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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안내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40분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시30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학생미사: 주일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목⇒오후 7시30분
수, 금⇒오전 10시

고백성사: 미사 30분 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유아세례: 요청에 따라
혼배성사: 결혼 3개월 전 신청

주임신부: 박재범(라파엘)
☎ 503-719-7121 (사제관)
971-270-6409 (Cell)
본당수녀: 임명희(모니카)
☎ 503-764-5904
김주선(아녜스)
☎ 503-764-5195
사목회장: 유철민(베드로)
☎ 503-957-3536

대인들의 배경과 어울리는데, 사실 유대인들의‘초막절’

주님의 거룩한 변모

은 결국 예수님의 육화와도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교회의 옛 전

라는 표현에서‘사셨다’라는 단어(σκηνω)의 원래 뜻

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당신의 수난과

을 직역하면‘텐트를 펼치다, 초막(장막)을 치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일어났다고 믿어져 왔기

따라서“말씀이 육(肉)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셨

에, 교회는‘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14일)로부터 40일

다”정도로 직역되는데, 여기에서‘초막’과‘육화’의 연

전(8월6일)에‘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

관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저 먼 옛날 이집

다. 이러한 전례력의 배치는‘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트 탈출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하느님께서 이스

와‘십자가 사건’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으

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초막절 축

며, 복음서에 나오는‘주님의 거룩한 변모’기사의 문맥

제가, 한편으로는 장차‘저 세상’에서 살게 될 하느님의

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세 공관 복음서에 공통

장막을 미리 보여주는‘종말론적 희망’의 축제이며, 결

으로 소개되고 있는‘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기사 앞

국 그‘완전한 성취’를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화로

의 전개를 보면,‘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그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에 이르는

다음에‘예수님의 첫 번째 수난 예고’가 따르고, 이어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살이는 지나가는‘하룻밤 숫막’일진대, 일상의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 따르고, 이어서 오늘의 복음

크고 작은 아픔과 질곡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

본문인‘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기사가 이어지는 문

어 더 높은 곳을 향하도록 오늘 복음은 우리를 독려합니

맥이 세 공관복음서들에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

다. 황금이 최고신(神)의 자리에 놓여있어 끝을 모르고 치

맥의 전개는‘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십자가 사

닫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쟁에 지치고

건’과의 연관성 안에서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

갈 곳 잃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에 우리의 영

다. 오늘 복음 본문을 보면 그 서두에‘엿새 뒤에’라는

원한 거처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일상에서 우리가 바치는

표현이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시간

작은 십자가들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그‘영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축제‘초막절’과 연관된

장막’에 이르는 KEY임을 오늘 복음은 묵상케 합니다.

표현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얼떨결에‘여기
에... 초막 셋을 지어’라고 운운한 것도 초막절이라는 유

<정순택 베드로 주교‖서울대교구 보좌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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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사>>

【입당송】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빛나는 구름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목소리
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
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

【제2독서】

1,16-19

✚ 베드로 2서 말씀입니다.

【제1독서】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화답송】

7,9-10.13-14
시편

97,1-2.5-6.9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복음】

17,1-9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
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
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
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

【영성체송】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되리라.

【성
날짜
8/6
8/13

】

가

입당
72
432

예물준비
520, 211
440, 219

8월6일

8월13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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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9주일)

미사해설

여세화(데레사)

최명자(마리아)

제1독서

성낙명(미카엘)

김두환(모세)

제2독서

김미정(미카엘라)

국가연(라파엘라)

예물봉헌

노득용(비오) 가정

안성각(펠릭스) 가정

복

조병갑, 김형석

신보순, 강준성

사

성가지휘

성가반주

김선미(올리비아)
학생미사: 전 스텔라, 유 미카엘, Alford Patrick
교중미사: 김선미(올리비아)

