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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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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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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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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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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wenty-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He ran to his son, embraced him and kissed him. (Luke 15:20)
This beloved story is usually called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But what if we looked at it as a story of a
prodigal father instead?
We may not want to call the father “prodigal.” After all, the word means extravagant or excessive, like someone
throwing away his money with both hands. That’s clearly what the younger son did, and we don’t like it.
But the father is prodigal. First, he freely gives his younger son his inheritance years before the proper time. Then,
maybe more important, when this son returns, he is exceedingly prodigal in welcoming him back: the finest robe, a ring,
new sandals, and a great feast, to top it all off. It’s no wonder the older son got upset! How could his father be so free with
his gifts? How could he be so glad to accept that wasteful, irresponsible son back into his home?
This prodigal father can disturb us too. It’s hard to understand how or why he could welcome his wayward son back
into full status as a child and heir. We might think that for the sake of fairness, the father should have made the young man
pay back what he had squandered or suffer some other kind of consequence for his actions before he could be forgiven. But
that would be misunderstanding mercy.
The father in this parable gives us a glimpse of our heavenly Father. He sent Jesus to pour out his entire self—
lavishly—to welcome us back home. In everything he said and did, Jesus revealed God’s shockingly generous mercy, a
mercy that is available to each one of us. It’s a mercy that doesn’t hold a grudge. It’s a mercy that waits patiently for us to
begin our return. It’s a mercy that eagerly welcomes us home.
This is the mercy that God has for you—and for everyone around you.
“Thank you, Father, for your extravagant mercy. Thank you for running out to meet each person who comes
back to you. Even me.”
Exodus 32:7-11, 13-14
Psalm 51:3-4, 12-13, 17, 19
1 Timothy 1:12-17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September 8 Offertory Collection: $3,523.75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at www.georgetownepiphany.org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COLLECTION F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This weekend, September 14-15,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a second collection f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This national
university of the Catholic Church was
established by Pope Leo XIII and the
United States bishops in 1887, and it currently provides
an education based in Catholic intellectual tradition to
over 6,000 students, including clergy, religious,
seminarians, and young lay men and women. For more
than 100 years, this national collection has been a pillar
of support for the University and, by helping fund
financial aid and more, is critical to a successful academic
year for both students and faculty. You can learn more at
collection.cua.edu.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FIRST SUNDAY HOSPITALITY
Come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on special First Sundays of the
month!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Hospitality Committee,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Our first event of the season, a Coffee Social, will
take place on SUNDAY, OCTOBER 6, in the Parish
Hall,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DEDICATORY ORGAN RECITAL
AT THE CATHEDRAL
The Lively-Fulcher Great Organ Inaugural Dedicatory
Concert Series begins Friday, September 20, the Vigil of
the patronal feast of the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 Join us in the Cathedral for a 7:30pm recital
featuring Nathan Laube, one of the most celebrated and
sought-after recitalists in the world. His recent
appearances have included the first inaugural recital of the
restored Harrison & Harrison organ of King’s College
Chapel, Cambridge, as well as performances at NôtreDame Cathedral in Paris, and St. Paul’s Cathedral in
London. He is uniquely qualified to launch this series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St. Matthew’s magnificent
French Romantic organ in our superb acoustics. The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 is located at 1725
Rhode Island Avenue NW, between Connecticut Avenue
and 17th Street, near the Red Line Farragut North Metro
station. For more information, call (202)347-3215 or visit
www.stmatthewscathedral.org.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will hold a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on October 6 at St.
Peter’s on Capitol Hill. Mass will begin at 3: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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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www.DCpriest.org. Please
call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email Fr. Mark Ivany at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RUN FOR VOCATIONS
Help support vocations by registering to run individually,
or joining/forming a Run for Vocations Team. The
Marine Corps 10K (6.2 miles) is on Sunday, October 27.
All funds raised on behalf of the Run for Vocations
directly benefit vocation promotion and seminarian
formation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Registration
fills up quickly, so register as soon as you can.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egister, contact Claire Munter, the
RFV coordinator/liaison (rfv@adw.org).
10th ANNUAL WHITE MASS
All are welcome to the 10th Annual White Mass,
celebrating the gif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Deaf Community. Mass will take place at 11:30am on
October 27 at the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
1725 Rhode Island Avenue NW, Washington D.C. People
wear white to this Mass to symbolize our Baptismal call
uniting us as one Catholic family. We all come to the table
with gifts to share! Archbishop Wilton Gregory will be
the principal celebrant.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Ministries at (301)853-4560
or
(301)200-5430.
Contact
by
e-mail
specialneedsministry@adw.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September 14
Vigil
Sunday, September 15
TWENTY-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Brother Richard
Kiniry, CSC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Special Intention

