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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TWENTY-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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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Lying at his door was a poor man named Lazarus. (Luke 16:20)
How many times do you think this rich man walked past Lazarus every day? Yet it’s as if the man never really saw
him; he was little more than part of the “landscape.” The rich man just accepted Lazarus’ presence as a fact of life.
The rich man in Jesus’ parable dies and ends up in torment in the netherworld. But it’s not simply because he was
rich. It was because he didn’t care for this other human being who was, in a way, part of his daily life.
We all know that being a Christian means caring for the less fortunate. There are so many needy people that we can
feel overwhelmed. And besides, most of us aren’t policy experts with the know-how needed to lift people out of poverty.
Even if we gave away all of our possessions, it would hardly make a dent.
It’s helpful, then, to remember that Jesus didn’t have some grand strategy for solving the problem of poverty either.
He just reached out to people, one by one. If the rich man in Jesus’ parable had done the same thing by caring for the beggar
at his door, his life might have ended much differently.
That’s where we can start too—by helping one person at a time, especially those whom we encounter as part of our
daily lives. If every person did that, think about how many people would be reached!
Remember too that God wants you to help those people who may not be lacking in material goods but are still
“poor.” As St. Teresa of Calcutta said,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world dying for a piece of bread, but there are many
more dying for a little love.” Your care and presence for these people are just as important.
At Mass today, ask the Lord to open your eyes to someone who may be at your “door,” without you even realizing
it. You can make a real difference!
“Jesus, show me the ‘Lazarus’ in my life who needs my help.”
Amos 6:1, 4-7
Psalm 146:7-10
1 Timothy 6:11-16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September 22 Offertory Collection: $3,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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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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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SUNDAY, OCTOBER 6, in the Parish
Hall,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OCTOBER IS RESPECT LIFE MONTH
Join Catholics nationwide in celebrating throughout
October. Learn more about upholding the sanctity of
every human life at respectlife.org/respect-life-month.
RESPECT LIFE SUNDAY - OCTOBER 6
Join Catholics nationwide in celebrating the kickoff of
Respect Life Month. Find the reflection on this year’s
theme, "Christ Our Hope: In Every Season of Life," by
visiting respectlife.org/reflection.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collection the
weekend of October 5-6, to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WORLD MISSIONS/PROPAGATION OF THE
FAITH
Each October, the celebration of World
Mission Sunday expresses the heart of
our Christian faith – to proclaim the faith
to the world (Matthew 28:19).
Remembering this Great Commission
from Our Lord, and in solidarity with the
Universal Church,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collection for World Mission Sunday on
October 12-13.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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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TH ANNUAL CBN GALA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atholic Business Network
of Washington, D.C. cordially invites you to attend its
Sixth Annual Gala (The Four Seasons, 2800
Pennsylvania Avenue NW) on Thursday, October 3, at
6:00pm, supporting Catholic education and honoring
members of our community for their contributions to
Catholic education. Archbishop Wilton D. Gregory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be our Honored Guest.
Honorees include: Our Catholic Business Person of the
Year, Vincent C. Burke, III of Brown Advisory and Our
Clergy of the Year, Reverend Patrick A. Smith of St.
Augustine Catholic Church. To purchase tickets or a
sponsorship
go
to
https://cbndc.org/civicrm/event/register.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ustin Silvers, jsilvers@cbndc.org or
(202)957-5188. We hope you can jo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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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September 28
Vigil
Sunday, September 29
TWENTY-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Edward MichaelDaniel Byers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Micheal Lynn

Monday, September 30
St. Jerome
Tuesday, October 1
St. Therese of the Child
Jesus
Wednesday, October 2
The Holy Guardian
Angels

7:30 a.m.
Special Intention
7:30 a.m.
Dominika Bula and
Bruno Simoes
7:30 a.m.
Irena Mayer-Bula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October 3

5:30 p.m. - 6:30 p.m.
7:30 a.m.
Soo Jeong An
7:30 a.m.
Joseph Caponio

Friday, October 4
St. Francis of Assisi

WALKING WITH PURPOSE
WOMEN’S CATHOLIC BIBLE STUDY
Have you grown weary as you run your race and need
encouragement to persevere? Do you long to know Christ
better? Are you ready to grow in your trust of God as your
true source of hope? A study of the Book of Hebrews,
Grounded in Hope helps us to encounter Christ in such a
powerful, comforting and stabilizing way that He can
become our lifeline. The mission of Walking with
Purpose is to help every Catholic woman and girl in
America to open heart to Jesus Christ.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our weekly study sessions at
Epiphany Catholic Church? Bring a friend and meet us at
Georgetown Visitation on Wednesday Evenings, 7:00pm8:30pm or at a home one block from Epiphany on
Thursday mornings, 9:00am-11:00am.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Lourdes
Daubert
at
WWP.Epiphany@gmail.com
or
visit
www.walkingwithpurpose.com. We hope to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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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성체성가

198

봉헌성가

510

마침성가

39

제1독서

제2독서

아모스 예언서 6,1ㄱㄴ.4-7

티모테오 1서 6,11-ㄱㄷ-16

화답송

복음 환호송

복음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
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
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16,25).

◎ 다음 주 2차 헌금

다음 주 10월 6일에는 본

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신앙 걷기에 모

루카 16,19-31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엄지원 미카엘 부제님 / 봉헌: 환희의 모후 Pr.
* 김근표 라파엘 / 봉헌: 오채영 스테파노

인 기부금은 $1,055입니다. 페루 부깔빠에서 선교 활동을 하

* 김순영 미카엘라, 김지현 루퍼트 / 봉헌: 김박자 리오바

고 계시는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녀님께 전해드리겠습니

< 위령미사 >

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사목

* 안준영 / 봉헌: 김박자 리오바

회와 성모회에 감사드립니다.

