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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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희 (레  지  나)  ☎ 010-8638-1677

누 리 집 banpo.or.kr(pc), 전화 앱:“반포성당“     

교 무 금 22,410,000

주일헌금 3,594,000

감사헌금

김진희 30,000 백희수 100,000

오영배 50,000 장도윤 100,000

홍경표 1,000,000 문혜진 200,000

■견진성사 11월 21일
 1. 자격 

ㄱ. 반포성당 교우에 한정합니다. 
ㄴ. 중학교 2학년 이상입니다.
ㄷ. 견진을 받으려면 아래 교리에 모두 참석합니다.
ㄹ. 성인 견진자는 적어도 한번 명동밥집에서 봉사합니

다. (수, 금, 일, 오전, 오후)
ㅁ. 견진을 신청할 때 미리 대부모를 선정합니다. 대부

모는 반드시 11월 17일 오후 8시, 대부모 교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ㅂ. 어르신 견진 대상자는 위 ㄹ, ㅁ 항에서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ㅅ. 견진 대상자는 견진성사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봅니다. 이를 2021년 성탄 전 판공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9월 26일부터 누리집 선착순 
10% 제한 시 105명 (성전 65명, 성전 아래층 40명)
20% 제한 시 170명 (성전 130명, 성전 아래층 40명) 

 3. 견진 교리 시간: 10월 17일, 24일, 31일, 11월 7일 (주일) 
                  11월 17일 (수)

ㄱ. 중고등학생: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
ㄴ. 일반인: 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ㄷ. 단 11월 17일 수요일, 대부모 교리와 전례 연습은 
    오후 8시입니다.
ㄹ.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은 각각 정해진 교리 시간에만
    참석합니다. 

■추석 연휴 미사
 • 9월 20일 월 06:00 (사무실 휴무)
 • 9월 21일 화 06:00, 10:00 (사무실 오전 근무)
 • 9월 22일 수 06:00 (사무실 휴무)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예물
 9월 18일 토요일까지 접수합니다. 이후 접수분은 제대 옆에 
 놓이는 지향록에 적지 못합니다. 합동미사예물은 모두 교구
 로 보냅니다.

■우리들의 정성 (8월 30일 ~ 9월 5일)

■2022년 새해 반포성당 달력 
 반포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교우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시 모일 즈음, 천지개벽하듯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
 가 폭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반포,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 본당,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전은 워낙 낡아서 
 요즘 마당까지 푸욱 꺼지니 위험하여 어차피 다시 지어야 합
 니다. 그러나 새로 짓자니 부숴야 하고, 부수자니 참 아깝고 
 귀한 성전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에 얽힌 신앙과 
 기도를 담아두고자, 2021년 올해 달력을 성전의 모습과 성
 상과 미술품으로 꾸몄습니다. 2022년 새해 달력은 우리 공
 동체의 얼굴을 담아,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모일 
 날과 헤어짐이 없는 천국을 그리고자 합니다. 2023년 달력
 에는 새로 지을 성전의 모습을 담아 희망을 일구고 새 소명
 을 다짐할 것입니다.

 새해 2022년 반포성당 달력을 만들 사진을 모집합니다. 
 1. 주제: 반포성당 사람들, 하느님의 모상.

(본당 공동체, 단체의 행사 사진과 인물 사진)
 2. 사진 제출 요건
   1) 사진은 원본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화된 사진은 스캔해서 제출합니다. (사무실 협조 가능) 
   2) 사진 보내실 곳: smjoo98@naver.com   
   3) 사진을 제출하는 단체가 미리 사진에 나온 회원들의 양
     해를 구하여, 차후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4) 선별을 거치므로, 제출된 사진이 모두 달력에 실리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5) 접수는 달력 제작 일정 상, 9월 26일로 마감합니다.

 사목협의회 각 분과와 소속 단체, 반포성당 모든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반포카리타스 이웃돕기
 명절이 서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반포성당의 '사랑실천 심부
 름꾼'인 [카리타스]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 교우들의 
 정성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듣고 배울 
 것입니다.

 9월 16일 (목) 금호선교본당
 9월 17일 (금) 시각장애인선교회 라파엘준본당
 10월 5일 (화) 삼양선교본당

 방문하는 곳마다, 우리를 위한 미사가 오전에 있습니다. 미사 
 후 신부님과 봉사자들의 말씀을 듣고, 부속시설을 둘러봅니다. 
 함께 가시길 원하시면 9월 15일 (수)까지 010 9228 76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인원을 제한하여, 선착순 
 4~5인만 함께 합니다. 예비 신자도 환영합니다.

미

사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학생),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토요일 오전  6시 (평일미사), 오후 6시 (주일미사) 고해성사 주일미사 20분 전, 화, 목 미사 후, 요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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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