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성당 반주단

  “주님! 주님을 위해 거룩한 교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이 음악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상처입은 이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아픈 이에게 평화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이끌어주소서.“

                  
ㄱ.설립 :1)설립연월일 1994년 9월 10일
        2)초대단장; 김영숙 세시리아, 초대총무:원미혜 세시리아 , 초대재무: 전태희 엘리사
        3)설립근거: 반주단 설립이전에도 반주자들이 있었으나 각 개인 간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어서 반주자들이 
                   모임의 상호연락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4)설립목적: 반주 제반에 따르는 문제점을 서로 보완하고 토의, 반성하고 반주자들의 상호친목과 서로의 
                   신심을 함께 다지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ㄴ.구성원 : 반포성당에서 오르간반주로 봉사하는 전 인원
ㄷ.활동사항: 1)반포성당의  평일미사와, 특전, 주일(배당된 미사),
            2)혼배 및 장례미사 반주.
            3)세례성사, 견진성사, 사순절 십자가의 길, 성모의밤, 성당 강연, 피정, 아치에스 행사 등
             본당 신자들이 참석하는 대부분의 일정에서 반주
            4)반주자들의 기량 향상과 전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르간 레슨 등의 교육  
            5)오르간 음악미사봉헌
            6)반포성당 반주단원들은 우리 성당 뿐 아니라, 성지미사(절두산), 병원 미사(요셉의원, 성모병원), 
              그레고리오 미사 (종로성당) 등에 정기적으로 봉사하였거나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ㄹ.회합: 1994년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첫모임 이후 성당의 회합실에서 매달 정기 모임
         2018부터는 정기모임을 2개월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여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기적 월례모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ㅁ.역대 단장:1994~2007  김영숙 세실리아(반주단 재임1991-2016), 
                        원미혜 세실리아(반주단 재임 1991-2015) 
                        전태희 엘리사(반주단 재임 1992-2016)
            2008       권현경 데레사
            2009-2010  전태희 엘리사
            2011       유광희 엘리사벳
            2012-2013  신민경 로즈마리
            2014-2017  주선해 가브리엘라
            2018       오미경 리사
            2019       김은주 율리아나
            2020       김주연 글라라
            2021       권현경 데레사



이름  본명 입단연도 비고
1 권현경 데레사 1998 단장
2 신민경 로즈마리 2009 총무
3 김민서 로사 2003
4 전애리 체칠리아 2008
5 김아영 이냐시아 2009
6 주선해 가브리엘라 2011
7 이 경 발렌티나 2012
8 오미경 리사 2012
9 박수진아녜스 2013
10 이현진 아녜스 2014
11 김은주 율리안나 2017
12 김주연 글라라 2018
13 김소영 요안나 2018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기타
09시 06시 06시 06시 06시 06시 06시 혼배
18시 10시 10시 10시 10시 18시(특전) 장례

*반주단원 현황(2021.1.28.)

*반주단 미사반주 현황(2021.1)

*연혁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새 글>로 작성하여 올린 후에  
 기록물을 발굴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