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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06504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8  성전건립위원장:  이봉영 (엘 피 디 오) 

누 리 집 banpo.or.kr(pc), 전화 앱:“반포성당“    연 령 회 장:  한정희 (레  지  나) ☎ 010-8638-1677

■봄이면 꽃을 피워야지요, 성전이 없어도
 아마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저무나 봅니다. 세상이 기지개
 를 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닫혔던 성당 문을 열려면, 우리 마음부터 열어야
 합니다. 

 이제 방송미사에서 본당미사로 돌아올 때입니다. 영상에서
 현실로, 안방 화면에서 본당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성가도 부르고 싶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 “그리
 스도의 몸”을 일일이 선포하고, 온몸을 다해 “아멘”
 으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벌써 앞질러 그렇게 하는 본당들도 간혹 있지만, 지금 우
 리는 학교 강당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히 자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당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고 넉넉한 주차장과 산뜻한
 만남의 방에 모일 것이고, 토요일마다 혼배가 밀려들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런 새 성전을 축성
 하는 날, 피난살이를 함께 겪은 우리는 손과 손을 더 굳
 게 잡고, 영혼에서 터지는 감사의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련이 축복입니다. 불편한 오늘이 은총입니
 다. 그래서 당장 편리한 이웃 성당을 마다하고, 이곳에 모
 이는, 참 반포성당 교우들이 더 고맙습니다. 

 자, 이 축복과 은총의 시기에, 성전이 없는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신반포상가의 교리실에서라도,
 인원 제한을 하거나 구역 별로 배정하더라도, 평일 10시
 쯤, 미사를 한 대 더 조용히 봉헌해 볼까요? 이제 단체나
 구역 별로 성지를 찾아 함께 기도하며 친해질까요? 모일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구역모임도 가져볼까요? 어디서 일
 일피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교리실이 없다면, 예비 신자를
 2~3명으로 묶어 봉사자들이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드릴
 까요? 생태환경 운동을 어떻게 펼칠까요? 주일학교와 첫
 영성체 반을 어쩌면 좋을까요? 청년들은 정해진 미사에
 모일까요? 

 교우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주임신부의 이메일 주
 소는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총회장, 사목위원, 구역반
 장, 레지오 임원들께 전해주시면, 사목협의회에서 현실성
 을 고려하며 진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워야지요, 성전이 없어도. 

 단, 익명으로 주시는 의견은 사양합니다.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오늘, 4월 17일, 교중미사 후 성전 1층 아브라함방

■2021 목련이 피면, (2021년 3월 28일 주보)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부풀 때가 두 번입
 니다. 첫눈이 오면, 목련이 피면.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귀를 막아도 어쩔 수 없이 들리는 하느님의 기척이고 눈
 을 가려도 보여지는 사랑의 손짓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
 절은 기온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입니다. 봄에 겨
 울을 살 수 없고,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맞지 못합니다.
 마음을 씻고 몸을 추스르고자 판공성사를 보고 성탄과    
 부활 축제를 지냅니다. 첫눈은 이내 사라지고, 목련도 바
 로 집니다. 일년 내내 첫눈이 오고 목련이 피는 세상을
 하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며 땅을 지나
 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깨끗한 마음과 가 
 벼운 몸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첫눈이 오고 목련이 다녀
 갑니다. 

■2022 봄 판공 성사 
 지난 성지주일에 293분이 판공성사를 보셨습니다.       
 교적에는 세례, 견진, 혼인 성사와 첫영성체와 함께, 5년
 간의 판공성사가 기록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활대
 축일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미사 20분 전, 그리고 평일에도 상담과 고해성사를
 원하시면, 본당 사제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됩니다.

■2022 목련이 피면, 
 하늘 아래 땅 위에 생명이 들뜹니다. 그래야 봄이 봄입니
 다. 특별히 이런 분들이 사랑을 느끼면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가 변할 겁니다. 
 어려운 병과 싸우시는 분,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분,     
 기도를 잊으신 분, 봄꽃이 피든 지든 삶이 서러운 분들… 
 목련이 피기까지 씨앗 하나가…
 어려운 시기, 불편한 환경에서 반포성당 공동체와 전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 새 성전을 위해 시간과 재
 능을 내어 주시는 분들, 본당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
 하시는 분들, 씨앗처럼 자신을 묻는 분들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목협의회 회의
 다음 주일, 4월 24일, 교중미사 후 성전 1층 아브라함방

■우리들의 정성 (4월 4일 ~ 4월 10일)
주일미사 참례자 350 전주 대비 +67

교 무 금 13,570,000

주일헌금 2,909,000 1인 평균 8,311

건축 2차헌금 2,832,000 1인 평균 8,091

감사헌금
김진희 50,000 김연옥 100,000

송오현 100,000 오상환 100,000

건축헌금 이종수 5,000,000 이동준 1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연옥 1,000,000 김성곤 200,000

전시문 300,000

  미

사

주 일
오전  7시 고해성사 주일미사 20분 전, 또는 예약과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오전 10시 병자성사 봉성체 코로나19로 연기하나 위급하면 알리고 의논하세요. 

평 일 월~토 오전 5시 50분 유아세례 6월, 9월, 12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만 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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