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15    제 2392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반포성당 스카우트에게 보내는 감사 펀지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에서 한창 기승  
 을 부릴 때, 반포성당 스카우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대구교구에 성금 3,19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정성  
 을 베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바로 감동을 넘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  
 포성당도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장님들을 자랑스  
 럽게 여기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교구장 영명축일 영적예물 요청
 서울대교구장이신 염주정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을 맞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적 선물을 드리니, 꾸리  
 아 등 단체와 구역에서 아래 기도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내용: ① 미사 ② 묵주기도 ③ 주교를 위한 기도

          ④ 화살기도 ⑤ 희생

 제 출 일: 2020년 11월 19일(목)까지 사무실

■성탄 판공 고해성사 예정 (달력에 표시하세요)
 날짜: 12월 20일 주일 
 시간: 오전 9시 미사 후 ~ 오전 11시 미사 전
       오전 11시 미사 후 ~ 오후 2시

■유아세례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성전에서 4명씩  
 신청 순에 따라서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라 참   
 석은 부모님과 대부모님으로 한정합니다. 사무실에 신  
 청하시면 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6시 미사(08시)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17시)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0/4

(2차)
84

424,500

(255,000)
156

1,057,000

(416,000)
- - 180

1,572,000

(560,000)
115

849,000

(339,000)
535

3,902,500

(1,570,000)

10/11 68 438,800 177 1,316,000 - - 150 1,476,000 119 848,000 514 4,078,800

10/18 87 592,000 180 1,690,000 - - 172 1,289,000 151 1,289,000 590 4,860,000

10/25 104 746,000 165 1,136,000 - - 178 1,638,000 123 770,000 570 4,290,000

11/1 100 728,000 77 528,000 237 1,676,000 191 2,085,000 105 725,000 710 5,742,000

11/8 95 862,000 79 555,000 218 1,336,200 183 1,816,650 124 1,048,000 699 5,617,850

■성당 건물 누수 수리 현황 
 6월 3일 수녀원 누수 공사

 7월 ~ 9월 성전 천장 누수 9곳 

 10월 15일 사제관 1층 천장 누수 공사

 

 10월 21일 지하 보일러실 배관 부식 누수 공사

 

  10월 23일 화장실 수도 밸브 교체 공사

  

 ■우리들의 정성 (11월 2일 ~ 11월 8일) 
교 무 금 18,090,000

주일헌금 5,617,850

감사헌금

이종열 1,000,000 익 명(11/2) 100,000

정시윤 2,000,000 익 명(11/5) 1,000,000

오유진 500,000 익 명(11/5) 100,000

이진명 500,000 심규빈 100,000

심규리 100,000 김하윤 100,000

김하준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정채훈 2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오전 9시 (학생),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토요일 오전  6시 (평일미사), 오후 6시 (주일미사) 고해성사 화, 목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임시 시간)

평  일
오전  6시 (월 ~ 토),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오전 10시 (화 ~ 금) 유아세례 매월 첫 토요일 오후 4시 30분 (4명 제한)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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