께 해주심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첫 소감

을 밝혔다. 또한 “우리 매디슨 공

동체가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튼

튼한 신앙의 집이 되어 교회와 

지역에 감동을 선물하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자”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미사 후 이어진 환영식에서 조

남석 베드로 사목회장의 환영사

를 시작으로 화동들의 꽃다발 

증정식이 이어졌다. 성가대에서

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합

창하여 이제 막 시작되는 공동

체와 김신부의 아름다운 인연을 

자축했다. 환영행사는 성당 친

교실에서 계속되었다. 케이크 절

단식에 이어 각 구역에서 정성들

여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으로 환영식 행사가 마무리 되

었다. 이날 매디슨 공동체에는 

새 주임신부를 맞는 설레임과 기

쁨이 가득했다.

김학선 신부는 2002년 1월 10

일 인천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인천 교구 

청소년 사목국 청년부국장을 역

임했다.

기사/사진 제공: 조남석 베드로

김선우 도미니코

하느님이 머무시는 튼튼한 신앙의 집 되길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김학선 아우구스티노 신부 부임미사 

김학선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부임미사 후 환영식에서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끄고 있다.

【멕시코】 미주 평화신문이 주

최한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가 지난 12일(월)-16일(금)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로롭고 의미있게 

진행되었다. 

순례단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성

모 발현지인 과달루페 성모 성지,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그리고 푸

에블라에 있는 푸에블라 주교좌 

성당, 산토 도밍코 성당 등을 순

례했고, 멕시코의 역사를 보존하

고 있는 국립 인류학 박물관을 관

람하고 피라미드 유적지를 방문했

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시티 인근 

지역에서 선교하는 한국순교복자

수녀원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

했다. 순례단은 과달루페 성모 성

지에서의 미사 봉헌과 묵상,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지순례의 

감격과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 제공: 권우영 자카리아

미주 평화신문 주최 
과달루페 성지순례 은혜로이 마쳐 가톨릭교리신학원이 2015학

년도 통신신학교육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교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1958년 설립된 가톨릭교리신학

원은 신자 재교육의 폭을 확대

하고자 1970년부터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을 개설해왔

다. 

통신신학교육과정은 신학원

에 직접 출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가

톨릭 신학 전반과 성경에 대해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준다. 

현재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20개국에서 2,500

명 이상의 평신도와 수도자들

이 통신신학교육과정을 학습하

고 있다.

통신신학교육과정은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받은 이를 대상으

로 하고, 단계별 2년씩 3단계로 

전체 6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교리신학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내려받거나 교리신학원

에 직접 원서를 신청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15 가톨릭교리 통신신학교육과정

림알

▶ 원서마감: 2월 6일

▶ 문의 : 통신신학교육부

▶ 전화 : 02-745-8339 

▶ 팩스 : 02-741-7986 

▶ 홈페이지 : 

      http://ci.catholic.ac.kr 

▶ 이메일 : 

     tongsin@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