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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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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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00,000

주일헌금 3,416,000

감사헌금

우성현 1,000,000 박진성 200,000

한영숙 300,000 김명자 100,000

강희철 120,000 김연옥 100,000

양해준 300,000

■2월 2일 초 축복
 2월 2일은 성탄대축일로부터 40일되는 날이며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는 서기 450년부터 이날에 초를 봉헌하
 는 행렬을 거행했고, 이런 전승에 따라 전례와 기도에 쓸 
 초를 축복합니다.
 지난 해 성당 문이 닫힌 날이 있어서 축복된 초가 남았으
 므로, 올해 성전에서 전례에 쓸 초는 충분합니다. 올해는 
 가정에서 쓸 초만 축복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날 새벽 
 6시 미사와 오전 10시 미사에 초를 가져오십시오. 

■2월 12일 설 합동 위령 미사
 2월 12일이 설입니다. 이날 새벽 6시와 오전 10시 미사
 를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지에 따
 라, 이날 미사에 참례할 수 있는 인원이 결정됩니다. 만일 
 좌석 수의 10%로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 위령 지향으로 
 미사만 봉헌합니다. 만일 이런 제한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시게 된다면, 제단 앞에 지향을 적고 미
 사 후 합동 연도와 분향을 드립니다. 합동 위령 미사 지
 향은 2월 7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이날 이후에 
 접수된 지향은 제단 앞에 놓을 지향 명단에 쓰지 못합니
 다. 미사 예물은 교구청으로 보내집니다.

■반포성당 누리집
 반포성당 누리집은 교우들의 마음이 모이고 영혼이 만나
 는 공간입니다. 이 누리집을 잘 지어야 새 성전도 짓습니
 다. 주변에 아크로도 있고, 레미안도 있고, 베일리도 들어
 오고 펜타스도 들어옵니다. 구반포도 들썩입니다. 그 중심 
 되는 집이 바로 근본 本, 집 堂, 본당(本堂)입니다. 누리집
 을 보면 본당이 보이고, 신앙과 사랑과 관심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반포본당의 각 단체마다 누리집에 방이 있습니다. 비어있
 는 방을 채우십시오. 단체의 내력, 목적, 현황, 봉사, 행사,
 사진, 모이는 곳과 때, 알릴 글, 가입 안내 등을 싣습니다. 
 우리 모습, 우리 단체 모습, 우리 기도, 신앙과 친교와 삶
 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방에 이삿짐을 옮기고 정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2월말까지는 김현효 안젤로 신
 학생이 도와 드립니다.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우리들의 정성 (1월 18일 ~ 1월 24일) 특전 미사 06시 미사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1월

평균
98 776,600 73 533,200 180 1,195,940 188 1,818,330 112 1,039,800 651 5,36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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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61 573,000 84 710,000 44 792,000 80 861,000 58 480,000 327 3,416,000

■반포성당 예비신학생 등록
 교구 성소국에서 올해부터 예비신학생 등록을 전산화하
 였습니다. 본당 사무실에서 예비 신학생을 등록하면, 예
 비신학생 모임 출석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사제의 성소를 지망하는 중1~고3 학생들
             과 대학생 외 성소 희망자
 ∙ 신청 방법: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전산망 양업 시스템
             에 개인 정보 등록

■예비 신학생 모임이란?
 서울대교구 사제를 지향하는 성소자들의 모임입니다. 막
 연하고 추상적인 소명 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실된 성소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
 을 깨닫게 하고 분명히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흔히는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
 들조차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낀 것은 그보다 훨씬 이
 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듯이 한번 뿌려진 성소의 씨앗을 그들에게 
 적합한 영성적 프로그램과 학문적인 양성으로 잘 키워나
 가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비 신학생 
 모임은 성소자들이 건전한 인격을 지닌 신앙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제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정화시켜 구체적인 동기가 되도록 이끌어
 줌으로서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 
 모임입니다. 문의: 보좌신부.

■대림절 저금통 모으기
 지난 해 12월에 대림절 저금통을 나누어 드린 후, 성당 
 문이 닫혀서 저금통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대림의 정신
 으로 회심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푼돈을 모은 저금통
 을 사무실에 주시면, 교구 사회복지회로 보냅니다.

■교적 바로잡기
 교적에 아직도 011, 016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나, 이미 
 없어진 아파트의 주소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들리셔서 자신의 교적을 살펴보시고 바로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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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