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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NTY-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3, 2018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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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register online, o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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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The Son of Man is to be handed over to men. (Mark 9:31)
What a remarkable statement! As he begins his journey to Jerusalem, Jesus tells his disciples—and us—that he will
be handed over. He will become passive, powerless in our hands. He will leave it up to us to decide what to do with him.
It’s just as the prophet Isaiah had said, “Like a lamb led to slaughter or a sheep silent before shearers, he did not open his
mouth” (Isaiah 53:7).
This is a strong contrast to everything we have seen Jesus do so far. From the moment he burst onto the scene, Jesus
was at the center of attention—healing people, contending with opponents, calming storms, and multiplying bread. He
always took the lead. He always spoke with authority. He was the one shaping the story. But at the cross, where it matters
the most? Jesus remained quiet, humble, and vulnerable.
The truth is, this is what Jesus intended all along. He came as God’s gift to us. A gift doesn’t tell the recipient how
to use it. He left it up to us to decide how we were going to receive him. We didn’t have to reject him as many of his people
did. We didn’t have to deny him as Peter did. We didn’t have to kill him as the Romans did. We could have embraced him
and accepted his message of salvation. But we didn’t.
And still God handed him over. He didn’t take back his gift.
Even today, God continues to hand Jesus to us. At every Mass, on every altar, in every Communion line, Jesus is
placed in our hands as God’s gift of salvation. None of us are worthy to receive him. None of us accept him as fully as we
should. But that doesn’t stop him. He still gives himself to sinful men and women. He still offers his salvation to us. Let’s
return his gesture and hand ourselves over to him.
“Lord, I am not worthy to receive you. Please keep speaking your words to me so that I may be healed.”
Wisdom 2:12, 17-20
Psalm 54:3-6, 8
James 3:16–4:3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September 16 Offertory Collection: $3,398.31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WORLD MISSION SUNDAY
COLLECTION
On October 13-14,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celebrate World
Mission Sunday weekend. Pope Francis
invites the entire Church to support the
Mission dioceses in Africa, Asia, the
Pacific Islands, and parts of Latin
America and Europe, where priests, religious, and lay
leaders serve the world’s most vulnerable communities.
Please keep the Pope’s missions in your prayers, and be
generous in the special second collection that weekend for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who
are most in need of our special intentions: Frances
Sadowski, Mary Kelly, Madelyn Cabatic,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SEPTEMBER: Young People in
Africa That young people in Africa may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work in their own countries.

FIRST SUNDAY HOSPITALITY
Beginning this autumn,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on
select First Sundays of the month. The
Hospitality Committee is always open
to new members, so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Gray.
Her contact number is (202)723-1034. Our first event of
the season, a Coffee Social, will take place on SUNDAY,
OCTOBER 7, in the Parish Hall,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EPIPHANY CATHOLIC CHURCH
“PAINT AND SIP”
SPECIAL EVENT
There will be a “Paint and Sip” funraiser on SATURDAY, OCTOBE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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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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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CHURCH DAY: CELEBRATING
HUMANAE VITAE
Join fellow Catholic couples and families for a Domestic
Church Day on Saturday, October 13, from 1:30pm6:30pm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This
half-day family retreat will include engaging catechesis
for parents, teens, and children, a fall-themed snack, and
Sunday Vigil Mass. For the couples, Bill Donaghy will
present “The Golden Key of Marriage and the Family:
Humanae Vitae as a Prophetic Sign”. The day will also
include engaging catechesis about Humanae Vitae for
teens and children's catechesis with the Sister Servants of
the Lord. More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available at
domesticchurchday.eventbrite.co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event,
please
e-mail
events@jp2shrine.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9th ANNUAL WHITE MASS
The 9th Annual White Mass, celebrating the gif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eaf community, will be
celebrated on Sunday, October 28, at 11:30am at the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 (1725 Rhode Island
Avenue NW). It is customary to wear white to this Mass
to symbolize the dignity shared by all who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s body. Cardinal Donald Wuerl,
Archbishop of Washington, will be the principal
celebrant, and Monsignor Charles Pope, pastor of Holy
Comforter St. Cyprian Church in Washington, DC, will
be the homilist.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Ministries at (301)853-4560
or specialneedsministry@adw.org.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MASS
On Saturday, November 10, the Archdiocesan Office of
Cultural Diversity and Outreach invites you to the annual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Mass. It will be celebrated
by Cardinal Donald Wuerl, Archbishop of Washington, at
the 4:30pm Vigil Mass at Mt. Calvary Church in
Forestville, Maryland (6700 Marlboro Pike). The 2018
Honoree is the St. Joseph’s Society of the Sacred Heart
(The Josephite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Sandra
Coles-Bell
at
(301)853-4469
or
culturaldiversity@adw.org.
WALK WITH MARY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s annual
Walk with Mary procession and Mass to
honor Our Lady of Guadalupe, Patroness of
the Americas, will take place on Saturday,
December 1. Themed “Under Her Mantle”,
this year the procession will leave at 12:00pm from the
Shrine of the Sacred Heart (6th Street/Park Road NW) and
will conclude a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4th Street/Michigan Avenue
NE). For more information, visit adw.org/wwm or search
on social media using #WalkwithMary.

