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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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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As long as Moses kept his hands raised up, Israel had the better of the fight. (Exodus 17:11)
Wouldn’t it be nice to have a direct way to know that your prayers are being heard? Moses had it: hands up, the
Israelites win the battle. Hands down, they lose. It was as simple as that. But Moses couldn’t persevere on his own. He
needed help to hold his hands high.
This story tells us that we all need support at times. It can be very tiring to keep praying. It takes a lot out of us.
That’s why we can all appreciate the image of Aaron and Hur holding up Moses’ hands as he prayed for the Israelites’
victory in battle. His friends stood by him and helped him do what he couldn’t do on his own.
The truth is, each one of us needs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hold us up. They help us persevere. You can
probably recall times when you’ve reached out to a friend and asked him to pray with you for something important. His
support meant a lot to you.
When you don’t see an immediate answer to your prayers, your friends, like Moses’ friends, can help you perceive
the field of battle more clearly and draw your attention to the ways God is already working. They might remind you of
specific times that God has answered your prayers—or theirs—in the past. And when you feel completely in the dark, they
can stand with you and pray with you as you do your best to keep moving forward. You can do the same for them too.
So don’t go it alone! Maybe you already have someone who can stand with you in prayer, a friend who will join
her voice to yours as you intercede. But if not, ask the Lord for someone to partner with you. He loves to send people who
will be there to hold you up.
“Thank you, Lord, for the gift of friendships in the body of Christ.”
Psalm 121:1-8
2 Timothy 3:14–4:2
Luke 18:1-8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October 13 Offertory Collection: $3,124.00
October 13 World Mission Sunday Collection: $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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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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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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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IRED PRIESTS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for
November 9-10 is for
the Retired Priest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Archdiocese of
Washington priests have selflessly served the faithful and
the community to continue Christ’s mission for decades.
Let’s join together to help to provide care and housing for
our retired priests so they can live in dignity. Please use
the envelopes that have been mailed to your homes from
the Archdiocese and/or the special collection envelopes
that will be placed in the pews. You can support the
Retired Priests Collection online at www.adw.org/rpc.
You can also give through your smart phone by texting
“Priest” to (301)231-1816. A text with a link to a secure
form will be sent back to you to complete your generous
gift for this importan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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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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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MASS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invites you to the
celebration of Mass in honor of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and its theme of “Steadfast Witness". The
celebration will take place on Saturday, November 9, at
Holy Family Catholic Church (2210 Callaway Street,
Hillcrest Heights, Maryland). It will begin with praise and
worship at 3:30pm, followed by Mass at 4:00pm with the
Most Reverend Mario E. Dorsonville, Auxiliary Bishop
of Washington, as the principal celebrant.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culturaldiversity@adw.rog.
QUO VADIS COME AND SEE RETREAT
Young men in grades 11 and
12 are invited to experience
seminary life firsthand Friday,
November 8 through Sunday,
November 10 at Saint John
Paul II Seminary. This is an opportunity to meet and talk
to our seminarians, pray with them, listen to great talks,
and enjoy time for sports and recreation. Visit
www.DCpriest.org and select “Events” to register. Please
call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email Fr. Mark Ivany at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MARRIAGE WORKSHOP:
STRENGTHENING YOUR MARRIAGE
A Christ-centered
weekend at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7007 Bradley Boulevard, Bethesda, Maryland),
November 16-17, designed to offer practical tools that can
help foste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closeness in your marriage. Make your marriage thrive,
not just survive! Our speaker team includes Catholic
psychologists, therapists, and priests who will offer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 and be on hand to offer
individual consultations upon request. (Please note: this is
NOT an overnight program.) Cost: $600 per couple. Find
more information and links to register on our website
www.ourladyofbethesda.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October 19
Vigil
Sunday, October 20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October 21
Tuesday, October 22
St. John Paul II
Wednesday, October 23
St. John of Capistrano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October 24
St. Anthony Mary Claret
Friday, October 25

5:00 p.m.
Special Inten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Special Intention
7:30 a.m.
Jeffrey and Julie
Gnany
7:30 a.m.
Soo Jeong An
7:30 a.m.
Joseph Caponio
5:30 p.m. – 6:30 p.m.
7:30 a.m.
Katherine
Casparsen
7:30 a.m.
Americo
Cancellieri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OCTOBER – That the breath of the
Holy Spirit engender a new missionary “spring” in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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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us at
Georgetown Visitation on Wednesday Evenings, 7:00pm8:30pm or at a private home in Georgetown on Thursday
mornings, 9:00am-11:00am.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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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50

