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10:30 am
12:00 pm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8, 2017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to arrange a meeting with the pastor.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ages 7 to 10,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Confessions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Monday - Friday
8:00 - 8:30 am

Adult Confirmation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Saturday
4:00 - 4:30 pm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are encouraged to register using the registration
forms in the vestibule.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The peace of God . . .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Philippians 4:7)
Isn’t the immune system amazing? It is constantly aware of the health of all the other systems in your body. Always on
guard—even when you are sleeping—it wards off legions of microscopic threats. It’s only when you start to feel unwell
that you remember how much you rely on it. That’s when you try to strengthen it with Vitamin C, rest, and plenty of fluids—
just as the doctors say you should.
According to St. Paul in today’s first reading, the peace of God isn’t so different from your immune system. It’s your
personal guardian against fear and frustration. It has divine power to subdue life’s anxieties. Even Jesus tells us that his
peace is able to surpasses the world’s peace, both in its depth and in its strength (John 14:27). This is what guards your
heart: this grace-filled “peace system.” It’s always with you wherever you go, always ready to help you and protect you.
You have probably noticed that when you’re at peace, ordinary problems like traffic congestion don’t infect you with
anxiety. The peace of God is neutralizing stress, just as it should. But what about when bigger hazards like serious health
or financial problems threaten to overtax your “peace system”? Just as you might take supplements for your body, you can
increase the vitamins that strengthen your soul.
Take an extra dose of Scripture. Give your soul some rest. Take a couple of deep breaths, recall God’s goodness, and ask
him to give you his peace. Recall that he is with you, that he loves you, and that he will help you. Let God’s peace quell
your anxiety, and you’ll find yourself feeling more calm and more confident in the Lord.
“Lord, thank you for guarding me with your peace!”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October 1 Offertory Collection: $3,365.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Maintenance Collection: $908.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EUCHARISTIC
resumes this week
Wednesday,

ADORATION
on:
October 11

Please pray for tho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who are most in need of our special
intentions: Mary Kelly, Madelyn Cabatic,
Frances Sadowski,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This autumn ,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Signing up will allow
you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Enrollment forms are available the back of the
chu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write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SPECIAL EVENT There will be a “Paint
and Sip” fun-raiser on SATURDAY,
OCTOBER 14, from 6:00pm-8:00pm, in
the Parish Hall. This special event will
feature expert art instruction, complimentary wine, and
the painting supplies to create your own masterpiece.
Space is limited to 50 participants and registration is
required. The fee per person is $40.00. To register and
pay,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georgetownepiphany.org.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with any questions, or send an email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is exciting and enjoyable
evening!
2017 CARDINAL’S APPEAL To make your pledge or
outright gift to the 2017 Cardinal’s Appeal, go to
https://appeal.adw.org.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Matthew 6:33)
FATIMA 100th ANNIVERSARY
CANDLELIGHT PPROCESSION
AND ROSARY On Friday, October
13 at 7:00pm,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vites you to join Cardinal
Donald Wuerl, Archbishop of
Washington, for a Candlelight
Procession, Exposi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and Praying of the Rosary
in commemoration the 100th Anniversary of Our Lady of
Fatim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nationalshrine.org or call 202-526-8300.

WORLD MISSION SUNDAY During the weekend of
October 14-15,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celebrate World Mission Sunday, which reminds us of
Our Lord's Great Commission to the Church to go into the
whole world to proclaim the faith (Matthew 28:19). The
World Mission Sunday collection is unique in that it is a
global effort for the entire Church. It is a moment each
year to provide for the building up of over one thousand
local churches in Asia and Africa, the Pacific Islands, and
parts of Latin America and Europe, an area that covers
more than half the territory of the globe. Through the
work of these churches, and their witness to Christ, the
poor receive practical help and experience God’s love and
mercy that renews hope and peac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enean Jones (301-853-4527) or Sr. Crucified
(301-853-4528) in the archdiocesan Office of Missions.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15th
ANNUAL
WORLDWIDE
CHILDREN’S EUCHARISTIC HOLY
HOUR On Friday, October 13, at 10:00am,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vites you to join
Catholic school children from around the world as they
gather before the Eucharistic Lord to pray the Rosary for
peace in our communities and in our families. Families
with children are highly encouraged to atten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nationalshrine.org or call
202-526-8300.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On
Sunday, October 29,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will
hold a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at St. Peter’s
Church on Capitol Hill. Mass with Cardinal Wuerl will
begin at 4:00pm followed by dinner and a discussion of
the priesthood with priests, seminarians, and other men
from the D.C. area. Men must register to attend. Please
visit www.DCpriest.org and select “Events” to register.
Please call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write to Fr. Mark Ivany at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QUO VADIS “COME AND SEE”
RETREAT Young men in Grades 11 and
12 who are considering options for college
are invited to Saint John Paul II Seminary
from Friday, November 3 through Sunday, November 5
to experience seminary life firsthand. This is an
opportunity to meet and talk to seminarians, pray with
them, listen to great talks, and enjoy time for sports and
recreation. Please encourage high school juniors and
seniors to consider attending this great weekend event.
Please visit www.DCpriest.org and select “Events” to
register. Please call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write to Fr. Mark Ivany at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October 7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October 8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Special Intention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October 9
St. Denis and Companions
St. John Leonardi
Tuesday, October 10

