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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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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594-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전 자 우 련 banposamu@naver.com  홍 마리루체      수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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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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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무 금 207,805,000

주일헌금 12/6 4,457,000

감사헌금

지창원(12/2)   200,000 위명용 100,000

익명(12/3) 50,000 유관우 500,000

장정숙 300,000 최규헌 1,500,000

박후나 500,000 오영배 100,000

박신혜 500,000 전시문 500,000

한위수 500,000 최영희 1,000,000

정영숙 2,000,000 이동호 100,000

익명(12/16) 300,000 오정숙 100,000

한재준 50,000 익명(12/18) 100,000

익명(12/18) 1,000,000 홍광순 200,000

장원순 100,000 조선자 230,000

안삼심 1,000,000 정형호 300,000

민미숙 100,000 이정현 1,000,000

정양석 100,000 익명(12/20) 100,000

익명(12/22) 1,000,000 이현주 300,000

이명희 100,000 익명(12/24) 100,000

배시현 300,000 김석범 400,000

윤태은 50,000 오영준 200,000

익명(12/27) 50,000 이진우 200,000

익명(12/29) 200,000 박성훈 1,000,000

홍창권 200,000 박수경 100,000

정문기 3,000,000 정동균 500,000

남기훈 100,000 이명숙 100,000

남기덕 100,000 지창원(1/2) 100,000

익명(1/6) 200,000 박홍석 100,000

김태현 100,000 고미례 7,000,000

김연옥 100,000 권대현 1,000,000

최정인 50,000 김재운 500,000

카리타스후원금

이혜자 100,000 김연옥 500,000

익명 300,000 김상욱 500,000

민예진 1,000,000 유숙자 200,000

서심석 2,450.000

■남보현 부제님 서품을 축하합니다.
 남보현 부제님께서 이번 2021년 1월 21일 목요일에 명
 동성당에서 부제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부제님
 의 서품을 축하드립니다. 성소자가 점점 부족해지는 이 
 시대 안에서 반포성당의 새 부제님이 나온다는 것은 큰 
 경사이며 기쁨이고 하느님의 큰 은총입니다. 특히, 반포성
 당 안에서 끊임없이 성소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하느님의 보물입니다. 이제 남보현 부제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반포성당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부제의 직무: 
 (1)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주례자를 보조한다. 
 (2) 백성을 위해 중재 기도와 청원 기도를 바친다. 
 (3) 백성에게 기도하고 의식에서 요구되는 동작을 하도록 초
    대하고 권한다. 
 (4) 특히 사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례를 주례한다. 
 (5) 특정한 성사들을 거행한다. 
 (6) 특정한 전례 거행 때 사물과 사람을 축복한다. 
 (7)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한다. 
 (8) 주교 전례나 주교좌성당의 전례 때 주교를 보조한다.

■우리들의 정성 (11월 30일 ~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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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78 588,000 81 648,000 107 642,000 178 1,611,000 103 968,000 547 4,457,000

■반포성당 누리집 (홈페이지)
 새해, 반포성당은 새집을 지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반
 포성당의 누리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댁에서, 손 안에서, 동
 네에서, 온 누리에서, 세상 끝에서, 순간에 찾아오는 우리 
 집이라, 공간을 뛰어 넘는 누리집입니다. 
 이 집은 반포성당의 마음과 관심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소식 나누며, 모습과 자취를 남겨, 추억을 싣고 후대에  
 전하여 시간을 기록하고 전승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
 동체의 자리입니다. 이 집에서 출산과 세례와 혼인과 선종의  
 축제가 열리며, 생로병사를 지나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새해 신축년에 반포성당은 성전을 고쳐 지으려 합니다. 그러
 려면 마음이 모이고 영혼이 합쳐져야 합니다. 이 누리집을 
 먼저 지어야 새 성전을 짓습니다. 새 집이라 아직 쓰기 어
 색하고 고쳐야 할 곳도 자꾸 나옵니다. 차차 정이 들고 문
 고리가 달을 것입니다. 아직 비어있는 방이 많습니다. 구역 
 방과 단체 방에 옮길 이삿짐이 와야 합니다. 나름의 내력,  
 목적, 현황, 봉사, 행사, 사진, 모이는 곳과 때, 알릴 글, 가
 입 안내 등을 채웁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2월말까지는  
 김현효 안젤로 신학생이 도와 드립니다. 사무실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짓느라, 여러 분들의 숨이 차고 땀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홍보분과장 주선미 안나 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
 다.

■교적 바로잡기
 교적은 신앙의 주소입니다. 주소불명은 신앙 불명으로 비칩
 니다. 교적에 아직 011, 016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도 있
 고, 이미 철거한 아파트의 주소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사무
 실에 오셔서 자신의 교적을 살펴보시고 바로 잡기 바랍니다. 
 행여나 사무실에서 교적에 관해 전화로 문의를 드리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미

사

주  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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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