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 5    제 2356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민우 (알 베 르 토)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완수 (페 르 펙 토)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성 테레지나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사무실 소식
사무원 박미현 레지나님과 유가영 마르셀라님이 지난 12월 31일자로 사임하였
습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하느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본당에서 관리원으로 일하던 안성철 세례자요한님이 새해 1월 
1일자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안성철님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오래 근
무하다가 정년퇴임 하신 후 반포성당에서 임시직 관리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
다. 그러므로 교구 사정과 사무 업무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반포성당 사무실 업
무와 사정에 눈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 남게 된 김정은 세라피나님은 아직 사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어려
운 사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윤식 바실리오님을 임시로 모십니다. 장윤식님은 교구내 타본당에서 오
랜 세월 사무장으로 봉직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매우 제한된 시간만 우리 
사무실에서 도와주시겠으나 반포성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께 교우 여러분의 이해와 응원이 있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반포성당 직원인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는 2019년 9월에, 사
목협의회 총회장, 부회장단, 총무단, 여성꾸리아 단장 두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본당 유급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 평가하고, 업무에 대해 소명을 요구
하고 소명서를 제출받아 기록 보관하며, 인사 조치에 대한 건의를 교구 사무처
에 올립니다. 이렇게 본당 유급 직원들을 실질적으로관리, 감독하고 업무 능력
과 근무 태도를 기록에 남기며, 교구 사무처와 긴밀히 의논합니다. 그동안 위원
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반포성당의 업무가 본연으로 돌아가, 본당의 
발전을 지향하고, 본당의 주인인 교우들을 섬기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깊이 감
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0년 1월 1일, 주임신부 드림  

■겨울철 평일 미사 안내
12월 26일(목) ~ 2020년 1월 31일(금)까지 저녁 미사가 없습니다.
새벽 6시 미사와 오전 10시 미사는 봉헌합니다. 

■단체모임 및 행사

■AURA 성가단 모집
반포성당에 교적을 두고, 구역 소공동체 모임에 나오시는 분으로 원하시면 사무
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면담과 audition을 거쳐 주임신부가 성
가단원의 직무에 임명합니다. AURA 성가단은 성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임으로 출발합니다.
반포성당에 교적을 두고, 구역 소공동체 모임에 나오시는 분으로 원하시면 사무
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면담과 audition을 거쳐 주임신부가 성
가단원의 직무에 임명합니다.

단 체 명 일 자 시 간 장 소

전례꽃꽃이회 7(화) 10:40 사제집무실

전례꽃꽃이회 8(수) 10:40 마리아홀(신년하례식)

■안동현 마티아 신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반포성당 청년회에서 활동한 안동현 마티아 군이 서울대교구 반포성당 
소속으로 신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깍이로 사제 수업을 받게되는 안동현 신학생은 오는 2월 28일 10시 30분에 
명동성당에서 입학 미사를 갖게 됩니다.  

■남보현(사도요한) 신학생을 환영합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지난 1년간 멕시코에서 선교 실습을 마친 남보현 신
학생님이 반포성당에 돌아와 겨울방학을 지냅니다. 남보현 신학생은 2022년 초
에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김현효(안젤로)신학생 소식 
건강하게 경남 김해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다음 달에 두 번째 휴가를 나올 것
입니다. 계속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합동 위령미사 
• 날짜: 1월 25일(토) - 오전 6시, 10시
미사 예물은 1월 19일(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설날 미사 지향은 성당 제대 앞에 적어서 봉헌합니다.

■첫영성체 가정교리 접수
• 접수: 1월 11일(토) ~ 2월 2일(주일)까지 (초3 ~ 초6학년)• 부모님 첫 모임: 2월 8일(토) 19시 (마리아홀)• 문의: 남궁헬레나 ☎ 010-5353-3908

■성가와 함께하는 복음 토크 콘서트 - 1월 6일(월) 19:30 – 성전

■새해 1월 소공동체 모임
새해 소공동체 모임을 갖습니다. 남성 구역은 1월 8일(수) 모임을 갖습니다. 반
원들이 원하여 다른 날 모이기로 한 구역에서는 해당 구역장, 반장님들이 반원
들께 통지합니다.

■2020년 교무금 책정 
교무금 책정 및 봉헌은 신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교적을 둔 신자분들은 2020년도 교무금을 사무실 담당자에게 책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12월 23일 ~ 12월 29일)

교 무 금 57,550,000

주일헌금 10,307,900

감사헌금 이인숙 200,000 차광애 300,000

김효신 1,000,000 정양석 100,000

장혜선 100,000 한상훈 30,000

김현수 30,000 이동우 200,000

이종열 1,0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8시, 9시30분, 11시, 오후 5시, 7시  ∥ 이웃 본당 주일미사 ⇒ 오후 9시(서초동), 오후 9시(고속터미널), 오후 9시(반포4동)

토요일 오후 3시30분(어린이 주일미사), 오후 6시(주일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후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봉 성 체 매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화 ~ 금), 첫째 수요일 10시,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어린이미사 후)

반포 카리타스 후원회 계좌 ⇒ 하나은행 366 - 910002 - 18004 천주교 서울대교구 (반포성당)



2020. 1. 12    제 2357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민우 (알 베 르 토)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완수 (페 르 펙 토)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성 테레지나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2020년 반포성당 사목협의회 새해 인사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모든 가정과 소공동체에 주  
 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갈등과 분열의 세상에 새해  
 를 맞아 올해는 기필코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사랑과 평화  
 의 누리가 도래하길 기원합니다. 금년은 “선교하는 본당 공  
 동체”가 되어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2020 교구사목), 마흔 해가 훌쩍 넘어 우리도 모르게 쌓인
“관성과 안주와 텃세를 허무는”새로운 해(2020 본당사목)  
 가 되도록 다 함께 힘쓰고, 나아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립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완  
 벽한 준비를 다 함께 합시다.

-사목협의회 총회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드림

 2020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반포성당 모든 형제자매님   
 들 변함없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가정은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풍성하고, 이웃과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악습을 버  
 리고 허물어서 꿈과 소망과 희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취  
 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성 총구역장 이준영 알베르토 드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2019년을 보람있고 활기있게 만들어   
 가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반포성당 모든 교우  
 여러분과 구역, 반을 활성화하도록 도움을 주신 신부님께 감  
 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도 본당의 사목 방침대로 협조하며  
 친교와 소통의 장을 통하여 새로운 반포본당으로 거듭나는데  
 적극 노력하는 총구역이 되기를 다짐하며 행복한 반포성당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총구역장 장선옥 발렌티나 드림
 
■단체모임 및 행사

단 체 명 일 자 시 간 장 소

자비Cu. 월례회 14(화) 13:00 마리아홀

상지회 월례회 15(수) 10:40 마리아홀

여성해설단 월례회 15(수) 10:40 요한방

성소후원회 월례회 15(수) 10:40 시몬방

초등부 교사회합 15(수) 10:40 바르톨로메오방

예비신자 교리 15(수) 20:00 바오로방

반주단 월례회 15(수) 20:00 시몬방

AURA 성가대 16(목) 20:00 성가 연습실

제대회 월례회 17(금) 10:40 유아실

중고등부 교사회합 17(금) 20:00 필립보방

까네레 성가대 17(금) 20:00 성가 연습실

ME 신년 하례식 18(토) 18:00 마리아홀

■설날 합동 위령미사 
 • 날짜: 1월 25일(토) 오전 6시, 10시
 마침 토요일이므로 오후 3시 30분 어린이 미사와 오후 6시   
 주일 미사는 평소와 같이 봉헌합니다.

 • 설날 미사 예물은 1월 19일(일)까지 접수합니다.
 • 설날 위령 지향은 제대 앞에 적어 놓습니다.

■첫영성체 가정교리 접수
 • 접수: 1월 11일(토) ~ 2월 2일(주일)까지 (초3 ~ 6학년)
 • 부모님 첫 모임: 2월 8일(토) 19시 (마리아홀)
 • 문의: 남궁헬레나 ☎ 010-5353-3908

■ME 신청 접수
 • 1월 12일 8시, 11시 미사 후

■청소년분과회 기금 마련 떡과 만두 판매
 청소년분과회 기금 마련을 위하여 1월 18일(토) ~ 1월 19일  
 (일) 7시 저녁미사까지 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 매 미사 시간 전・후로 성당 마당에서 판매합니다.
 - 가격: 1만원(1봉지)

■요셉회 신년 하례식
 • 일시: 1월 19일 12:00시 
 • 장소: 마리아홀
   (70세 이상 남성 친목 모임)

■겨울철 평일 미사 안내
 1월 31일(금)까지 저녁 미사가 없습니다.
 평일 새벽 6시 미사와 오전 10시 미사는 평소와 같이 봉헌합  
 니다. 

■2020년 교무금 책정 
 교무금 책정 및 봉헌은 신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교적을 둔 신자분들은 2020년도 교무금을 사무실 담당자에게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12월 30일 ~ 1월 5일)
교 무 금 39,430,000

주일헌금 10,881,000

감사헌금 최학근 1,000,000 익명 100,000

정문기 3,000,000 이소현 500,000

강현옥 200,000 이시우 500,000

김종순 1,000,000 김태현 50,000

익명 3,000,000 한상훈 3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8시, 9시30분, 11시, 오후 5시, 7시  ∥ 이웃 본당 주일미사 ⇒ 오후 9시(서초동), 오후 9시(고속터미널), 오후 9시(반포4동)

토요일 오후 3시30분(어린이 주일미사), 오후 6시(주일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후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봉 성 체 매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화 ~ 금), 첫째 수요일 10시,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어린이미사 후)

반포 카리타스 후원회 계좌 ⇒ 하나은행 366 - 910002 - 18004 천주교 서울대교구 (반포성당)



2020. 1. 26    제 2359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민우 (알 베 르 토)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완수 (페 르 펙 토)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성 테레지나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주님 봉헌 축일에
 수도자들께 감사 드리며, 전례 초를 축성합니다
 2월 2일은 주님의 성탄(Christmas)으로부터 40일이 되는 날    
 입니다. 교회는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례와 함께 아기 예수님    
 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일을 기념하며, 이 날을 [주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II세께서는 이 날은 [축     
 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수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수도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도 생활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즈음이라, 지향이 더욱 간절합니     
 다. 수도자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리며 한 해 동안 전례에     
 사용할 초를 축성하므로 Candlemas라고도 부릅니다. 서기     
 450년 이래 교회의 전통입니다. 반포성당에서는 11시 교중 미  
 사 중에 초를 축성합니다. 올해 본당에서 쓸 초를 봉헌하기 원  
 하시면 구좌 당 1만원으로 교중 미사 전까지 사무실에 신청 하  
 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쓸 초를 축성하려면 이날 교중 미사에   
 가져오시거나, 차후 성물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목 감기가 기승을 부리곤 하여서 외국의 교회에  
 서는 사제가 축성된 초를 X자로 목에 대고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쾌유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늘 건강하  
 시기를 빕니다.

■첫영성체 가정교리 접수
 • 접수: 1월 11일(토) ~ 2월 2일(주일)까지 (초3 ~ 6학년)
 • 부모님 첫 모임: 2월 8일(토) 19시 (마리아홀)
 • 문의: 남궁헬레나 ☎ 010-5353-3908

■단체모임 및 행사

■1월 26일 해외원조주일 2차 헌금
 해외원조주일은 한국주교회의가 제정한 날로, 전국 모든 본  
 당의 2차 헌금을 주교회의가 모아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이  
 어려운 해외의 이웃을 위해 사용 합니다. 

단 체 명 일 자 시 간 장 소

천상Cu. 월례회 28(화) 21:00 마리아홀

여성총구역 29(수) 10:40 마리아홀(신년하례식)

예비신자 교리 29(수) 20:00 바오로방

청소년분과 월례회 30(목) 20:00 바르톨로메오방

남성구역장 월례회 30(목) 20:10 바오로방

AURA 성가대 30(목) 20:00 성가 연습실

까네레 성가대 30(목) 20:00 성가 연습실

■15구역 합동 구역 미사 
 • 일시 및 장소: 1월 29일(수) 20:00 레미안 단지 내 
 • 가정과 구역 지향 모읍니다. 예물과 헌금은 없습니다.

■연도제 - 1월 31일(금) 20:00
 
■유아 세례 - 2월 1일(토) 16:30 (어린이 미사 후)

■2월 5일은 소공동체의 날입니다.
 남녀 소공동체 모임의 일시 및 장소는 구역, 반에 따라 전 달    
 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역장, 반장 님께서 알려 드릴 것입니다.

■성시간(성체강복) - 2월 6일(목) 20:00

■성서못자리 2020년 전반기(2권) 수강자 모집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 주일 미사 전후에 성전 입구에  
 서 등록을 받습니다.
 • 개강: 2월 28일(금) 10시 미사 후 마리아홀
 • 기간: 2월 28일(금) ~5월 29일(금) 14주
 • 수강료: 교재비 포함 60,000원 
 • 계좌번호: 하나은행 366-910007-78404 천주교서울대교구
 현 수강생은 계좌이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입금시 성명과 세례명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2020년 환자 돌봄 및 원목봉사자교육
 • 일시: 2월 27일(목) ~3월 19일(목) 10:00~13:0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교육비: 1인당 30,000원
 • 마감: 2월 13일(목)

■겨울철 평일 미사 안내
 1월 31일(금)까지 저녁 미사가 없습니다.
 평일 새벽 6시 미사와 오전 10시 미사는 평소와 같이 봉헌합  
 니다. 이 기간 중 사무실 업무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김영진 신부님의 신간 서적
 원주교구 도계성당에 계신 김영진 신부님께서 강원도 산골  
 주민들을 지원하고 교우들을 사목하는 생활 속 단상을 모아  
 [연탄님], [연탄 일기], 책 두 권을 내셨습니다. 성물 판매소  
 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월 13일 ~ 1월 19일)

  

교 무 금 15,240,000

주일헌금 10,010,000

감사헌금 이형진 300,000 익명 100,000

이승욱 50,000 지창원 1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8시, 9시30분, 11시, 오후 5시, 7시  ∥ 이웃 본당 주일미사 ⇒ 오후 9시(서초동), 오후 9시(고속터미널), 오후 9시(반포4동)

토요일 오후 3시30분(어린이 주일미사), 오후 6시(주일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후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봉 성 체 매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화 ~ 금), 첫째 수요일 10시,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어린이미사 후)

반포 카리타스 후원회 계좌 ⇒ 하나은행 366 - 910002 - 18004 천주교 서울대교구 (반포성당)



2020. 2. 2    제 2360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민우 (알 베 르 토)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완수 (페 르 펙 토)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성 테레지나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첫영성체 가정교리 접수
 • 접수: 1월 11일(토) ~ 2월 2일(주일)까지 (초3 ~ 6학년)
 • 부모님 첫 모임: 2월 8일(토) 19시 (마리아홀)
 • 문의: 남궁헬레나 ☎ 010-5353-3908

■2월 5일은 소공동체의 날입니다.
 남녀 소공동체 모임의 일시 및 장소는 구역, 반에 따라 전   
 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역장, 반장 님께서 알려 드릴 것입  
 니다.

■성시간(성체강복) - 2월 6일(목) 20:00

■성서못자리 2020년 전반기(2권) 수강자 모집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 주일 미사 전후에 성전 입구에  
 서 등록을 받습니다.
 • 개강: 2월 28일(금) 10시 미사 후 마리아홀
 • 기간: 2월 28일(금) ~ 5월 29일(금) 14주
 • 수강료: 교재비 포함 60,000원 
 • 계좌번호: 하나은행 366-910007-78404 천주교서울대교구
 - 현 수강생은 계좌이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입금시 성명과 세례명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단체모임 및 행사

■반포성당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세요
 손전화와 컴퓨터에서 www.banpo.or.kr을 여시면, 본당 행사   
 사진, 주보, 사목 일정, 사목협의회와 꾸리아에서 알리는 말    
 씀, 구역별 소공동체 모임 일시와 장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체 명 일 자 시 간 장 소

전례꽃꽃이회 월례회 4(화) 10:40 사제집무실

예비신자 교리 5(수) 20:00 바오로방

원죄Cu. 월례회 6(목) 13:00 마리아홀

AURA 성가대 6(목) 20:00 성가 연습실

교리교육팀 월례회 6(목) 20:30 바오로방

ME 임원회의 7(금) 20:00 요한방

까네레 성가대 7(금) 20:00 성가 연습실

■2월 26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❶ 지난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2월 23일까  
    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대로 성지  
    가지를 모아 태운 재를 재의 수요일에 축성하여, 보속의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받습니다.
 ❷ 영세를 받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자는 물론이려니와, 이날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천주교의 사순절을 이해하고 함께 보속하시려는 분을 환영  
    합니다.
 ❸ 재의 수요일은 한끼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날입니다. 21세  
    부터 60세까지 해당됩니다.
 ❹ 사순절 동안 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십자가의  
    길 기도회를 갖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오후 3시입니다.

■2020년 환자 돌봄 및 원목봉사자교육
 • 일시: 2월 27일(목) ~ 3월 19일(목) 10:00 ~ 13:0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교육비: 1인당 30,000원
 • 마감: 2월 13일(목)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정교사 및 보조교사)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문의: 초등부 교감 ☎ 010-7414-8170

■초등부 주일학교 등록 (유치부 7세~초등 6학년)
 • 기간: 3월 31일(일)까지
 • 문의: 교감 ☎ 010-4557-7675, 자모회장 ☎ 010-7769-3199

■김영진 신부님의 신간 서적
 원주교구 도계성당에 계신 김영진 신부님께서 강원도 산골    
 주민들을 지원하고 교우들을 사목하는 생활 속 단상을 모아   
 [연탄님], [연탄 일기], 책 두 권을 내셨습니다. 성물 판매소   
 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1월 20일 ~ 01월 26일)
교 무 금 22,340,000

주일헌금 7,962,510

2차헌금 4,482,050

감사헌금 내   용 

조비룡 150,000 반도현 50,000

반도준 5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8시, 9시30분, 11시, 오후 5시, 7시  ∥ 이웃 본당 주일미사 ⇒ 오후 9시(서초동), 오후 9시(고속터미널), 오후 9시(반포4동)

토요일 오후 3시30분(어린이 주일미사), 오후 6시(주일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후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봉 성 체 매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화 ~ 금), 첫째 수요일 10시,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어린이미사 후)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2. 9    제 2361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민우 (알 베 르 토)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완수 (페 르 펙 토)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성 테레지나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반포성당사목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사태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불편  
 하더라도 이해하고 협조하시기를 청합니다. 

 1. 당분간 성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서로 인사할 때 악수를 피하고 눈 인사로 대신합니다.
 3. 미사 중 마스크를 써도 좋습니다. 고해성사 중에도 권고합니다.  
 4. 주일 미사 후 차 나누기를 잠정 중단합니다.
 5.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하여 사용합니다.
 6. 단체 회합은 단체장의 식별과 재량에 따라 조정합니다. 
 7. 단체 회합 후 음식을 나누는 친교 모임을 될수록 자제합니다. 
 8. 그 외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상식적 관례를 따릅니다.