Wednesday,
October 11
St. John XXIII
Thursday, October 12
Friday, October 13

7:30 a.m.
Corrine Graham
7:30 a.m.
Sarah Elizabeth
Hillware
7:30 a.m.
Susanna Hwang
7:30 a.m.
Special Inten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OCTOBER: WORKERS AND THE
UNEMPLOYED That all workers may receive
respect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that
the unemployed may receive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common good.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Are you, or is someone you know, interested in
becoming a Catholic? Or was baptized Catholic as a child,
but has not celebrated the Sacraments of Confirmation
and Eucharist?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prepares and accompanies adults for
entering the church. To obtain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write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RELIGIOUS EDUCATION (CCD) If you are
interested in enrolling your child in Religious Education
(CCD)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write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Classes are
held on Sunday, from 9:00am to 9:45am, and are just
beginning. The fee per child is $40.00.
LOOKING AHEAD…Later this month, our new
Christmas cards will go on sale. Illustrated with an image
of the beautiful Epiphany stained glass window above the
altar, they celebrate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35

성체성가

178

봉헌성가

461

마침성가

271

제1독서 이사야서 5,1-7

제2독서 필립피서 4,6-9

화답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복음: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21,41).

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다음주 2차 헌금

10월 15일에는 전교주일

을 맞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태오 21,33-43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박성곤 안드레아, 박숙자 마리 골롬바

◎ 10월 묵주기도 안내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

/ 봉헌: 엠마우스 성경 공부반

이하여 공동체가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10월 1일부터
미사 전 8시 30분부터 묵주기도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

* 정태연 안드레아 가정

니다. 10월 공동 기도는 묵주기도로 대신합니다.

< 위령미사 >

◎ 2017 Faith Walk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10월 15일(주일) 미사 후
에 ‘신앙 걷기대회’ 개최합니다. 이번 걷기대회는 ‘교복천사’

◎ 울뜨레야 10월 정기모임

나눔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입니다. 기부금은 1인

후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많은

당 $10, 2인 이상 가족 $20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바랍니다.

◎ 2018 달력 광고 안내

내년 달력을 제작
하고자합니다. 달력에 사업체나 단체 광고를 신청하실분은
오늘까지 koreanmadonna@hot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 ‘교복천사’ 나눔

10월 22일 미사

우리 본당에서 2012년도에 한인

미사를 집전해 주셨던 이범석 시몬 베드로 신부님(한국외방
선교회 소속)께서 캄보디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복을 만들어 나누는 선교활동에 교우분

◎ 성인 예비자 교리 (R.C.I.A.)

2017-2018년

예

비자 교리는 사제관 지하 교리실에서 있으며, 교리 시간은
10:20am –11:20am 입니다. 현재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는

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ww.교복천사.com

예비자들과 견진자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

* 한인 공동체 새 홈페이지: www.epiphanykorean.org

일반 지향 : 노동자와 실업자

* 한인 공동체 유튜브 채널 : 검색어 “Epiphany Korean”

모든 노동자가 자기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보장받고, 실
업자들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기
도합시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8일(주일)

10월 15일(주일)

독서자

선우찬호, 박종임

박성준, 박예린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오채영, 장소은, 임민석

윤은식, 허 윤, 송민경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수요일 5:30 - 6:30pm
수요일 10:30am
목요일 7:30pm 지하 친교실
주일 9시 미사 후 지하 교리실
주일 9시 미사 후 사제관 지하실

복

사

허윤

2017년 10월 8일 연중 제27주일 (가해)
[ 묵주기도의 모든 것 ]
1. 묵주기도란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 중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기도가 ‘묵주기도’
다. 성모송 10번,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 각 1
번을 한단으로하여 묵주알을 만지며 암송하는
묵주기도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등을 포함
하는 신앙고백의 기도이며 동시에 환희·고통·
영광의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협조자인 성모 마리
아가 인류 구원 역사에서 이룩한 놀라운 사건들을 묵상하고
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심오한 기도다.