Monday, September 16
St. Cornelius
St. Cyprian

7:30 a.m.
Special Intention

Tuesday, September 17
St. Robert Bellarmine

7:30 a.m.
Soo Jeong An

Wednesday, September 18

7:30 a.m.
Joseph Caponio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September 19
St. Januarius

5:30 p.m. - 6:30 p.m.
7:30 a.m.
Ryszard Bula

Friday, September 20
St. Andrew Kim
St. Paul Chong
and Companions

7:30 a.m.
Natalia Duane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SEPTEMBER – That
politicians, scientists, and economists work
together to protect the world’s seas and
oceans.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Mary Kelly, Madelyn Cabatic,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FOR YOUR SAFETY
Please be extremely careful on the
uneven brick sidewalk in front of
the rectory. Epiphany Catholic
Church’s service request (number
19-00110224) for Sidewalk Repair, was receiv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is slated for completion on or about March 18, 2020 by
8:50pm. Visit 311.dc.gov or call 311 with questions or for
additional information.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35

성체성가

171

봉헌성가

215

마침성가

4

제1독서

탈출기 32,7-11.13-14

제2독서

티모테오 1서 1,12-17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
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 금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오늘은 워싱턴, DC에 소

루카 15,1-32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15,7).

재한 ‘미국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을

< 생미사 >

후원하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Preston Damien Lee / 봉헌: 이 요셉 가족

◎ 한인 공동체 야유회 및 신앙 걷기

* 손성민 루드밀라 / 봉헌: 이미혜 율리아나

오늘 9시 미

사 후 야유회와 신앙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미사 후 11시까

< 위령미사 >

지 야유회 장소로 오시면 신앙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성모회

* 이명렬 라우렌시오,김용재 스테파노 / 봉헌: 이 요셉 가족

에서 준비해 주시는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걷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기 행사 기부금은 1인 $10, 3인 가족 이상은 $25입니다. 기

◎ 성모회비

부금은 페루 부깔빠 선교 활동에 사용됩니다. 미사 후 신앙

크레센시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걷기 신청 받습니다. 신앙 걷기 행사와 야유회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목회와 성모회에 감사드립니다.

성모회비를 봉헌해 주신 이승연

◎ 성인 예비자 교리

2019-2020년 예비자 교

리는 9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

장소: Nottoway Park Resevable Picnic Area Shelter #1

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

9537 Courthouse Road, Vienna, VA 22181

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

◎ 순교자 대축일 미사

9월 22일(주일)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축일(9월 20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와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복음 말씀은 “매일 미사” 111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많은 참여

한인

공동

바랍니다.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 신청은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새 사목회 임명식

9월 22일(주일)에는 미사

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중에 한인 공동체 사목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본당과 한인

아래 “역사서” 필사 신청 받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공동체의 발전과 신앙 생활의 성숙을 위해 수고해주실 사목

드립니다.

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개강

* 역사서 : 2사무엘 16-24장, 1열왕기 10-22장
2열왕기 1-25장, 에즈라 1-10장, 느헤미야 1-13장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는

9월 22일에 개강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유딧1-16장, 에스테르 1-10장, 1마카베오 1-16장

협조 바랍니다.