 반포성당에서는 문고리 등 전염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곳을 될수록  
 자주 소독하고 있습니다. 널리 교우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마르코 5, 34) 

■요셉회 윷놀이 대회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2월 16일 개최  
 예정인 윷놀이 대회를 무기 연기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등록 (유치부 7세 ~ 초등 6학년)
 • 기간: 3월 31일(일)까지
 • 문의: 교감 ☎ 010-4557-7675, 자모회장 ☎ 010-7769-3199

■단체모임 및 행사

단 체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복사단 졸업식 9(일) 10:40 마리아홀

자비Cu. 월례회 11(화) 13:00 마리아홀

첫영성체 가정교리 회합 11(화) 10:40 바르톨로메오방

전례꽃꽃이회 월례회 12(수) 10:40 마리아홀

사목협의회 12(수) 20:00 마리아홀

예비신자 교리 12(수) 20:00 바오로방

원죄Cu. 월례회 13(목) 13:00 마리아홀

AURA 연습 13(목) 20:00 성가연습실

교리교육팀 월례회 13(목) 20:30 바오로방

여성구역장 월례회 14(금) 10:40 시몬방

초등부자모회 14(금) 10:40 바르톨로메오

복사 자모 회합 14(금) 19:00 바오로방

까네레 연습 14(금) 20:00 성가연습실

■2020년 반포성당 견진성사
 • 일시: 3월 29일(일) 2시
 • 신청: 2월 9일(일) ~ 2월 28일(금) 
 • 자격: 영세와 첫영성체를 받은 중학생 이상 반포성당 교우 
 • 접수: 2월 9일 주일 + 평일 – 사무실, 
         2월 16일 주일 + 평일 - 미사 후 성당 입구
 • 견진교리: 2월 27일 ~ 3월 26일 매주 목요일 20:00
            (다섯 번의 모든 교리에 반드시 출석합니다.)

■2월 26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❶ 지난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2월 23일까       
 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대로 성지 가지를    
 모아 태운 재를 재의 수요일에 축성하여, 보속의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받습니다.
 ❷ 영세를 받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자는 물론이려니와, 이날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천주교의 사순절을 이해하고 함께 보속하시려는 분을 환영 합  
 니다.
 ❸ 재의 수요일은 한끼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날입니다. 21세      
 부터 60세까지 해당됩니다.
 ❹ 사순절 동안 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십자가의 길 기  
 도회를 갖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오후 3시입니다.

■성서못자리 2020년 전반기(2권) 수강자 모집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 주일 미사 전후에 성전 입구에    
 서 등록을 받습니다.
 • 개강: 2월 28일(금) 10시 미사 후 마리아홀
 • 기간: 2월 28일(금) ~ 5월 29일(금) 14주
 • 수강료: 60,000원(교재비 포함)
 • 계좌번호: 하나은행 366-910007-78404 천주교서울대교구
 - 현 수강생은 계좌이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입금시 성명과 세례명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원죄없으신 어머니 꾸리아 2,000차 주회
 2월 13일 원죄없으신 어머니 꾸리아, 인자하신 정녀 쁘레시디움이  
 39년 만에 2,000차 주회를 갖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오후1시 축하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월 27일 ~ 2월 2일)

교 무 금 27,310,000

주일헌금 8,926,300

감사헌금 한상훈 50,000 김윤경 300,000

정양석 100,000 김병익 500,000

진선우 100,000 진선화 1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8시, 9시30분, 11시, 오후 5시, 7시  ∥ 이웃 본당 주일미사 ⇒ 오후 9시(서초동), 오후 9시(고속터미널), 오후 9시(반포4동)

토요일 오후 3시30분(어린이 주일미사), 오후 6시(주일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후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봉 성 체 매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화 ~ 금), 첫째 수요일 10시,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어린이미사 후)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2. 16    제 2362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민우 (알 베 르 토)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완수 (페 르 펙 토)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성 테레지나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사제, 수도자 인사 이동
 반포성당을 위해 사목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분들이 교구와 수  
 도회 총원의 인사 발령으로 이동하십니다. 박민우(알베르또) 부주  
 임 신부님은 일본 삿포로 교구 파견 해외 선교, 김완수(페르펙토)  
 신부님은 방학동 성당, 성 테레지나 수녀님은 의정부 교구 민족화  
 해센터로 이임합니다. 
 후임으로 박규덕 베드로 부주임 신부님, 김종호 프란치스코 보좌  
 신부님, 홍마리루체 전교 수녀님이 오십니다. 
 떠나시고 오시는 신부님, 수녀님 모든 분께 감사 드리고, 주님 안  
 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송별 미사 : 2월 16일(일) 교중 미사
 • 환영 미사 : 2월 23일(일) 교중 미사

■인자하신 정녀 Pr. 2,000차 주회
 지난 2월 13일 원죄없으신 어머니 꾸리아, [인자하신 정녀] 쁘레  
 시디움이 설립 39년 만에 2,000차 주회를 가졌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코로나19] 대책
 1. 당분간 성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서로 인사할 때 악수를 피하고 눈 인사로 대신합니다.
 3. 미사 중 마스크를 써도 좋습니다. 고해성사 중에도 권고합니다.  
 4. 주일 미사 후 차 나누기를 잠정 중단합니다.
 5.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하여 사용합니다.
 6. 단체 회합은 단체장의 식별과 재량에 따라 조정합니다. 
 7. 단체 회합 후 음식을 나누는 친교 모임을 될수록 자제합니다. 
 8. 그 외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와 상식적 관례를 따릅니다.

■단체 월례 모임 및 행사
단 체 명 일 자 시 간 장 소

성서백주간봉사자 18(화) 14:00 타대오방
천상Cu. 18(화) 21:10 마리아홀
상지회 19(수) 10:40 마리아홀
여성해설단 19(수) 10:40 요한방
성전발전위원회 19(수) 20:00 사제관
제대회 월례회 21(금) 10:40 유아실
중고등부 교사 회합 21(금) 20:00 바오로방

■2020년 3월 29일 오후 2시 견진성사
 • 신청: 2월 9일(일) ~ 2월 27일(목) 
 • 자격: 영세와 첫영성체를 받은 중학생 이상 반포성당 교우 
 • 접수: 2월 9일 주일 + 평일 – 사무실, 
         2월 16일 주일 + 평일 - 미사 후 성당 입구
 • 견진교리: 2월 27일 ~ 3월 26일 매주 목요일 20:00
            (다섯 번의 모든 교리에 반드시 출석합니다.)

■2월 26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❶ 지난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2월 23일까       
 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대로 성지 가지를    
 모아 태운 재를 재의 수요일에 축성하여, 보속의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받습니다.
 ❷ 영세를 받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자는 물론이려니와, 이날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천주교의 사순절을 이해하고 함께 보속하시려는 분을 환영 합  
 니다.
 ❸ 재의 수요일은 한끼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날입니다. 
 21세부터 60세까지 해당됩니다.
 ❹ 사순절 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십자가의 길 기도회  
 를 갖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오후 3시입니다.

■성서못자리 2020년 전반기(2권) 수강자 모집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 주일 미사 전후에 성전 입구에    
 서 등록을 받습니다.
 • 개강: 2월 28일(금) 10시 미사 후 마리아홀
 • 기간: 2월 28일(금) ~ 5월 29일(금) 14주
 • 수강료: 60,000원(교재비 포함)
 • 계좌번호: 하나은행 366-910007-78404 천주교서울대교구
 - 현 수강생은 계좌이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입금시 성명과 세례명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청년 성서모임 2020 상반기 함께하는분 / 봉사자 모집
 •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3월 8일 주일 마감)
 • 문의 및 신청: 사무실 또는 대표봉사자 010-2301-7591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 및 여름캠프 설명회
 • 일시: 3월 14일(토) 10:30 (예약 필수)
 • 장소: 서초평화빌딩 15층 (반포대로 22)
 • 대상: 초5 ~ 고1 / 정규 입학, 장학생 선발, 여름 캠프
 • 진행: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 법인
 • 문의: 02)2258-8983 / oakinternational.co.kr

■우리들의 정성 (2월 3일 ~ 2월 9일)
교 무 금 17,190,000
주일헌금 8,593,500
감사헌금 박희원 300,000 김현숙 100,000

황은숙 200,000 김정국 200,000
최정희 2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8시, 9시30분, 11시, 오후 5시, 7시  ∥ 이웃 본당 주일미사 ⇒ 오후 9시(서초동), 오후 9시(고속터미널), 오후 9시(반포4동)

토요일 오후 3시30분(어린이 주일미사), 오후 6시(주일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후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봉 성 체 매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화 ~ 금), 첫째 수요일 10시,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어린이미사 후)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2. 23    제 2363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주일 교중미사: 김종호 신부님 첫미사+첫강복
 2월 7일 사제로 수품되고 첫임지로 반포성당에 오신 김종호  
 신부님이 첫미사 후, 원하시는 분들게 첫강복을 드립니다.

■박규덕 신부님 부임미사는 3월 1일 교중미사입니다.

■재의 수요일 2월 26일
 오전 6시와 10시, 오후 7시 30분: 미사와 재의 예식. 

■견진성사 3월 29일 오후 2시
 • 자격: 영세와 첫영성체를 받은 중학생 이상 반포성당 교우 
 • 접수: 2월 27일 첫 견진 교리 전까지 받습니다. 

견진 교리 겸 사순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성전

■연도제 2월 26일, 3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견진 교리 및 십자가의 길 기도와 겹치므로 
 2월과 3월에 한하여 마지막 수요일로 조정합니다.

■성시간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45분 ~ 7시 25분
 3월에 한하여, 첫 금요일 저녁 미사 전으로 옮깁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기도 시간과 주관 단체

■성소후원회 2월 23일 회원 모집과 회비 접수.
■성서못자리 2권 2월 28일 개강미사 오전 10시  
■청년 성서모임 2020 상반기 함께하는분 / 봉사자 모집
 •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3월 8일 주일 마감)
 • 문의 및 신청: 사무실 또는 대표봉사자 010-2301-7591

주제 강사 대상

2월 27일 파스카의 삶 이재돈 신부 견진신청자와 
모든 신자

3월  5일 가우디의 파밀리아 
성당과 영성 김광현 교수 견진신청자와 

모든 신자

3월 12일 하느님의 집, 
전례와 공간 김광현 교수 견진신청자와 

모든 신자

3월 19일 미술사 속 십자가형 이창우 교수 견진신청자와 
모든 신자

3월 26일 부모, 대부모, 견진의 
소명 본당사제단

견진신청자와 
대부모, 
모든 신자

재의 수요일 후 금 2월 27일 오후 8시 상임위원회

사순 1주간 금 3월  6일 전례분과

사순 2주간 금  3월 13일 사회사목분과, 교육분과

사순 3주간 금  3월 20일 청년분과

사순 4주간 금  3월 27일 청소년분과

사순 5주간 금 4월  3일 남성총구역

성금요일 4월 10일 여성총구역

■남보현 신학생이 반포성당에 입적되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두 번째 방학을 지내는 남보현 사도요한 신학생은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처음 반포성당  
 에 와서 생활하였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멕시코에 파견되어 선  
 교 실습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서울 가톨릭 신학교에서  
 대학원 6학년 과정을 밟게 되며, 내년 1월 중에 부제품을 받고,   
 이듬해 1월에, 사제로 수품될 예정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이미 2018년 10월 10일 자, 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동 선교회 소속 남보현 사도요한 신학생이 반포성당 공동체  
 와 함께 사제 성소의 길을 걷게 되기를 희망하며, 반포성당에 입적  
 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임신부는 그동안 이 요청을 숙고하며 신  
 학생을 관찰하고 기도한 끝에, 본당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목협의회  
 에 한국외방선교회의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사목협의회는 2020년  
 2월 12일 회의에서 우성현 총회장님과 참석자 모든 분이 동의하여,  
 남보현 님을 반포성당의 신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남보현 신학생은 학기 중에는 성북동 소재 한국외방선교회 본원에  
 머물고, 방학 중에는 반포성당에서 생활합니다. 반포성당은 신학생  
 의 성소 식별과 학업과 수련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주임신  
 부는 신학생의 생활과 성소의 식별을 지도하며, 본당 공동체의 의견  
 을 참조하여 평가하고, 외방선교회에 송부합니다.

 반포성당은 본당 설립 이후 44년 동안 풍성한 성소의 은총을 누렸  
 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제 성소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즈음  
 에, 남보현 신학생을 반포성당에 보내신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남보현 신학생과 함께,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현효 신학생, 올해 새  
 로 입학한 안동현 마티아 신학생이 반포성당의 사제 성소를 이을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기도와 따뜻한 후원을 당부합니다.

■예비 신자 면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오후 3시부터 5시, 7시부터 9시, 사제관에  
 서 있습니다. 또한 친교모임은 사제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비 신자 친교 모임은 3월 10일과 17일, 각각 오전 11시~12시,  
 오후 7시 30분~9시 30분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리반 봉사자를  
 통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테너 김경호 요셉 님을 환영합니다.
 독일 베를린 슈타오퍼 오페라 스튜디오를 거쳐, 현재 라이프치히 극  
 장 소속으로 유럽에서 활동 중인 테너 김경호 요셉 님이 잠시 귀국  
 한 틈에 반포성당을 찾아, 2월 23일 교중미사에 AURA성가단과 함  
 께 노래로 기도합니다.
 
■단체 월례 모임 및 행사 안내는 지면 넘쳐 쉽니다.

■우리들의 정성 (2월 10일 ~ 2월 16일)

교 무 금 12,465,000

주일헌금 10,243,000

감사헌금 윤혜림 300,000 양승미 100,000

장재희 30,000 김연욱 1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8시, 9시30분, 11시, 오후 5시, 7시  ∥ 이웃 본당 주일미사 ⇒ 오후 9시(서초동), 오후 9시(고속터미널), 오후 9시(반포4동)

토요일 오후 3시30분(어린이 주일미사), 오후 6시(주일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전, 후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봉 성 체 매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화 ~ 금), 첫째 수요일 10시,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어린이미사 후)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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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코로나19 방역 중 미사 참례 요령 
 1. 손 세정 → 발열 검사 → 이름과 연락처 기입   
 2. 성전 입당 시간 (방역 절차를 위한 조처입니다.)
    - 평일 미사 전 20분 
    - 주일 미사 전 30분
    - 미사가 시작하면 방역 절차가 끝나므로 입당할 수 없습니다. 
 3, 헌금은 미사 전 입구에서 봉헌합니다.
 4. 표시된 좌석에만 앉습니다. 
 5. 미사 후 소독하므로 바로 퇴장합니다.  
 6, 면역에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미사에 오지 않습니다. 

■임시 미사 시간
 • 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5시 
 • 월요일 + 공휴일: 오전 6시, 
 • 화요일 ~ 금요일: 오전 6시, 오전 10시,
 • 토요일: 오전 6시(평일 미사) 오후 6시(주일 특전)

■지난 주간 미사 참례자 수  
 • 4월 23일(목): 오전 6시 67명 / 오전 10시 58명
 • 4월 24일(금): 오전 6시 66명 / 오전 10시 46명
 • 4월 25일(토): 오전 6시 71명 / 오후 6시(특전) 74명
 • 4월 26일(주일): 오전 8시 154명 / 오전 11시 175명 
                  오후 5시 105명
 • 4월 27일(월): 오전 6시 70명
 • 4월 28일(화): 오전 6시 72명 / 오전 10시 51명
 • 4월 29일(수): 오전 6시 74명 / 오전 10시 33명

■봉사자들께 감사합니다
제한적이나마 미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사목협의회, 남성 구역회, 꾸리아의 많은 분들이 미사 전 방역 절차에 수
고하고 계십니다.
제대회와 전례꽃꽂이회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대를 차리고 제의와 성구를 
살피고 꽃을 놓습니다.
미사 중 성가를 함께 부르지 못하니, 글로리아 전례합주단과 AURA 성가
단의 반주가 더욱 귀하고 고맙습니다.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동안 성
전 개방이 끝날 때 마다, 그리고 지금은 매 미사 후에 성전 전체를 소독
하시는 관리실에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방역 봉사를 자원하신 다음 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 김희순(데레사): 월~토 – 새벽
 - 박수현(카타리나): 목, 금 - 10시 / 김윤미(루시아): 수 – 10시
 - 이행림(헬레나): 월~토 - 새벽 / 이서혜(마틸다): 월~토 - 새벽
 - 임영란(레지나): 금 - 10시, 주일 - 교중 
 - 장기복(루시아): 주일 - 교중 / 박소영(아녜스): 토 - 새벽 
 - 정광일(베드로): 목, 금, 토 – 새벽
 - 황혜정(안나): 수, 목, 금 – 10시, 주일 - 8시

■이메일, 카톡 등록 
미사가 중단되고 주보가 나오지 않는 동안, 간간이 12번에 걸쳐 교우들
께 소식을 드렸습니다. 주임신부가 구역반장과 단체장들께 이메일을 드리
면, 그분들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
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을 나누었지만,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
식을 듣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제에 직접 
개인 이메일을 등록하실 분은 사무실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써 주시
고, 카톡을 받으실 분은 직접 구역반장께 알리시거나, 사무실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구역반장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신 정보는 
본당 소식을 나누는 일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사무실 임시 근무시간
 • 화~금: 09:00 ~ 17:00
 • 토: 09:00 ~19:30 / 주일: 07:15 ~ 18:30

■총회장 인사 말씀
친애하는 반포성당 공동체 형제자매님! 두 달 만에 뵙습니다. 코로나 사
태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모두 건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쳐 지구촌 곳곳에서 20만 명이나 희생되고 국
내서도 250여 명의 귀한 생명이 죽음을 맞는 크나큰 재앙에 직면해 있
습니다. 전쟁과 갖은 박해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미사가 두 달이나 속절
없이 중단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당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각자 나름대로 
성찰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지구의 신음인가? 주님을 멀리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에 소홀히 한 
시련인가? 주님! 이 재앙과 시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잘 식별하고 회개
와 기도와 실천으로 부활의 기쁜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찬미 예수님! 먼저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는 반포성당 보좌신부로 부임하게 된 김종호 프란치스코 신
부입니다. 처음 와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함께 미사를 드리
고 싶은 기대에 가득 찼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
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오자마자 어린이 미
사와 중고등부 미사를 드리지 않음에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께 참으로 죄
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길어지고 미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래도 이제 4월 23일부터 시작하여 미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안전
한 상황은 아니기에 초등부 미사와 중고등부 미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보게 될 수 있는 시간은 학교에 등교하게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서 여러분들의 
활기찬 목소리 뛰어 노는 신나는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집 안에서 매일 미사 책이나 성경으로 복음을 읽었
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 친
구들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고해성사는 임시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에
서 칸막이를 하고 갖습니다. 성전 안 고해소는 밀폐된 좁은 공간이므로 
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분간 미사 전후 고해성사는 드리지못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가 없습니다. 교우들께서는 
고해성사가 평소처럼 재개될 때까지 마음으로 통회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자성사와 환자 봉성채
위중한 분이 계시면 바로 성당에 알리십시오. 사무실, 구역반장, 단체장에
게, 혹은 banposinbu@naver.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즘 모든 병원
에서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하지만, 함께 상의합니다. 가정에 계신 환자의 
봉성체는 감염을 우려하여 유보하지만, 필요에 따라 알려 주시면 의논합
니다.

■장례미사
상을 당하시면 일단 성당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조문과 장례는 유가족과 
상의하여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유아세례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 세례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2월 24일 ~ 4월 26일)
교 무 금 118,710,000

주일헌금 5,233,000

감사헌금 최세근 300,000 이성구 1,000,000

(3/3~3/11) 김태현 50,000 정형호 100,000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3월 12일 이후의 감사헌금은 다음 주보에 이어집니다.

mailto:banposinbu@naver.com


2020. 5. 10    제 2365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생활 방역 중 미사 참례 요령 
 <성전 입당> 
 방역 준비를 갖추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 평일 미사 전 20분부터 
   - 주일 미사 전 30분부터
 
 미사 시작 후에는 방역 절차가 끝나므로 입당하지 못합니다. 
 미사가 끝나면 소독하므로 바로 퇴장합니다.