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황 바오로 6세는 1974
년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을 발표하고 “묵주기도는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이며 그리
스도께 대한 끝없는 찬미”라고 강조했다.
5. 묵주기도의 구성과 방법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묵주기도의 구성과 방식은
1569년 교황 비오 5세가 기존의 묵주기도들을 하나로 표준
화한 것으로, 크게 소리기도(단순히 기도문을 암송하는 기
도)와 묵상기도로 되어 있다.

2. 묵주기도의 기원과 발전

소리기도는 성모송 10번과 주님의 기도·영광송을
각 1번씩 바치는 1단을 기본단위로 한다. 묵상내용은 ‘환희·
고통·영광’이라는 3가지 신비로 구분되며 각 신비는 다시 5
가지의 묵상주제로 나눠지므로 묵상주제는 모두 15개가 된다.
묵상주제를 차례대로 묵상할 때마다 1단씩 기도하기 때문
에 묵주기도는 모두 15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묵주기도의 기원은 초대 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자들은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기도 대신 장미꽃다
발을 바치기도 했으며 은수자(隱修者)들은 열매나 구슬 150
개를 꿰어 기도의 횟수를 셌는데 이러한 관습들은 묵주기도
가 생겨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첫번째 5단은 환희의 신비로서 성모송을 50번 바치
는 동안 예수의 강생과 어린 시절을, 두번째 5단은 고통의
신비로서 예수의 수난과 고통과 죽음을, 마지막 5단은 영광
의 신비로서 예수의 부활과 성령강림 그리고 성모승천 등을
묵상한다.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묵주기도가 등장한 시기
는 5세기. 어떤 형태든지 기도의 횟수를 세는 방법으로 이용
되던 묵주기도는 1464년 도미니꼬회 수사 알랭 드 로슈가 환
희·고통·영광의 신비를 각각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 부활에
적용시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환희·고통·영광의 신비를 다섯단씩 묶어 기도하는 일반적
인 5단 묵주 외에 프란치스꼬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일곱
가지 기쁨[聖母七樂]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70번씩 바치는 ‘칠단묵주’를 바치기도 하는데 이 묵주기도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6. 묵주기도의 자세

묵주기도는 ‘로사리오(rosario)’ 또는 ‘매괴신공(?쥱神
功)’ 이라고도 불린다. 이 용어는 각각 라틴어와 중국어에서
나온 것으로 장미꽃다발을 의미하며, 현재는 주교회의 용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묵주기도’로 통일했다.

3. 성모 발현과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묵주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바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기도다. 하지만 묵주기도는 한번 시작해 끝
을 맺으려면 적어도 몇십분은 소요되고 또 같은 내용의 성모
송을 반복하기 때문에 분심없이 바치기란 쉽지 않다. 성 루도
비코는 다음과 같이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하고 있다. “15
단을 바치는 동안 온통 분심과 싸워야 할지라도 무기, 즉 묵
주를 들었을 때에는 더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
렵더라도 중단해서는 안된다. 기도를 바치기 전에 언제나 은
혜를 먼저 청하고 우물거리며 빨리 끝내려 하지 말고 또박또
박 암송하도록 해야한다.”

묵주기도는 19세기 이후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여 이 기
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호소하면서 더욱 널리 그리고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1858년 루르드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는
묵주를 가지고 나타나 베르나데트에게 직접 묵주기도를 가르
쳐 주었으며, 1917년에는 파티마에서 6번이나 발현해 매일
묵주기도를 15단씩 바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죄인들
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세번째 발현 때에는 각단을
바친 후 ‘구원을 비는 기도’를 하라고 권고하고, 마지막 발현에
서는 자신을 ‘묵주기도의 어머니’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분심이 든다고 해서 바치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분심을 없애려고 억지로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때도있다. 도우심을 청하
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회에서 정한 15가지 묵상주제에 얽매
이지 말고 자유스럽게 지향을 두고 다양하게 신비를 묵상하
는 것도 좋은 묵주기도가 될 수 있다.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
도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입으로만 기도문을 외울 것이 아니
라 그 신비를 가슴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묵주기도에 대한교황의 가르침

예컨대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
심을 묵상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강림의 신비에 대해서
는 전혀 묵상하지 않고 단순히 기도문만 암송하면 이는 잘못
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신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
세가 중요하다.

1883년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정하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호소했다. 또 교황 비오 10세(1903∼1914)
는 묵주기도만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는 기도는 없다
면서 이 기도를 사랑하고 매일 정성스럽게 바치라는 유언을
남겼다.

- 평화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