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제4주일(4th Sunday of Advent)

2017년 12월24일

포틀랜드 천주교 한국 순교자 성당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Portland
10840 SE Powell Blvd, Portland, OR 97266
전화: 503-762-6880(O), 971-270-6408(C), FAX: 503-760-6601
Email:chrkor@yahoo.com www.kmccp.org

미사안내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40분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시30분

고백성사: 미사 30분 전

(토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학생미사: 주일 오전 10시

유아세례: 홀수 달 셋째 주

평일미사: 화, 목⇒오후 7시30분
수, 금⇒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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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
것입니다.“아니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얼마 전, 잘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저에게 병자성사를

그녀는 상황을 백번 천 번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

받고 나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신부님! 저는 평생 부

나 아무리 해도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끄럽지 않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잘 돌보며

의 인생이 보통 그렇습니다. 도망칠 수만 있으면 도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 죄도 짓지 않았고 하느님의 뜻을

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벼랑에 내몰립니다. 그럴 때

실천하려고 봉사도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에

우리 신앙인의 선택은 하나입니다.“아무리 노력해도 안

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려

됩니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모두 당신께 맡깁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느님께도 섭섭하고 억울하다는 생

니다.”보통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느님

각이 듭니다. 왜 하필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

모르겠습니다. 너무 슬픕니다.”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

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처녀 마리

렸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잊고 그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아도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하느님께 의지하기로 결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 형제가 작은 목소리로

심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신부님! 그래도 지난 세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권능

많은 거 같아요.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감사하면

에 의지했습니다.“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서 살고 싶습니다.”그는 어느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1,37)는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

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신앙의

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응답을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교회의 으뜸 성인으로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을 걸고 붙잡을 수 있다

존경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믿음 때문입

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돌아

니다. 성모님의 신심은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

갈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범입니다.

천사의 말에“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

예수님 시대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한다는 것은 상

성모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저

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절대

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허영엽 마티아 신부‖서울대교구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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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사>>

【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
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 사무엘 하권의 말씀입니다.

【화답송】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제2독서】

16,25-27

7,1-5.8ㄷ-12.14ㄱ.16 ✚ 로마서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시편 89,2-3.4-5.27 과 29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
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복음】

1,26-38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
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전례 봉사
날짜
구분

12월24일

12월31일

(대림 제4주일)

(성가정 축일)

김용락(요사팟)

고미혜(이레네)

제1독서

강두환(모세)

배수만(도미니코)

제2독서

국가연(라파엘라)

오정현(도미니카)

예물봉헌

강지성(바오로) 가정

이태호(토마스) 가정

복

김문수, 신성재

장병윤, 강준성

성가지휘

성가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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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
마누엘이라 하리라.

【성

】

가

날짜
12/24
12/31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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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준비
217, 512
109, 101

성체
58, 197
500, 174

마침
91
77

미사 봉헌

미사해설

사

【영성체송】

받는 분
강신기(베드로), 강선미
조일구(마리아)
유영숙(안나)
이영태
박규복, 권분옥
권용달(요셉)
차창무(바오로)
오태일(보나벤투라) 가정
손경덕(레미지오) 가정
진우순(마틸다)
정호선(안드레아)
김귀순
오 보나벤투라의 대자들 가정
오 보나의 대녀들 가정
폴 오리어리
이승철(사도 요한)
오향숙(보나) 가정

드리는 분

지향

황운옥(소피아)

위령

기 크리스티나
이난순(마리아)
김순남(세실리아)
자녀들
차연화(로사)

위령
위령
위령
위령
위령

유철강(야고보)

가정

심영식(노렌조)
양근희(수산나)
김상현(마카리오)
오 보나벤투라
오 보나
본당 교우
이혜경(엘리사벳)
이단아(마리아)

건강
건강
기원
가정
건강
축일
가정

대림 제4주일(4th Sunday of Advent)
‣일시: 1월11일(목) 저녁미사 후
‣장소: 정하상 바오로 교육관.

≪공동체 소식≫
◉오늘은“대림 제4주일”입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안내
❖성탄 밤미사: 오늘 오후8시

‣일시: 1월7일(주일) 오후 5시
‣장소: 김용락(요사팟) 가정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25일(월)

오전 11:00
(구유경배예물과 대축일헌금 있습니
다.) 예물봉투는 성전입구, 사무실
《전례 봉사》
❖12/24(주일): 성탄대축일 밤 미사
해설: 이혜숙(경이 아가다)
독서: 황 야고보, 황 루시아
❖12/25(월): 성탄대축일 낮 미사
해설: 정선미(세베라)
독서: 성 미카엘, 김 미카엘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미사 안내-주일 (12/31)
❖미사: 오전 10시, 11:3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월) 오전 11:00
해설: 임옥자(마리아)
독서: 정 아론, 임 스텔라
✿의무 대축일입니다.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녀원 소임이동
그동안 본당을 위해 수고해주신
아녜스 수녀님이 대구 본원으로
시고, 후임으로 김효은(엘리사벳)
녀님이 본당으로 오십니다. 본당
녀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가
수
수
기

◉2차헌금 안내
다음주(12월31일)에는 대주교님 사
목비 2차헌금 있습니다.

