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2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울뜨레아 역사 

 

1983년 7월 1일~ 4일 동남부 꾸르실료 여성 1차 (아틀란타 여성1차) 서울교구 지원,  6명 참가  

          권순선(말따), 김경옥(헬레나), 성정자(엘리자벳), 양귀숙(세실리아), 이순자(글라라),이정자(율리안나). 

1985년 7월 4일~ 7일 동남부 꾸르실료 남성1차 (아틀란타 남성1차) 아틀란타 교구 지원,  2명 참가  

                     노학수(바오로), 박배호(야고보). 

1985년 8월16일 금요일 제1회 남녀 혼성 팀 회합,  St Ann Catholic Church,  매월 2회 (2, & 4,주 금요일) 

1985년12월 7일 토요일 제1회 꾸르실료 Carolina ultreya 

1986년 2월21일 금요일 사정상 당분간 휴회 하기로함. 사제 영입문제, 장소, 기타 등. 

1992년 9월 3일~6일 동중부 꾸르실료 남성5차 (워싱톤 남성5차)  3명 참가 

                     김경수((에반스), 박희산(사무엘), 이근모(베네딕도),  

1992년10월 4일 일요일 샬롯, 뢀리 합동 울뜨레아, 조 환길(다데오) 신부님 지도 

1993년 2월28일 일요일 샬롯 울뜨레야 모임시작. 

1994년 8월1일~4일 동남부 꾸르실료 남성2차 (마이아미 남성1차), 대구교구 지원,  4명 참가  

                     박종남(요나), 성열삼(사무엘), 장영기(미카엘), 한진구(야고보) 

1994년 8월8일~11일 동남부 꾸르실료 여성2차 (마이아미 여성1차), 대구교구지원,  4명 참가  

                     우의숙(젤마나), 이은숙(데레사), 최복순(데레사), 최정희(스텔라) 

1995년 7월20일~23일 동중부 꾸르실료 여성5차 (워싱톤 여성5차) ,  3명 참가 

                     노순자(율리아), 박정례(에스터), 한영희(막달레나) 

1996년 8월22일~25일 동중부 꾸르실료 남성7차(워싱톤 남성7차),  2명 참가 - 최상욱(요한), 한수천(요왕) 

1997년 7월31일~8월3일 동중부 꾸르실료 여성6차(워싱톤 여성6차),  4명 참가 

                      문태옥(데오도라), 신영란(크리스티나), 이현숙(마리아), 최옥만(마리아) 

1998년 8월20일~23일 동중부 꾸르실료 남성8차 (워싱톤 남성8차),  5명 참가 

                       박익삼(바오로), 성열원(바오로), 신완식(안드레아), 안정진(안드레아), 이인철(요셉) 

1999년 7월29일~8월1일 동중부 꾸르실료 여성7차 (워싱톤 여성7차),  6명 참가 

           박숙자(루시아), 신승진(풀로라), 윤세희(세실리아), 이수현(카타리나), 이희숙(글라라), 정경선(유스티나) 

2000년 8월 3일~6일 동중부 꾸르실료 남성9차 (워싱톤 남성9차),  2명 참가 - 차웅철(베드로), 최재진(안드레아) 

2001년 5월24일~27일 동중부 꾸르실료 여성8차 (워싱톤 여성8차),  5명 참가 

                       박정미(발비나), 박승희(도로테아), 손제니퍼(율리안나), 송성레(안나), 최혜경(마티아), 

2002년 5월23일~26일 동중부 꾸르실료 남성10차 (워싱톤 남성10차),  4명 참가 

                       박봉철(니콜라스), 손환(사도요한), 송상협(바오로), 전근섭(스테파노) 

2002년 6월13일~16일 동남부 꾸르실료 여성3차 (아틀란타 여성2차) 뉴욕 교구지원,  3명 참가  

                       송영은(스콜라스띠까), 오민영(벨라뎃따), 이경희(카타리나) 

2002년11월16일 토요일 미 동남부 꾸르실료 사무국 설립 준비회의 Nashville, TN. 

