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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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10,000

주일헌금 2,876,500

감사헌금

김동규 200,000 김연옥(2/2) 100,000

홍은영 500,000 윤준영 100,000

박하윤 100,000 박시윤 100,000

이민호 50,000 김연옥(2/7) 100,000

김건중 200,000

카리타스후원금 유정호 1,000,000 김연옥 100,000

■재의 수요일 2월 17일 미사
 1. 여느 평일 미사처럼, 오전 6시와 오전 10시 미사를 봉
   헌합니다.

 2. 재의 예식 중, 사제는 재를 축복한 후, 신자들의 머리
   위에 재를 얹어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라.”혹은“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방역을 위하여, 이번 재의 수요일에는 이 말씀을 공동  
   으로 먼저 드리고 나서, 신자들의 머리 위에 말없이 재  
   를 얹습니다. 
   혹시 재가 묻을지 모르니, 원하시는 분은 여벌 마스크  
   가져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영세를 받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예비 신자는 물론이려니와, 이날부터 부활절까지 이
   어지는 천주교의 사순절을 이해하고 함께 보속하시려는
   분을 환영합니다.

 4.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한끼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날입니다. 또한 사순절의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을 지킵
   니다. 21세부터 60세까지 해당됩니다.

■사순절 사목 계획
 답답한 일입니다. 아직은 종교활동이 정규 미사로 제한되
 어 있습니다. 그나마 참석 허용 인원은 좌석 수의 10%입
 니다. 따라서 매주 금요일 마다 공동으로 바치던 십자가
 의 길 기도를 계획하지 못합니다. 판공 고해성사도 지난 
 해 부활과 성탄을 준비하며 두 번이나 계획하였다가 취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고해성사로 마음의 바이
 러스를 씻어내고 기쁜 부활대축일 축제를 거행하기 바랍
 니다. 그런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방역이 사랑임을 명심
 하고, 답답한 마음을 불평으로 털지말고 작은 희생으로 
 바치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화살 기도
 를 쏘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순 저금통 배부  
 대림저금통을 아직 걷고 있는데 벌써 사순절입니다.
 대림저금통 모으기는 다음 주일로 마감합니다. 다음 주일
 부터 사순저금통을 나누어 드리고 성지주일에 사무실에서 
 모아, 교구 사회복지회로 보냅니다.

■우리들의 정성 (2월 1일 ~ 2월 7일)

■아직도 교무금을 내시러 사무실에 오십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금은 불편합니다. 매번 현
 금을 준비하여 사무실에 가져오시면, 사무실에서 영수
 증을 드리고 다시 세어보고, 모아서 은행에 가져가 입
 금해야 합니다. 교무금 자동이체는 정말 쉽고 편리합
 니다. 한번 걸어놓으면, 사람이 깜박 잊어도, 멀리 여
 행을 가셔도, 코로나로 성당 문이 닫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사가 대신 봉헌해 줍니다. 은행에 가셔
 서 주보 아래에 있는 우리은행 구좌로 자동이체를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 침묵 
 미사 중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
 씀 드렸습니다. 독서와 화답송과 독서 사이, 복음 선포 
 전, 기도 사이,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례
 의 장식이 아니라 구성 요소입니다. 
 서두르고 조급하면 전례의 흐름이 깨집니다. 해설과 독
 서를 맡은 봉사자는 충분한 침묵을 지키며 전례에 협력
 합니다. 이런 전례의 흐름은 사순절에 더욱 중요합니다. 
 해설대와 독서자 좌석에 적힌 글을 읽고 따르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따금 주례사제가 긴 긴 침묵을 지깁니다. 봉사자들이 
 서두르다가 침묵을 놓치면, 잃어버린 침묵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10% 시대 주일미사 참례에 관하여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새로운 경
 험을 선사합니다. 아니 10%라니요? 선착순이라지만, 
 성전 입장은 방역 절차가 준비되는 주일 미사 30분 전
 에야 가능합니다. 날은 찬데 일찍 오셔도 기다릴 곳이  
 없습니다. 조금 늦게 오면 성전 문이 닫힙니다. 교우들
 은 미사에 대한 기대에 부풀지만 과연 참례할 수 있을
 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성당에 오시고, 봉사자들은 초조
 하게 입장하신 분들을 세면서, 뒤에 오신 분들을 돌려  
 보내야 합니다. 많이 나오실까 봐 걱정을 하니 별일입니
 다. 11시 교중미사는 대개 10시 40분이면 성전의 10%
 가 찹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
 연하게 여기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체험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깨우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은총이었고, 넓은 줄 알았더니 좁은 문이
 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선입견
 을 뒤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죄스럽고 곤
 혹스럽게 뒤척이면서, 교우들과 봉사자들께 고마운 마음
 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임신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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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