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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전 화 TEL 532-3333
FAX 594-0574
전 자 우 편 banposamu@naver.com
주 소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 석 준
김 종 호

(아 우 구 스 티 노)
(프 란 치 스 코)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누 리 집 banpo.or.kr (pc, mobile)

■주일 고해성사

■예비 신자 소식

시간 : 오전 9시 미사와 11시 미사 20분 전 ~ 5분 전
장소 : 사무실 앞 전 유치원 자리
고해소 입장 전, 방역 절차가 있습니다. 미사 시작 정시에 성
전 문을 닫으므로 고해성사는 미사 5분 전에 끝납니다.
7월에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토요일 18시 미사와 주일 모든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드립니다.

■성서못자리 3권 수강생 모집
∙개강 일시 : 9월 3일(금) 개강 미사를 시작으로 15주 강의 진행
∙과목 : 정기 강좌 3권
(역사의 예수 / 사도 바오로 / 사도 바오로 서간)
∙강사 :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
∙자세한 안내는 반포성당 누리집을 보십시오.
∙누리집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어린이 복사단 모집
복사란 제단에서 사제를 도와 미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사람을 말합니다. 복사의 어원은 한자어로 복종하여[服]
섬김[事], 라틴어로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뜻을 가진 acolytus
이며, 영어로 acolyte, 혹은 altar server입니다.
복사의 기본적인 임무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함입니
다. 복사는 비록 제대 주변에서 봉사할지라도 우선 자신을
봉헌하고 기도하며 찬미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 제단
중심의 복사 역할은 모든 신자들이 제사를 봉헌하는 사제적
봉사의 확대요 연장입니다. 따라서 첫영성체를 마친 신자 중
봉사 정신이 있어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복사단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는 방역 지침을 지키며 주일미사에만 복사들이 봉사하고 있
습니다. 마침 지난 성체와 성혈 대축일에 첫영성체를 모시고
복사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이 있기에, 올해 복사단을 새로
모집합니다. 복사가 되고 싶은 어린이의 부모님은 올해 판공
성사를 보시고 반포본당 구역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고해성사를 보시면 올 판공성사로 교적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보시고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반포 누리집

∙ 손 끝에서 반포성당이 열립니다. 온누리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주보는 매주 목요일에 누리집에 미리 실립니다. 여기서 보
세요.
∙ 누리집에서 [예수성심과 성인들]의 유튜브로 바로 연결됩
니다.
∙ 반포성당의 모든 단체 가입과 행사 참여는 누리집에서만
신청합니다.
∙ 누리집에는 1976년 이래 반포성당의 45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 누리집은 지금도 반포성당의 하루 하루를 모아 둡니다.
∙ 하느님께 나아가는 신앙 여정에 함께 발자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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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의 예비 신자들을 위해 11개 조에서 남녀 구역회의
17분이 봉사합니다. 벌써 세 번의 화요일 교리 수업이 있었
고, 예비 신자들도 매 주일 미사에 봉사자들과 함께 참례하
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의 딸 수도회 이 마리스텔라 수녀님이 주로 강의하
시고, 장기복 루시아 예비 신자 교리반장님이 행정을 지원하
시고,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교육분과에서, 예비 신자들이 하
느님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합니다.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 드
립니다.
예비 신자들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랑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이 맞이하며, 세례를 갱신하기 바랍니다.

■성전 에어콘 가동
코로나로 환기가 매우 중요함에도 벌써 더위가 시작되 미사
중에 창문을 닫고 에어콘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당 성전의 에어콘 가동은 매 미사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성당에 나오시고 가장 늦게 떠나시는 제대회원님
들이 전담하여 봉사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
니다. 이에 제대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어콘은 가동 수칙과 상황에 따라 제대회원님들 독자적으로
가동과 종료 시간, 전면 또는 부분 가동 등을 수시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정 온도(24~28℃)에서 자동으
로 작동하도록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 일부 교우분들이 임의로 에어콘을 가동시
키거나 가동시킨 후에 끄지 않고 성전을 떠나버려 불필요하
게 장시간 가동되는 사례도 있어 효율적인 에어콘 관리에 제
대회원님들이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콘 가동을 제대회원님들에게 전적으
로 맡겨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하시면 제대회원님들(성전 입
구 앞 좌석)이나 사목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예수 성심 성월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
심을 특별히 더 공경하고 묵상하는 6월이 되시길 빕니다.
-사목회 올림-

■6월 20일 한반도 평화 나눔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6월 7일 ~ 6월 13일)
교 무 금

14,970,000

주일헌금

5,276,500

감사헌금
카리타스후원금

7시, 오전 9시 (학생),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6시 (평일미사), 오후 6시 (주일미사)
6시 (월 ~ 토)
10시 (화 ~ 금)

백신나눔

전민준

1,000,000

송기남

1,000,000

김연옥

150,000

이혜자

100,000

김연옥

150,000

익명

100,000

정준화

120,000

사랑의모후Pr.

100,000

창조주의모후Pr.

100,000

고해성사
병자성사 봉성체
유아세례

화, 목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임시 시간)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매월 첫 토요일 오후 4시 30분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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