Saturday, September 22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Septemb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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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NTY-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September 24

7:30 a.m.
Soo Joung Am

Tuesday, September 25

7:30 a.m.
Joseph F. Caponio

Wednesday, September 26
St. Cosmas
St. Damian
Thursday, September 27
St. Vincent de Paul

7:30 a.m.
Susanna Hwang

Friday, September 28
St. Wenceslaus
St. Lawrence Ruiz and
Companions

7:30 a.m.
Benjamin Urmeneta
7:30 a.m.
Jun Young Am

PLEASE NOTE THAT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THIS WEDNESDAY, SEPTEMB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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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nroll your
child in Religious Education (CCD) to prepare for First
Holy Communion,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e-mail parish@georgetownepiphany.org.
2018 CARDINAL’S ANNUAL APPEAL
Thank you to all of our parishioners who have made their
gift to the 2018 Cardinal’s Annual Appeal. If you have
not yet made your commitment, it is not too late to help
Epiphany meet our goal. Visit appeal.adw.org to learn
more and donate!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87

성체성가

197

봉헌성가

218

마침성가

283

제1독서

지혜서 3,1-9

제2독서

로마서 8,31ㄴ-39

복 음

루카 9,23-26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
시리라.

◎ 성인 예비자 교리반

2018-2019년 예비자 교

리는 지난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
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9시 미사 후 성당 옆 사제
관 지하 교리실로 오시면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9,24).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김박자 리오바
봉헌: Pr. 환희의 모후, 이지수 카타리나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중부 한인 성소 컨퍼런스

* 엄지원 미카엘 부제님 / 봉헌: Pr. 환희의 모후
* 정선진 가브리엘라 / 봉헌: 이 크레센시아나

알링톤 교구 주최

* 김근표 라파엘, Preston Damien Lee

로 열리는 한인 성소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제와 수도 성소에 관심 있는 학생, 청년,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가족이 함께 오셔서 성소에 대해 생각하
고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6일(토) 2:30pm - 7:30pm
※7시 30분 특전 미사로 행사를 마칩니다.
* 장소: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천주 교회

봉헌: 오채영 스테파노
* 기창원 대건 안드레아 / 봉헌: 김박자 리오바
< 위령미사 >
* 황화순 수산나 / 봉헌: 이 안나

◎ ‘제76차 ME부부주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맺어

진 부부들이 혼인성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혼인 성소를 증진
시키고자 마련한 ME(Marriage Encounter)행사에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부부들
* 일시: 10월 12일(금) 7pm - 10월 14일(주일) 5pm

[ 교황님의 9월 지향 ]

* 장소: 뉴튼 분도 수도원(289 US 206, Newton, NJ 07860)
* 연락처: 이영석 요셉/정희 마리아 부부

일반 지향 : 아프리카의 젊은이

201-481-5369/201-697-7986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email: youngseoklee@hotmail.com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레지오 마리애

수요일 아침 10시 30분

청년 기도 모임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초중고 주일학교

주일 9시 미사 후

성인 예비자 교리

주일 9시 미사 후

미국 공동체 친교실 사용

매월 첫째, 셋째 주일 11시 15분

9월 23일(주일)

9월 30일(주일)

독서자

기창원, 김미정

곽 수, 최영화

제물봉헌

청년부

청년부

윤은식, 류나형, 장소은

오채영, 임민석, 임준석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복

사

류신형, 류나형

2018년 9월 23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나해)
[ 순교란 ]

[ 9월 공동 기도문 ]

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 신약성서 중
에 사도행전만이 순교의 장면을 묘사하고(사도 7:548:1) 순교자의 이름을 전해 주지만 스테파노와 야고보의 순교
를 단순히 ‘없애버림’(anairedis, 사도 8:1, 12:2) 즉 살해로
표현했을 뿐 순교를 뜻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폴리카
르포 주교(150년경)의 설명에서 신앙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순교’가 신약성서에는 말로써 증언하는 것을
가리켰을 뿐이다.

순교자 성월 기도

신

순교는 엄격히 말해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 즉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
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하여 초래되어야 하며, 그죽음
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일찍이 오리제네스는 신
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구세
주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양심의 순교라 불렀고, 아일랜드의 수
도원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애호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백색(白色)순교, 고통을 극복하고 속
죄하는 행위를 녹색순교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이는 엄밀
한 의미의 순교는 아니다. 순교는 박해를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박해없이도 가능하다. 그 예로 그리스도교의 정덕(貞
德)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순교는 죽음에 직면하여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효과적
으로 증거하는 행위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육
신을 죽이는 자를 초월하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순교의 목표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그
가치는 최고의 존재자를 긍정하는 일이다. 또 한 인간이 다른
인격을 긍정하는 것은 사랑이므로 순교는 사랑의 행위이다.
이는 신앙의 조문을 증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살아 계
신 하느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분을 증거하
는 행위이다. 순교하려는 자는 비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증
거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필립 1:23) 마음뿐일지라
도 순교의 결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순교는 이를 대하는 사
람으로 하여금 소중한 목숨을 구태여 방어하려 들지 않고 기
꺼이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순교를 높이 평가하는 그리스도교적 이유는 그것이 다
른 삶의 실재를 증거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순교를 통한 죽음
이 성부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
에 순교자의 생명을 일치시킨다는 진리 때문이다. 순교자와
그리스도의 유사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순교자는 그
리스도처럼 생명을 빼앗는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성부
께 봉헌한다는 확신을 지닌 체 죽음을 맞이한다. 둘째 순교자
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제로 참여한다. 그래서 교회
는 초기시대 이래 순교자를 공경하며 모든 성인의 통공 속에
순교의 의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으로 되새긴다. 이처럼
순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자기를 봉헌하는 행위이며 이
로써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를 혈세(血洗)라 하였다. 순교는
최상의 은혜요 사랑의 최고 증명일 뿐 아니라 성세성사의 상
징을 실재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
께 묻히며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다(로마 6:3-11). 순교의 은
혜는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언
제나 당하고 있는 박해 중에서도 십자기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교회헌장 42).

www.catholic.or.kr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