2마카베오 1-15장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9월 15일∼9월 21일)
- 열왕기 상권 15장 – 열왕기 하권 1-8장
/ 루카 13, 14장 -

9월 15일(주일)

9월 22일(주일)

독서자

최영일, 차옥신

윤장렬, 곽 수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오채영, 송정우, 김하은

류나형, 정진우, 홍재욱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복

사

2019년 9월 15일 연중 제24주일 (다해)
[ 똑똑 성경 ] 열왕기 1
Q. 열왕기(列王記)는 어떤 책입니까?
• 열왕기는 다윗의 통치 말기부터 유다 임금 여호야킨
까지의 긴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기가 사울과 다윗
의 이야기를 통하여 왕정의 성공 여부가 하느님께 대한 순종
에 달려 있음을 제시하였다면, 열왕기는 신정(神政)의 이상적
인 구현자였던 ‘다윗’을 기준으로 그의 뒤를 이은 임금들
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 통일 왕국의 번영과 분열 과정을 보여 주는 상권에서
는 솔로몬과 그의 후계자들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 1열왕 1-11장 :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치적 · 실정

중 조명하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
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에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살
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주려던 목적에 따라, 자신
이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엮어 놓았습니다. 왕정의 몰락
은 하느님을 배신한 결과인 동시에 그 배신의 역사적 현장에
서 고발하고 경고하였던 예언자들의 활동을 배척한 결과임
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Q. 솔로몬은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지혜의 임금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던(1열왕 5,914) 솔로몬은 능란한 행정력과 조직력, 뛰어난 외교·무역 정
책으로 왕국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 1열왕 12-22장 : 왕국의 분열과 그 시대의 예언자
• 하권은 분열된 왕국이 어떻게 멸망이라는 비극을 맞
게 되는지에 관하여 기술합니다.
- 2열왕 1-17장 :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솔로몬의 건축물들이 드러낸 화려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은 그
의 지혜와 왕국의 영화를 가감 없이 입증했습니다. 그 중 성
전은 왕국의 정치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위상을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공고히 해 주었는데, 계약 궤를 모셔 놓은 성전이
주님의 영원한 현존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분께서 다윗과 맺

- 2열왕 18-25장 : 남 왕국 유다의 존속과 멸망 · 유배

으신 계약(2사무 7,8-17)의 영속성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Q. 다윗의 통치가 왕국의 흥망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

(1열왕 8,23-53). 더불어 이를 통해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다고요?

선택하신 도성이요, 그분의 거처라는 믿음이 확고해졌기에

열왕기 저자는 역사 자료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
왕기의 사가는 왕국의 흥망성쇠를 하느님께 대한 임금들
의 태도에 비추어 바라보는데, 특히 우상숭배를 왕국이 무너
지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고 단죄합니다. 그러
한 사관에 따라, 백성을 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충실하도
록 인도하였던 임금은 ‘선하다’고 일컬었고, 우상숭배로 이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솔로몬의 외교적 성과는 종교 혼합
주의를 초래했고, 대규모 건축 사업에는 강제 노역의 한 형태
인 부역이 뒤따르면서 계층 및 지역 간의 갈등이 양산되었습
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 정책의 부작용 속에서 ‘왕국 분열’의
싹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1열왕 11-12장).

[외침, 2018년 3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복음화국 성경사목]

었던 임금은 ‘악하다’고 평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1
열왕 11,4; 15,3) 또는 “다윗의 길”(2열왕 22,2), “예로보암
의 죄”(1열왕 16,31; 2열왕 10,31; 13,2; 15,9.18.24.28) 혹
은 “예로보암의 길”(1열왕 15,34; 16,2.19.26; 22,53)과 같
은 문구들로 표현됩니다. 밧 세바 사건 말고는 주님의 눈
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던 다윗(1열왕 15,5)은 선한 임금
의 표본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의 전례를 경계하여 단과 베텔
에 성소를 세움으로써 우상숭배의 화근을 마련하였던 예로보
암(1열왕 12,20.26-33)은 악한 임금의 전형이었기 때문입니
다.

Q. 왕들의 이야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

[ 교황님의 9월 지향 ]

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열왕기가 왕들에 관련된 사료 외에 예언자들에 관
한 전승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록 편찬을 목
적으로 하지 않고, 불충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과거를 집

보편 지향 : 대양의 보호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