■임시 미사 시간
 • 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5시 
 • 월요일 + 공휴일: 오전 6시, 
 • 화요일 ~ 금요일: 오전 6시, 오전 10시,
 • 토요일: 오전 6시 (평일 미사), 오후 6시 (주일 특전)

■지난 주간 미사 참례자 수  
 • 4월 30일(목): 오전 6시 – 70명 (공휴일)
 • 5월 01일(금): 오전 6시 – 76명 (공휴일)
 • 5월 02일(토): 오전 6시 - 63명 / 오후 6시(특전) - 93명
 • 5월 03일(주일): 오전 8시 - 141명 / 오전 11시 - 156명 
                  오후 5시 -  88명 / 주일 합계 478명
 • 5월 04일(월): 오전 6시 - 70명
 • 5월 05일(화): 오전 6시 –  89명 (공휴일)
 • 5월 06일(수): 오전 6시 - 81명 / 오전 10시 - 47명

■미사전 방역 봉사자 명단

■반포성당이 보내는 e편지 
지난 주간, 사제단, 수도자, 총회장 명의로 교우들께 편지를 보냈
습니다. 늘 그래 온것처럼 이번에도 구역장, 반장, 단체장을 통하
여 카톡 등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연락망에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이
메일을 남기거나, 구역장 반장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
로 교우들이 성당에 급히 알릴 일이 있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 임시 근무시간
 • 화 ~ 금: 09:00 ~ 17:00
 • 토: 09:00 ~19:30 / 주일: 07:15 ~ 18:30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평일
새벽
06시 
미사

김희순 데레사
이행림 헬레나
이서혜 마틸다

남성꾸리아
(거룩하신 
어머니)

남성꾸리아
(거룩하신 
어머니)

남성꾸리아
(천상의 모후)

남성꾸리아
(천상의 모후)

박소영 아녜스
정광일 베드로
김희순 데레사
이행림 헬레나
이서혜 마틸다

평일
10시 
미사

여성꾸리아
김윤미 루시아
황혜정 안나
임소정 마리아

여성꾸리아

임영란 레지나
박수현 카타리나
황혜정 안나
임소정 마리아

특전 
미사

토/18시
청소년분과

주일 
8시 
미사

남성총구역
황혜정 안나

교중 
미사 
11시

사목회 상임위원
임영란 레지나
하지연 아녜스
이영규 가브리엘
장기복 루시아

청년 
미사
17시

청년분과

■반포성당 예비 신자 교리와 세례
 • 5월 21일 목요일 오후 8시 성전 /종합교리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 성전 /대부모 교리와 전례연습
 • 5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특전미사 중 세례식   

 예비 신자들은 모든 교리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대부모들께서는 대부모 교리와 전례 연습과 세례식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생활 방역 추이를 보아가며, 차차 참석자, 꽃, 선물 등에 대한 
 지침을 교리반을 통하여 알리겠습니다.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성전 안 고해소는 밀폐된 좁은 공간이므로 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분간 미사 전후 고해성사는 드리지못합니다. 고해성사는 임시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에서 칸막이를 하  
 고 갖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주  
 일 미사 참례 의무가 없습니다. 
 교우들께서는 고해성사가 평소처럼 재개될 때까지 마음으로 통회하  
 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자성사와 환자 봉성채
 위중한 분이 계시면 바로 성당에 알리십시오. 사무실, 구역반장, 단  
 체장에게, 혹은 banposinbu@naver.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  
 즘 모든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하지만, 함께 상의합니다.   
 가정에 계신 환자의 봉성체는 감염을 우려하여 유보하지만, 필요에  
 따라 알려 주시면 의논합니다.

■장례미사
 상을 당하시면 일단 성당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조문과 장례는 유가  
 족과 상의하여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유아세례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 세례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4월 27일 ~ 5월 3일)
교 무 금 20,910,000
주일헌금 4,009,000
감사헌금 조인영 200,000 강준구 50,000

(3/15~5/2) 김성희 100,000 이경령 100,000
익명(3/21) 100,000 양형철 50,000

배시현 600,000 익명(3/31) 100,000
익명(3/31) 100,000 손수덕 1,000,000

김태현 50,000 익명(4/4) 100,000
익명(4/8) 50,000 강화수 500,000
익명(4/11) 100,000 이경아 1,000,000

지창원 200,000 정양석 100,000
김의환 200,000 황미숙 100,000
김용택 500,000 유재호 55,000
김태현 100,000 김명자 100,000
이창근 100,000 익명(4/25) 400,000

익명(4/25) 50,000 이호균 1,000,000
배시현 300,000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mailto:banposinbu@naver.com


2020. 5. 17    제 2366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생활 방역 중 미사 참례 요령 
 <성전 입당> 
 방역 준비를 갖추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 평일 미사 전 20분부터 
   - 주일 미사 전 30분부터
 
 미사 시작 후에는 방역 절차가 끝나므로 입당하지 못합니다. 
 미사가 끝나면 소독하므로 바로 퇴장합니다.

 입당한 후, 성전 안을 돌아다니며 지인과 인사하면 방역  
 에 문제가 됩니다. 성당 마당에서도 모여 서지 않습니다. 

 <미사 시간 자리 앉기>
 순서대로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야 합니다. 그래  
 야 뒤에 오신 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과 접촉하지 않고 차례  
 로 앉습니다. 자기 자리는 코로나가 가져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미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임도  
 가져야 하고, 성가도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당은 다시 문을 닫게 됩  
 니다.     

■임시 미사 시간
 • 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5시 
 • 월요일 + 공휴일: 오전 6시, 
 • 화요일 ~ 금요일: 오전 6시, 오전 10시,
 • 토요일: 오전 6시(평일 미사) 오후 6시(주일 특전)

■지난 주간 미사 참례자 수  
 • 5월 7일(목): 오전 6시 – 80명 / 오전10시 - 38명
 • 5월 8일(금): 오전 6시 – 75명 / 오전 10시 - 45명
 • 5월 9일(토): 오전 6시 - 74명 / 오후 6시(특전) - 77명
 • 5월 10일(주일): 오전 8시 - 155명 / 오전 11시 - 153명 
                  오후 5시 – 112명 
                  주일 총계 497명
 • 5월 11일(월): 오전 6시 - 79명
 • 5월 12일(화): 오전 6시 –  69명 / 오전 10시 - 37명
 • 5월 13일(수): 오전 6시 - 78명 / 오전 10시 - 41명

 

■반포성당 예비 신자 교리와 세례와 첫 고해
 • 5월 21일 목요일 오후 8시 성전 /종합교리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 성전 /대부모 교리, 전례 연습
 • 5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성령강림대축일 전야 미사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 보충교리/참회예절 /첫고해

 예비 신자들은 모든 교리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대부모들께서는 대부모 교리와 전례 연습과 세례식에 
 반드시 참석하고 첫고해에 동행합니다. 
 
 영세식의 구체 지침은 교리팀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장례미사
 상을 당하시면 일단 성당에 알리시고 의논합니다.

■반포성당이 보내는 e편지 
 구역반장과 단체장을 통하여 성당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분은 사무실에 등록하시면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헌미헌금 봉헌의 달 2차 헌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불우 이웃들은 우리  
 보다 더 어렵습니다. 퇴장 길에 2차 헌금통 있습니다.  

■사무실 임시 근무시간
 • 화 ~ 금: 09:00 ~ 17:00
 • 토: 09:00 ~19:30 / 주일: 07:15 ~ 18:30

사무실 6월 2일(화)은 교육 참가로 휴무입니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열왕 하 20,5)

■우리들의 정성 (5월 4일 ~ 5월 10일)

교 무 금 18,490,000

주일헌금 3,672,000

감사헌금 강승안 100,000 유희진 5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5. 24    제 2367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미사전 방역 절차 중 바코드 이용 안내
 1. 5월 23일(토) 18:00 주일 특전 미사부터 실시
 2. 미사 전 방역 절차 중 명단 작성 대신 사용
    구역 외는 성당 사무실에서 바코드 발급
 3. 이용 방법
    - 판공성사표 제시
    - 판공성사표를 전화나 카드 등에 붙여 사용
    - 판공성사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제시
    - 잊고 오신 분은 펜으로 명단 작성

■생활 방역 중 미사 참례 요령 

 <성전 입당> 
 방역 준비를 갖추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 평일 미사 전 20분부터 
   - 주일 미사 전 30분부터
 
 미사 시작 후에는 방역 절차가 끝나므로 입당하지 못합  
 니다. 미사가 끝나면 소독하므로 바로 퇴장합니다.

 입당한 후, 성전 안을 돌아다니며 지인과 인사하면 방역  
 에 문제가 됩니다. 성당 마당에서도 모여 서지 않습니다. 

 <미사 시간 자리 앉기>
 순서대로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오신 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과 접촉하지 않  
 고 차례로 앉습니다. 자기 자리는 코로나가 가져 갔습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사무실 임시 근무시간
 • 화 ~ 금: 09:00 ~ 17:00
 • 토: 09:00 ~19:30 / 주일: 07:15 ~ 18:30

■사무실 임시 휴무 6월 2일 화요일
 서울대교구 사목국 교육 참가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4/26 74 717,000 154 1,306,000 175 2,101,000 105 1,109,000 508 5,233,000

5/3 93 677,000 141 1,085,000 156 1,380,000 108 867,000 498 4,009,000

5/10 77 510,000 155 1,010,000 153 1,326,000 112 826,000 497 3,672,000

5/17 80 566,000 139 1,067,000 166 1,103,000 112 826,000 497 3,562,000

■본당 신학생 소식 

 안동현 마티아 신학생은 혜화동 신학교에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당 청우회장 출신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입학하여, 1학년 자치회장  
 을 맡아 동생 또래의 동급생을 돌보며 잘 살고 있습니다. 
 
 김현효 안젤로 신학생은 김해에서 건강하게 복무 중입니  
 다. 머지않아 육군 병장으로 진급합니다. 
 
 남보현 사도요한 신학생이 5월 24일 아침, 신학교에서   
 시종직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미루어졌던  
 일입니다. 가톨릭 전례의 개혁을 이룬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폐지하고 독서직과 시  
 종직만 남겼습니다. 이 두가지 직무를 거쳐, 성직에 해당  
 되는 부제품과 사제품으로 나아갑니다. 남보현 신학생은  
 내년 1월 부제품을 받습니다. 

■장례미사
 코로나19 중에 상을 당하시면 일단 성당에 알리시고 의  
 논합니다.

■6월 16일 교구사제피정으로 10시 미사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5월 11일 ~ 5월 17일)
교 무 금 13,210,000

주일헌금 3,562,000

감사헌금
윤효섭 100,000 김태현 50,000

김종순 500,000 홍광순 100,000

반포성당 예비 신자 세례와 첫 고해

 •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성전 /대부모 교리, 전례연습
 • 5월 30일토요일 오후 6시: 특전 미사 중 세례식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보충교리 / 참회예절 /첫고해

  예비 신자들은 모든 교리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대부모들께서는 대부모 교리와 전례 연습과 세례식에 
  반드시 참석하고 첫고해에 동행합니다.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5. 31    제 2368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미사 중에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미사 중에 벗거나 턱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쓰기 불편하지만, 불안하다고 불평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 반포성당 새 영세자들께 축하 드리며 기도 합니다. 

■ 영세자를 위한 참회예절 및 첫고해
 5월 30일(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첫고해가 6월 25일
(목)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대부모들께서는 대자녀들의 첫고해
에 동행합니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대부모 대부모세례명 비고

1/4 이동림 아녜스 최외숙 크리스티나

1/4 정성은 엘리사벳 박유리 율리안나

2/5 강시현 (유아)세실리아 첫 영성체

3/3 하수연 로사 박미희 마리아

3/8 송유진 아멜리아 김은경 아나스타시아 대1 청년

4/1 이태혁 라우렌시오 유기남 모세 대1 청년

4/2 김민정 미리암 원경숙 마리아

7/7 유순희 로사 최용순 엘리사벳

8/1 박헤정 (유아)데레사 첫 영성체

8/4 박영신 글라라 이영필 안젤라

98/2 김재성 미카엘 우성현 프란치스코

98/2 박기란 미카엘라 이미경 마가렛

98/5 김미성 유스티나 문애순 카타리나

10/5 김창래 베드로 박종필 디모테오

15/1 김나미 아델라 이정숙 모니카

15/1 조지영 요안나 홍주희 아녜스

15 김동연 (유아)마르티노 첫 영성체 중1 학생

16 양하진 클로틸다 신정은 미카엘라 중1 학생

15/7 김지영 클라우디아 김성희 미카엘라

16/3 김초희 유스티나 박혜선 막달레나

16 손세연 에텔드레다 정지원 로사 중1 학생

17/2 곽병호 다니엘 최태교 안드레아

17/3 우정아 아나스타시아 이미혜 안젤라

18/3 류호철 요한콜롬비니 김종순 안드레아

18/3 양재영 나자로 공순현 야고보

18/4 하옥수 베로니카 윤희 마리아

20/1 김진숙 글라라 오은숙 아델라

20/1 윤길숙 마리안나 표순분 안젤라

20/1 채민서 세라피나 이현아 아델라 대1 청년

20/2 김경희 로사 성영심 스텔라

20/2 신우철 마르코 나봉주 스테파노

20/2 임재용 요셉 성효석 라파엘

20/2 진선미 레아 윤혜경 카타리나

20/3 김성수 미카엘 김종안 요셉

20/3 박재희 미카엘라 김선심 크리스티나

20/3 윤경열 빈첸시오 김무성 빈첸시오

20/5 신흥채 여호수아 이경구 사도요한

20/5 원소영 비비안나 윤옥순 릴리안

20/C 이은행 (유아)루카 첫영성체 중1 학생

■교회의 미래 - 반포성당 청년 단체
 ∙ 청년성가대 까네레
 반포 성당 청년 성가대 까네레는 “노래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로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단체입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성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단장: 010-8505-6891

∙ 청년레지오 '신비로운 장미 Pr.'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의 군대 레지오는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 사랑을 본받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신앙을 다지고, 기도와 활동으로 봉사하며 성모님  
 과 함께 하느님께 다가가요~
 - 회합: 매주 일요일 15시 20분 - 단장: 010-6260-9783

∙ 청년성서모임
 청년성서모임은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 이들의 교회를 지향하는     
 바, 그룹 공부를 함으로써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의 봉사자   
 가 되도록 청년들을 이끕니다.
 - 대표 봉사자: 010-2301-7591    

∙ 청년전례단 청우회 (설립 40주년을 경축합니다.)
 독서+해설+복사
 함께 청년미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거룩한 주일을 함께해요.
 (신입단원 모여라)
 ※청우회 설립 40주년기념 선배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회장: 010-3896-1715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장례미사
 코로나19 중에 상을 당하시면 일단 성당에 알리시고 의논합니다.

■6월 19일(금) 교구사제피정으로 10시 미사 없습니다.

■지하회합실 임시 개방-5월 31일 12시 10분-30분

반포성당 지하 회합실을 임시 개방합니다. 그동안 밀린 공무를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절차와 소독은 미사 입장에 준합니다.

■남성구역장 회의: 6월 3일(수) 오후 8시 사제관

■사무실 임시 근무 시간
 •화~금: 09:00 ~17:00 •토: 09:00~19:30 •주일: 07:15~18:30
 6월 2일(화)은 교구 사목국 교육 참가로 휴무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5월 18일 ~ 5월 24일)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5/3 93 677,000 141 1,085,000 156 1,380,000 108 867,000 498 4,009,000

5/10 77 510,000 155 1,010,000 153 1,326,000 112 826,000 497 3,672,000
5/17 80 566,000 139 1,067,000 166 1,103,000 112 826,000 497 3,562,000

5/24 97 677,000 145 1,059,000 162 1,145,000 119 1,064,000 523 3,945,000

교 무 금 14,120,000
주일헌금 3,945,000

감사헌금
이형진 100,000 강여옥 100,000
조성율 1,000,000 정현철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6. 7    제 2369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

■예수성심성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긴 셉니다. 세상과 교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모의 밤]도 없는 성모성월이  
 지나고, 이제 [예수성심성월]을 맞았습니다. 방역을 위해  
 비닐장갑을 끼신 성모님 삽화가 나오더니 이제는 마스크  
 를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을 십자가에서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더운 여름에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의 어려움  
 에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가 조금 잦아드나 했더니, 마스  
 크를 쓰지 않은 종교 모임이 불씨가 되어 다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됩니다. 더운 여름, 두꺼운 마스크, 예수성심,  
 이웃 사랑, 모두 한 줄 위에 있습니다.

■미사 중에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미사 중에 벗거나 턱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쓰기 불편하지만, 불안하다고 불평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부주임 신부님 피정
 박규덕 부주임 신부님께서 6월 8일(월)~16일(화)까지 
 피정을 하십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기정 율리아 사무원 환영
 6월 2일(화)부터 출근하는 이기정 율리아 님을 환영합니  
 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기정 사무원 님을  
 위하여 신자들의 따뜻한 말씀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세자를 위한 참회예절 및 첫고해
 5월 30일(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첫고해가 6월   
 25일(목)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대부모들께서는 대자녀들  
 의 첫고해에 동행합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5/3 93 677,000 141 1,085,000 156 1,380,000 108 867,000 498 4,009,000

5/10 77 510,000 155 1,010,000 153 1,326,000 112 826,000 497 3,672,000

5/17 80 566,000 139 1,067,000 166 1,103,000 112 826,000 497 3,562,000

5/24 97 677,000 145 1,059,000 162 1,145,000 119 1,064,000 523 3,945,000

5/31 165 1,160,000 142 1,062,000 169 1,115,000 100 1,281000 576 4,618,000

■초・중・고등학생 미사에 대한 안내
 6월 1일부터 서울대교구는 단체활동과 모임의 재개  
 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문  
 에서 초·중·고등학생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봉  
 헌하도록 안내합니다. 주일학교 미사 및 교리 재개는  
 추후 주임신부님과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이  
 야기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 방역 단  
 계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  
 다. 그래서 1학기에는 주일학교 개학은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당 미사에서는 생활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 봉헌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여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고민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또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쉽지 않으시겠  
 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함께 미사를 봉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  
 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사가 재개되고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삼위일체이신 하  
 느님께 기도드립니다. 

               김종호 프란치스코 신부 드림. 
   
■6월 19일(금) 교구사제피정으로 10시 미사 없습니다.

■장례미사
 코로나19 중 상을 당하시면 연령회와 의논합니다. 

■사무실 임시 근무 시간
 - 화~금: 09:00 ~17:00 
 - 토: 09:00~19:30 - 주일: 07:15~18:30

■우리들의 정성 (5월 25일 ~ 5월 31일)

교 무 금 22,500,000

주일헌금 4,618,000

감사헌금

익명 300,000 익명(5/27) 100,000

익명(5/28) 100,000 조상은 280,000

이원재 3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6. 14    제 2370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
■부주임 신부님 영명 축하식
“흔히 사제는 신자들의 기도로 산다."고 하지요. 이번 달 29일은   
 지난 2월 저희 본당에 부임하신 박규덕 베드로 부주임 신부님의 영  
 명 축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미사가 정상화 되지 않아 많  
 은 교우님들이 뵙지 못 했지만 28일 교중미사 때 아래 영적 예물  
 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묵주 기도        ‚ 주모경  
 ƒ 사제를 위한 기도 „ 화살 기도 

 레지오 단원은 Pr.으로, 일반 교우들은 사무실, 또는 
 여성 1구역장 윤수진 아네스 님 010-7143-3973께 문자를       
 보내시어, 6월 26일까지 영적 예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올림

■미사 중에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미사 중에 벗거나 턱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쓰기 불편하지만, 미사 중에 마스크를 내리는 분을 보고   
 불안하다고 불평하는 교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4/26 74 717,000 154 1,306,000 175 2,101,000 105 1,109,000 508 5,233,000
5/3 93 677,000 141 1,085,000 156 1,380,000 108 867,000 498 4,009,000

5/10 77 510,000 155 1,010,000 153 1,326,000 112 826,000 497 3,672,000

5/17 80 566,000 139 1,067,000 166 1,103,000 112 826,000 497 3,562,000

5/24 97 677,000 145 1,059,000 162 1,145,000 119 1,064,000 523 3,945,000

5/31 165 1,160,000 142 1,062,000 169 1,115,000 100 1,281000 576 4,618,000

6/7 90 626,000 140 944,000 177 1,313,000 124 761,000 531 3,644,000

■침묵은 미사의 구성 요소입니다.
 전례 중 침묵에 대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전례 중 침묵 (제45항)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      
 침묵은 각각의 거행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참회 행위와 기도의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은 저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도록 도와주고, 독서와 강론 다음에 하는 침묵은 들은 것을  
 잠깐 묵상하게 하며,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  
 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 준다. 

