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레시오가족모임
 모임일자/ 장소 : 2018년 10/ 5-8 , 필리핀 Pansol

 주제: 살레시오가족: 꿈-자원-도전

 목적: 우리창립자들처럼젊은이들을위해젊은이와
함께공유하는사명을꿈꾸기위해…

 Sr. Ma. Luisa Miranda  총평의원
Sr. Gabriela Patino O. 동창회담당
Sr. Leslye Sandigo O. 협력자/ADMA 담당

 샛별관구참석자

협력자: 송서묵신티아, 민이섭보스코 /   광주나자렛
동문회: 박종란 루시아/서울재경
ADMA: 김성자루시아/광주영성의집





창립

ADMA회는
토리노의
도움이신

마리아대성전
축성후,

돈보스코에
의해

1869.4.18.에
시작되었다.



ADMA는
“성체흠숭과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공경”을위한
특별한
수단으로
창립되었다.



사도직을위한특별한
장소:

가정, 삶의현장, 
일터.

살레시오
사도직과

성덕의여정을
제공

ADMA회는
교회법에따른
공인된단체이고,
교회안에서활동함.



1913년, Madre Caterina 
Daghero께서 Torino에

본부를둔 ADMA회를 FMA에
속한모든성당에설립할수
있도록교황님께청원을함.

1913 년 7월 13일교황청
승인.

1914년 4월 4일, 
Madre C. Daghero는수도회
모든관구에이승인사실을

알림.



«우리 FMA의모든
성당에 ADMA회를
결성할수있다. 

단, 규정된신청서를
총장에게제출하여

토리노의 ADMA본부에
소속하는합법적인
절차를받아야한다.

(Decreto concesso all’Istituto 
31-7-1913)

ADMA - FMA



우리 FMA 성당에
AMDA회설립을위한

초창기규칙
1. SDB총장에게신청한다:

• 소속성당명칭
• 교구
• 담당사제

2. 총장의 ADMA회설립허가증서

3. 각 ADMA회는고유명부가있어야한다.

4. 1913년 7월 31일자교황청승인서를제의실에게시하고 , 성당
내부나가까운장소에 ADMA회설립허가증 ,  고유명부와
신심회와관련된승인서를비치한다.



• 본당이나공식성당에
ADMA회설립

• ADMA회본부에등록

• 장엄예식거행.



교회법에따라,

SDB와 FMA의
사목터에
ADMA회
설립을

허가하는것은
SDB 관구장의
권한이다.



가정들이일상적으로직면해야하는도전에
응답하기위하여…

∙ 각가정에적합한여정
∙ 다른가정들의모범
∙ 양성내용: 이성– 종교 – 자애
∙ 활동 : 매월 24 일 묵주기도–
월피정 – 연피정.



젊은이들에게다음과같은그리스도교신앙
여정을제안한다.

도움이신마리아와함께
- 살아가고, 
- 신앙체험을하며,
- 교회와복음을위해봉사한다.





한국 ADMA회설립과정

2010.12월: 첫모임/영성의집

2012.8월: ADMA세계영적활성자인 Pierluigi Cameroni
신부님과연락.

2014: SDB 관구장승인을받아, 본부(ADMA Primaria)에
가입신청서제출하고, 10월 24일, 인준(No.1074) 받음. 

2016. 5.24: MA 대축일에한국의첫 ADMA 서약자
탄생(13명).
2016. 9. 24: 살레시오가족영성의날(광주지역)에 FS

의일원으로공식소개됨.



* 회원현황: 광주서약자 12명/지망자 14명
서울->2017. 9.준비/2018 –양성여정시작, 

매주 토.

모임: 매월 2회이상/ 양성모임, 기도모임

동반: 영적활성

양성기간: 최소 2년

양성자료: FMA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ADMAonline 게시- 양성Pro.과세계의 ADMA 
현실을볼수있음.





창립자 /공동창립자



1908년 3월 19일,
발도코 FMA오라토리오에공식적으로첫졸업생모임이
결성되어규칙서를인준받았다.







DB와 MM의발자취를
따르면서
착한신자,

정직한시민이되도록
살레시오영성에따라
자신의삶을변화시킨다.





동문회의구조









2015년통계











청소년들, 특히보다가난하거나모든
종류의소외, 착취와폭력의희생양인

청소년들, 직업세계에들어가는이들…의
교육사도직에헌신한다. (PVA ar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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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A, SSCC, SDB 사이에상호신뢰와
긍정적인관계를조성하기위한협력.

- 혐력자들이세상안에서살레시오
카리스마를발전시키고증거하도록
협력자들의양성에기여하게하기위하여
FMA공동체를활성화한다. 











•협력자의사도직을위한
첫장소인가정돌보기.

•교육공동체와지역사회
안에살레시오협력자
성소를소개하고
촉진시키기.

•교회, 사회, 문화등의
차원에서 SSCC의
사도활동을가시적으로
드러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