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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대 표 전 화 TEL 532-3333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FAX 594-0574

전 자 우 편 banposamu@naver.com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주 소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누 리 집 banpo.or.kr (pc, mobile)     

교 무 금 26,220,000
주일헌금 4,731,000
2차헌금 2,108,000

감사헌금
서우영 200,000 위명용 100,000
배시현 300,000 김병익 500,000
조성연 200,000

카리타스후원금 유숙자 200,000 고석준 300,000

■늘 푸른 신앙의 표상, 노영주 레오 어르신께 (9구역)
 반포성당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4월 5일의 102회 생신을 미리 축하드리며 기도합니다.

■김대건 탄신 200주년 희년 살이
  교황님께 보내는 코로나 백신 성금
 교황께서는 가난한 나라와 평등하게 백신을 나누기 위
 해 세계 교회의 기도와 성금을 바라시고, 한국주교회의
 는 이를 성 김대건 희년을 사는 일환으로 삼습니다. 
 희년을 마치는 11월 27일까지, 사무실에서 [백신 성
 금]을 받습니다. 
 두 번 맞는 백신은 6만원이 드는데, 성금의 액수는 상
 관없으며,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9일 기도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9일 기도
 를 원하십니다. 지난 3월 30일 (화)부터 4월 7일(수)
 까지, 삼종기도가 미사 전에 있으면 미사 후에, 삼종기
 도가 미사 후에 있으면 미사 전에 주모경을 바칩니다.

■반포 카리타스
 매월 첫 주일 첫 미사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중미사 
 중에 본당 공동체와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사랑의 몸짓으로 정성을 모으는 분들과 나라 안팎에서 
 작은 도움을 받는 분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이어 주
 시는 봉사자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대축일을 맞아 우리끼리 선물을 나누면 축제
 가 아닙니다. 민들레 씨처럼 작은 정성을 불어 모르는 
 곳에 날리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닿는 곳에 생명의 신
 비가 피어나고, 너도 나도, 모두, 더 행복합니다. 실은 
 우리의 도리요, 보속이요, 구원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3월 22일 ~ 3월 28일)

■미사와 함께하는 첫영성체 교리반
 일시: 4월 10일~6월 6일,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3시
 기간이 짧으니, 빠짐없이 나와야 합니다. 

■반포 누리집 banpo.or.kr
 2021년 3월 31일 현재, 우리 누리집에 방을 꾸민 단
 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단체의 목적, 설립과 
 역사, 역대 임원, 현황, 회원 가입 안내를 모두 소개했
 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글로리아 전례 합주단, 까네레 청년 성가대, 반포 카리타스, 
 상지회, 성찬봉사회, 원죄 없으신 어머니 꾸리아, 

 제대회, 청년 성서모임, 청우회, 탁구동호회.

 계속해서, 회원들의 사진도 올리고 소식도 전하며, 새 
 회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보에는 방을 꾸리긴 했지만, 아직 살림이 덜 
 들어온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다다음 주보에는 아예 방을 꾸미지 않은 우리 성당의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당의 단체가 아니면 우
 리 누리집에 방을 꾸미지 않아도 좋고,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아니 아직도 종이 주보를?
 banpo.or.kr을 모르십니까? 손전화에 [반포성당] 앺이 
 없으십니까? 아니 아직도 인쇄된 주보를 보십니까?
 주보가 손전화에 뜹니다. 바야흐로 2021년입니다. 

 주보를 누리집에서 보시면, 종이 소비를 줄이고, 나무
 를 아끼고, 탄소를 없애고, 깨끗한 공기를 숨쉬고, 가
 뭄과 홍수를 피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걸 누립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의 중독에서 자유롭고 되돌아오는 재
 앙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
 다. 작은 실천이 믿음입니다. 

 반포성당은 어르신들, 처음 오시는 분들과 한번 다녀  
 가시는 다른 본당의 교우들을 위해, 조금만 주보를 인
 쇄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니, 한번 집으면 댁으로 가져가십시오. 
 더 편리하게 주보를 보시는 분은 아예 집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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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