성체성가

167

봉헌성가

510

마침성가

63

제1독서

이사야서 2,1-5

제2독서

로마서 10,9-18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전교주일 미사

오늘은 전교주일을 맞아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은 ‘매일 미사’ 1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마태오 28, 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28, 19).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공선애 제노베파 / 봉헌: 강 안나

2019-2020년 예비자 교

리가 사제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
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 위령미사 >
* 김재동 / 봉헌: 조성연 안젤라
* 이인숙 마리아, 김태희 마리아 / 봉헌: 김태현 리오바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복음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많은 참여

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바랍니다.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 신청은 미사 후 지하 친교실

2개는

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

한인

공동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역사서” 필사 신청 받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 나의 주보 성인 찾기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본보기이며

길잡이가 되는 우리 자신의 주보성인에 대해 알아보고, 성인
들의 축일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미사 후 친교실에서 ‘나의

* 역사서 : 2사무엘 16-24장, 2열왕기 1-25장,
느헤미야 1-13장, 유딧1-16장, 에스테르 1-10장,

주보 성인 찾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축일을 알고 계시는

1마카베오 1-16장, 2마카베오 1-15장

분들도 알려주시면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10월 합동 축일 축
하식은 10월 27일에 있고, 11월부터는 매달 첫번째 주일 9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마리톤 대회 안내

10월

27일에

디씨에서

Marine Corps Marathon 대회(www.marinemarathon.com)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10월 20일∼10월 26일)

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통을 통재하는 곳이 많으니,

- 역대기 하권 1 - 12장 / 루카 23, 24장 -

미리 길을 확인하시어 일찍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애

수요일 아침 10시 30분

청년 기도 모임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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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주일)

10월 27일(주일)

독서자

기창원, 김미정

이희수, 조성연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류나형, 장소은, 주성희

송정우, 홍재욱, 주성우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복

사

2019년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2019년 10월
10월 20일
20일 연중 제29
제29주일
미사(전교주일)
전교주일) (다해)
다해)

[ 교황 담화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전교주일 담화 (요약)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의 부성과 교
회의 모성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부
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 명령은 세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

성사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네딕토 15 세의 교황 교서 ｢ 가장 위대한 임 무 ｣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Maximum Illud, 1919.11.30.) 반포 100주년을 기념

너희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세상의 화해

하여, 저는 온 교회가 2019년 10월 한 달을 선교 정신으로 살

를 위하여 일하여라’(요한 20,19-23; 마태

아가는 특별한 때로 지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8,16-20 참조). 이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일부

이번 전교 주일 담화의 제목은 10월 특별 전교의 달 주
제와 동일하게,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
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특별 전교의 달 거행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니는 선교
차원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세

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
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며,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
지 모든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부름받
고 있는 것입니다.

례를 통하여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자녀가 된다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임무｣에서 이미 선교

것은 단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적 행위입니다.

의 도구로 제시된 교황청 전교기구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

우리는 수많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곧 성부와 성

하고자 합니다. 교황청 전교기구는, 선교의 핵심인 기도와 전

자와 성령과 맺는 친교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으로 교황의 선교 임무를 돕는 전

니다. 이 거룩한 생명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세계적 네트워크로서, 교회의 보편성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는 개종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 주고 전달하며 선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에 힘입어, 교황은 개별 교회들과 함께

포할 보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의미입니다.

복음화 노력을 기울이고(교황청 전교회), 지역 성직자를 양성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사물의 올바른 차원을 알게 해 줍니다. 희
망은 우리가 동참하는 하느님 생명의 영원한 지평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해 줍니다. 성사들과 형제애를 통하여 미리
맛보는 그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게 합니

하며(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어린이들의 선교 의식을 키우고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그리스도 신앙의 선교 차원을 증진합
니다(교황청 전교연맹). 교황청 전교기구에 대한 저의 지지를
거듭 약속드리며,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이 저의 직무
를 도와주는 그들의 선교 봉사를 쇄신하는 데에도 이바지하
리라 믿습니다.

다(미카 5,3; 마태 28,19; 사도 1,8; 로마 10,18 참조). 누리 끝

남녀 선교사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례의 은총으로 교

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나가는 교회는 지속적이고 항구한 선

회의 사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저의 진

교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없이 열린 마음과 자비로

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운 나아감이 참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성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인들과 신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다그침
입니다(2코린 5,14-21 참조). 내어 주고 희생하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명령은 우리에게 직접 와 닿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
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어 있지 않고, 자
기 자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매

[ 교황님의 10월 지향 ]

료되며 또 다른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 주어 생명을 낳는 관계를 맺습니다.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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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이도 쓸모없고 무의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당신 숨결을 불어 넣으시어 교회가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열매이기에 모두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봄’을 맞이하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