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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반포성당 봄 여름 행사

 상세한 안내는 차차 누리집에 실립니다.

■감사와 효도의 달을 맞으며 
 반포성당은 신앙을 증거하시며 기도와 전교를 가르쳐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희에게
 표양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을 마련하는 동안 임시로 미사를 봉헌하는 장소는 좌
 석이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강당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불편하
 시지 않을까 몹시 마음이 쓰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주일에도 될수록 댁에서 기
 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주일미사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께는
 본당 사제가 댁을 방문하여 봉성체를 드립니다. 사무실에 알
 려주시면 됩니다. 

 주일미사에 오시려면 반드시 가족이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강당 맨 앞줄에 앉으시고, 미사 중에 일
 어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영성체 행렬 전에 맨 앞줄을 찾
 아가 어르신들께 먼저 성체를 영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매일 수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반포성당은 당분간,

l 성가를 부르지 않고,
l 영성체 전 개인별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l 주례사제도 전례 거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며,
l 주일 오전 7시와 10시 미사 후, 강당을 소독합니다. 

 이는 남녀 구역회를 중심으로 수렴된 교우들의 의견에 따른
 사목협의회의 4월 24일 결정입니다.

■남영우 스테파노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 출신 남 신부님께서 5월 1일부터 2주 남짓, 본당
 에 머무시며 사목을 도우십니다. 고맙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강화 갑곶성지 순례 
(5월 3일부터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5월 8일 주일에는 로비에서 접수하며
 선착순 70명이 차면, 마감합니다)

5월 25일 수 

(예약금 1만원)

성모의 밤 5월 28일 토 
오후 7시 30분

여성구역회 성지 순례 6월 2일 목

신축 성당 순례 나들이 6월 11일 토

보듬고 꿈꾸는 날
(새 성전 설명회, 
본당 건축 기록 책과 본당 기념품 판매,
마당 음식 잔치)

6월 19일 주일

성체성혈대축일

국내 성지 순례(2박 3일) 6월 하순

■반포성당 누리집 앱(Application) 설치 권장
 손전화에서 본당 소식을 더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안
 드로이드와 iOS 기반의 [반포성당 앱]을 따로 마련해 운용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새 누리집 개통 이후 올
 4월 27일까지 본당 앱 설치는 총 841건입니다.
 ( 안 드 로 이 드  기 기  6 0 7 건 ,  i O S  내 려 받 기  2 3 4 회 )

 아직 반포성당 앱을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안드로이드 기기
 에서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아이폰에서는 앱
 스토어(App Store)를 방문하여 ‘반포성당’을 검색한 후
 [설치]를 누르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
 되면 손전화의 바탕 화면에 반포성당의 상징인 그리스도왕
 로고( )가 표시됩니다. 

 누리집을 통하여, 본당의 주보와 여러 공지를 미리 보고, 행 
 사가 끝난 후 뒷이야기, 사진 및 영상도 바로 보고 내려받
 을 수 있습니다. 본당의 주요 정보가 누리집에 올라오는 즉
 시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버려지는 종이 주보를 대체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반포성당과 함께할 수 있는 전용 누리집을 활용하
 시길 권합니다. 

 앱 설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5월 한 달간 도움을 드립니
 다. 주일 10시 교중미사 30분 전부터 5분 전까지, 로비에서
 봉사자들이 기다립니다. 

■신반포상가 2층 본당 회합실 사용 신청
 사무실에 문서로 신청하시면, 사목협의회에서 요일과 시간을
 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환자 봉성체와 병자성사
 구역 반장께 말씀하십시오. 단,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병원
 측의 허락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역 방문, 가정 방문
 구역장을 통하여 사무실에 신청합니다. 구역 미사와 가정
 미사도 구역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리타스 후원의 날 

■우리들의 정성 (4월 18일 ~ 4월 24일)

주일미사 참례자 285 전주 대비 -49

교 무 금 13,540,000

주일헌금 2,456,000 1인 평균 8,617

건축 2차헌금 2,142,000 1인 평균 7,515

감사헌금
변경원 100,000 이재성 200,000

김연옥 100,000 이우형 300,000

건축헌금
김소심 1,000,000 전시문 500,000

성현철 200,000

카리타스후원금 김연옥 300,000 김성곤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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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0501_8면
	책갈피
	swiftMain
	body
	body_Contents
	contents
	contents_tabcontainer
	contents_tabcontainer_contentsPane
	contents_tabcontainer_contentsPane_0
	id-%EB%B0%9B%EC%9D%80%ED%8E%B8%EC%A7%80%ED%95%A8-main-div-wrap
	id-%EB%B0%9B%EC%9D%80%ED%8E%B8%EC%A7%80%ED%95%A8-main-div
	id-%EB%B0%9B%EC%9D%80%ED%8E%B8%EC%A7%80%ED%95%A8-maillist-viewer
	id-%EB%B0%9B%EC%9D%80%ED%8E%B8%EC%A7%80%ED%95%A8-viewmail-contents
	viewmail-body
	viewmail-tex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