 2. 말씀 전례 중 침묵
 (제 56항, 66항, 128항 요약) 말씀 전례는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거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  
 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회중에  
 게 맞는 짧은 침묵의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로 응답할 준  
 비를 한다. 예를 들어, 
 말씀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 독서 와 둘째 독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론을 들은 다음에 
 알맞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간혹, 독서 시작 전, 화답송 시작 전에 침묵이 없거나 짧아집
니다. 그러면 주임신부는 복음 봉독 전 일부러 길게 침묵을 
지켜, 앞서 놓친 침묵을 채웁니다.  

■6월 19일(금) 예수성심대축일에 
 서울대교구 사제피정이 있어 10시 미사 없습니다.

■영세자를 위한 참회예절 및 첫고해
 6월 25일(목)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대부모들과 함께 합니다. 

■장례미사: 코로나 중이라도 연령회와 의논합니다. 
 
■사무실 임시 근무 시간
 - 화~금: 09:00 ~17:00 
 - 토: 09:00~19:30 - 주일: 07:15~18:30

■우리들의 정성 (6월 1일 ~ 6월 7일)
교 무 금 17,960,000

주일헌금 3,644,000

감사헌금
홍경표 1,000,0000 익명 300,000

채명자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6. 21    제 2371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

■부주임 신부님 영명 축하식
 다음 주일 교중미사 후 박규덕 베드로 신부님의 영명
 축하식이 있습니다. 영적예물을 6월 26일까지 모읍니다. 

 �묵주기도  ‚주모경  ƒ사제를 위한 기도  „화살 기도 
 레지오는 Pr.으로, 일반교우들은 사무실이나 윤수진 
 아네스 님 (010-7143-3973)께 문자로 알려 주십시오.

 총회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올림

■미사 중 연주에 관하여
 아직은 미사 중에 성가를 부르지 못하지만, 6월 23일 저녁 
 부터, 평일미사, 특전미사, 청년미사에도 성가곡을 연주합니다.  
 교우들은 미사 중 연주를 들으며 기도하지만, 성가를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연주 봉사를 맡아 주실 반포성당 반주단과    
 글로리아 합주단, 그리고 아우라와 까네레 반주자께           
 감사드립니다. 
1. 입당

⁃ 입당송(해설자)⁃ 입당송 후 연주와 함께 주례사제 입당
(주례사제가 주례석에 도착하고도 한 절 정도 더 연주하여
회중이 공동체로서 구원의 신비를 거행할 준비를 갖춥니다.)

2. 복음환호송
⁃ 침묵 후 사제가 일어나면 알렐루야 연주 시작:
(알렐루야 연주를 따라 노래하지 않습니다.)⁃ 복음환호송 낭독(해설자)⁃ 알렐루야 연주

3. 예물준비
⁃ 평일미사 중 연주가 없습니다.⁃ 주일미사 중 봉사자가 헌금통을 제대 앞에 가져오는 동안
연주합니다. 그동안 사제는 주례석에서 기다립니다. ⁃ 이어서 주례사제가 제대에 나와,“온누리의 주 하느님”    

 기도를 시작합니다.
4. 영성체

⁃ 성체 분배 및 영성체 후 묵상 시 연주
5. 파견

⁃ 주일 교중미사와 청년미사 후, 주례사제가 제대 앞에 설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 마침 연주를 하고, 이후 삼종기도와
영광송을 바친 후, 다시 연주를 계속합니다.⁃ 위 두 미사가 아닌 다른 모든 미사 후, 주례사제가 
제단에서 내려와 제대 앞에 서서 인사할 때, 해설자가 
영광송을 바치며, 이후 마침 연주를 합니다.

6. 코로나 등 상황을 보아 (가을 쯤에) 다른 지침을 드릴
   때까지, 이 지침에 맞추어 좋은 전례를 갖기 바랍니다.

최태교안드레아 사목회 총무 겸 전례분과장 드림

■‘반포성당 25주년사’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스캔을 하고자 합니다. 여분의 책자를 갖고 계신 
 교우께서는 사무실에 기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자를 위한 참회예절 및 첫고해
 6월 25일(목)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대부모님들이 성찰을 돕고 지도하며 함께 합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주임신부님 피정
 주임신부님께서 6월 23일(화)~30일(화) 교구 사제 단체 
 피정에 참가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하실 때,
 반드시 성명과 세례명을 함께 적으셔야, 회계 정리가 됩니다.
 올해 들어 아래와 같이 교무금이라고만 쓰거나 세례명으로만
 입금하신 분을 찾지 못해 회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532-333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5회- 1/29, 2/25, 3/25, 4/27, 5/25)
§ 라파엘라 (3회- 2/28, 5/7, 5/24)
§ 스테파노 (2회- 4/20, 5/20)

■우리들의 정성 (6월 8일 ~ 6월 14일)

 ※외화 헌금 환전금액 22,844원은 주일헌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액면 1,000원의 신세계 상품권이 헌금에 들어있어서, 주임신부가 

고민 끝에 현금을 내고 바꾸어 주일헌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글쎄요? 또 나오면 어쩌죠? 고맙지만 회계 처리가 난감합니다.

 

교 무 금 13,580,000

주일헌금 4,271,844

감사헌금

김태현 50,000 이동녕 300,000

전민준 1,000,000 익명 50,000

윤현철 100,000 익명 600,000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5월
평균

102 718,000 144 1,056,000 161 1,214,000 110 973,000 518 3,961,000

6/7 90 626,000 140 944,000 177 1,313,000 124 761,000 531 3,644,000

6/14 97 689,000 163 1,187,000 161 1,302,000 118 1,061,000 539 4,239,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6. 28    제 2372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청우회 설립 40주년
 반포성당 청년전례단 청우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감사 미사를 봉헌합
 니다. 청우회의 전⋅현 단원이 함께 감사 미사에 참여하고, 방역 수
 칙 안에서 축하의 자리를 갖고 그동안 하느님 섭리 안에서 이어온 
 우정과 사랑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 일시: 7월 5일(주일) 오후 5시 청년미사
- 문의: 010-3896-1715 

청우회 회장 이정현 아녜스 드림
 
■신학생 소식
 남보현 (사도 요한) 신학생 
 얼마 전 시종직을 받고 내년 1월 부제 수품을 준비하는 남 신학생
 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혜화동) 대학원 2학년 1학기 과정을 마
 치고, 6월 24일, 방학을 맞아 본당에 돌아왔습니다.
 7월 1일부터 한 달간 영신수련 피정을 하고, 8월 26일에 신학원으
 로 복귀합니다.

 김현효 (안젤로) 신학생 

 신학과 2학년을 마친 김 신학생은 현재 건강하게 군 생활을 잘 하
 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이면 제대하고 본당으로 돌아와 생활하다가  
 내년에 복학합니다. 

 안동현 (마티아) 신학생 
 올해 새로 입학한 안 신학생은 신학과 1학년 한 학기를 마무리하여 
 시작이 산뜻합니다. 안 신학생도 첫 방학을 맞아, 6월 27일에 본당
 으로 돌아와 8월 28일에 귀교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6월 28일 교황 주일 2차 헌금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차 헌금은 교황청으로 갑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5월
평균

102 718,000 144 1,056,000 161 1,214,000 110 973,000 518 3,961,000

6/7 90 626,000 140 944,000 177 1,313,000 124 761,000 531 3,644,000

6/14 97 689,000 163 1,187,000 161 1,302,000 118 1,061,000 539 4,239,000

6/21 90 609,000 164 1,216,000 171 1,633,000 115 872,200 540 4,330,200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안됩니다.
 1. 요즘 2차 대유행 징조가 보입니다.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과 상황
   이 호전되는 것은 다릅니다. 성당에서 성가를 부르며 전례를 봉헌
   하고, 사회에서 경제가 살아나려면 모두 끈을 단단히 조여야 합니
   다. 사회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교회입니
   다. 느슨해진 사회를 보고, 교회가 덩달아 마음을 풀지 않고, 이럴  
   때 더욱 야무지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2. 집회 참석자의 명단 작성은 방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본당
   은 확진자가 나와서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참석자를 추적하여 검
   사해야 성당 폐쇄 시간을 단축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미사 참석
   자는 본당에서 발행한 성사표에 있는 바코드만 사용하고, 봉사자
   는 바코드를 스캔할 때 소리만 듣지 말고 모니터에 뜨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성전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앉으
   며, 성전 밖에서도 모여서 친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셔서 걱정을 듣습니다. 
 4. 전례 중 음악 연주에 따라 성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5. 반포성당은 정부의 지침과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소독약을 선정
   하고 소독 방식을 강화하고, 일상 소독 구역을 확대합니다. 
 6. 기도하는 이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일일이 눈을 돌리며 조급하지 
   않고, 사시사철을 관조하며 하느님을 찾고 제 할 일을 합니다.

■‘반포성당 25주년사’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스캔을   
 하고자 합니다. 여분의 책자를 갖고 계신 교우께서는
 사무실에 기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무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하실 때,
 반드시 성명과 세례명을 함께 적으셔야, 회계 정리가 됩니다. 올해 
 들어 아래와 같이 교무금이라고만 쓰거나 세례명으로만 입금하신 
 분을 중에 아래 두 분을 찾지 못해 회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532-333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5회- 1/29, 2/25, 3/25, 4/27, 5/25)
§ 라파엘라 (3회- 2/28, 5/7, 5/24)

■우리들의 정성 (6월 15일 ~ 6월 21일)

 

교 무 금 12,240,000

주일헌금 4,330,200

감사헌금

정형호 100,000 익명 500,000

권용식 100,000 김종호 300,000

이훈구 500,000 곽재원 50,000

심재정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7. 5    제 2373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청우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먼저 본당 전 교우님들과 함께 청우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청우회는 청년미사 전례봉사자 모임으로 4년 전, 본당설립 40주년
 과 비견할 만큼 저희 본당 공동체에서 어느 단체보다 긴 역사와 전
 통을 자랑할만한 단체입니다. 성경에서 40년은 매우 의미 깊은 숫자
 로써 특히 한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 시기로 넘어가는 준비 기간
 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40주년을 맞기까지 그동안의 노고를 치
 하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40년을 잘 준비해 거룩한 청년미
 사를 통해 우리 본당의 희망인 청년들이 활기차고 믿음직스런 예수
 님 사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본당 교우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7월 5일 40주년을 맞는 청우회의 
 새로운 출발과 우리의 보배인 청년들을 많은 기도와 무한한 격려의 
 박수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목협의회 총회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드림
 
■청우회?
 1980년 2월 24일에 20대 미혼 남녀들로 구성된 청우회가 설립되
 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희생, 봉사하는 사
 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 평신도 활동을 활성화하며 복음을 전파
 하는 것이 청우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청우회 주요 활동으로는 주일 청년미사(오후 5시) 전례 담당, 회원
 의 재교육과 신심향상을 위한 피정, 성지 순례, 연수, 제반 본당 행
 사 협조 및 라파엘의 집, 장애인 시설 등 방문, 노력 봉사입니다.

                                  청우회 (010-3896-1715)

■한국외방선교회 이성규 신부님을 위한 기도
 지난 7년 동안 알라스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던 한국외방선교회 이성
 규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7월 17일 새 임지인 캄보디아로 떠나
 기에 앞서 7월 5일 교중미사에 함께 하십니다. 해외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며 평생을 선교에 바치신 이 신부님과 모든 선교사들께 존
 경과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남보현 사도 요한 신학생 30일 피정
 내년 1월 부제품을 준비하는 30일 피정을 7월 1일부터 대구 포교 
 분도 수녀원에서 갖습니다. 남 신학생 님을 위해, 그리고 반포성당
 에서 사제와 수도자의 맥을 이을 성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6/7 90 626,000 140 944,000 177 1,313,000 124 761,000 531 3,644,000

6/14 97 689,000 163 1,187,000 161 1,302,000 118 1,061,000 539 4,239,000

6/21 90 609,000 164 1,216,000 171 1,633,000 115 872,200 540 4,330,200

6/28

(2차)
77

477,000

(173,000)
150

1,017,000

(412,000)
178

1,507,000

(479,000)
132

826,100

(432,000)
537

3,827,100

(1,496,000)

■여성구역회 임원을 임명하여 모십니다. 
 반포성당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성구역회에서 봉사하실 새임원 
 을 모십니다.
⋅총구역장: 홍성민 스테파니아 (18구역장 겸임)⋅총무: 신정혜 엘리세요 (2구역장 겸임)⋅서기: 윤수진 아네스 (1구역장 겸임) ⋅회계: 변혜원 크리스티나 (2구역 4반장 역임, 현재 7구역 거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좌절의 사도직을 받  
 아 들이신 새 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수고하신 여성구역회 임원들과 앞으로도 함께 일하실 구역장, 반장
 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성령의 힘과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임신부 드림

■교적 정리에 따른 협조 요청
 한국 천주교회는 2008년부터 전국 교구 및 본당의 행정 업무를 하
 나의 표준화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목행정 전산망인 통합 
 양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이전부터 이중 교
 적과 거주불명자 교적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한국천주교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효율적 섬김을 위해서 중요한 정리 작업입니다. 
 본당 사무실에서는 교구 방침에 맞추어 반포성당의 모든 교적을 
 일일이 점검하여 이중으로 등재된 교적과 거주불명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필요에 따라 교우들께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에 
 관하여 본당 사무실의 전화를 받으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무실에서는 교우들의 사사로운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교무금 은행 자동이체 납부하실 때,
 교무금을 납부하면서 아래의 명의를 쓰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 주십
 시오. 벌써 세 번째 공지인데 일주일 더 기다려 보고 소식이 없으
 면, 주임신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수입 계정으로 입금 처리합니다. 
   § 교무금 (5회- 1/29, 2/25, 3/25, 4/27, 5/25)
   § 라파엘라 (3회- 2/28, 5/7, 5/24)

               사목협의회 재정분과장 유희진 이나시오 드림 

■사무실 임시 휴무 7월 7일 화요일
 이날 외부 행사가 있어서 사무실 쉽니다.

■우리들의 정성 (6월 22일 ~ 6월 28일)

 

교 무 금 19,935,000

주일헌금 3,827,100

2차헌금 1,496,000

감사헌금
장지희 50,000 이진명 400,000

황인주 1,000,000 송진순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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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자원봉사자 명단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우리들의 정성 (6월 29일 ~ 7월 5일)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6/7 90 626,000 140 944,000 177 1,313,000 124 761,000 531 3,644,000

6/14 97 689,000 163 1,187,000 161 1,302,000 118 1,061,000 539 4,239,000

6/21 90 609,000 164 1,216,000 171 1,633,000 115 872,200 540 4,330,200

6/28

(2차)
77

477,000

(173,000)
150

1,017,000

(412,000)
178

1,507,000

(479,000)
132

826,100

(432,000)
537

3,827,100

(1,496,000)

7/5 57 387,000 136 993,000 130 1,016,000 78 771,100 401 3,167,100

여

성

총

구

역

1구역 윤수진 아녜스

단

체

[카리타스]
황수연 안젤라
박소영 아녜스
설수안 글라라
김지영 소피아
이푸음 스테파니아
안현선 안젤라
권화순 비비안나

2구역

김주현 로사
임미경 미카엘라
유옥순 아녜스
신정혜 엘리세요
변혜원 크리스티나

3구역
백인숙 베르베아
최서영 마리스텔라
배성희 글라라

청소년분과
청년분과
남성꾸리아
여성꾸리아

7구역

전귀옥 이냐시아
오희경 오틸리아
김예경 유스티나
김혜리 레지나
정정식 안젤라(반장)

일

반

임영란 레지나
김희순 데레사
박수현 카타리나
김윤미 루시아
이서혜 마틸다
장기복 루시아
박소영 아녜스
정광일 베드로
임소정 마리아
고경숙 마리아스텔라
박혜정 페트라
소해룡 안드레아
범진순 아녜스
박노자 마리아
윤수경 벨라뎃다

10구역 김성경 안젤라

17구역 박현주 로사

18구역

심민섭 사비나
양윤정 글라라
이태경 글라라
홍성민 스테파니아

19구역 노미숙 아녜스
진영 사라

교 무 금 21,450,000

주일헌금 3,167,100

감사헌금
이소현 1,000,000 최인철 200,000

조성태 500,000

■코로나가 바꾸는 세상과 교회와 신앙과 구원
 아무래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일 아닙니다. 세
 상 일은 모두 빛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짙은 만큼 빛이 환합
 니다. 시련만큼 축복입니다. 이번이 먼지를 털고 일어날 기회입니
 다. 이럴 때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일은 우리 삶에 무엇이며, 성
 찬은 우리 영혼에 무엇인지? 행여나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았는지? 

 이대로 가면 성당이 변합니다. 레지오, 성가대, 연령회, 성서공부,  
 후원회 등. 그동안 없으면 성당이 무너질 줄 알았던 모임이 순간
 에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미사를 봉헌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있으면 좋
 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안되면 사제가 있어도  
 미사성제를 봉헌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이것은 법입니다. 미사 전후 방역절차가 그것입니다. 

 평일미사 20분전, 주일미사 30분전에 시작하는 방역절차를 수행
 하려면 적어도 10분은 더 일찍 나와야 합니다. 두 달 반이 지나 
 석 달 째로 접어드니 지친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미사 후 소독을 강화합니다. 우리 교우인 호
 흡기내과 전문의의 자상한 자문을 받아, 소독약을 뿌리지 않고  
 수건에 적셔 성전의 의자, 앞받침, 문고리, 화장실 등을 닦은 후,
 5분 이상 지나서 다시 깨끗한 수건으로 훔쳐냅니다. 이걸 기계로 
 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합니다. 일손이 절실합니다. 

 지하회합실 문이 열려, 좋았던 시절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하
 늘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코로나19가 바꾼 성당에서 바로 이런 
 일이 레지오 활동이요 성가 찬미요, 성서 공부요, 성소 후원이요 
 사회복지요, 소공동체 모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전부터 반포성당은 이미 큰 본당이 아니었습니다. 관할구
 역은 바싹 줄었습니다. 교적은 재건축 바람에 부풀어진 허수입니
 다. 많은 교우들이 다른 본당에 삽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전에도 
 인근 본당 중에서 미사참례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요즘 평일 
 10시 미사에는 스무 명 남짓 모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주일 
 참례자는 1/3인데 그나마 지난 주일에는 거기서 또 1/3이 줄었
 습니다.

