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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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000
주일헌금 5,497,500
감사헌금 백희수 100,000 김연옥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지영 1,000,000 장효진 100,000

김연옥 200,000 김성곤 100,000

백신나눔 박용숙 1,000,000

■본당 지하실 및 상가 교리실 비품 및 서류 정리 안내
 지난 10월 24일 주보에 알린 것처럼, 우리 본당은 성전 재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비품과 서
 류를 정리 보관합니다. 지하 회합실과 상가 교리실, 창고에 
 있는 모든 문서와 가구가 아닌 비품을 말합니다. 
 1. 정리 기간 및 시간
  ∙ 기간: 11월 30일(화)부터 12월 4일(토)까지 5일간
  ∙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위 기간 동안 사무실 오후 5시까지 연장 근무합니다.)

 2. 정리 요령
  ∙ 지하실과 상가 캐비넷 및 창고 등에 있는 모든 비품과 서
    류를 정리하여 비웁니다.
  ∙ 재건축 후 각 단체에서 다시 필요한 비품과 서류는 각 단
    체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합니다. 
    레지오에서는 원본을 보관할 서류와 레지오 기(旗)와 상  
    자 등을 가급적 Cu.에서 취합 보관하거나, 또는 Pr.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합니다. 
  ∙ 원본 보관이 불필요한 서류 중 PDF로 전환하여 전자 보
    관할 서류는 각 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를 권유합니다. 
    사무실에서 도와드릴 수 있지만, PDF 전환에 비용이 발
    생하면 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폐기물은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합니다.
  ∙ 개별 단체가 보관하는 품목은 사무실에 비치한 서식에 보
    관 물품 목록을 적으시고, 단체장과 사목회의 서명으로 확
    인한 후 본당 밖으로 옮깁니다. 
  ∙ 공용성이 높거나 부피와 무게 때문에 단체나 개인이 보관
    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재건축 기간 중 본당에서 창고를 
    임차하여 따로 보관합니다. 각 단체에서는 이런 물품을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필요에 따라 사목회가 각 단체와 상
    의합니다. 이런 물품이 재건축 후, 반드시 전에 물품을 사
    용하던 단체로 돌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정리가 끝난 캐비넷 등 가구와 창고는 문을 열어 둡니다. 
  ∙ 사무실과 제의방, 전례꽃꽂이 방도 재건축 기간 중 필수
    적이지 않은 물품은 최대한 정리합니다.
  ∙ 지하실에서 일하실 때, 방역 수칙에 따라, 음식을 취하지 
    않으며, 될수록 짧은 시간 내에 일을 마칩니다. 
  ∙ 종이상자, 테이프, 쓰레기봉투, 소독제를 비치하겠습니다. 
 3.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바로 답할 수 
    없는 것은 사목협의회에서 상의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 사목협의회

■우리들의 정성 (11월 8일 ~ 11월 14일)

견  진  자 구역/반 대  부  모
계성곤 세례자요한 반포1동 성당 정원석 베드로

고근석 미카엘 17/3 나봉주 스테파노

곽병호 다니엘 17/2 최태교 안드레아

김명옥 루치아 5/6 김동옥 데레사

김시은 이레나 19/3 이선아 로사

김연욱 엘리사벳 17/4 김주연 글라라

김종운 발렌티노 9B/4 우성현 프란치스코

김종헌 이시돌 7/6 김강희 비오

김지영 로사 10/8 윤수진 아녜스

김지호 스테파노 19/1 장재금 아우구스티누스

김채율 가브리엘라 8/2 김난경 엘리사벳

김태균 로베르토 19/3 이호식 도밍고

김현경 이사벨라 18/3 최숙자 루치아

김희진 미카엘라 10/5 홍성민 스테파니아

민경혜 세실리아 19/4 이현주 마틸다

박동열 라파엘 15/1 유희진 이냐시오

박미경 크리스티아나 19/3 방순식 모니카

박영신 글라라 8/4 이영필 안젤라

신우철 마르코 19/1 나봉주 스테파노

심현정 카타리나 9A/1 박경아 율리안나

양정원 마리스텔라 17/6 박윤옥 로사

여유빈 레나타 20/D 진란향 에스텔

염영숙 미카엘라 20/B 이경순 마리아

오주영 레아 0/7 양현애 카타리나

이교임 아델라 0/7 김윤정 벨라뎃다

이도경 미카엘 20/C 한승훈 마티아

이상미 발렌티나 9B/4 김정은 스콜라스티카

이상미 아녜스 20/D 표순분 안젤라

이상민 스테파노 반포4동 성당 서현석 요셉

이서율 모니카 15/5 송주희 소피아

이유나 사비나 8/4 고중원 데레사

이은호 아나스타시아 20/A 백수진 벨라뎃다

이인미 수산나 8/3 김윤지 안젤라

이혜승 크리스티아나 20/A 설보미 안젤라

임소연 라파엘라 15/1 민운관 벨라뎃다

임장혁 리노 9A/1 우혁준 다미안

정다운 미카엘라 20/A 전희영 스텔라

정미리한 베드로 9B/2 정채훈 베네딕트

정아루자선 베드로 9B/2 정채훈 베네딕트

정재웅 다니엘 7/6 선희석 레미지오

조승우 제르마노 9A/2 김주호 바오로

조윤희 데레사 20/A 이정현 아녜스

조은우 다미아노 9A/2 김정욱 베드로

진유하 사도요한 20/A 표종환 시몬

최미혜 스테파니아 20/A 김나영 로사리아

최보영 글로리아 20/C 이현주 마틸다

■견진자와 대부모 명단

■예비 신자 선발 예식 (성서 수여식)
 11월 27일 오후 7시, 성전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향한 여정 
 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례만큼 중요한 이 예식에 대부모 
 되실 분들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7개월 여정을 마치는 세
 례미사는 12월 24일 오후 7시, 성탄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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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