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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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30,000

주일헌금 3,229,000

감사헌금 익명 100,000 류현정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선해 200,000 김연옥 100,000

고석준 300,000

2월 미사 지향 미사 시간 사무실

11일 목 평일 아침 0600
공휴일 

10시 미사 없음
휴무

12일 금
설날 합동 위령

설납 합동 위령

0600

1000

상차림, 분향, 

연도 없음
휴무

13일 토
평일 아침

주일 특전

0600

1800
좌석 수 10%

1330~

1930

■설 연휴 미사와 사무실 업무

  지난 주일 발표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미사 참
 례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 합동 위령 
 미사에도, 제단 앞에 상을 차리거나 지향 명단을 놓지 
 않고, 미사 후 분향과 연도도 없습니다. 위령 미사 지
 향은 2월 10일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미사 
 예물은 교구청으로 보내집니다. 

 정부는 2월7일까지 코로나 감염 추이를 지켜보고 방역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계획과 
 준비의 문제로, 이번 설날 합동 위령 미사에는 상차림, 
 분향, 연도가 없겠습니다.

■설 선물
 사제관에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남아 돕니다. 까리
 따스회에 기부하시는 분은 선을 쌓고, 그 사랑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부족한 분들께 바로 갑니다. 드리는 
 분이 흐뭇하고 받는 분이 고마우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올해 하루 하루가 설날 같기 바랍니다. 

■카리타스 회원을 위한 미사 지향
 매월 첫 주일 오전 7시 미사는 반포성당의 카리타스
 회원과 후원회원 및 가족을 위한 지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 만나는 분들, 곧 이분들의 
 사랑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우 모두가 간접적으로 만
 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1월 25일 ~ 1월 31일)
특전 미사 0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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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52 431,000 90 705,000 61 497,000 91 1,049,000 68 547,000 362 3,229,000

■김종호 신부님 사제서품 1주년 축하합니다.
 오늘 2월 7일입니다. 다른 서품 기념일보다 더 의미
 가 큽니다. 축하합니다. 2120년 2월 7일, 서품 100주
 년이 되어도 한결같이 거룩한 미사를 올리며, 늘 건강
 하고 행복하시길 기도 합니다. 

■남보현 부제 감사 인사
 교우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 사랑으로 지난 1월 
 20일 종신 서약, 21일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번 종
 신 서약식과 서품식은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전대미문
 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희락의 순간, 가슴 
 벅참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고요한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할 수 있
 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제품을 위해 기도해주신 
 교우들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
 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필레 1,4)

남보현 샤를 드 푸코 부제 올림

■대림절 저금통 반환
 사무실에 가져다 주시면, 교구 사회복지회로 보냅니다.

■교적 바로잡기
 교적에 아직도 011, 016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도 있
 고, 없어진 아파트의 주소가 남아 있고, 생년이 잘못
 되어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교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리셔서 자신의 교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
 니다. 천사가 축복을 전하러 찾아가려 해도, 이거야 
 원, 전화도 안되고, 주소도 모르고, 수소문해도 아는 
 분이 없어, 온 반포를 헤매다 지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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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