마침
전교노래
전교노래

미사 봉헌

전례 봉사
날짜

성체
410, 171
172, 174

받는 분
최응석(비르짓다)
강신기(베드로), 조일구(마리아)
강선미
오석동(요한)

드리는 분
상아탑 Pr.
성령기도회

지향

황운옥(소피아)

위령

오승옥(클라라)
기강은(크리스티나)
유영숙(안나)
천상의 모후 Pr.
이영태
이난순(마리아)
이우승
하경분(안나)
이순희(율리안나), 윤상갑(요한) 윤옥련(카타리나)
천상의 모후 Pr.
이순희(율리안나)
상아탑 Pr.
정명옥(로사)
배원애(클라라)
이난순(마리아) 가정
김미영(베로니카)
연효순(데레사), 정명옥(로사)
홍진순(마리아)
한선자(데레사)

위령

위령
위령
위령
기일
건강
생일
건강
가정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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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소식≫

‣일시: 8월20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전

◉오늘은‘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

‣복음묵상: 마태 15,21-28

일’입니다.
◉순교자성당배(杯) 오픈 골프대회
◉대주교님 사목비 2차헌금 $434
교구청에 송금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빛의 세계로 예
비신자를 모집합니다.
‣입교식: 10월22일(전교주일)
교중미사 중
‣영세식: 2018년 5~6월 중
‣모든 신자들은 각 구역에서 3명이
사 봉헌 할 수 있도록 선교열정과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신자봉헌서는 사무실에서 작성
하여 미사 중 봉헌합니다.

◉구역장회의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장소: 3학년 교리실

◉제대회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장소: 교리실

◉성모회
‣일시: 8월13일(토) 교중미사 후
‣장소: 친교실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일시: 8월15일(화)
‣미사: 오전 10시, 오후 8시

※의무대축일입니다. 미사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Stone Creek G.C. Shot Gun
‣참가비: $100(점심, 저녁, Cart 포함)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장소: 선우 데레사 가정

◉울뜨레야

◑8월 6일: 최승훈(요한)
신범수(에드워드) 가정
◑8월13일: 김지환(소시모)
권건우(클라우디오) 가정
교무금 납부 가정 (7/30)
정인화(4-6), 김철(7-8), 정성환(5-8),
임춘섭(5-8), 박덕기(4-5), 기현철
(1-6), 김용락(8), 김충환(7), 오흥남
(4-5), 배원애(7-12)

본당 교우: $100
백남귀(베드로): $1,000.

◉전입을 환영합니다!
심재황(요한 레오나르도), 김영남(에
리카),

심정보(비오),

심정수(마리

아), 심현보(요셉) 가족이 Reno 성

<미사 참례자수 322명>
날
짜
7월29일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성인
26

4

학생미사

50

45

교중미사

187

10

7월30일
(주일미사)

학생

당에서 전입 왔습니다. (8구역)
‣주소: 8900 SW Sweek Dr. #1231
Tualatin, OR 97062
‣전화: (541)609-8650

◉포틀랜드교구 신부님들을 위

<지난주의 수입현황>
교무금
2,340
주일 미사 헌금
1,780
총
액
4,120

한 기도의 날
포틀랜드교구의 신부님들을 위한 날
짜별 기도의 날을 게시판에 부착하
였습니다. 신부들을 위하여 많이 기

<<가톨릭 전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도하여주시고, 8월11일(금)은 박 라
파엘 본당 신부님을 위한 기도의 날
입니다.

