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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 신 부:  고 석 준   (아 우 구 스 티 노)

  banposinbu@naver.com

대 표 전 화 TEL 532-3333 보 좌 신 부:  박 유 민   (세 례 자 요 한)

 FAX 594-0574

전 자 우 편 banposamu@naver.com  총   회   장:  이준영 (알 베 르 토) ☎ 010-3663-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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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의 영성, 커피 음악회(飮樂會)
 6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성전 1층 아브라함방에서 예
 수회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님을 모시고 특강 ‘커피와
 환경’을 듣습니다. 최대제 신부님은 2019년 1월 11일
 새해를 여는 특강 ‘커피와 인생’을 통해 기도가 담긴
 커피와 행복한 인생을 나누어 주셨던 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신부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飮)
 맛을 즐기고(樂) 친교도 나누면서(會) 지구 환경을 생각하
 고 하느님을 만납니다. 행사 당일 개인용 컵을 각자 지참
 합니다. 
 5월 22일과 29일 주일 7시, 10시 미사 전후로 임시 성당
 입구 복도에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비는 5,000원
 이며, 선착순 50명 마감합니다.

 문의: 환경분과장 010-3405-5685

■반포성당 묵주 제작
 본당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구 성전에 대한 추억을 일상에
 서 보고 만지고 느끼기 위해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만들
 고 있습니다. 성전 십자고상과 베드로의 닭 이미지를 살
 린 통자석 스티커 2종과 성미술품 등을 담은 사진엽서집
 2종은 지난 1월 2일 ‘마지막 미사’ 후에 나누어 드렸
 습니다. 

 지금은 반포성당 묵주(흑단목, 5단)를 제작 중입니다. 십자
 가는 ‘그리스도왕’ 왕관 표식의 자개를 얇게 저며 붙이
 고 그 위에 옻칠을 해 작품성과 보존성을 높였습니다. 옻
 칠공예가 신정은 미카엘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방석에는
 베드로의 닭 그림을 넣었습니다. 묵주 알은 10mm 타원형
 과 8mm 원형 2가지로 크기와 모양을 달리해 만듭니다.
 손끝 야무진 기념품팀 봉사자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과정
 하나하나를 숙연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흑단의 검은색에는 깊은 광택과 묵직하면서도 우아한 기
 품이 있어 손길을 탈수록 더욱 멋스러운 묵주로 길들여질
 것입니다. 반포성당 묵주로 매일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
 과 성모님, 그리고 12사도들과 함께하는 본당 공동체의
 지난 46년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460년을 희망하시길 바
 랍니다. 6월 19일 주일, ‘보듬고 꿈꾸는 날’ 행사에서
 판매합니다.

■2022년 반포성당 봄 여름 행사
70세 이상 어르신 강화 갑곶성지 순례
(선착순 70명 마감되었습니다)

5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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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록 책 제작 
 우리 본당은 1976년 5월 25일 설립되어 성전을 설계하
 고 건축을 마쳐 1979년 11월 25일 축성식을 가졌습니
 다. 그리고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찬
 미하고 신앙을 살찌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로
 서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소임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전 재건축을 앞두고 돌아보니 우리가 하느
 님의 집 반포성당을 어떻게 시작하고 가꾸어 오늘에 이르
 렀는지에 대한 건축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속절없이 묻어왔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다는 다급함과 함께 반포성당 건축에 관한 모든
 기록을 총망라한 책을 발간하기로 뜻을 모아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당 교우이신 김종헌 이시도르 교수님의 원고를 기본으
 로 하여, 출판을 맡은 수류산방에서 관련 논문과 신문 기
 사 등을 샅샅이 뒤져 흔적을 발굴하고 성당 곳곳을 빈틈
 없이 촬영했습니다. 성전 십자고상의 작가가 이창림 라파
 엘 교수님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것도 수류산방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본당에서도 성전건립위원회와 사무실을 중심으로 작업에
 최대한 협력하면서 서초구청과 서울대교구 등 유관기관에
 공식 요청해 혹시라도 더 있을지 모를 소중한 자료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사는 반포성당의
 숭고한 노력이 훌륭한 기록으로 남아 그 정신과 함께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반포성당 건축 기록 책이
 완성되면 6월 19일 주일, ‘보듬고 꿈꾸는 날’ 성당
 마당에서 판매합니다.

■사목협의회 회의
 다음 주일, 5월 22일, 교중미사 후 성전 1층 아브라함방

■우리들의 정성 (5월 2일 ~ 5월 8일)

주일미사 참례자 422 전주 대비 +64

교 무 금 19,960,000

주일헌금 2,914,000 1인 평균 6,905

건축 2차헌금 2,596,500 1인 평균 6,152

감사헌금 이재성 100,000 김연옥 100,000

건축헌금

홍설유 2,000,000 임무인 500,000

익명 1,000,000 이춘섭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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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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