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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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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Those who were ready went into the wedding feast. (Matthew 25:10)
Today’s parable of the ten virgins urges us to be alert and awake, ready for the time when Jesus will come again. Jesus
wants to make it clear that a time will come when each person is either welcomed into heaven or finds the door barred
before them. He wants to warn us so that no one gets left out.
But what’s all this fuss about the virgins’ supply of oil? It seems that it’s the oil that determines whether we are ready to
meet Jesus. We could call it our faith or the Holy Spirit or the grace of God. Whatever it is, it’s something that we can’t
borrow from a friend. We have to be prepared with our own supply.
As frightening as this parable can seem, it can also fill us with hope. This parable tells us that anyone can be welcomed by
Jesus, the Bridegroom, as long as they are alert, awake, and well supplied with the oil of salvation.
Staying alert and awake. Keeping our lamps aflame. Maintaining a good supply of oil. These are all ways of saying the
same thing: Jesus wants us to keep our faith alive every single day. How can we do this? We can take our cue from St. Paul,
who promised,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Romans 10:9).
We have a prime opportunity to check our faith when we proclaim the Creed every Sunday at Mass. Actually, we can do
this every day in our personal prayer. We can be sure that whenever we confess and believe, we bring a smile to God’s face.
Even if our faith is imperfect or incomplete, the Lord still smiles, and we can hear the angels announce, “Behold,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Matthew 25:6).
So let’s proclaim our faith today. Let’s fill up our oil flasks by announcing our belief in Jesus, our Savior.
“Jesus, I believe in you.”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November 5 Offertory and Maintenance Collection
totals were unavailable at bulletin publication.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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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NOVEMBER:
That CHRISTIANS IN ASIA,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in word and deed, may promote
dialogue, peace, and mutual understanding,
especially with those of other reli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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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IRED PRIESTS COLLECTION 2017
During the weekend of November 18-19,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second collection for our
retired priests. Special second collection envelopes will
be provided. There is currently a shortfall in funding for
priests’ retirement, and the Archdiocese is working
diligently to address this shortfall through such efforts as
this special collection. The priests of the Archdiocese
have been there for you and your families. Please be there
for them to assist in the dignity of their retirement and to
honor their lives of service.
EPIPHANY CHRISTMAS
CARDS
The new Epiphany Christmas
cards are now on sale. The
richly colored front of the
card features an image of the
beautiful
stained
glass
window above the altar,
while the inside says “Merry
Christmas”. The cards are sold in packages of 10 for
$15.00, and can be purchased at the rear of the church.
Supplies are limited, so get yours today!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November was designated as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by the National Black Catholic Clergy Caucus.
During this month,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celebrates the gifts of diversity and the steadfast faith of
the African-American Catholics who worship here.

WORLD DAY OF THE POOR
Sunday, November 19 will mark the first World Day for
the Poor. His Holiness Pope Francis has called upon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o come together to serve the
poor, including the working poor, with concrete actions to
address their daily needs. This new celebration on the
Catholic calendar will be celebrated on the 33rd Sunday
of Ordinary Time going forward. Pope Francis has asked
that Christians begin celebrating the week before, and
suggests they do this by reaching out to the homeless or
poor in their areas and invite them to share a Mass or a
meal together on November 19. For more information on
World Day of the Poor activities, or how to get involved
with Catholic Charities, visit catholiccharitiesdc.org.
16th ANNUAL THANKSGIVING DAY TROT FOR
HUNGER
SOME (So Others Might Eat) invites you to participate in
their 16th Annual Thanksgiving Day Trot for Hunger on
Thanksgiving morning (November 23). The only Turkey
Trot in the District, the Trot for Hunger is a tradition for
thousands of area residents and a meaningful way to
remember people in need on Thanksgiving Day. Proceeds
from the 5K benefit thousands of homeless families and
single adults struggling with poverty, hunger, and
homelessness. The Little Turkey Fun Run begins at
8:30am, the timed 5K Run begins at 9:00am, and the 5K
untimed Run/Walk begins at 9:15am at Freedom Plaza
(corner of 13th Street, NW and Pennsylvania Avenue,
NW). Please visit www.some.org to register and learn
more,
or
contact
Rebecca
Potts-Dupre
at
trotforhunger@some.org or (202)797-8806, x1031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ank you for your support of our
community’s most vulnerable men, women, and children.
ANNUAL HOLIDAY BAZAAR FOR SPECIAL
NEEDS MINISTRIES
Looking to do some Holiday Shopping? Hoping to sit
down to a full turkey dinner that is completely prepared
for you? On Saturday, November 18,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s Department of Special Needs Ministries
will host its Annual Holiday Bazaar and Turkey Dinner at
the Pope Francis Center in Landover Hills, Maryland
(7202 Buchanan Street; formerly the Center for Deaf
Ministries). The Bazaar is from 11:00am-5:00pm, and the
Turkey Dinner from 12:00pm-4:00pm. Raffle Tickets:
Win a cash prize---First Prize, $500!! These tickets sell
for $1 each or 6 for $5. The lucky winner will be
announced at 4:00pm. (You need not be present to win!)
All proceeds go to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Ministries. For more information, call (301)853-4560 or
email specialneedsministry@adw.org. Please come for
some fellowship and fun!
2017 CARDINAL’S APPEAL Give or pledge at
https://appeal.adw.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November 11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Novemb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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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November 13
St. Frances Xavier Cabrini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Tuesday, November 14
Anniversary of the
Dedication of the
Cathedral Church of St.
Matthew
Wednesday,
November 15
St. Albert the Great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November 16
St. Margaret of Scotland
St. Gertrude the Great

