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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호 베드로 신부 선종
 반포성당에서 2015년 2월부터 1년간 사목하신 신 베드로 신
 부님께서 지난 6월 19일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43세입니다. 
 6월 21일에 명동대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봉헌한 후 용인 서
 울대교구 성직자 묘지에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6월 23일, 묘지에서 열린 삼우미사는 반포성당이 주관하여,
 사제 17명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고, 우리 교우 28명이 함 
 께 하였습니다. 
 반포성당은 신 신부님을 위하여 8월 8일까지 50일간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 신부님의 서품 성구는“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 
 6,20)입니다. 어두운 밤, 깊은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과 높은 물결에 시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
 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신 신부님께서
 도 이 성구를 기억하며 병고를 견디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
 리 반포성당 교우들에게 남겨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1978 서울 출생
 2009 사제 수품
 2015 반포 성당 
 2016 해외선교
 2018 병원 사목
 2021 선종  

■반포성전 유리화 작가 남용우 마리아 님과 베드로의 닭
 독일에서 유리화를 연구하시던 1979년, 반포성전을 위하여 
 만든 유리화는 시작과 끝을 주제로 한 추상화입니다. 독일의 
 성당마다 지붕 위에 있던 베드로의 닭을 눈 여겨 보셨기에, 
 당시 새로 봉헌되는 반포성당에도 베드로의 닭을 놓도록 제
 안하신 분이 남용우 님이십니다. 마침 우리 본당의 올해 달
 력, 유월의 삽화입니다. 

 남종상 성인의 후예로서 만 90세의 연세에 지금도 천진암 
 성당을 위해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재 전문가인 
 우리 교우 김종헌 이시도르 교수님이 제작 중인 반포성당 건
 축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유리화는 일부의 순서
 가 바뀌거나 거꾸로 잘못 설치된 채 42년을 지내왔습니다. 
 새 성전에 유리화를 옮기면서 바로 잡으려던 차에, 작가의 
 말씀이 절실하거니와, 친히 더 큰 작품으로 확장하여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누리집, [하느님의 작품] 난에도 
 모실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을 안상인 요셉 은퇴 신부님께서 
 주선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반포성전에 모셔진 성미술 작품의 작가나 사연을 아시는 분
 은 주임신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페르펙토 신부 해병대 군종 임관
 2018년부터 2년간 반포성당에서 사목하신 김 신부님은 6월 
 25일 군종장교 훈련을 마쳤으며 곧 해병대 백령도 기지로 
 부임합니다. 기도와 성원 바랍니다.

교 무 금 16,695,000

주일헌금 4,646,000

2차헌금 2,026,000

감사헌금
송석훈 5,000,000 김연옥 100,000

전해수 5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연옥 100,000

백신나눔 조준형 1,000,000 장효진 100,000

이름과 세례명 구역(반) 이름과 세례명 구역(반)

강정우 안토니오 18(3) 강현우 다니엘 18(3)

강현지 에스텔 18(3) 김건우 발렌티노 9A(3)

문유림 아녜스 8(3) 문유이 클로틸다 8(3)

박서윤 이사벨라 8(4) 박시연 모니카 8(1)

박주연 에스테르 8(8) 백수연 마리스텔라 6(4)

신아윤 비아 10(8) 윤주혁 마르티노 9B(3)

윤지원 젬마 17(4) 이재현 세례자요한 9A(2)

이준혁 발렌티노 6(4) 이채윤 클라라 8(2)

임채아 오텔리아 9B(1) 한시아 그라시아 20(C)

홍서희 스텔라 17(5)

■주일 고해성사, 전 유치원 방, 미사 20분~5분 전
 오늘 6월 27일에는, 오전 9시 미사와 11시 미사 전에 드립
 니다. 7월부터는 토요일 오후 6시 미사를 포함하여 모든 주
 일 미사 전에 드립니다. 평일에는 지금처럼 요청에 따라 미
 사 후에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봄에 판공성사를 놓친 분들도, 
 원하신다면, 고해성사 후,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교적에 판공
 성사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새 방역 지침
 현행 종교시설의 집합 인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로 제
 한 됩니다. 
 7월 1일부터, 예방 접종자는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미사
 에 참례합니다. 아직 회합에 대한 새 지침은 없습니다. 성전 
 입장 전, 체온 측정, 신원 기록, 손 세정, 마스크 착용 등, 방
 역 절차와 퇴장 후 소독은 그대로입니다. 성전 문도 미사 시
 작과 함께 닫습니다.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 
 협조하시니 고맙습니다.

■2021 복사단 지원 어린이

■우리들의 정성 (6월 14일 ~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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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