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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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9,000

주일헌금 5.070,500

감사헌금
김종안 300,000 유희진 1,000,000

이호균 1,000,000

카리타스후원금
문혜진 100,000 김연옥 200,000

김성곤 100,000 이중헌 100,000

■지하실 온수관 누수 
 성당 지하실을 지나는 온수관이 오래되어 물이 줄줄 샙니다. 
 온수관을 잠그니 사제관에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지경인데, 머지않아 철거해야 하므로 수리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임시방편을 쓰겠지만, 온수관
 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지하실
 을 잠깐 열기도 했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당분간 완전히 지
 하실을 닫으니,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견진성사 
 일시: 11월 21일 오후 2시
 신청: 10월 15일 마감. 중고생 11명, 성인 31명 등록
 자격: 5회 교리 개근 출석 (성인은 또한 명동밥집 1회 봉사)

 중고생 견진 교리: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
 일반인 견진 교리: 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대부모 자격과 교리 일정 등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에 있습니다.

■하찾사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봉사자 교육
 예비 신자 교육은 모든 신자의 소명입니다. 계성초교 수녀님
 들을 포함하여 38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복음과 신앙의 신비
 를 전하려는 열망입니다.

 교구 사목국에서 개인 접속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각자 편리
 한 시간에 비대면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할 예비 신자 교육에 함
 께 합니다. 

■신입 복사단 입단 재개
 첫 영성체 이후 3주간 새벽 미사를 통해서 복사단 입단을 열심
 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코로나로 4단계로 인해서 미사 중단으로 
 복사단 입단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번 주간 10월 18일 (월)~10월 22일 (금) 새벽미사를 
 통해서 복사단 입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안에
 서도 19명의 학생들이 복사단 입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신
 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0월 4일 ~ 10월 10일)

■예비 신자 단계별 입교 예식
 1. 예비 신자의 세례명과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0월 19일 화 

 2. 대부모 후보자 제출: 10월 19일 화

   구비 서류: 대부모 후보자의 교적 (반포성당 교우는 교적 불요)

   대부모의 자격: 
   ㄱ. 견진성사와 판공성사 (교적 확인)
   ㄴ. 11월 17일 오후 8시 대부모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

    (견진성사 대부모와 함께 교육)
   ㄷ. 단계적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에 대자녀와 함께하시는
       분 (영세식까지 10%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예식 중  
       성전 아래층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ㄹ. 향후 1년간, 대자녀와 함께 주일미사에 나오실 분 

 3. 단계 별 예식 일정

   받아들이는 예식: 10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예비자 성유 도유

   선발 예식: 11월 27일 토 오후 7시, 성서 수여 

   세례 예식: 12월 24일 금 오후 7시 

   첫 주일: 12월 26일 성가정 축일 (코로나가 허락한다면 축하식)

   첫 고해: 2022년 1월 23일 주일 

■올바른 영성체
 요즘 영성체 행렬 중 성체를 손으로 받아 좌석으로 모시고 
 가서 영하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는 큰 잘못입니다. 전에
 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성체를 받아 영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서서 성체를 손으로 받아서 영하지만, 성체가 
 축성된 제대 앞에서 성체를 받자마자 바로 모셔야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분들만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 교체 
 코로나 이후 손소독제도 진화하였습니다. 점액질 형의 소독
 제는 오래되면 침전이 생기고 끈적거리는 불편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액체형 분사식 소독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기
 회에 한결같이 우리 본당을 섬기시는 방역봉사자, 관리실, 사
 무실에 감사드립니다.

■응답하라 13호!
 [그리스도왕]은 반포성당의 잡지였습니다. 창간호부터 마지막 
 27호까지, 모두 누리집에 올리려 했지만, 이제까지 13호, 23호, 
 27호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23호와 27호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빠진 이가 새로 난 기분입니
 다. 이제 13호를 찾으면 [그리스도왕] 잡지는 완벽하게 반포
 성당 누리집에 기록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열어보게 
 됩니다. 숨어있는 13호를 찾습니다. 응답하라,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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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