5:30 p.m. - 6:30 p.m.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Friday, November 17
St. Elizabeth of Hungary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MOTHER TERESA VOCATION SOCIETY
Please join members of the Mother Teresa Vocation
Society (MTVS) in praying for an increase in vocations
and for our current seminarians, priests, and religious. Fr.
Matthew Fish (formerly Deacon Matthew who spent the
summer at Epiphany in 2014) will lead a Morning of
Recollection on Saturday, November 18 from 8:30am–
12:00pm at Holy Redeemer Church in College Park,
Maryland (4902 Berwyn Road). The morning will include
Mass, Exposition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Confession, a reflection, and light refreshments. You do
not need to be a member of MTVS to attend – all are
welcom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dcpriest.org or contact Maris Moriarty at
moriartym@adw.org or (202)636-9020.
ANGEL TREE REGISTRATION
As the holiday season quickly approaches, Catholic
Charities invites you to spread holiday cheer to hundreds
of families in need. Registration for the annual Angel Tree
program opens in early November,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provide children throughout the
Washington area with gifts this Christmas. Visit
donatechristmas.catholiccharitiesdc.org to sign up.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68

성체성가

175

봉헌성가

512

마침성가

436

제1독서

지혜서

6,12-16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4,13-18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
이다”(마태 25,13).

◎ 다음 주 2차 헌금

◎ 11월 미사 봉헌

화답송

복음 환호송

11월 19일에는 워싱턴 대

교구에 은퇴하신 사제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5,1-13

11월 위령성월 한달동안 돌아가

신 분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 울뜨레야 11월 정기모임

◎ 성탄 카드 판매 안내

성탄 본당 바자회를 대신

해 성탄 카드를 판매합니다. 10장에 $15이오니, 많은 협조 바

11월

19일(주일)

9시 미사 후에 울뜨레야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
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랍니다.

◎ 한인 공동체 성탄 파티

12월

17일(주일)

저녁 5시 30분에 한인 공동체 주최 성탄 파티가 있습니다. 예

◎ Thanksgiving Day 미사

본당에서는 11월 23일

(목) 아침 10시에 영어 미사가 있습니다.

수 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는 파티에 많은 참여 바

◎ 매일미사 신청

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받습니다. 1년에 $60, 한권에 $5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

◎ 성당 문단속 안내

니다.

한인 공동체 친교가 끝난

2018년 1~12월 매일미사 신청

후 마지막으로 지하 친교실을 나가시는 분들은 친교실 뒷문
과 1층 밖으로 통하는 옆문, 성당 입구에 있는 문이 모두 잠
겨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열려 있는
문으로 외부인이 들어와 성당 기물을 파손하거나 성체 모독
행위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
선교 지향 :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위로 복음을 증언하고,
특히 다른 종교인들과 나누는 대화와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도록 기도합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 이상진 아모스 신부님 연락처:
- 301-646-9837, 42lee@cua.edu
* 한인 공동체 홈페이지: www.epiphanykorean.org
11월 12일(주일)

11월 19일(주일)

독서자

박수민, 김미연

한용빈, 김현주

제물봉헌

에피파니 D

에피파니 D

오채영, 송정우, 임민석

류나형, 장소은, 최장원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류신형, 류나형

오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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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사

2017년 11월 12일 연중 제32주일 (가해)
[ 11월 공동 기도문 ]
[ 아침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 성녀 마르가리타 ] 축일 11월
11월 16일
16일

[ 위령 성월 기도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성녀 엘리사벳 (헝가리) ] 축일 11월
11월 17일
17일

마

르가리타 성녀는 성군으로 알려진 헝가리의 성 스테파
노 1세 왕의 조카이다. 성녀의 아버지는 앵글로 색슨
왕조의 마지막 왕 에드워드 애틀링이며 어머니는 헝가리의
공주였다. 삼촌이 다스리던 헝가리의 왕궁에서 자랐고, 이후
아버지의 앵글로 색슨 왕국에서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헝가리로 돌아가려 했는데, 배가 방향을 잃고 떠내려가 스
코틀랜드에 도착했다.

헝

스코틀랜드의 말콤 3세 왕과 결혼하여 여러 자녀를 두
게 된 마르가리타는 기도와 자선에 뛰어났으며, 수도원을 세
우고 나라의 교육을 부흥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성직
남용과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시노드(교회회의)를 적극적으
로 도왔다. 사랑과 지혜로움으로 왕비로서는 물론 어머니로
도 모범이 되었는데, 성 다윗 1세 왕이 그의 아들이다.

성녀는 놀랄 정도로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으며,
깊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했다는 평을 들었다. 황후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음식을 날라주고 옷을 지
어 준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
에 성녀는 게르만인들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이 되었다.

1093년 선종한 마르가리타 왕비를 1249년 이노첸시
오 4세 교황이 시성하였으며, 클레멘스 10세 교황은 성녀를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으로 선언하였다.

가리의 국왕 안드레아 2세의 딸로 태어난 엘리사벳
(1207-1231년)은 14세 되던 해에, 투린지아의 백작
루디비그 4세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자녀 셋을 두고 6
년 동안을 서로 만족하며 살았다. 그후 남편이 십자군으로 출
정하여 급서함에 따라, 성녀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프란치스코회 제 3회원
(재속회원)이 되어 세속을 완전히 떠났다.

성녀는 불과 24년 밖에 살지 못하고 마르부르그에서
운명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성 프란치스코 재속 3회원의 수호
성녀로 높은 공경을 받고 있다. 성녀는 빵 제조업자 및 빵집
의 수호성인이다.
www.paulin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