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6    제 2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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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성당은 여전히 바쁘고 봉사는 늘 아름답습니다.
 성전 성탄 장식과 마당 성모상 장식 11월 27일

  마당 성탄 장식 11월 28일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총무단과 함께 애쓰신 이원규 시설 분과장 님 특히 새로 시작하는 오태진 세바스티아노 부총 무와 조민경 레지나 부총무, 기획분과의 박동열 라파엘,  이동준 요셉 님 등께 감사드립니다. 청우회의 장원석 베 드로, 강대윤 티토 님과 중고등부 교사회의 김태운 바오 로 님 등 청년들이 함께 하여 더욱 고맙습니다.
 수능시험 전 미사 12월 2일 + 비대면 피정 12월 3일 이은경 모니카 청소년분과장 님과 함께, 중고등부 자모
 회, 중고등부 교사회, 여성해설단, 여성독서단, 반주단, 제
 대회 등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개인 자원 방역 봉사 1조: 월요일 오전 6시 미사 전후

■카리타스 회원을 위한 미사 지향
 매월 첫 주일 오전 6시 미사는 반포성당의 카리타스회원과 
 후원회원 및 가족을 위한 지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 만나는 분들, 곧 이분들의 사랑
 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우 모두가 간접적으로 만나는 이웃
 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6시 미사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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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112 851,000 64 558,000 179 1,070,000 196 1,522,000 120 1,232,000 671 5,233,000
11/22 101 760,000 71 494,000 158 1,368,500 182 1,643,000 120 1,275,000 632 5,540,500
11/29 80 682,000 73 531,000 108 529,000 188 2,025,000 93  919,000 542 4,686,000

■반포본당 2020년 역사
 이번 주간부터 한 달 동안, 반포성당의 모든 단체들은, 
 2020년 한 해를 살아온 기록을 USB에 담아 사무실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과 임원 명단, 인물 기록, 행사
 기록, 사진, 소회 등을 정리합니다. 
 2026년에 [반포성당 50년사]를 발간합니다. 준비합시다.
■나희균 크리스티나 (17구역 6반) 화백 회고전
 12월 말까지 부암동 환기미술관 
  http://me2.do/FN2SKW0b
“풍경을 음률로 만들 듯 음악을 그리고 싶었다.”
■성탄 준비 판공 고해성사 
 ∙일시: 12월 19일 토 18시 미사 후~20시  ∙일시: 12월 20일 일 09시 미사 후~11시 미사 전                     11시 미사 후~14시
■어린이 성탄 준비 참회 예절과 판공 고해성사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먼저 성전에 모여 공동으로 참회예절을 갖고, 이어서   사제집무실과 제의방에서 개별 고해성사를 봅니다. 
 ∙방역을 위해 어린이들만 참석합니다. 부모님들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
  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신앙적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대림 저금통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회입니다.
 대림 저금통을 가져가세요. 어린이뿐 아니라, 잔돈이 생
 기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의 푼돈이 다른 
 이에게는 끼니가 됩니다. 자선은 작은 나눔으로 시작합
 니다. 성탄에 가져오시면 교구로 보내어 크게 쓰여집니
 다.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과 신앙 실천의 기회입니다. 
■지하 회합실 개방 시간
 단체가 보관한 서류와 비품을 꺼내려면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고 주일 오후 12시 15분부터 15분간 방역절차 후 
 출입합니다. 한번 꺼내면 다시 지하실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1월 23일 ~ 11월 29일)

교 무 금 27,110,000
주일헌금 4,686,000

감사헌금

윤태은   50,000 익명(11/25) 1,000,000
정현철 100,000 익명(11/26) 1,000,000
김연옥 500,000 김경신 100,000
이양현 200,000 김태선 100,000
이원재 2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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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