 옛날 옛적 생각에 빠져, 반포성당은 큰 본당이라 나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은 있겠지,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는 전후 방역에
 는 뒷짐을 지고서, 미사 대수를 늘리면 미사참례자가 늘려니 하
 면 잘못입니다. 우리 본당에는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사목협의
 회가 있습니다. 미사를 재개하면서 미사 대수를 줄인 사목협의
 회가 옳았습니다. 줄인 미사 마저도 방역하기에 숨이 찹니다.

 이런 상황은 축복입니다. 지금 모이는 분들은 패잔이 아니라 정
 예입니다. 헤쳐서 다시 모이면 더 잘 뭉칩니다. 더 잘 뭉치면 더 
 잘 기도합니다.

 우스개로 제가 우리의 구원은 주보에 있다고 말씀 드리곤 했습
 니다. 오늘 주보에 방역 봉사자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 주보를 
 천국의 열쇠를 들고 계신 성 베드로께 가져가십시오. 우스개이
 지만 우습지 않습니다. 주보에 더 적을 이름이 없으면 미사를 중
 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임신부 드림.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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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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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미사 전 방역, 미사 후 소독 자원봉사자 (개인 신청)
 ・김윤정 마리아        ・양인원 율리아나
 ・양현애 카타리나      ・윤성희 로사
 ・조인영 엘리사벳

                   7월 12일 신청 분

■“황중호 신부의 고고고”반포성당 편
 7월 11일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유튜브 채널“가톨릭튜브”의 
‘황중호 신부의 고고고’ep.17에 반포성당이 소개되었습니다. 
 강남 최초의 본당인 반포성당의 건축과 스테인드글라스, 성미술
 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황중호 신부님께서는 반포성당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교구 문화
 홍보국 차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래 유튜브 주소를 통해 위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HTw6f9uCw8&feature=y
outu.be 

남보현 신학생 드림 

■신학생 근황 
 남보현 (사도 요한) 신학생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부모님 뵈러 갑니다. 앞서 대구 툿찡 
 베네딕도 수녀회에서의 한 달 피정은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중
 단되었고, 대신 수원에 있는 예수회 말씀의 집에서 7월 27일부
 터 8월 27일까지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하게 됩니다. 
 8월 30일 신학원으로 귀원합니다. 내년 1월 부제로 수품되고 
 2022년 사제가 되면, 어려운 선교지역으로 파견됩니다. 

 김현효 (안젤로) 신학생
 휴가를 마치고 7월 16일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두 달 후, 9월 
 22일에 제대하면, 1년간 사목 실습과 해외 선교 실습을 받습니
 다. 2022년 초, 대신학교 3학년으로 복학합니다. 

 안동현 (마티아) 신학생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부모님 뵈러 다녀오고, 8월 10일부터 
 신학원 자치회 상임위원 하계 연수에 참석합니다. 8월 28일 하
 계 방학을 마치고 신학원으로 귀원합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6월

평균
89 600,250 154 1,091,000 172 1,438,750 122 880,075 537 4,010,075

7/5 57 387,000 136 993,000 130 1,016,000 78 771,100 401 3,167,100

7/12 72 505,210 152 1,349,010 154 1,263,000 86 662,000 464 3,779,220

■월요일 새벽미사 후 방역 자원봉사자 모집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오히려 우리 생
 활 속으로 들어와 있어 최근 저희 본당에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당 방역은 크게 미사 전과 미사 후 방역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데, 늘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봉사자들이 매 미사 전 인적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미사 후 성전 방역은 평일에는 미
 화원과 관리요원이 매일 1회, 주일에는 매 미사 후 여성총구역
 과 청년봉사자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성당이 휴무로써 새벽미사 후 방역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새벽미사 참례자 중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
 아 시행하려고 하오니 본 봉사에 많이 참여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라며 희망자께서는 새벽미사 후 직접 또는 전화나 문자
 (최숙자 루치아 교육분과장, 010-2749-4995)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협의회와 총회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드림

■부정 바코드 성전 입장 지속 발생
 방역 절차 중 미사 참례자의 인적 사항을 편리하게 기록하기 위
 해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따금 성당에서 발행하지 않은 
 바코드를 제시하고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에 구
 멍이 뚫리고 다른 참례자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고, 미사 거행까
 지 흔들리게 됩니다. 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차제에 성전 입구에 CCTV
 를 보완하겠습니다. 

■사무실 방문시 안내
 요즘 반포성당 안에서 교우들이 몰리는 곳이, 성전을 빼고는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
 다. 먼저 오신 분이 앞에서 용무를 보면. 1M 간격을 두고 뒤에
 서 기다려 주시고,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이처럼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만듭니다. 불편해
 도 이해하고 함께 이겨 냅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 수고가 많은 
 사무실과 관리실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7월 6일 ~ 7월 12일)

 

교 무 금 16,800,000

주일헌금 3,779,220

감사헌금
박숙자 50,000 이철환 500,000

익명 100,000 서영근 1,0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7. 26    제 2376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 02) 599-0570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 02) 534-1276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 02) 591-9425

사  무  실 TEL 532-3333 /  599-0574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 02) 537-5181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미사 전 방역, 미사 후 소독 자원봉사자 (개인 신청)
 ・이선영 마리아      /   ・이태희 도미니코

                    7월 19일 신청 분

■첫영성체 소식
 우리 반포성당 아이들의 첫영성체 교리를 2월 달에 시작했었습
 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가 되고 아직까지도 기다리
 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주보를 통해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영성체 교리는 9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첫영성체 교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여서 정확하
 게 정해지는 일정과 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보를 통해서 말씀 드
 리고, 다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
 이고 예수님의 몸을 처음으로 모시는 중요한 성사인 만큼 선생
 님들과 함께 교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참여와 우리 반포성당 첫영성체를 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
 해서도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코로나 사태 중 혼배미사
 반포성당은 교우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철저한 방역을 위해 혼배미
 사 신청을 가급적 반려합니다. 외부 인사들이나 비신자들이 오시면 
 방역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아래 조건을 지킵니다. 

 1. 피로연은 없습니다. 

 2. 하객은 최대 80명으로 제한합니다.

 3. 성전 장식과 예식을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ㄱ. 꽃장식 없습니다.
   ㄴ. 성가와 축가 없습니다. 연주는 가능합니다.

 4. 하객은 본당의 방역 절차에 협조합니다.

   ㄱ. 미사가 시작되면 성전 문을 닫습니다.
   ㄴ. 모든 하객은 마스크를 씁니다. 
   ㄷ. 입당 전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ㄹ. 입당 전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ㅁ. 입당 전 명단과 연락처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합니다. 
   ㅂ. 입당 후 정해진 자리에 앉으며, 결혼식에서 만나 반갑더라도 
      성전 안에서는 돌아다니며 인사하지 않습니다. 

 5. 기념 촬영은 주례와 신랑 신부 외 모두 성당 계단에서 갖고 촬

   영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6. 혼배미사 후 기념 촬영이 끝나면 바로 해산합니다. 

 7. 혼배미사 비용은 융통성 있게 합의, 축소하여 재계약합니다.   

   방역과 소독 봉사자가 필요하므로 관련 비용이 생깁니다.

 8.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라면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코로나19와 신앙생활-서울대교구 사목 대안을 위한 설문조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환
 경에 맞춘 사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교구 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글(Google)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설문 기한 : 7월 17일(금) ~ 7월 26일(일)
 ※ 따로 로그인 필요 없고, 1인 1회만 참여 가능(설문 제출 후 
    수정 불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zydCrGiG2GGRQ65n6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주보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반포성당은 안심 성당입니다. 미사 전 방역과 미사 후 소독을 
 전문의의 자문에 따라 합니다. 우리만큼 철저히 하는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주보가 문제입니다. 주보는 한번 손을 거치면 다른 
 분이 다시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역 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리지 않고 스스로 집어서 보도록 합니다. 한번 
 집은 주보를 좌석에 두고 가거나 진열대에 다시 꽂지 마시고 
 가져 가셔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코로나를 이깁니다. 

■우리들의 정성 (7월 13일 ~ 7월 19일)

 

교 무 금 24,630,000

주일헌금 3,944,000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6월

평균
89 600,250 154 1,091,000 172 1,438,750 122 880,075 537 4,010,075

7/5 57 387,000 136 993,000 130 1,016,000 78 771,100 401 3,167,100

7/12 72 505,210 152 1,349,010 154 1,263,000 86 662,000 464 3,779,220

7/19 106 775,000 156 1,270,000 139 947,000 106 952,000 507 3,944,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8. 2    제 2377호

주임신부: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부주임신부:  박규덕 (베  드  로)

보좌신부:  김종호 (프란치스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미사 전 방역, 미사 후 소독 자원봉사자 (개인 신청)
 ・박예병 유스티나 (7구역 6반)
 ・유정호 필립보 (7구역 1반)

                    7월 26일 & 28일 신청 분

■성모승천대축일 8월 15일 미사 오전 6시, 10시.
 마침 토요일이므로 오전 6시 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대축일이므로 오전 10시 미사를 추가 봉헌합니다. 오후 2시 
 에는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종신 서원 미사를 반포성당
 에서 갖습니다. 오후 6시 미사는 연중 20주일 특전 미사입
 니다.

■ 8월 15일 오후 2시 종신서원 미사 방역 봉사자 구함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는 약 1,000명이 넘는 사제와 약 
 700명의 신학생이 소속된 국제수도회로서 세계 2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초동에 본원이 있습니다. 

 8월 15일 오후 2시에 반포성당에서 종신서원 미사를 봉헌합
 니다. 이 수도회의 후원회원들이 미사 전 방역과 미사 후 소
 독을 맡겠지만, 아무래도 반포성당이 이분들께는 낯설고 방
 식도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모처럼 반포
 성당을 찾은 귀한 손님, 그리스도 레지오수도회의 축제를 도
 와주실 교우들을 찾습니다. 

 도울 일은 미사 전 방역 절차 진행과, 미사 후 수도회 청년  
 7~8명과 함께 하는 성전 소독입니다. 이날 서원 미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로 봉헌되며 자원봉사자는 이 미사에 함
 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알리시면 됩니다.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카리타스의 날 – 매월 첫 주일
 8월2일 8시 미사는 반포성당의 이웃 나눔 단체인 카리타스  
 후원회원 및 가족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합니다.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7/5 57 387,000 136 993,000 130 1,016,000 78 771,100 401 3,167,100

7/12 72 505,210 152 1,349,010 154 1,263,000 86 662,000 464 3,779,220

7/19 106 775,000 156 1,270,000 139 947,000 106 952,000 507 3,944,000

7/26 85 557,000 165 1,524,000 163 1,147,000 108 1,170,000 521 4,398,000

■우리 성전, 우리 살림, 우리 보람, 우리 영광.

- 7월 26일 교중미사 후 소독 봉사

■첫 영성체 교리 
 첫영성체 교리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교리와 대면 교리를 병행합니다. 대면 교리를 할 때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추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반포성당 교우 모두의 기도와 성원을 도움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추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롭게 등록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  
 니다.

 ・대상: 초등학교 3~6학년으로 첫영성체와 세례 대상 어린이
(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의 문제로 교적이 
반포성당에 있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일정: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첫영성체 날짜: 2020년 10월 11일(주일) 오후 2시

 ・신청: 2020년 8월 2일(주일) ~ 2020년 8월 28일(금)까지 
        사무실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KUmRUyaeY59vrkU3A 

 세부사항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첫영성체

 교리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우리들의 정성 (7월 20일 ~ 7월 26일)

교 무 금 15,180,000
주일헌금 4,398,000

감사헌금

정현철 100,000 남요셉 300,000
하옥수 100,000 익명 500,000
조상은 500,000

   서심석 (카리타스 후원금) 1,0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8. 9    제 2378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부주임신부:  박 규 덕   (베    드    로)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미사 전 방역, 미사 후 소독 자원봉사자 (신규 개인 신청)
 ・김동신 로사리아 (18구역 2반)  /  ・박상실 바올리나 (20구역 2반)
 ・이현주 마틸다 (20구역 3반)    /  ・전상호 레오 (17구역 6반)
 ・조민경 레지나 (17구역 6반)    /  ・최정은 데레사 (7구역 4반)

                    8월 2일과 4일 신청 분

■성모승천대축일 8월 15일 토요일 미사 시간
 오전  6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오전 10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오후  2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종신 서원 미사
 오후  6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교구공문 20-118-657에 의거, 주일 특전 미사 아님)

■ 8월 15일 오후 2시 종신서원 미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는 약 1,000명이 넘는 사제와 약 
 700명의 신학생이 소속된 국제수도회로서 세계 2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초동에 본원이 있습니다. 

 8월 15일 오후 2시에 반포성당에서 종신서원 미사를 봉헌합
 니다. 이분들을 환영하며 수도회의 특은과 성소와 발전을 위
 해 기도합니다.

■ 고3 수능 100일 기도 모임 안내 
 8월 25일은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 100일 전이 됩니
 다. 이날부터 고3 수험생들을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하고
 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으로 부모님들과 함
 께 수험생 기도를 드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바
 칠지 수험생 부모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3 
 부모님들께서 더욱 더 조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그래도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모이
 는 것이니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시간: 10시 미사 후 
 ・장소: 대성당                    

김종호 신부 드림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7/5 57 387,000 136 993,000 130 1,016,000 78 771,100 401 3,167,100

7/12 72 505,210 152 1,349,010 154 1,263,000 86 662,000 464 3,779,220

7/19 106 775,000 156 1,270,000 139  947,000 106 952,000 507 3,944,000

7/26 85 557,000 165 1,524,000 163 1,147,000 108 1,170,000 521 4,398,000

8/2 104 610,100 161 1,164,000 184 1,447,000 75 614,000 524 3,835,100

■첫 영성체 교리 
 첫영성체 교리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교리와 대면 교리를 병행합니다. 대면 교리를 할 때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추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반포성당 교우 모두의 기도와 성원을 도움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추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롭게 등록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  
 니다.

 ・대상: 초등학교 3~6학년으로 첫영성체와 세례 대상 어린이
(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의 문제로 교적이 
반포성당에 있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일정: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첫영성체 날짜: 2020년 10월 11일(주일) 오후 2시

 ・신청: 2020년 8월 2일(주일) ~ 2020년 8월 28일(금)까지 
        사무실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KUmRUyaeY59vrkU3A 

 세부사항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첫영성체

 교리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선물
 오는 8월 28일은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영적 선물 모아 8월 23일 주일 교중 미사 끝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① 미사참례·영성체 ② 묵주기도 ③ 주모경

 ④ 사제를 위한 기도 ⑤ 화살기도 ⑥ 희생·봉사

 레지오 단원은 Pr.에, 일반 교우들은 본당 사무실 또는 
 여성총구역 서기 윤수진 아네스(010-7143-3973)에게 8월 
 21일(금) 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적 예물은 일체 받
 지 않습니다.                            

반포성당 사목협의회 드림

■우리들의 정성 (7월 27일 ~ 8월 2일)

교 무 금 22,915,000

주일헌금 3,835,100

감사헌금
이재원 1,000,000 홍태훈 50,000

박영신 300,000 김재욱 2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8. 16    제 2379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부주임신부:  박 규 덕   (베    드    로)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9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주일미사 시간

  06:00, 09:00 (학생), 11:00 (교중), 18:00 (청년)

・주일 헌금은 미사 중 예물 봉헌 행렬로 합니다. 

・평일과 토요일 미사는 당분간 현행대로 계속합니다.

・월 06:00, 화~금 06:00, 10:00, 토 06:00, 18:00 (주일 특전)
 글로리아 전례합주단은 교중미사에서 아우라 성가단 지휘자,  
 반주자와 함께 연주합니다. 

■성서못자리 제2권 개강(80명 제한)
 일    시: 9/4 ~ 12/11 매 금요일 10시 미사 후 
 장    소: 성전
 내    용: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사용한 구약성경 
 등 록 비: 60,000원 (교재비 포함)

 신규신청: 현장 접수 8/23. 8/29, 8/30 미사 전후 성당마당
 기존회원 신청: 계좌 이체  하나은행  366-910007-78404
      천주교서울대교구 (입금시 성명과 세례명을 함께 기입) 

 수강자들은 모두 봉사자의 안내 아래, 조를 나누어 강의 후  
 성전 소독에 참여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킵니다. 코  
 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선물
 8월 28일 주임 신부님의 축일을 맞아 영적 선물을 모아서  
 8월 23일 주일 교중 미사 끝에 전달합니다.
 ① 미사참례·영성체 ② 묵주기도 ③ 주모경
 ④ 사제를 위한 기도 ⑤ 화살기도 ⑥ 희생·봉사

 레지오 단원은 Pr.에, 일반 교우들은 본당 사무실 또는 여성
 총구역 서기 윤수진 아네스(010-7143-3973)에게 8월 21일  
 (금)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적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반포성당 사목협의회 드림

■주일미사 참석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7월평균 80 556,053 152 1,284,003 147 1,093,250 94 888,775 473 3,822,080

8/2 104 610,100 161 1,164,000 184 1,447,000 75 614,000 524 3,835,100

8/9 102 728,000 158 1,226,000 155 1,324,000 93 981,000 508 4,259,000

■초등부 방학 맞이 선물 나눔 공지 
 8월 16일에 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부 선생님  
 들과 함께 방학 맞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등부 부모님  
 들께서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꼭 쓰고 신부님과 수녀님과 선  
 생님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반포성당 초등부 학생들

・일시: 8/16(주일) 오후 3시 ~ 4시

・장소: 성당 마당

■ 고3 수능 100일 기도 준비 모임 
 수험생 100일 기도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모임을 갖습니     
 다. 코로나 사태에 자녀를 위한 기도 방식(대면, 온라인)등을  
 의논하는 자리이니 함께 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전 방역에 협조하고 모임 후 소독을 돕습니다.
 ・일시: 8/25(화) 10시 미사 후 
 ・장소: 성전
                                      김종호 신부 드림
■첫 영성체 교리 
 첫영성체 교리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교리와 대면   
 교리를 병행합니다. 대면 교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전에 신청하신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등록  
 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반포성당 초등학교 3 ~ 6학년 중 대상 어린이

・일정: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첫영성체 날짜: 2020년 10월 11일(주일) 오후 2시

・신청: 2020년 8월 28일(금)까지 사무실, 온라인.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KUmRUyaeY59vrkU3A 

 
 세부사항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첫영성체
 교리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우리들의 정성 (8월 3일 ~ 8월 9일)
교 무 금 17,272,000

주일헌금 4,259,000

감사헌금
이윤원 1,000,000 익명 1,000,000

익명 3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8. 23    제 2380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부주임신부:  박 규 덕   (베    드    로)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거리두기 2단계 발령 (2020. 8. 19)에 따라 
  현행 주일미사 시간을 유지합니다. 
 1. 주일 오전 8시, 11시, 오후 5시 미사 시간을 바꾸지  
    않고 9월에도 현행대로 계속합니다. 