                  장시간 회의 끝에 최창덕(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님이 지도신부를 맞기로 하고 

                  동남부 꾸르실료 설립을 선포하심. 초대주간 노학수(바오로) 임명. 

2002년12월7일 토요일 제1차 동남부 꾸르실료 사무국 임원 회의함. Charlotte,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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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3월9일 일요일 동남부 남성3차 꾸르실료 봉사자학교 Orlando, FL.시작함  5명 참가 

                      노학수(바오로), 성열삼(사무엘), 이인철(요셉), 전근섭(스테파노), 최상욱(요한) 

2003년 7월3일~6일 동남부 꾸르실료 남성3차  3명 참가 - 고예수(자케오), 박상재(마테오), 오해수(바오로) 

2003년12월7일 일요일 동남부 꾸르실료 여성4차 꾸르실료 봉사자학교 Atlanta, GA. 시작함  6명 참가 

                      노순자(율리안나), 박정미(발비나), 박정례(에스터), 손제니퍼(율리안나), 

                      최정희(스텔라), 최혜경(마티아) 

2004년5월6일~9일 동남부 꾸르실료 여성4차  4명 참가 

                     박경자(로사), 서명숙(아가다), 서지영(스콜라스티까), 전미련(세라피나),  

2004년7월30일~8월1일 동남부 꾸르실료 1차 재교육 Orlando, FL.  7명 참가 

                     노순자(율리아), 노학수(바오로), 박경자(로사), 박정례(에스터) 

                     손제니퍼(율리안나), 안정진(안드레아), 최상욱(요한) 

2005년5월13일~16일 동남부1차 꾸르실리스따 가족 피정 Niceville, FL.  9명 참가 

                     노순자(율리아), 노학수(바오로), 박경자(로사), 박승희(도로테아), 박희산(사무엘), 

                     손환(사도요한), 전근섭(스테파노), 최상욱(요한), 최정희(스텔라). 

2007년1월14일 동남부 남성4차 꾸르실료 봉사자학교 Atlanta, GA.  3명 참가 

                     김중섭(휄릭스), 노학수(바오로), 성열삼(사무엘) 

2007년5월24일~27일 동남부 꾸르실료 남성4차 4명 참가 

                     김홍철(스테파노), 윤용준(바오로), 장인규(리노), 최기호(스테파노). 

2008년1월19일 동남부 여성5차 꾸르실료 봉사자학교, Augusta, GA. 2명 참가 - 김경순(글라라), 손제니퍼(율리안나) 

2008년5월22일~25일 동남부 꾸르실료 여성5차  3명 참가 - 김정숙(베로니까), 윤현정(리오바), 이혜숙(말지나) 

2010년1월17일 동남부 남성5차 꾸르실료 봉사자학교.  5명 참가 

  노학수(바오로), 성열삼(사무엘), 윤용준(바오로), 이인철(요셉), 최재진(안드레아)  

2010년4월29일~5월2일 동남부 꾸르실료 남성5차  1명참가 - 조철희(스테파노) 

2010년6월27일~9월29일 동남부 여성6차 꾸르실료 봉사자학교 시작 3명 참가 

                          김경순(글라라), 성의숙(젤마나), 윤현정(리오바). 

2010년9월30일~10월3일 동남부 여성6차,  3명 참가 -  김효선(마리아), 송은이(라헬), 정유숙(아네스). 

2011년2월6일~5월15일 동남부 남성6차 꾸르실료 봉사자학교,  2명 참가 -  윤용준(바오로), 최재진(안드레야). 

2011년5월19일~22일 동남부 꾸르실료 남성6차,  1명 참가 - 정성기(도미니꼬). 

 

역대간사 

1992년 10월 4일 초대간사 노학수 바오로 

1994년 10월 2일 2대간사 박종남 요나 

1996년 2월 17일 3대간사 노학수 바오로   

1998년            간사 이헌우 알베르또 

                  간사 성열삼 사무엘 

                  간사 신완식 안드레아 

2010년           간사 최재진 안드레아 

2012년 1월 21일 간사 윤용준 바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