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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기도 주일
 한국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사순2주일, 2월 28일에 전국  
 모든 본당에서 이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가경자(可敬者)란 시복, 시성을 위한 절차가 허락된 분에
 게 잠정적으로 붙이는 존칭입니다. 공경할 만한 (사람)’
 이라는 뜻의 라틴어 venerabilis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전
 에는 가경자라는 호칭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
 차 바티칸 공의회 (1962-66) 이후, 시성, 시복 절차를 간
 소화하면서 이 단계를 폐지하였고, 지금은 교황청 예부성
 성에 시복 시성 청원이 접수되면 가경자라고 부릅니다. 
 그 명칭도 “하느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
 직 관습적으로 가경자라는 칭호를 많이 씁니다. 

 가경자, 곧 하느님의 종은 아직 전례 예식에서 공적으로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즉, 공적으로 전구를 청하거나, 수
 호자로 모시지 않으므로 세례명이 되지 않고 성인호칭기
 도에도 들지 않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21년 3월, 충청남도 청양의 다락골 
 인근에 있는 새터 교우촌에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
 자 이성례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한국 최초의 신
 학교 뒷산에 묻혔으니 곧 배론 성지입니다. 원주교구 김
 영진 신부님의 외삼촌이신 최기식 신부님이 최양업 신부
 님의 동생의 증손입니다. 

 1845년 8월 17일에 수품한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인 사
 제 중 첫번째이고, 두번째가 1849년 4월 15일 수품한 최
 양업 신부님입니다. 머지않아 최양업 신부님의 세례명을 
 받은 신앙의 후손들이 나올 것입니다. 2020년 2월 7일에 
 수품한 우리 본당 김종호 신부님은 6,598번째입니다.

 반포성당 누리집에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
 다.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
 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마태오 10, 33). 우리가 
 성인과 하느님의 종을 모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
 며,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요? “당신이 천주교인
 이요?”

■성물방 봉사: 주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본당 상지회가 코로나 사태 중에도 교우들을 섬기고자 성
 물방을 다시 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우들께 큰 도움
 이 될 겁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손세정제를 유념합시다. 
 코로나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 상지회의 사랑과 섬김에 감
 사드립니다.

교 무 금 11,770,000

주일헌금 3,719,000

감사헌금
김성곤 100,000 정형호 100,000

김지혜 500,000 익명 5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성곤 100,000 정형호 100,000

양해동 300,000

■반포성당 누리집 
 우리 누리집에서 함께 사시려면, 컴퓨터에서 banpo.or,kr, 
 혹은 손전화에서 “반포성당” 앺을 내려 받으십시오. 
 하늘과 땅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와 은총은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초등부 사순시기 실천 사항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
 리지 않아 아직 학생들을 위한 미사는 아직 준비중입니
 다. 그러나 사순시기를 맞아 초등부 아이들이 사순시기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이후에 사순시기 실
 천사항을 잘 지킨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유아부와 초등저학년 친구들에게는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십자가의 길’ 컬러링북을 나누어 줄 예정이고 
 사순시기 실천사항은 3월 1일 이후부터 사무실에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순시기 실천사항과 배부에 대
 해서는 추후에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서못자리 개강 미사
 3월 12일 금요일 10시, 교구 성서못자리 담당 김덕재 신
 부님 주례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Zoom
 으로 전환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반포성당 누리집, 알림 난을 보십시오. 
 문의: 박수현 가타리나 010 3405-5685

■사목위원들을 모시며 성경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평신도 주일부터 사목협의회 분과장으로 봉사
 하시는 분들께 모시는 글을 성경에 써서 드립니다. 어려
 운 시기에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몸소 도우실 것입니다.
 반포성당의 모든 분들이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
 께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2월 15일 ~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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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