 2. 평일과 토요일 미사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월요일: 오전 6시
    화~금: 오전 6시,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 (주일 특전)   

 3. 고해성사: 화~목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4. 정부가 일부 종교단체에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갖도  
    록 지시하였지만, 성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  
    포성당의 미사도 변함없이 봉헌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  
    면 지난 4월 이전처럼 성당을 닫고 미사를 봉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당에서 뿐 아니라, 일  
    상 사회생활에서도 철저히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5. 성서못자리 개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  
    하신 분들께는 따로 알려드립니다.  
                                       사목협의회 드림

■서서울지역 신앙 체험 수기 공모전
 서울대교구는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반포성당은   
 서서울지역에 속합니다. 정순택 주교님께서 담당하시는   
 서서울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각  
 본당의 구역, 반장님들이 체험한 신앙 수기를 통해 신앙  
 의 기쁨을 나누고자 공모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상: 여성 구역장/반장, 남성 구역장
・내용: 신앙 체험 수기
・분량: A4 1장(한글 포인트 11)
・접수: 이름, 세례명, 연락처, 직책 명기하여 본당 사무실
・마감: 2020년 10월 31일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8/16 특전미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였습니다.)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7월평균 80 556,053 152 1,284,003 147 1,093,250 94 888,775 473 3,822,080

8/2 104 610,100 161 1,164,000 184 1,447,000 75 614,000 524 3,835,100

8/9 102 728,000 158 1,226,000 155 1,324,000 93 981,000 508 4,259,000

8/16 93 672,000 158 1,166,000 143 1,160,050 143 659,000 493 4,329,050

■초등부 선물 나눔 연기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부 방학 맞이 선물을 계획했  
 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  
 상되어 급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상황  
 을 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다시 공지하여 초등부 아이들에  
 게 선물을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 고3 수능 100일 기도 준비 모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첫 모임은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  
 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줌(Zoom)어플을 통한 온라인  
 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사무실에 연락하여 전해주시면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나 시  
 간이 지난 후에 대면하여 진행할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  
 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첫 영성체 교리 
 첫영성체 교리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대면 교리는 하지 않고 온라인 교리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 신청하신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등록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반포성당 초등학교 3 ~ 6학년 중 대상 어린이

・일정: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첫영성체 날짜: 2020년 10월 11일(주일) 오후 2시

・신청: 2020년 8월 28일(금)까지 사무실, 온라인.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KUmRUyaeY59vrkU3A 
 
 
 세부사항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첫영성체
 교리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우리들의 정성 (8월 10일 ~ 8월 16일)

교 무 금 8,610,000

주일헌금 3,657,050

성모승천대축일헌금 672,000

감사헌금

김선애 50,000 권헤명 500,000

장기복 1,000,000 김태현 50,000

최정인 100,000 익명 100,000

오경자 1,0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8. 30    제 2381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부주임신부:  박 규 덕   (베    드    로)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거리두기 2단계 발령 (2020. 8. 19)에 따라 
  미사 시간을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1. 주일 오전 8시, 11시, 오후 5시 미사를 9월에도  

    현행대로 계속합니다.  

 2. 평일과 토요일 미사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월요일: 오전 6시

    화~금: 오전 6시,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 (주일 특전)   

 3. 고해성사: 화~목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4. 안심미사 반포성당 
    반포성당은 전문의의 자문에 따라, 미사 전 철저 방역  
    과 미사 후 완전 소독으로 안심하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이웃 교우들과 함께 오셔서 주님의 말씀  
    을 듣고 성체성사를 영하시기 바랍니다.

                                       사목협의회 드림

■성서못자리를 내년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가급적 성서못자리 강의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일단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지혜롭  
 겠습니다. 수강을 신청하신 교우들의 뜨거운 마음에 부응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내 마음 조리며 수고하신 봉사  
 자들과 대표 박수현 가타리나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목협의회 드림

■8월 30일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교구로 보내져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진학 장려금 등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8/16 특전미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7월평균 80 556,053 152 1,284,003 147 1,093,250 94 888,775 473 3,822,080

8/2 104 610,100 161 1,164,000 184 1,447,000 75 614,000 524 3,835,100

8/9 102 728,000 158 1,226,000 155 1,324,000 93 981,000 508 4,259,000

8/16 93 672,000 158 1,166,000 143 1,160,050 143 659,000 493 4,329,050

8/23 55 657,000 125 1,082,000 143 1,259,000 77 737,000 400 3,735,000

■박규덕 베드로 부주임 신부님 이임
 지난 8월 21일 서울대교구 인사 발령에 의하여, 박규덕  
 신부님께서 문정동 성당 부주임으로 이임하십니다. 그동  
 안의 사목에 감사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
 1. 추석 합동 위령미사는 10월 1일(목) 오전 6시, 오전   
   10시에 봉헌합니다.
 2. 추석 미사 지향은 성당 제대 앞에 붙이고 상차림을 합니다.
 3. 추석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이 많을 경우,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장하고 일정 인원이 넘은 후  
    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장 허용 인원은 추석  
    전 주일 주보에 거재합니다.
 4. 만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어 성당 문을  
    닫고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거행하지 못할 경우, 사  
    제들이 따로 지향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지향과   
    함께 접수된 예물은 교구로 보내지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이에 동의하시면,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지향을 9월 27일  
    (일)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대입 수능시험 100일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능시험 100일 기도를 줌      
 (zoom)어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  
 시는 부모님들은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사무실에 전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온라인 첫영성체 교리 
 첫영성체 교리를 9월부터 시작하되, 온라인 교리로만     
 진행합니다. 다른 성당 어린이는 받지 못합니다.
・대상: 반포성당 초등학교 3 ~ 6학년 중 대상 어린이
・일정: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첫영성체 날짜: 2020년 10월 11일(주일) 오후 2시
                                   김종호 신부 드림  

■우리들의 정성 (8월 17일 ~ 8월 23일)
교 무 금 11,770,000

주일헌금 3,735,000

감사헌금

권혜명 500,000 전상호 550,000

정금숙 1,000,000 홍성민 1,000,000

이안례 50,000 이규태 100,000

이채연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9. 6    제 2382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추석 합동 위령 미사 
1. 10월 1일 추석 미사: 오전 6시, 오전 10시

2. 미사 후 합동 연도 중, 원하시면 분향합니다.

3. 연도는 선창자 두 분만 번갈아 낭송합니다.

4. 교우들은 함께 낭송하거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5.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만일 성당 문을 닫게 되어 신자들
과 함께 미사를 못하게 된다면, 사제가 개인 미사 중 
지향대로 봉헌합니다. 

6. 납부된 합동 미사 예물은 교구로 보내지므로 돌려드리
지 못합니다.

7. 지향은 9월27일 주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8. 접수가 끝난 후 들어온 지향은 제단 앞에 펼친 지향 목
록에 올리지 못합니다. 

■9월 30일~10월 4일 추석 연휴 미사와 사무실 
 1. 미사 시간 
    9월 30일 수 미사: 오전 6시 
   10월  1일 목 미사: 오전 6시, 10시 (합동 위령 미사)
   10월  2일 금 미사: 오전 6시 
   10월  3일 토 미사: 오전 6시, 오후 6시 (특전)
   10월  4일 일 미사: 오전 8시, 11시, 오후 5시
  (이날 교중미사 후 김종호 신부님 영명 축하식 있습니다.)
 
 2. 사무실 근무 시간
   9월 30일 수: 추석 연휴 공휴일 휴무
  10월  1일 목: 추석 연휴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1시      
  10월  2일 금: 추석 연휴 공휴일 휴무
  10월  3일 토: 추석 연휴 공휴일 오후 5시 ~ 7시 30분
  10월  4일 일: 오전 7시 15분 ~ 오후 6시 30분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8/16 특전미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8/2 104 610,100 161 1,164,000 184 1,447,000 75 614,000 524 3,835,100

8/9 102 728,000 158 1,226,000 155 1,324,000 93 981,000 508 4,259,000

8/16 93 672,000 158 1,166,000 143 1,160,050 143 659,000 493 4,329,050

8/23 55 657,000 125 1,082,000 143 1,259,000 77 737,000 400 3,735,000

8/30 63 448,000 139 998,000 141 1,041,000 61 390,000 404 2,877,000

■[안심미사 반포성당]
 천안 안서교회 담임 고태진 목사님은 지난 8월 21일, 아  
 래 글을 교회 앞에 적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  
 다.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사님의 글에 동의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반포성당은 봉사자들의 희생과 교우들의 협조로 [철저 방  
 역 완전 소독]을 기합니다. 방역 당국도 이를 인정해서   
 미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성당에서도  
 미사를 위해 모이지 못하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교우들  
 께 알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당 밖에서도 거리두기를 지키  
 며 참 신앙을 증거하고, 성당 안에서는 나라와 세상을 위
 해 기도합니다.                                      
                    [안심미사 반포성당] 주임신부 드림

■초등부 성경쓰기 컬러링북 나눔
 서울대교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에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쓰기 + 컬러링북]을 선물합니다.

「성경쓰기 + 컬러링북]은 5명의 작가들이 묵주기도 (환   
 희, 고통, 영광, 빛) 각 5단씩 총 20개와 대림과 성탄 시  
 기에 작업할 수 있는 각 4개씩의 작업물을 합쳐서 총 28  
 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모님은 9월 10일까지 반포성당 초등부 선생  
 님들, 혹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부 방법은 다시 주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대입 수능시험 100일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능시험 100일 기도를 줌(zoom)
 어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부  
 모님들은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사무실에 전해주시면
 됩니다.                                            
                                   김종호 신부 드림

■우리들의 정성 (8월 24일 ~ 8월 30일)

교 무 금 19,990,000

주일헌금 2,877,000

2차헌금 1,302,000

감사헌금
정시윤 1,000,000 윤태은 50,000

김지혜 7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9. 13    제 2383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반포성당 미사 지향 지침
l 미사 지향은 원하는 대로 신청합니다.
l 미사 지향은 모두 성전 입구에 게시합니다.
l 간혹, 지향에 온 가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미사 시작에 사제가 지향을 알릴 때 한 가족당 
하나의 지향만 발표합니다. 

l 미사 전에 지향을 발표하는 것은 전례적으로 바람직하
지 않습니다. 성전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
다. 다만 사목적 배려와 타 본당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반포성당에서도 성전 입구에 게시한 지향을 미사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l 미사에 지향이 많이 몰릴 때 발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l 미사 지향 예물은 전액 교구청으로 보내집니다.
l 예물 없이 미사 지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포성당에서는 사도직 단체와 구성원, 그리고 봉사자  
   들을 위한 지향으로 예물 없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매  
   월 정해진 날이나, 영명축일에 그렇게 합니다.
l 주일 교중(敎中)미사는 매 주일 신자가 가장 많이 참석

하는 시간에 개별적인 미사 지향 없이 모든 교우들을 
위해 본당 사목자가 의무적으로 바치는 미사입니다. 간
혹 전 주간에 선종하신 분이 있거나, 공동체가 특별히 
기억하고자 할 때,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본당 
공동체를 위한 교중 미사의 목적에 부합하며, 특정인을 
위한 미사 지향과 다릅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 
1. 10월 1일 추석 미사: 오전 6시, 오전 10시

2. 미사 후 합동 연도 중, 원하는 분은 분향합니다.

3. 지향은 9월 27일 주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그 후에 
접수된 지향은 제단 앞에 펼치는 지향 목록에 올리지 
못합니다. 

■9월 30일~10월 4일 추석 연휴 미사와 사무실 
 1. 수요일, 금요일에는 오전 6시 미사만 있습니다. 
 2. 토요일, 주일 미사는 평소와 같습니다.
 3. 사무실 토-주일 제외, 연휴 중, 휴무나 단축 근무.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8월평균 83 623,020 148 1,127,200 153 1,246,210 81 676200 466 3,672,630

9/6 70 607,000 136 994,000 150 1,224,000 89 992,000 445 3,817,000

■[안심미사 반포성당] 거리두기
l 코로나19가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전 좌석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선호하
는 [자기 자리]가 있지만, 좌석 거리두기를 하려면 먼저 
오신 분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례로 앉아야 합니다. 
먼저 오신 분이 좌석의 바깥쪽에 앉으면, 뒤에 오신 분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부딪혀야 하고 거리두기에 문제
가 생깁니다. 또한 입구에서 왼쪽 자리를 선호한 분들
이 많아 그리로 몰립니다. 그만큼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니다. 오른쪽으로 옮겨 앉아 좌석 배분과 거리두기에 
균형을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를 [이웃 사랑]으로 바꿉니다.
l 퇴장할 때 거리두기가 절실합니다. 미사 후, 나가는 길

에, 성전 안에서, 마냥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입니다. 인사는 밖에서 간단히 합니다.

l 서울의 어느 성당 교우들이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확진이 되자, 마치 성당 안에서 소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처럼 소문이 나고, 그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되었습니
다. 성당 밖에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성당 안
에서 소모임을 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리
두기에 성당 안팎이 없습니다. 성당 밖 거리두기로 성
당 안 미사를 지켜야 합니다. 

l 교우들의 협조와 봉사자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안심미
사 반포성당]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삼 다
잡아야, 코로나19를 이깁니다.  

■김종호 프란치스코 신부님 피정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김종호 신부님께서 교구 단체 피  
 정에 참가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합니다.

■대입 수능시험 100일 비대면 기도
 온라인 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사무실에 전해주시면 됩니다.   

■2차 헌금(9월 13일)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전날인 9월 13일에 거두어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우리들의 정성 (8월 31일 ~ 9월 6일)
교 무 금 19,335,000

주일헌금 3,817,000

감사헌금 문진혁 50,000 최정인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9. 20    제 2384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기뻐하며 미사로 돌아갑시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지난 9월 3일, 교황청 경신  

 성사성에서 작성한 공문을 승인하셨습니다. “기뻐하며   

 미사로 돌아갑시다”가 그 제목입니다. 이 공문은 9월    

 12일, 온 세상의 주교회의 의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머  

 지않아 한국 주교회의에서 전문을 번역하여 발표하리라   

 예상됩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사회적 가정적 관계뿐 아니라, 신앙 공  

 동체와 전례 참여에 격변을 초래했습니다. 교회는 행정당  

 국과 협조하여, 신자들이 참여하는 미사를 장시간 중단하  

 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염두에 두되, 상황이 허락하는 대  

 로,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여 정상적 크리스챤 생활로   

 복귀할 필요가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영상 미사는 신자들  

 이 실제로 참여하는 전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 크리스챤 생활이란 본당 성전을 집으로 삼고, 

“미사 전례를 교회 활동의 정점이며 권위의 샘으로 삼는  

 것입니다.” (전례헌장 10)

 하느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인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은총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걸 기억  

 하십시오. 성찬의 제대로부터 격리되었던 시간은 우리에  

 게 성찬의 중요성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공심  

 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더  

 욱 뜨거운 열망으로 성찬례에 복귀하여, 주님을 뵙고, 영  

 하며,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생활의 증거로써 형제자매에  

 게 주님을 모셔가기를 바랍니다. (일부 발췌)

          바티칸 경신성사성 장관 추기경 로베르또 사라

■주일미사 참례자 수 (4/26 ~ 9/13)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선물
 오는 10월 4일은 보좌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적 선  
 물을 모아 10월 4일 주일 교중 미사 끝에 전달합니다. 10월  
 2일까지 레지오는 Pr.으로, 일반 교우들은 사무실이나 여성구역  
 회 서기 윤수진 아네스님 (010-7143-3973)께 문자로 알려 주  
 십시오.

①미사참례·영성체      ②묵주기도      ③주모경 

④사제를 위한 기도      ⑤화살기도      ⑥희생·봉사

                                     사목협의회 총회장 드림

■김종호 프란치스코 신부님 피정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김종호 신부님께서 교구 단체 피정  
 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합니다.

■성지개발을 위한 2차 헌금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  
 자들 대축일인 9월 20일에 특별 헌금을 실시하여 교구로 보  
 냅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 
1. 10월 1일 추석 미사: 오전 6시, 오전 10시

2. 미사 후 합동 연도 중, 원하는 분은 분향합니다.

3. 지향은 9월 27일 주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그 후에 접  
   수된 지향은 제단 앞에 펼치는 지향 목록에 올리지 못합니다. 

■9월 30일~10월 4일 추석 연휴 미사와 사무실 
1. 수요일, 금요일에는 오전 6시 미사만 있습니다. 
2. 토요일, 주일 미사는 평소와 같습니다.
3. 사무실 토-주일 제외한 연휴 중, 휴무나 단축 근무

■추석 금육재 관면
 10월 1일(목)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며, 다음날(2일,   
 금)은 교회 전례 규정상 금육재를 지켜야 하지만, 교구장 명  
 의로 금육재를 관면합니다. 이날 금육의 몫을 가난하고 소외  
 된 이웃에게 나누는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9월 7일 ~ 9월 13일)
교 무 금 15,110,000

주일헌금 3,036,000

2차헌금 1,598,000

감사헌금

이동녕 500,000 진정희 100,000

김현승 100,000 최정인 500,000

황인욱 100,000 익  명 1,000,000

박홍석 100,000 김재규 1,000,000

곽  환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9. 27    제 2385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미사 후 소독 자원봉사자(9월 13일 ~ 23일 개인 신청)

 김경원 알렉산델 (9B구역 1반)
 유정호 필립보, 양인원 율리아나 부부 (7구역 1반)
 주광진 미카엘, 임미경 미카엘라 부부 (2구역 1반)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선물
 오는 10월 4일은 보좌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영적 선물을 모아 10월 4일 주일 교중 미사 끝에 전달  
 하고자 합니다. 10월 2일까지 레지오는 Pr.으로, 일반교우들  
 은 사무실이나 윤수진 아네스님 (010-7143-3973)께 문자  
 로 알려주십시오.

①미사참례·영성체   ②묵주기도   ③주모경 
④사제를 위한 기도   ⑤화살기도   ⑥희생·봉사

■김종호 프란치스코 신부님 피정 중
 김신부님께서는 이번 주일도 성 앵베르 피정의 집에서 열리  
 는 교구 단체 피정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9월 29일 화요  
 일에 본당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합니다.

■반포성당 미사 지향 지침
l 미사 지향은 원하는 대로 신청합니다.
l 미사 지향은 모두 성전 입구에 게시합니다.
l 간혹, 지향에 온 가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미사 시작에 사제가 지향을 알릴 때 한 가족당 하나의 
지향만 발표합니다. 

l 미사 전에 지향을 발표하는 것은 전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전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사목적 배려와 타 본당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반포성당에
서도 성전 입구에 게시한 지향을 미사 전에 다시 말씀드
립니다. 

l 미사에 지향이 많이 몰릴 때 발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l 미사 지향 예물은 전액 교구청으로 보내집니다.
l 예물 없이 미사 지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포성당에서는 사도직 단체와 구성원, 그리고 봉사자   
   들을 위한 지향으로 예물 없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  
   다. 매월 정해진 날이나, 개인의 영명축일에 그렇게 합니  
   다. 원하시는 단체장들은 소속된 교우들의 영명축일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8월평균 83 623,020 148 1,127,200 153 1,246,210 81 676200 466 3,672,630

9/6 70 607,000 136 994,000 150 1,224,000 89 992,000 445 3,817,000

9/13 76 460,000 145 884,000 158 1,131,000 80 561,000 459 3,036,000
9/20

(2차)
69

593,000

(283,000)
150

1,032,000

(292,000)
170

1,562,000

(539,000)
90

662,000

(158,000)
479

3,849,000

(1,272,000)

■추석 합동 위령 미사 
1. 10월 1일 추석 미사: 오전 6시, 오전 10시
2. 미사 후 합동 연도 중, 원하시는 분은 분향합니다.
3. 연도는 선창자 두 분만 번갈아 낭송합니다.
4. 교우들은 함께 낭송하거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5.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만일 성당 문을 닫게 되어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못하게 된다면, 사제가 
개인 미사 중 지향대로 봉헌합니다. 

6. 납부된 합동 미사 예물은 교구로 보내지므로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7. 지향은 9월 27일 주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8. 접수가 끝난 후 들어온 지향은 제단 앞에 펼친 

지향 목록에 올리지 못합니다. 

■9월 30일~10월 4일 추석 연휴 미사와 사무실 
 1. 미사 시간 
   9월 30일 수 미사: 오전 6시 
  10월  1일 목 미사: 오전 6시, 10시 (합동 위령 미사)
  10월  2일 금 미사: 오전 6시 
  10월  3일 토 미사: 오전 6시, 오후 6시 (특전)
  10월  4일 일 미사: 오전 8시, 11시, 오후 5시
  (이날 교중미사 후 김종호 신부님 영명 축하식 있습니다.)