◉친교음식은 친교실에서
버려진 음식물로 인한 개미, 파리,
쥐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위해 친교
음식, 특히 도너츠 등은 친교실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친교담당가정은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8월18일(금) 오후 7시

<<친교>>

‣일시: 9월9일(토) 오후 1:30

◉구역모임
❖8구역

2017년 8월6일

◉전기절약, 화재예방
회의나 모임 후에는 사용하신 물품
을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주변정돈
및 에어컨, 전등 전원 스위치를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8월 6일에 주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낸다. 예수께서 타볼산에서
몇몇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 사건을 기념하여 거행하는 것
이다. 이 축일은 본래 타볼산에 세워
진 기념성당의 봉헌을 기념하는 축일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에 따르
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십자가
에 못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것
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성 십자
가 현양 축일'인 9월 14일보다 40일
이 앞선 8월 6일을 '주님 거룩한 변
모 축일'로 정한 것이다.
글「나기정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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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이 지켜주소서.
● 저희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며
어머니 슬하에 살기로 약속하나이다.

Berkshire Hathaway

주택, 토지, 사업체, 상업용투자

(503)516-4675(C)

개인 및 사업체 세금보고,
직원 Payroll, 장부정리, 공증
E2 비자 사업체 및
코퍼레이션 설립

주택, 사업체, 상업용 건물

503-828-4301
hwangjunee@gmail.com

Email: Aceprotax@hotmail.com
Tel: 971-404-4279, LTC#34811-C

건보당 한의원

송 다니엘 치과
송용진(다니엘)

❖한국산 한약제 처방
(한국생약협회)
교통사고 통증치료 전문

한의사 천성진 L.Ac(OR.WA.CA)
503-255-2575 (월∼토)
503-998-1842 (Cell)

한의사 조병갑 바오로
9115 SW Oleson Rd.
Suite 103
Portland, OR 97223
503-972-5601
www.allpointsih.com

Insurance Specialist

▪ 자동차, 주택, 생명보험
강대호(다윗)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체 ▪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및 각종 보험 취급
▪ 메디케어
Bus: 503-330-1300
이미애 (글라라)
ax: 503-626-9101

TEL: 503-750-4083
코웨이(Coway) 정수기

Elite Learning
Academy

청정기, 비데, 정수기,
사우나기 등 전제품
특별 활인 및 Rental

SAT,

과목

4145 SW 109thAve
Beaverton, OR 97005
(503)803-4183

황준희(엘리사벳) 부동산

3827 SW Hall Blvd
Beaverton, OR 97005

shwang@bhhsnw.com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합니다

◉ 아멘.

우리 세무회계 합동법인

황선민(안토니오) 부동산

ESL, AP/IB

●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맺어진 모자의 인연으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온갖 위험과 고통 중에 돌보아 주시며
저희 죽을 때에 저버리지 마옵소서.

세무 회계 양재혁(후고)

NW Real Estate

영어, 수학,

○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은 성부께 맡기시고
성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성모님께 맡기셨나이다.

.

민병철(안토니오)

Tel:503-648-6054
527 SE Baseline St.
(Suite C)
Hillsboro, OR

자동차, 주택, 사업체보험,
IRA 은퇴연금, 생명보험,
주택 재융자

이헌재(다니엘) Agent
(503)645-1800

아시안 보건 복지센터
≪믿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비영리단체≫

❖노인건강과 복지정보,
❖무료 여성건강 검사,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
❖오바마 케어 신청
503-872-8822 (포틀랜드)
503-641-4113 (비버튼)

윤 지 훈 (안 토 니 오 )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생명보험, 뮤츄얼 펀드,
은퇴설계, 학자금 펀드,
투자
Bus 503-889-4425
Cell 503-816-6077

jay.yoon@axa-advisors.com
dan.lee.tz5f@statefarm.com 1 SW Columbia St. #1550
Portland.

모두 여행사 타운 코리안 바베큐
델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권, 관광팩키지, 크루즈)
3615 Steilacoom Blvd. SW Ste. 305

Lakewood, WA 98499.
253-236-6950/6955
(206)235-3603
남미현 미카엘라
10445 SW Canyon Rd. #242
Beaverton, OR 97005
email:travelinkw a@ gmail.com

Town Korean BBQ
All You Can Eat

한식
5450 SE 82nd Ave.
Portland, OR 97266
503-444-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