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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지하실 및 상가 교리실 비품 및 서류 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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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를 정리하여 비웁니다.
  ∙ 재건축 후 각 단체에서 다시 필요한 비품과 서류는 각 단체
    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합니다. 레지오에서는 원본을 보관할 서
    류와 레지오 기(旗)와 상자 등을 가급적 Cu나 Pr에서 개별적
    으로 보관합니다. 
  ∙ 원본 보관이 불필요한 서류 중 PDF로 전환하여 전자 보관할 
    서류는 각 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를 권유합니다. 
  ∙ 모든 폐기물은 환경 친화적으로 분류하여 폐기합니다.
  ∙ 개별 단체가 보관하는 품목은 사무실에 비치한 서식에 보관
    물품 목록을 적으시고, 단체장과 사목회의 서명으로 확인한 
    후 본당 밖으로 옮깁니다. 
  ∙ 부피와 무게 때문에 단체나 개인이 보관하기에 부적합한 물
    품은 재건축 기간 중 본당에서 창고를 임차하여 따로 보관합
    니다. 각 단체에서는 이런 물품을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필요
    에 따라 사목회가 각 단체와 상의합니다. 이런 물품이 재건축 
    후, 반드시 전에 물품을 사용하던 단체로 돌아가리라는 보장
    은 없습니다.
  ∙ 정리가 끝난 캐비넷 등 가구와 창고는 문을 열어 둡니다. 
  ∙ 사무실과 제의방, 전례꽃꽂이 방도 재건축 기간 중 필수적이
    지 않은 물품은 최대한 정리합니다.
  ∙ 지하실에서 일하실 때, 방역 수칙에 따라, 음식을 취하지 않
    으며, 될수록 짧은 시간 내에 일을 마칩니다. 
  ∙ 종이상자, 테이프, 쓰레기봉투, 소독제를 비치하였습니다. 

 3.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바로 답할 수 없
    는 것은 사목협의회에서 상의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 사목협의회

■성탄 전 판공성사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8시, 
 12월 19일 주일 오전 10시~11시, 정오~오후 1시, 오후 7시~8시

 미사 중에는 성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판공성사표를 미리 분배하지 않습니다. 비치된 성사표에 구역과 
 반, 성명을 적어 내시면 됩니다.
 지난 한 달간 고해성사를 보신 분은 판공성사표를 내시면 됩니다.
 성탄대축일 전야와 당일에는 고해성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탄대축일 미사
 12월 24일 오후 7시 (영세미사) / 오후 9시 (전야미사)
 12월 25일 오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12월 25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 오후 6시 (주일 특전)
 12월 26일 성가정 주일 미사는 평소 주일과 같습니다. 

교 무 금 15,490,000

주일헌금 6,581,000

감사헌금

이소나 1,000,000 김소정 1,000,000

조현범 300,000 최순남 500,000

김연옥 100,000 김성곤 100,000

여유빈 10,000 김종헌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연옥 200,000 김성곤 100,000

■12월 5일 태아 축복식
 마지막 달의 첫째 주일은 생명수호주일입니다. 이날 교중 미사  
 중에 태아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12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세요. 

■레지오 창립 100주년 감사 미사
 11월 28일 오후 2시 본당 성전에서 봉헌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컵만으로 달
 까지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값싸고, 깔끔하고, 편리한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은 도를 
 지나치게 되었고 우리의 환경을 가득 채웠습니다. 플라스틱은 우
 리가 먹는 동물들에 침략했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
 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반포성당대 대원들은 매년 사용하는 일회용품
 을 하나씩 줄여보자는 취지로 플라스틱 샴푸통을 하나라도 줄이
 기 위해 샴푸바를 제작하였습니다. 작은 노력이 바탕이 되어 환
 경을 사랑하는 생활의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12월 5일 주일 9시 학생미사 후 대원들이 손수 만든 샴푸바  
 (shampoo bar)를 판매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해 씁니다. 

■미사 중 전화 소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행복하여
 라, 미사 전 전화기를 끄는 사람들.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
 문입니다. 미사 전 매번 반복되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켜 놓았다가, 당황하고 부끄러운 일이 계속됩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와 배려로, 자신을 위한 성찰과 다짐
 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시고 행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

■미사 중 침묵
 모든 전례 봉사자들이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간이 서두
 르는 일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좌석 앞에 있는 글을 잊지 마
 시고, 더욱 경건한 전례를 함께 만들기 바랍니다.

■대림 성탄 장식
 본당 시설분과 주관으로 올해도 성당 마당과 성전 일부에 성탄 
 장식을 합니다. 시설분과장 이원규 베드로 님, 전례꽃꽂이회, 관리
 장 홍성후 마태오 님과, 미화원 장정자 율리안나 님께 감사드립
 니다.

■우리들의 정성 (11월 15일 ~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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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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