 2. 사무실 근무 시간
   9월 30일 수: 추석 연휴 공휴일 휴무
  10월  1일 목: 추석 연휴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1시      
  10월  2일 금: 추석 연휴 공휴일 휴무
  10월  3일 토: 추석 연휴 공휴일 오후 5시 ~ 7시 30분
  10월  4일 일: 오전 7시 15분 ~ 오후 6시 30분

■추석 금육재 관면
 10월 1일(목)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며, 다음날(2  
 일, 금)은 교회 전례 규정상 금육재를 지켜야 하지만, 교  
 구장 명의로 금육재를 관면합니다. 이날 금육의 몫을 가  
 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9월 14일 ~ 9월 20일) 
교 무 금 18,900,000

주일헌금 3,849,000

2차 헌금 1,272,000

감사헌금

정현철 100,000 김중희 100,000

이진명 100,000 익  명 160,000

진경순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10. 4    제 2386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김종호 보좌 신부님의 영명 축일을 맞이하여 축하식   

 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성현 총회장님의 영명    

 축일이며, 교황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모든 프란치스    

 코, 프란치스카 형제 자매들께 축하드리며 성인의     

 전구를 빕니다.

■레지오 온라인 주 회합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에서 온라인 주 회합의 취지    

 와 방법에 대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1. 실시 시기 : 2020년 10월 1일부터 (의무사항)

 2. 방법 : ㄱ. 단체 문자 (카톡, 밴드) 

          ㄴ. 단체 음성 통화 (카카오톡의 그룹 콜) 

          ㄷ. 단체 영상 통화 (ZOOM 이용)

 3. 꾸리아는 각 Pr. 별로 위 세 가지 방법 중에 실정  

    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꾸리아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4. 위 방법이 불가능한 고령 단원으로만 구성된 Pr.   

    은 고령 Pr. 으로 명기 바랍니다.

■카리타스 회원을 위한 미사 지향

 매월 첫 주일 8시 미사에는 우리 성당의 카리타스    

 회원 및 후원회원과 가족을 위한 지향을 포함합니다.

■2차헌금 (10월 4일)

 제53회 군인 주일입니다. 군인들을 사목하고 계시는   

 군종 신부님들과 국토방위에 온 힘을 다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헌금은 군종교구로  

 보내집니다. 

■우리들의 정성 (9월 21일 ~ 9월 27일)
 추석 연휴로 인한 출판사 사정으로 오늘 주보를 9월   

 25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지난주일 헌금과 지난 주간    

 교무금 등은 다음 주일 주보에 싣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 혼배미사 지침

 반포성당은 교우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철저한 방역을  

 위해 혼배미사 신청을 가급적 반려합니다. 외부 인사들  

 이나 비신자들이 오시면 방역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아래 조건을    

 지킵니다. 

 1. 피로연은 없습니다. 

 2. 하객은 최대 80명으로 제한합니다.

 3. 성전 장식과 예식을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ㄱ. 꽃장식 없습니다.

   ㄴ. 성가와 축가 없습니다. 연주는 가능합니다.

 4. 하객은 본당의 방역 절차에 협조합니다.

   ㄱ. 미사가 시작되면 성전 문을 닫습니다.

   ㄴ. 모든 하객은 마스크를 씁니다. 

   ㄷ. 입당 전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ㄹ. 입당 전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ㅁ. 입당 전 명단과 연락처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합  

       니다. 

   ㅂ. 입당 후 정해진 자리에 앉으며, 결혼식에서 만  

       나 반갑더라도 성전 안에서는 돌아다니며 인사  

       하지 않습니다. 

 5. 기념 촬영은 주례와 신랑 신부 외 모두 성당 계단에서  

    갖고 촬영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6. 혼배미사 후 기념 촬영이 끝나면 바로 해산합니다. 

 7. 혼배미사 비용은 융통성 있게 합의, 축소하여 재계  

    약합니다.   

    방역과 소독 봉사자가 필요하므로 관련 비용이 생  

    깁니다.

 8.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라면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10. 11    제 2387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사무실의 거리두기와 배려
l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 위해 들리는 곳입니다.
l 미사에 늦은 분이 사무실에 머물면서, 사무실의 스피커와 

방범 CCTV로 미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시
면 댁에서 평화방송을 봅니다.

l 사무실에서도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지킵니다.
l 사무원의 업무 공간과 근무 환경을 배려합니다.
l 사무원이 성심껏 친절하게 교우들을 섬기는 만큼, 교우들

도 고마운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사무원을 대합니다.
                                         주임신부 드림

■선종자의 교적 정리 절차
 세상을 떠난 분들의 교적을 정리하려면, 유가족이 직접 사무  
 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산 시스템인 ‘양업’에  
 아래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l 고인의 성명, 세례명, 생년월일, 선종 일시
l 상주 성명, 세례명, 연락처
l 발인 일시, 장례예절 일시, 장례식 장소

■카리타스 성금 전달
 코로나의 여파로, 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활동하시던 아프리  
 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 성금이 끊겨서 어린이들  
 이 굶고 있답니다. 어디 그곳뿐이겠습니까? 몇몇 반포 교우  
 들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달 중 카리타스에서 서울 살레시  
 오 수도회를 방문하여 전달하며, 현지 사정을 배웁니다. 함  
 께 가시려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세례식과 첫 영성체 미사 방역 봉사
 코로나 시대에 성당 문을 열거나 지하 회합실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출입 전후 방역 절차와 소독 작업을 생각해야 합  
 니다. 이번 어린이 세례식과 첫영성체 미사를 위해서, 최숙  
 자 루시아 님이 협조하시고, 초등부 교사들과 어린이들의 자  
 모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10월 1일은 추석 미사헌금입니다.)

특전 미사 08시 미사(06시) 11시 미사(10시)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9/6 70 607,000 136 994,000 150 1,224,000 89 992,000 445 3,817,000

9/13 76 460,000 145 884,000 158 1,131,000 80 561,000 459 3,036,000

9/20

(2차)
69

593,000

(283,000)
150

1,032,000

(292,000)
170

1,562,000

(539,000)
90

662,000

(158,000)
479

3,849,000

(1,272,000)

9/27 79 587,000 170 1,167,000 170 1,632,000 87 575,500 506 3,961,500

10/1 194 734,000 256 1,039,000 456 1,773,000

10/4

(2차)
84

424,500

(255,000)
156

1,057,000

(416,000)
180

1,572,000

(560,000)
115

849,000

(339,000)

3,902,500

(1,570,000)

■10월 10일 초등부 세례 + 11일 첫영성체
 그동안 열심히 온라인 교리를 받은 반포성당 어린이들, 세례  
 와 첫영성체를 받습니다. 19명의 어린이들이 10일 오후 세  
 례식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들과 함께 총 59  
 명의 어린이들이 11일 오후 2시에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첫  
 영성체를 받습니다. 우리 반포성당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자  
 녀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9월 21일 ~ 10월 4일) 
교 무 금 36,040,000

주일헌금 (9/27) 3,961,500

주일헌금 (10/4) 3,902,500

추석미사 (10/1) 1,773,000

2차 헌금 (10/4) (군인 주일) 1,570,000 

감사헌금

심상숙 500,000 차서영 1,000,000

윤태은 50,000 차수정 500,000

익  명 100,000 양준모 혼배 1,000,000

최재원 100,000 이경아 1,000,000

조충휘 300,000 이철환 500,000

안수경 500,000 노호준 100,000

카리타스 후원금

황수연 1,000,000 고석준 1,000,000

㈜한성이십일 10,000,000 ㈜씨앤케이건설 10,000,000

주선미 1,000,000 김연옥 200,000

익  명 50,000

군종교구 후원금 김연옥 5,000,000

이름 세례명 이름 세례명 이름 세례명

영

세

권태영 카타리나 김규철 필립보 김민하 스텔라

김윤승 로셀리나 김지우 클라우디아 박서린 보나

박주연 에스테르 박지원 앨리스 소지후 스텔라

심규리 라파엘라 안태원 제노 오서윤 클라라

오유진 요안나 우승휘 렘베르토 유현승 가브리엘

천지현 올리비아 최은표 가시미로 황서후 이사벨

황석현 안드레아

첫

영

성

체

강태인 필립보네리 강현준 그레고리오 고다은 아델라

구태양 요셉 권도윤 라파엘 김동영 요셉

김동휘 스테파노 김루크 루카 김민호 다니엘

김성빈 콘스탄티노 김수지 미카엘라 김시연 스텔라

김시하 레아 김유빈 이사벨라 김윤채 마리아

김은우 엘리사벳 김진호 마태오 박건호 니콜라오

백수연 마리스텔라 성시율 율리아노 성시후 루카

손태연 알베르토 안태영 바르톨로메오 윤주혁 마르티노

이서현 미카엘라 이수현 헬레나 이재용 미카엘

이재현 임마누엘 이재현 세례자요한 이준이 데이비드

임채아 오델리아 정 현 피티파브르 정호진 사도요한

주예빈 크리스티나 한시아 그라시아 허 선 요셉

허선우 요안나스코펠리 허연주 리나 황시후 베르나르도

황정연 바울라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10. 18    제 2388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11월 1일부터 주일미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l 주일미사 시간

   06:00, 09:00 (학생), 11:00 (교중), 18:00 (청년)

l 평일과 토요일 오전 미사는 당분간 아래와 같이 현행대로 

계속합니다.

   월 06:00, 화~금 06:00, 10:00 

   토 06:00, 18:00 (주일 특전) 

l 평신도가 성체 분배를 돕는 성찬봉사를 주일 미사에 

다시 시작합니다. 

l 주일 헌금은 미사 중 예물 봉헌 행렬로 제대 앞에 나와 

봉헌합니다. 행렬 동안, 사제는 예물 준비 기도를 속으로 

바치며, 반주자는 봉헌 성가를 연주합니다. 

l 주일 08:00 미사에 봉사하던 글로리아 전례합주단은 주일 

11:00 교중미사에서 아우라 성가단 지휘자, 반주자와 함

께 연주합니다. 

l 주일 09:00 미사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가족 미사]입

니다. 초등부 어린이 미사를 따로 갖는 것은 초등학교 등

교 등 정부의 방침과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며 차차 결정

합니다. 신앙 교육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위령의 날 11월 2일 (월) 미사: 6시, 10시.

 이날 미사는 합동 위령 지향으로 봉헌하고, 미사 후 합동 연  

 도 낭송과 분향이 있습니다. 합동 위령 미사 지향은 사무실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06시) 11시 미사(10시)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9/6 70 607,000 136 994,000 150 1,224,000 89 992,000 445 3,817,000

9/13 76 460,000 145 884,000 158 1,131,000 80 561,000 459 3,036,000

9/20

(2차)
69

593,000

(283,000)
150

1,032,000

(292,000)
170

1,562,000

(539,000)
90

662,000

(158,000)
479

3,849,000

(1,272,000)

9/27 79 587,000 170 1,167,000 170 1,632,000 87 575,500 506 3,961,500

10/4

(2차)
84

424,500

(255,000)
156

1,057,000

(416,000)
180

1,572,000

(560,000)
115

849,000

(339,000)
535

3,902,500

(1,570,000)

10/11 68 438,800 177 1,316,000 150 1,476,000 119 848,000 514 4,078,800

■미사 중의 침묵이 매우 중요합니다. 
l 본기도와 독서, 첫째 독서와 화답송, 화답송과 둘째 독서 

사이에 반드시 침묵을 지킵니다. 봉사자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건너뛰면, 주례 사제가 복음 봉독 전 침묵을 길게 가
지고 보완합니다.

l 해설자는 미사 진행에 꼭 필요한 해설만 마이크에 대고 
합니다. 기도문 전체, 혹은 교우들이 잘하는 응답 전체를 
해설자가 마이크에 대고 하지 않습니다.

■전례 봉사자들께 감사합니다.
 좋은 전례를 위해 독서와 해설에 봉사하시는 교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미사를 차리고 치우며, 제의와 성구를 관리하  
 시는 제대회, 그리고 전례에 맞게 제대를 장식하고 합동미사에  
 제상을 차리는 전례꽃꽂이회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미사 지향 발표
l 미사의 지향을 성전 입구에 인쇄하여 붙여 놓습니다. 

여기서 미사 지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미사 지향을 미사 전에 발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
   다. 다만 사목적 배려일 뿐입니다.
l 미사 지향이 많아서, 미사 전에 길게 발표하는 것이 미사 

흐름에 좋지 않고, 회중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지향
   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 미사 지향을 신청할 때, 지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을 이미 읽고 동의하였는데, 때때로, 왜 자신
의 미사 지향을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더 심한 경우에, 미사 예물을 받고 왜 지향
대로 미사를 바치지 않았느냐는 항의도 있습니다. 미
사는 교회의 공적 기도입니다. 미사의 지향은 하느님
께서 받으시고 그분의 방식과 시간에 이루신다는 신앙에 
따른 것이며 ,  사제의 발표가 미사 지향을 이루는 

   요술이 아닙니다. 
   미사 예물은 전액 교구청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들의 정성 (10월 5일 ~ 10월 11일) 
교 무 금 18,850,000

주일헌금 4,078,800

감사헌금

고미례 100,000 박숙자 50,000

익명 (10/7) 200,000 송기남 500,000

최인순 2,000,000 류호철 500,000

익명 (10/8) 200,000 이재현 100,000

건축헌금 전성빈 1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10. 25    제 2389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반포성당의 사랑실천, 카리타스 소식 
 카리타스 임원들과 후원회원 몇 분이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신 율리아 수녀님과 함께,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  
 는 살레시오 수도회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를 위한  
 봉헌해 주신 특별 미사에 참례한 후, 살레시오 수도회가  
 국내외에서 펼치는 선교와 사회 복지 활동에 대하여 배  
 웠습니다. 마치 현장을 보는 듯,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수사님들의 땀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의 수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고 이태석 신부님의 유업인  
 남수단의 난민촌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반포  
 성당 교우들이 개인 헌금으로 모아 주신 정성과 올해   
 카리타스 후원금 일부를 합하여 돕고자 합니다. 가장 절  
 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  
 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포 카리타스 드림

■사무실은 월요일 휴무입니다.                 
  점심 시간: 오후 12시 30분 ~ 1시 30분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 11시 미사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0/4

(2차)
84

424,500

(255,000)
156

1,057,000

(416,000)
180

1,572,000

(560,000)
115

849,000

(339,000)
535

3,902,500

(1,570,000)

10/11 68 438,800 177 1,316,000 150 1,476,000 119 848,000 514 4,078,800

10/18 87 592,000 180 1,690,000 172 1,289,000 151 1,289,000 590 4,860,000

■위령의 날 11월 2일 (월) 미사: 6시, 10시.
 이날 미사는 합동 위령 지향으로 봉헌하고, 미사 후 합  
 동 연도 낭송과 분향이 있습니다.
 합동 위령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10월 30일까지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끝난 후 들어온 지향은 제단 앞  
 에 펼치는 지향 목록에 올리지 못합니다.

■단체 소개 - 전례꽃꽂이회
 꽃꽂이를 통하여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며 교우들이 거  
 룩한 미사를 봉헌하도록 돕습니다.
 회원 간에 성화와 친목을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  
 를 드리며 성전 안팎과 연중 전례에 꽃을 통한 모든 일  
 에 기쁘게 봉사합니다. 혼인성사와 세례, 견진 등의 행  
 사에서 아름다운 꽃길과 코사지 등을 만들며 신앙과 믿  
 음을 키워나갑니다. 
 회비로 운영되며 조를 나누어 일년 내내 성전을 꾸미는  
 꽃꽂이를 합니다. 언제든지 신앙 안에서 함께 봉사를 하  
 려는 분을 환영합니다. 
 문의: 손영순 실비아 회장 010-3228-5757

■단체 소개 - 제대회
 미사를 위한 제대 미사 차림과 평소 제단 정돈, 제의를  
 준비하고 성구를 관리하며, 성찬례에 봉사하는 은총의   
 모임입니다.  
 문의: 김아녜스 010-9190-4002

■11월 1일부터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주일미사 시간
  06:00, 09:00 (학생), 11:00 (교중), 18:00 (청년)
  평일미사 시간은 전과 같습니다.  
  월 06:00, 화~금 06:00, 10:00 
  토 06:00, 18:00 (주일 특전)

■우리들의 정성 (10월 12일 ~ 10월 18일) 
교 무 금 14,300,000

주일헌금 4,860,000

감사헌금

정호진 200,000 익  명 500,000

최정인 100,000 정호진 300,000

김숙희 30,000 황서후 400,000

건축헌금 김행민 30,000

카리타스후원금
표명희 1,000,000 노영주 1,000,000

민준홍 1,000,000 익  명 1,000,000

임
시

미
사

주  일 오전 8시, 오전 11시(교중), 오후 5시(청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11. 1    제 2390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방역과 미사 입장 시간
 코로나가 터지기 전, 반포성당은 항상 열려 있었고, 성전 입  
 장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걸 바꾼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성당은 집단감염 위험 시설입니다.

 체온을 재고, 손 세정하고, 방문자 기록을 남기는 방역 절차  
 가 없으면, 사제가 열 명이 있어도 미사를 할 수 없는 세상  
 입니다. 모두가 불편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격려하  
 면서, 살얼음판 딛듯이 가까스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성  
 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주일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20분 전에 문을  
 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역 봉사자들은 그보다 10분  
 먼저 성당에 오셔서 준비합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피로  
 하지만, 방역봉사자의 피로감에 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 입장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는 분이 계십니다. 찬 바  
 람이 분다, 밖에서 기다릴 곳이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  
 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방역 봉사자들이 그보다 먼저 성당에  
 와야 합니다.

 미사 시간이 되면 봉사자들도 미사에 참례해야 하므로, 방역  
 절차를 끝내고 성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셔서 성  
 전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따금 마음이 약  
 해서 문을 열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방역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익숙해졌을 뿐이지, 코로나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미사 전 방역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사가 끝나면 봉사자들은 성전에 남아  
 서 환기하고, 소독약을 수건에 묻혀 일일이 손으로 좌석을   
 닦고 다시 깨끗한 수건으로 남은 소독약을 훔쳐냅니다. 

 모든 교우들이 미사에 참례하여 말씀과 성체를 영할 수 있  
 도록, 벌써 일곱 달째, 교우들보다 일찍 오시고 교우들보다  
 늦게 남아서, 우직하게 봉사하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  
 립니다.

                                        주임신부 드림.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8시 미사(06시) 11시 미사(10시) 17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0/4

(2차)
84

424,500

(255,000)
156

1,057,000

(416,000)
180

1,572,000

(560,000)
115

849,000

(339,000)
535

3,902,500

(1,570,000)

10/11 68 438,800 177 1,316,000 150 1,476,000 119 848,000 514 4,078,800

10/18 87 592,000 180 1,690,000 172 1,289,000 151 1,289,000 590 4,860,000

10/25 104 746,000 165 1,136,000 178 1,638,000 123 770,000 570 4,290,000

■11월 1일부터 미사 전례가 이렇게 바뀝니다.
1. 주일 미사에는 평신도 전례봉사자 (독서자 4분 + 성찬봉사  
   자)와 함께 입당합니다.
2. 미사의 예물 준비 기도 중, 반주를 합니다. 평일미사와 주  
   일미사 모두 같습니다. 
3. 미사가 끝날 때, 사제의 강복이 끝나면, 해설자는 바로 영  
   광송을 바치고, 이어서 퇴장성가를 시작합니다. 평일미사  
   와 주일미사 모두 같습니다. (단, 교중미사는 아래 4항에  
   따릅니다)
4. 미사 후에 삼종기도를 바치는 것은 주일 11시 교중 미사  
   뿐입니다. 사제의 강복 후, 사제가 선 자리에서 바로 해설  
   자가 삼종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제와  함께 삼종기도를 바  
   친 후, 영광송이 이어지고, 바로 퇴장성가를 시작합니다. 
5. 미사 후 영광송이 끝나면, 전례봉사자는 사제와 함께 제단  
   앞에 도열한 후 사제와 함께 인사하고 입장 순서대로 퇴장  
   합니다.