* 윤석심 / 봉헌: 김주은 호세마리아

◎ 주일학교 개강

초중고 주일학교가 지난

주에 개강하였습니다. 미사 후 지하 친교실 교리실에서 있으
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2019-2020년

예비자가

사제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견
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하 친교실 사용과 관련

하여 몇 가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친교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귀가시 에어컨과 전등 끄기,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 감사 헌금

김박자 리오바 $1,000

◎ 2020 달력 광고 안내

내년 달력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달력에 사업체나 단체 광고를 신청하실분은 10월 4
일(금)까지 koreanmadonna@hot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한인 공동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 신청은 미사 후 지하 친교실
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9월 11일 현재 필사 현황은 아래와 같
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단속 (지하 뒷문과 성당 옆문)
* 성당 옆문 사용시 왼쪽 문짝 사용(가로 손잡이가 없는 문)
* 화장실 사용시 가능하면 휴지는 휴지통에 넣기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9월 29일∼10월 5일)
- 시편 54 - 67편 / 루카 17, 18장 ※ 성물부에서 [성경] 판매합니다.

* 성경 필사 완료자 : 37명
* 성경 필사 완료 단체 : 2 (에피파니 B, 에피파니 C)
* 성경 필사 완료 :
탈출기, 민수기, 여호수아기, 룻기, 토빗기, 아가서
지혜서, 애가서, 바룩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쿡서, 스바니아서, 말라키서
9월 29일(주일)

10월 6일(주일)

독서자

김 마리나, 최영화

박인주, 이혜진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오채영, 주성우, 주성희
복

사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2019년
주일 (다해)
2019년 9월 29일
29일 연중 제26
제26주일
다해)

[ 성 프란치스코 ] 축일 10월
10월 4일

[ 대천사 ] 축일 9월 29일
29일
가브리엘 대천사

가

브리엘은 '하느님의 힘'이란 뜻이며, 다니엘이 본 환
시와 예언을 설명해 준 대천사이며, 즈카르야와 마리

아

시시의 부요했던 포목상 베드로 벨라도네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1182-1226년)는 그의 어머니 비

카 부인이 요한으로 세례를 받게 했으나, 프랑스를 사랑하던
부친이 프랑스인이란 뜻으로 프란치스코로 개명하게 하였다.

아에게 각각 세례자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하느님의
그 시대 젊은이들이 그랬듯 젊은 날을 낭비하고 노는 일로 보

사자이다.

내던 중, 기사가 될 꿈을 안고 전투에 참가했지만 투옥되기도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하느님의 사자들이요, 하느님으
로부터 나오는 능력들이며,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
이다(히브 1,14).

후로 점차 딴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는 스폴레토에서 그리스도의 환시를 보고 "내 교회

라파엘 대천사

주

했고, 석방된 후로는 오랫동안 중병에 시달리다가 회복한 이

를 고치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나병환자와의 극적인 입
맞춤을 통하여 지난날의 생활을 청산하였다. 그후 프란치스

님 앞에 서 있는(토빗기 12,12. 15) 일곱 대천사 중

코는 성 다미아노성당에서, 복음을 글자 그대로 살기로 결심

의 한 분인 라파엘 대천사는 토비야와 사라를 위하여

했으며, 부친의 유산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히브리말로 라파엘은 '하느님이 치유하신다.'라는 뜻
이고, 이 땅을 '치유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다.
요한 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

서 보속 생활에만 전념하기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약소
하고 이후 줄곧 삶으로 실천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와 뜻을
같이하며 따르는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난 부인"을 모시
고 극도의 청빈생활을 시작함으로써 프란치스코회가 첫 발을
내딛게 했다.
1212년에는 성녀 클라라를 도와 "가난한 부인회",일
명 "클라라회"를 세웠다. 또한 성인은 선교열을 이기지 못해

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주님

모슬렘인을 찾았다가 포로가 된 적이 있기도 하다. 1224년에

의 천사가 라파엘 대천사이다.

는 라 베르나 산에서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았고, 2년 뒤에

라파엘 대천사는 특히 간호사, 시각장애인의 수호천사
이다.

"자매인 죽음"을 맞았다.
성인은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태
양의 노래], [평화의 기도] 등 놀라운 영적 발자취를 후세에

미카엘 대천사

미

남겼다. 1226년에 선종하시고 2년 뒤에 시성된 성 프란치스

카엘 대천사는 교회가 전례에서 공경하는 세 분의 천

코는 흔히 제2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신앙의

사 중의 한명이다(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모범이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구약에서도 2번이나 나타났고(다니엘 10,13 이
하;12,1), 신약에서도 두 번 언급되었다(묵시록 12,7-9). 이
천사는 외경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천상 군대의 장수,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보호자, 특히 임종자들의 수호자로
나타난다.
미카엘 대천사 공경은 처음에 프리지아에서 발단되어,

[ 수호천사 - 안젤로, 안젤라 ] 축일 10월
10월 2일

하

느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천사
들을 보내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가

도록 비춰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서방교회로 확산되었고, 교황 젤라시오의 재임기간에(492-

하느님의 명을 받아 각 사람을 보호해

96) 북이탈리아의 가르가누스산에 발현하였다는 전설이 내려

주는 천사를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수

온다. 그의 발현 지점에는 기념 성당이 건립되었다.

호천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기도를 하느님께 전

흔히 미카엘 천사는 악랄한 용과 싸우는 칼로 표현되

달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곁에서

며,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은 로마의 살레리아노가에 세워진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수호천사의 존재는 우리가 죄와 악

미카엘 대성당 봉헌 기념일이고, 1970년에는 그의 축일이 가

을 피하고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도록 해준다.

브리엘과 라파엘의 축일과 합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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