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1    제 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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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과 미사 입장 시간
 코로나가 터지기 전, 반포성당은 항상 열려 있었고, 성전 입  
 장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걸 바꾼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성당은 집단감염 위험 시설입니다.
 체온을 재고, 손 세정하고, 방문자 기록을 남기는 방역 절차  
 가 없으면, 사제가 열 명이 있어도 미사를 할 수 없는 세상  
 입니다. 모두가 불편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격려하  
 면서, 살얼음판 딛듯이 가까스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성  
 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주일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20분 전에 문을  
 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역 봉사자들은 그보다 10분  
 먼저 성당에 오셔서 준비합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피로  
 하지만, 방역봉사자의 피로감에 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 입장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는 분이 계십니다. 찬 바  
 람이 분다, 밖에서 기다릴 곳이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  
 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방역 봉사자들이 그보다 먼저 성당에  
 와야 합니다.
 미사 시간이 되면 봉사자들도 미사에 참례해야 하므로, 방역  
 절차를 끝내고 성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셔서 성  
 전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따금 마음이 약  
 해서 문을 열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방역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익숙해졌을 뿐이지, 코로나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미사 전 방역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사가 끝나면 봉사자들은 성전에 남아  
 서 환기하고, 소독약을 수건에 묻혀 일일이 손으로 좌석을   
 닦고 다시 깨끗한 수건으로 남은 소독약을 훔쳐냅니다. 
 모든 교우들이 미사에 참례하여 말씀과 성체를 영할 수 있  
 도록, 벌써 일곱 달째, 교우들보다 일찍 오시고 교우들보다  
 늦게 남아서, 우직하게 봉사하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  
 립니다.
                                        주임신부 드림.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06시) 11시 미사(10시) 17시 미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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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미사 전례가 이렇게 바뀝니다.
1. 주일 미사에는 평신도 전례봉사자 (독서자 4분 + 성찬봉사  
   자)와 함께 입당합니다.
2. 미사의 예물 준비 기도 중, 반주를 합니다. 평일미사와 주  
   일미사 모두 같습니다. 
3. 미사가 끝날 때, 사제의 강복이 끝나면, 해설자는 바로 영  
   광송을 바치고, 이어서 퇴장성가를 시작합니다. 평일미사  
   와 주일미사 모두 같습니다. (단, 교중미사는 아래 4항에  
   따릅니다)
4. 미사 후에 삼종기도를 바치는 것은 주일 11시 교중 미사  
   뿐입니다. 사제의 강복 후, 사제가 선 자리에서 바로 해설  
   자가 삼종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제와  함께 삼종기도를 바  
   친 후, 영광송이 이어지고, 바로 퇴장성가를 시작합니다. 
5. 미사 후 영광송이 끝나면, 전례봉사자는 사제와 함께 제단  
   앞에 도열한 후 사제와 함께 인사하고 입장 순서대로 퇴장  
   합니다.
■반포 카리타스 소식
 지난 10월 17일 살레시오 수도회를 방문한 후, 이태석 신부  
 님의 남수단 유업과 파키스탄 수도자 양성을 위해 전달한   
 성금은 2,000만 원입니다. 
 반포성당은 사목구 내 아파트 가격이 전국 최고입니다. 반포  
 성당의 이웃 사랑이 전국 최고가 아니라면, 하늘 보기 부끄  
 럽습니다.
 카리타스 회원들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카리타스 회원을 위한 미사 지향
 매월 첫 주일 오전 6시 미사에는 우리 성당의 카리타스회원  
 및 후원회원과 가족을 위한 지향을 포함합니다.
■유아세례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성전에서 4명씩 신청순  
 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부모님과 자녀들 대부모님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사무  
 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10월 19일 ~ 10월 25일) 

교 무 금 23,100,000
주일헌금 4,290,000
감사헌금 권태영 100,000 배시현 500,000

조선옥 200,000 김진희 50,000
카리타스후원금 익  명 1,000,000

임시
미사

주  일 오전 6시, 오전 9시(학생), 오전 11시(교중), 오후 6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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