■반포 카리타스 소식
 지난 10월 17일 살레시오 수도회를 방문한 후, 이태석 신부  
 님의 남수단 유업과 파키스탄 수도자 양성을 위해 전달한   
 성금은 2,000만 원입니다. 
 반포성당은 사목구 내 아파트 가격이 전국 최고입니다. 반포  
 성당의 이웃 사랑이 전국 최고가 아니라면, 하늘 보기 부끄  
 럽습니다.
 카리타스 회원들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카리타스 회원을 위한 미사 지향
 매월 첫 주일 오전 6시 미사에는 우리 성당의 카리타스회원  
 및 후원회원과 가족을 위한 지향을 포함합니다.

■유아세례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성전에서 4명씩 신청순  
 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부모님과 자녀들 대부모님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사무  
 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10월 19일 ~ 10월 25일) 
교 무 금 23,100,000

주일헌금 4,290,000

감사헌금
권태영 100,000 배시현 500,000

조선옥 200,000 김진희 50,000

카리타스후원금 익  명 1,000,000

임
시

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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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코로나 19로 연기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11. 8    제 2391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부제 서품 공시

 후 보 자 : 남보현 사도요한
 서품일시 : 2021년 1월 21일 14시
 서품장소 : 명동대성당

 부제는 정식 성직자로서 평생 독신 생활을 하며 복음을 선
 포하고 교회의 성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 서품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이익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청하며 
 아울러 서품되실 분의 덕망과 인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
 견을 묻고자 서품식 전에 미리 공시합니다.
 누구든지 위 서품자에게 성직 직분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결
 함이 있는 줄을 알면 양심적으로 주임신부나 교구장에 밝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 서면으로나 구두로, 2020년 11월
 15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일
반포성당 주임신부

■지하 회합실 정기 개방
 시간: 매 주일 오후 12시 15분 ~ 12시 30분

 신청: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방역분과장께 문자로 단체,  
       인원, 용무를 알리며 신청합니다. 010-2749-4995

 인원: 각 단체 2인

 용무: 물품 및 문서 반출 (물품을 새로 반입하거나, 반출된  
       물품이나 서류를 재반입하지 않습니다)

 조건: 입장 전 방역 절차를 마칩니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대기 후 순번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편합니다.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협조 바랍니다. 한     
 번 문을 열면 반드시 소독을 하는 관리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미사 해설 봉사 
 미사 해설은 미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봉사입니다.
 교우들에게 익숙한 기도문을 마이크에 대고 낭송하면 분심이  
 듭니다. 마이크가 가까우므로 혼잣말로 낭송하여도 마이크를  
 통해 크게 들립니다. 분심 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 해설  
 자들께서는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6시 미사(08시)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17시)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0/4

(2차)
84

424,500

(255,000)
156

1,057,000

(416,000)
- - 180

1,572,000

(560,000)
115

849,000

(339,000)
535

3,902,500

(1,570,000)

10/11 68 438,800 177 1,316,000 - - 150 1,476,000 119 848,000 514 4,078,800

10/18 87 592,000 180 1,690,000 - - 172 1,289,000 151 1,289,000 590 4,860,000

10/25 104 746,000 165 1,136,000 - - 178 1,638,000 123 770,000 570 4,290,000

11/1 100 728,000 77 528,000 237 1,676,000 191 2,085,000 105 725,000 710 5,742,000

■2021년도 사목협의회

 회장 총무단

 총회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부회장: 박상열 이나시오 로욜라 (연령회)

 부회장: 이봉영 엘피디오 (성전건립위원회)

 부회장: 이준영 알베르또 (남성구역)

 부회장: 홍성민 스테파니아 (여성구역)

 총  무: 김진우 마르코

 부총무: 오태진 세바스티아노 

 분과장

 가정생명: 이철환 미카엘 

 교    육: 김주연 글라라 

 기    획: 최태교 안드레아 (전례분과 겸임)

 (위   원: 김무성 빈첸시오, 박동열 라파엘, 이동준 요셉)

 문    화: 박혜정 페트라  

 방    역: 최숙자 루치아

 사회복지: 황수연 안젤라 메리치

 시    설: 이원규 베드로 

 어 르 신: 한지은 데레사 아빌라 

 재    정: 유희진 이냐시오 안티오키아 

 청 소 년: 이은경 모니카 

 홍    보: 주선미 안나

 지난해, 반포성당을 위해 수고하신 사목위원들과 모든 봉사  

 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방역과 소독에 힘써주신 교우  

 들께 존경을 드립니다.

 각 단체에서는 임원들의 교체가 있으면 연락처와 함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10월 26일 ~ 11월 1일) 
교 무 금 25,450,000

주일헌금 5,742,000

감사헌금
정양석 100,000 첫영성체 자모 500,000

유숙자 1,000,000 윤태은 50,000

카리타스후원금 익  명 500,000 이중헌 500,000

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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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주일미사) 임시 고해성사 화, 목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집무실

평  일
오전 6시(월 ~ 토), 오전 10시(화 ~ 금)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려주세요

저녁미사 없음 유아세례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 - 800 - 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20. 11. 15    제 2392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반포성당 스카우트에게 보내는 감사 펀지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에서 한창 기승  
 을 부릴 때, 반포성당 스카우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대구교구에 성금 3,19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정성  
 을 베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바로 감동을 넘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  
 포성당도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장님들을 자랑스  
 럽게 여기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교구장 영명축일 영적예물 요청
 서울대교구장이신 염주정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을 맞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적 선물을 드리니, 꾸리  
 아 등 단체와 구역에서 아래 기도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내용: ① 미사 ② 묵주기도 ③ 주교를 위한 기도

          ④ 화살기도 ⑤ 희생

 제 출 일: 2020년 11월 19일(목)까지 사무실

■성탄 판공 고해성사 예정 (달력에 표시하세요)
 날짜: 12월 20일 주일 
 시간: 오전 9시 미사 후 ~ 오전 11시 미사 전
       오전 11시 미사 후 ~ 오후 2시

■유아세례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성전에서 4명씩  
 신청 순에 따라서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라 참   
 석은 부모님과 대부모님으로 한정합니다. 사무실에 신  
 청하시면 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6시 미사(08시)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17시)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0/4

(2차)
84

424,500

(255,000)
156

1,057,000

(416,000)
- - 180

1,572,000

(560,000)
115

849,000

(339,000)
535

3,902,500

(1,570,000)

10/11 68 438,800 177 1,316,000 - - 150 1,476,000 119 848,000 514 4,078,800

10/18 87 592,000 180 1,690,000 - - 172 1,289,000 151 1,289,000 590 4,860,000

10/25 104 746,000 165 1,136,000 - - 178 1,638,000 123 770,000 570 4,290,000

11/1 100 728,000 77 528,000 237 1,676,000 191 2,085,000 105 725,000 710 5,742,000

11/8 95 862,000 79 555,000 218 1,336,200 183 1,816,650 124 1,048,000 699 5,617,850

■성당 건물 누수 수리 현황 
 6월 3일 수녀원 누수 공사

 7월 ~ 9월 성전 천장 누수 9곳 

 10월 15일 사제관 1층 천장 누수 공사

 

 10월 21일 지하 보일러실 배관 부식 누수 공사

 

  10월 23일 화장실 수도 밸브 교체 공사

  

 ■우리들의 정성 (11월 2일 ~ 11월 8일) 
교 무 금 18,090,000

주일헌금 5,617,850

감사헌금

이종열 1,000,000 익 명(11/2) 100,000

정시윤 2,000,000 익 명(11/5) 1,000,000

오유진 500,000 익 명(11/5) 100,000

이진명 500,000 심규빈 100,000

심규리 100,000 김하윤 100,000

김하준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정채훈 2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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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2    제 2393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수능 수험생 미사 및 피정 안내
 - 12월 2일 수능시험 전 미사
    미사 시간: 저녁 7시
    장소: 성전
   ※코로나로 인해, 수험생들과 부모님들만 참석합니다.

 - 12월 3일 수험생 부모님 1일 피정
    시간: 오전 10시~12시 / 오후 2시~5시
    장소: 성당 
    준비물: 묵주, 개인 물. 
    점심: 각자 드시고 다시 모입니다.
    접수 기간: 11월 22일~29일까지 
    접수 장소: 사무실
    신청비: 10,000원

 • 코로나로 인해 당일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으로 유지되거나 격상될 
   경우, 피정은 취소됩니다. 
 • 10시에 미사로 시작이 되지만 9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수능시험 후 9일 감사기도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추후 주보를 통해 공지 하겠습
   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 변동 사항은 연락드리
   겠습니다.

■대림절 저금통 배부
 또 한 해가 집니다. 사랑의 실천을 짚어볼 때입니다. 큰 
 성금이 아니더라도 푼돈을 모으면 태산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바로 잡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충
 만하고 행복하기 위한 [마음과 몸 가짐]입니다. 성탄절에 
 모아서 교구 사회복지회로 보냅니다. 

■지하회합실 개방 시간
 단체가 보관한 서류와 비품을 꺼내려면 미리 사무실에 신
 청하고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5분간 방역절차 후 출
 입합니다. 한번 꺼내면 다시 지하실에 넣지 않습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6시 미사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1/1 100 728,000 77 528,000 237 1,676,000 191 2,085,000 105 725,000 710 5,742,000

11/8 95 862,000 79 555,000 218 1,336,200 183 1,816,650 124 1,048,000 699 5,617,850

11/15 112 851,000 64 558,000 179 1,070,000 196 1,522,000 120 1,232,000 671 5,233,000

■사무실 근무 시간 (11월 24일 화요일부터 시행)

 사무실에 당분간 한 분만 근무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김정은 세라피나 사무원 퇴직
 근 2년간 우리 본당에서 수고하신 김정은 세라피나님이 
 건강과 자녀 교육을 위해 퇴직하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으
 로 축복합니다.

■성탄 준비 판공 고해성사 계획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후~오후 8시
 ∙일시: 12월 20일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오전 11시 미사 전
        오전 11시 미사 후~오후 2시

■성탄 판공성사표
 올해는 성사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성사를 보시기 전, 
 준비된 양식에 성함과 구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십자가 액자 유래
 이 십자가의 사연을 아시나요?
 지하실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입니다. 지난 주 사무실
 로 옮겼습니다. 점토를 구워 작은 도자기 조각을 붙여    
 만든 (tile) 아름다운 작품인데, 일설에는 성전 제단에 
 있는 성모상과 연관이 있는 어느 분이 기증하였다고도 
 하지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집니
 다. banposinbu@naver.com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1월 9일 ~ 11월 15일) 
교 무 금 13,880,000

주일헌금 5,233,000

감사헌금

박동현 100,000 최우성 100,000

홍경자 500,000 한기용 100,000

익명 50,000 김혜원 200,000

윤성희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명자 120,000

월 휴무
화~금 09:00 ~ 15:00

토 13:30 ~ 19:30
주일 06:40 ~ 19:4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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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9    제 2394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수험생 미사 및 피정 안내
 - 12월 2일 수능 전 미사
    미사 시간: 저녁 7시
    장소: 성당

 ※코로 나로 인해  수 험생과 부 모님만 참 석합니다 .

 12월 3일 수험생 부모님 1일 피정은 거리두기 2단계 격
 상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신청비를 내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비를 환급받으십시오.
 다른 교우들께서도 우리 본당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중  
 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전 방역, 미사후 소독 봉사 단체

■성탄 준비 판공 고해성사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후~오후 8시
 ∙일시: 12월 20일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오전 11시 미사 전
        오전 11시 미사 후~오후 2시

■성탄 판공성사표
 올해는 성사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성사를 보시기 전, 
 준비된 양식에 성함과 구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6시 미사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1/1 100 728,000 77 528,000 237 1,676,000 191 2,085,000 105 725,000 710 5,742,000

11/8 95 862,000 79 555,000 218 1,336,200 183 1,816,650 124 1,048,000 699 5,617,850

11/15 112 851,000 64 558,000 179 1,070,000 196 1,522,000 120 1,232,000 671 5,233,000

11/22 101 760,000 71 494,000 158 1,368,500 182 1,643,000 120 1,275,000 632 5,540,500

 ■반포본당 2020년 역사
 이번 주간부터 한 달 동안, 반포성당의 모든 단체들은, 
 2020년 한 해를 살아온 기록을 USB에 담아 사무실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처럼 적어 두어야 할 것이 많은 해도 없을 것입니
 다. 올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계신 적이 없었
 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간에 정지된, 침묵과 좌절, 
 그리고 일부이나마 다시 시작하는, 환희와 감사, 그걸, 
 개인이 적으면 일기이고, 단체가 적으면 역사이고, 민족
 이 적으면 성서가 됩니다.”(2020년 본당의 날 교중미사 
 강론 중)
 2026년에 [반포성당 50년사]를 발간합니다. 준비합시다.

■성탄과 세모 이웃돕기
 성탄과 명절에 사제관으로 선물 보내지 마십시오. 떡, 빵, 
 과자, 과일 등 주셔도 잘 먹지 않고, 옷 주셔도 잘 입지 
 않고, 그런 것 생기면, 모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럴 바에야, 정작 필요한 곳을 도우면 얼마나 좋습니  
 까? 사제 사랑을 본당 카리타스 후원으로 바꾸면, 투명
 하고 신속하게 가장 필요한 곳에 갑니다. 한국 땅에서 나
 그네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자 장익 주교님께서 생
 전에 세우신 예리코 의원, 이태석 신부님의 못다 한 아프
 리카 아이들 사랑,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영등포와 마
 닐라의 요셉의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수녀님, 달동
 네, 별동네, 아이고, 쓰다 보면 끝도 없는 이런 곳을 제
 쳐 놓고, 사제관에 선물을 보내시면 받는 사람이 죄스럽
 습니다. 이웃돕기를 연말에만 한다는 비아냥도 있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우
 리의 본연입니다. 반포성당 카리타스 회원들의 뜨거운 사
 랑과 실천하는 신앙이 더욱 귀하고 고마운 성탄과 세모
 입니다.

■지하회합실 개방 시간
 단체가 보관한 서류와 비품을 꺼내려면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고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5분간 방역절차 후 
 출입합니다. 한번 꺼내면 다시 지하실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1월 16일 ~ 11월 22일)
교 무 금 13,180,000

주일헌금 5,540,500

감사헌금

익명 5,000,000 최정인 100,000

노세진 100,000 김종창 100,000

김종순 500,000

카리타스후원금 고석준 1,0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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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6    제 2395호

 주임신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보좌신부:  김 종 호   (프 란 치 스 코)
대 표 전 화 TEL 532-3333  전교수녀:  신 율리아      수 녀

 FAX 594-0574  홍 마리루체      수 녀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유 치 원:  박 클라우디아    수 녀

홈 페 이 지 banpo.or.kr (pc, mobile)  총 회 장:  우성현 (프란치스코)  ☎ 010-8772-5073

부설유치원 TEL 537-4224    연 령 회:  박상열 (이 냐 시 오)  ☎ 010-6706-2694

■반포성당은 여전히 바쁘고 봉사는 늘 아름답습니다.
 성전 성탄 장식과 마당 성모상 장식 11월 27일

  마당 성탄 장식 11월 28일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총무단과 함께 애쓰신 이원규 시설
 분과장 님 특히 새로 시작하는 오태진 세바스티아노 부총
 무와 조민경 레지나 부총무, 기획분과의 박동열 라파엘, 
 이동준 요셉 님 등께 감사드립니다. 청우회의 장원석 베
 드로, 강대윤 티토 님과 중고등부 교사회의 김태운 바오
 로 님 등 청년들이 함께 하여 더욱 고맙습니다.

 수능시험 전 미사 12월 2일 + 비대면 피정 12월 3일
 이은경 모니카 청소년분과장 님과 함께, 중고등부 자모
 회, 중고등부 교사회, 여성해설단, 여성독서단, 반주단, 제
 대회 등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개인 자원 방역 봉사 1조: 월요일 오전 6시 미사 전후

■카리타스 회원을 위한 미사 지향
 매월 첫 주일 오전 6시 미사는 반포성당의 카리타스회원과 
 후원회원 및 가족을 위한 지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 만나는 분들, 곧 이분들의 사랑
 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우 모두가 간접적으로 만나는 이웃
 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 수와 헌금
특전 미사 06시 미사 09시 미사 11시 미사 18시 미사 합계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인원 헌금

11/1 100 728,000 77 528,000 237 1,676,000 191 2,085,000 105 725,000 710 5,742,000

11/8 95 862,000 79 555,000 218 1,336,200 183 1,816,650 124 1,048,000 699 5,617,850

11/15 112 851,000 64 558,000 179 1,070,000 196 1,522,000 120 1,232,000 671 5,233,000

11/22 101 760,000 71 494,000 158 1,368,500 182 1,643,000 120 1,275,000 632 5,540,500

11/29 80 682,000 73 531,000 108 529,000 188 2,025,000 93  919,000 542 4,686,000

■반포본당 2020년 역사
 이번 주간부터 한 달 동안, 반포성당의 모든 단체들은, 
 2020년 한 해를 살아온 기록을 USB에 담아 사무실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과 임원 명단, 인물 기록, 행사
 기록, 사진, 소회 등을 정리합니다. 
 2026년에 [반포성당 50년사]를 발간합니다. 준비합시다.

■나희균 크리스티나 (17구역 6반) 화백 회고전
 12월 말까지 부암동 환기미술관 
  http://me2.do/FN2SKW0b

“풍경을 음률로 만들 듯 음악을 그리고 싶었다.”

■성탄 준비 판공 고해성사 
 ∙일시: 12월 19일 토 18시 미사 후~20시 
 ∙일시: 12월 20일 일 09시 미사 후~11시 미사 전
                     11시 미사 후~14시

■어린이 성탄 준비 참회 예절과 판공 고해성사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먼저 성전에 모여 공동으로 참회예절을 갖고, 이어서 
  사제집무실과 제의방에서 개별 고해성사를 봅니다. 
 ∙방역을 위해 어린이들만 참석합니다. 부모님들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
  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신앙적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대림 저금통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회입니다.
 대림 저금통을 가져가세요. 어린이뿐 아니라, 잔돈이 생
 기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의 푼돈이 다른 
 이에게는 끼니가 됩니다. 자선은 작은 나눔으로 시작합
 니다. 성탄에 가져오시면 교구로 보내어 크게 쓰여집니
 다.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과 신앙 실천의 기회입니다. 

■지하 회합실 개방 시간
 단체가 보관한 서류와 비품을 꺼내려면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고 주일 오후 12시 15분부터 15분간 방역절차 후 
 출입합니다. 한번 꺼내면 다시 지하실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1월 23일 ~ 11월 29일)
교 무 금 27,110,000

주일헌금 4,686,000

감사헌금

윤태은   50,000 익명(11/25) 1,000,000

정현철 100,000 익명(11/26) 1,000,000

김연옥 500,000 김경신 100,000

이양현 200,000 김태선 100,000

이원재 2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연옥 200,000

미

사

주  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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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2.do/FN2SKW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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