◉꾸리아
‣일시: 12월31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정하상 바오로 교육관

◉찬양미사,성체강복-1월4일(목)
매월 첫 목요일에 있는 찬양미사.
성체강복에 많은 참례바랍니다.
✿찬양: 오후 7시
✿미사, 안수, 성체강복: 7시30분

◉제대회
‣일시: 1월7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주일학교 교리실

◉1월 사목회

◉1월 구역모임
❖9구역
971-563-5762

◉감사합니다!
❖제대꽃 봉헌 (12월25일)
성낙명(미카엘)가정
기강은(크리스티나) 가정

❖성탄 제대꽃
임영미(모니카):$50, 윤상갑(요한)
:$50, 황영남(데레사):$100, 강지
성(바오로):$100, 본당 교우:$100

❖감사헌금
강지성(바오로): $300
김경림(루실라): $500
문창길(요한): $300
주일학교 복사단: $100

◉성경퀴즈대회 결과
1등: 최동원(베드로)
2등: 오세화(데레사)
3등: 유경화(발바라)

◉전입을 환영합니다!
✿한기명(베드로), 권유미(아녜스), 한
앤드류(안드레아), 한올리비아(베로
니카)가족이 호주에서 전입왔습니
다. (1구역)
‣주소: 172 SE Olympic St
Happy Valley, OR 97086
‣전화: 971-612-3432
✿이욱재(시메온)형제님이 용인 송전
성당에서 전입왔습니다. (7구역)
‣주소: 1040 SW 170th Ave. #200
Beaverton, OR 97006
‣전화: 971-386-3330

◉St. Vincent de Paul 돕기
친교실에 담는 통이 준비되어 있습
니다. 캔 Food, 커피, 캔디, 비누,
샴프 등.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화재예방·절전의 생활화
하상 바오로관, 구사무실, 소성전,
주일학교 교실에서 회의 등 용무를
마친 후에는 히터와 전등을 반드시
꺼주시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본당 달력
아직 본당 달력을 안 가져가신 가정
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24일
<<친교>>
◑12월31일: 최원희(요셉),
김경영(요셉) 가정
◑ 1월 7일: 강쾌희(이냐시오),
김대식(다윗) 가정
교무금 납부 가정 (12/17)
황호선(12), 윤진(12), 황선민(10-12),
이동욱(12), 신보순(11-12), 손지훈
(10-12), 임성수(7-12), 임종수(12),
노경란(10-12), 김영복(7-12), 정명옥
(7-12), 정명옥(2018), 조병갑(11-12),
윤상갑(11-12), 장병윤(2018~2020),
정석주(2017), 선우데레사(9-12), 문창
길(11-12),
신섭(7-12),
황영남
(11-12), 김대식(5-12), 김정동(2017),
방정환(12).
<지난주의 수입현황>
교무금
19,300
주일 미사 헌금
2,002
총
액
21,302
<미사 참례자수 386명>
날
짜
12월16일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성인
16

0

학생미사

82

64

교중미사

218

6

12월17일
(주일미사)

학생

<<가톨릭 전례>>
힘과 권력의 상징인

악어

악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레위기에
등장한다.(레위 11,29-30 참조) 공동 번
역 구약성서에서는 몇 군데에서 악어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에제 29,3; 32,2
참조) 새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나오
는 악어를 ‘용’이라고 번역했다. 성경
에서 가장 포악한 괴물인 레비아탄을
개신교에서는 ‘악어’로 번역하기도 했
다.(욥 3,8; 40,25; 시편 74,14; 104,26) 이
집트인들은 악어를 신령한 동물로 귀
하게 여겼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어
가 이집트의 권력을 상징한다.
글_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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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Berkshire Hathaway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우리 세무회계 합동법인

세무 회계 양재혁(후고)

NW Real Estate
황선민(안토니오) 부동산
주택, 토지, 사업체, 상업용투자

(503)516-467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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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다니엘 치과
송용진(다니엘)

❖한국산 한약제 처방
(한국생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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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통증치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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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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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503-750-4083
코웨이(Coway) 정수기

Elite Learning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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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과목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합니다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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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828-4301
hwangjun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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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당 한의원

ESL, AP/IB

주택, 사업체, 상업용 건물

3827 SW Hall Blvd
Beaverton, OR 97005

shwang@bhhsnw.com

영어, 수학,

황준희(엘리사벳)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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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v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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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