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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의 밤
 5월 29일, 토, 오후 7시 30분, 성전

 성모의 밤은 하룻밤이 아닙니다. 성모의 밤은 적어도 
 서른 한 밤입니다. 적어도 5월 한 달이 몽땅 성모성월
 이기 때문입니다. 반포성당의 모든 교우들은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을 기립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오심과 머무심과 가르치심과 내어 주심과 숨 거두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로 오르심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드신 분
 을 교회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들은 천사와 함께 
 지상의 영혼을 돌보며 도웁니다. 그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성모님은 성인들의 맏이입니다. 성모님은 
 지상의 영혼을 보살피시는 하늘과 땅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으로 창조되신 성모님께서 동정으로 (루
 카1,34)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일 (루카1,31)을 복
 음서는 상세히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루카2,
 51)과 공생활 (요한2,3)과 십자가 밑에까지(요한19,25) 
 성모님이 계십니다. 이후 사도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
 셨고 (요한19,27), 교회는 성모님을 기리며 성모님의 
 통공을 느끼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사도1,14), 성
 모님을 따르며, 은총이 가득하신 (루카1,28) 성모님을 
 차차 깨우쳐 갑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 안나의 태중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신비,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올려
 진 신비는 모두 동정녀 잉태의 연장입니다. 교회는 전
 승 속에서, 무염시태, 동정잉태, 성모승천을 모아, 성모 
 신비의 큰 그림을 펼쳐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모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모님
 처럼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있기에, 
 성모님을 기리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성모공경은 성모님
 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형
 제들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을 이끌
 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
 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오르심까지를 
 네 묶음, 스무 단으로 나누어 묵상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모님과 하나되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성모의 밤은 하룻밤이 아닙니다. 성모의 밤은 적어도 
 서른 한 밤이며, 날마다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밤입
 니다. “천주의 성모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교 무 금 12,650,000

주일헌금 5,263,900

감사헌금
김진희 50,000 정현철 200,000

지창원 100,000 김연옥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연옥 100,000

백신나눔 박승동 100,000 김성곤 120,000

■성모성월 묵주기도 지향
 1단: 본당의 어르신을 위하여

 2단: 본당의 자녀를 위하여

 3단: 본당의 예비 신자를 위하여
 4단: 본당의 새 시대, 새 성전을 위하여

 5단: 본당의 정상화와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첫영성체반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3시. 성전.
 6월 6일 오후 2시 특별 미사에서 첫영성체 합니다.

■예비 신자 교리반 (누리집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집 기간: 5월 23일, 성령강림대축일까지.
 신청 방법: 반포 누리집 banpo.or.kr에서 신청
 교리반 편성: 1개 반, 어르신반
 교리 시간: 화, 목 중 주 1회 저녁 8시 
 (지금까지 신청자 중 화요일 선호가 많아 화요일이 되기 쉽습니다.)

 세례 예정: 2021년 12월 예정
 교리 기간: 7개월
 세례 자격: 평일 교리반과 주일 미사에 85% 이상 출석
 교리 방식: 대면 강의
 교리 강사: 본당 사제와 성 바오로의 딸 수도회
 교리 장소: 성전 (거리 두기, 띄어 앉기 준수)

■주님 승천 대축일은 홍보 주일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선교 활동을 위해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반포성당 누리집 banpo.or.kr과 전자 주보
 목요일 저녁이면 벌써, 주일 주보가 누리집에 나옵니
 다. 주보를 누리집에서 미리 보세요. 그러면 인쇄된 주
 보를 줄일 수 있고 종이를 아낍니다. 전교를 위해서도 
 반포성당 누리집을 알려주세요.

■우리들의 정성 (5월 3일 ~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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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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