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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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ptism of Our Lord
He shall bring forth justice to the nations. (Isaiah 42:1)
Today marks the end of the Christmas season. The stories of Jesus’ birth are over. Baptized by John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Jesus is now ready to proclaim the good news. So let’s take a quick look back at some of the events that
have brought us to this point.
We began Advent reading about how all the nations will stream to God’s holy mountain (Isaiah 2:1-5). But after
that, we read mostly about humble, everyday people: the elderly priest Zechariah; Joseph, a prayerful carpenter and his
young wife, Mary; shepherds on a hillside. There’s a short journey to Bethlehem, a simple birth, and a child in swaddling
clothes. About the most glamorous event was a visit from some mysterious figures from the East.
So where are the “nations” that Isaiah prophesied?
Today’s feast offers an answer. Jesus isn’t waiting for the world to come to him; he is going out to it. He will accept
baptism and then go out and “bring forth justice to the nations” (Isaiah 42:1).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e will travel all
over Palestine and “open the eyes of the blind, . . . bring out prisoners from confinement, and from the dungeon, those who
live in darkness” (42:7).
Ever since the day of his baptism, Jesus has been going out into the world. First he did it himself. Then he sent out
Peter and Paul and the other apostles. And now he is sending you.
But don’t worry; he’s not sending you out alone. You are part of the “world” that Jesus is going out to minister to.
Today and every day, he comes to fill you with the same Spirit that filled him at his baptism. So place yourself in today’s
readings. You are God’s child, and he is pleased with you. He is asking you to “bring forth justice” to the little corner of
“the nations” where you live—and he is with you to help you do it.
“Here I am, Lord! Send me out to share your good news.”
Psalm 29:1-4, 9-10
Acts 10:34-38
Matthew 3:13-17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Promotion of World Peace
We pray that Christians,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and
all people of goodwill may promote peace and justic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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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December 22 Offertory Collection: $4,226.72
December 25 Christmas Collection: $6,165.00
December 29 Offertory Collection: $5,186.00
January 1 Solemnity of Mary Collection: $377.00
January 5 Offertory Collection: $3,233.00
January 5 Maintenance Collection: $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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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FOR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This weekend, January 11-12,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a second collection for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brings the Gospel, the sacraments,
pastoral ministries, and spiritual services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nd is therefore responsible
for more than 1.8 million men, women, and children
around the world. It also supports veterans who are cared
for in Veterans Administration Medical Centers. Please
prayerfully consider making a generous contribution to
this most worthy cause.
GMC WINTER SHELTER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host the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from
January 26 to February 2.
Volunteers will be needed to assist
the coordinators with providing hospitality to our
homeless guests and meal preparation/clean up. Please
support our local outreach efforts. Anyone wishing to
volunteer should use the sign-up sheets at the back of the
church or contact Chris Rowe directly at
cjrshopper@aol.com.

EPIPHANY SEASON OF GIVING
We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our Season of
Giving. St. Ann’s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is
most grateful for your financial
support and generous donations of “Wish List” items. We
are also especially grateful to Dorothy Gray, Season of
Giving Chairperson, and Linda Gray, who organized the
giving campaign. Because of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we can proudly say that our campaign was a great
success!
A SPECIAL NOTE OF THANKS
We would like to thank those who
generously donated the Christmas
flowers which graced Epiphany
Catholic Church during the Christmas
season: Dorothy Gray, Linda Gray,
Grace Goodell, Paul and Sharon Hillery, Bark Ja Kim,
Bertrand and Young-Key Kim Renaud, Sung and Sook
Park, and Yong-Jin and In-Young Kang Yoon. We are
also especially grateful to Gary Salomon, who designed
and built our breathtaking new nativity, and decorated the
church so beautifully for the holidays.
GIVING TUESDAY
Thank you for choosing to make
a gift to benefit Epiphany
Catholic Church and the larger
Catholic
community
on
#GivingTuesday. EPIPHANY
CATHOLIC CHURCH RAISED $5,411.42 – MORE
THAN ANY OTHER PARISH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Because of
YOU, #iGiveCatholic has been an incredible success in
its inaugural year for the benefit of the many worthy
Catholic causes throughout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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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anuary 11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January 12
THE BAPTISM OF
OUR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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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January 13
St. Hilary
Tuesday, January 14

7:30 a.m.
Bozena Dylag
7:30 a.m.
Maria Gancayco
7:30 a.m.
Marcena
GrudniewskaRajkowska
7:30 a.m.
Elzbieta Rajkowska
7:30 a.m.
Soo Jeong An

Wednesday, January 15

Thursday, January 16
Friday, January 17
St. Anthony

PLEASE NOTE THAT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ON
WEDNESDAY, JANUARY 15.
FOR YOUR SAFETY
Please be extremely careful on the uneven brick
sidewalk in front of the rectory. Epiphany Catholic
Church’s service request #19-00110224 for repair is
slated for completion on or about March 18, 2020 by
8:50pm by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isit 311.dc.gov or call 311 with
questions or for additional information.
MEMORIAL GARDEN BENEFACTORS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those who have given so
generously to Epiphany Catholic Church’s Memorial
Garden, thus far: George Hartley, Gregory Doolan,
Duane Ford, Dorothy Gray, Susan and Joseph Graif,
Malgorzata Bula Duane, Deborah Kemp, Grace Goodell,
Neville Waters, Christopher and Salli Rowe, Joseph and
Kelly Fisher, Janggun Lee, Fr. Sangjin Amos Lee, Frank
Jazzo, Nicola Wharton, Joan D. Tillery, Charles and
Carolyn Skuba, Nancy Taylor Bubes, Simon and Anna
Lee, Yong Seok Ju, Bark Ja Kim, Jungsoo Hur, Sujin Kim,
Sung Park, Eun Nam, Linda Gray, Jingui Hwang, Ki Yon
Kuk, Monica Roache, Carl Vacketta, Robert and Susanne
Lang, Sungyun Cho, James Person, Tae Chung, Betsy
Werronen, Gyun Estep, Byungmin Jeong, Hector Perez,
Cecile Khill, Young-Key Kim Renaud, Joongseo Kim,
Keagan Gros, Gary Boehlert, Paul Thrasher, Bark Ja
Kim, Mary Ann Marshall, and Laurice Redhead.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

성체성가

153

봉헌성가

216

마침성가

479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복음

마태오 3,13-17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

◎

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3,16).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미국내 군종 교구를 돕는

◎ 금주의 미사 지향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위령미사 >

◎ 성인 예비자 교리 개강

* 조학래 미카엘 / 봉헌: 채수정 소화 데레사

예비자 교리반이 오늘 개

강합니다. 예비신자와 견지 예정자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

* 이상록 요셉 / 봉헌 : 이 안나

◎ 감사드립니다

다.

◎ 주일학교 겨울 방학

주일학교는 2020년 1월

19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1월 26일에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

◎ 성모회비

2020년 성모회 연회비를 봉헌해
주신 조후나 가정과 김지혜 크리스티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과 참여 바랍니다.

◎ 설 위령미사 봉헌

대림시기와 성탄 시기에 St.
Ann’s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 기증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5일(토)은 “설날”입

니다. 1월 19일에 설미사(매일 미사 125쪽 참고)를 봉헌합니
다. 조상님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미사 지향은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님께 오늘까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세금 공제 서류

2019년 한 해동안

성당에 기부해 주신 도네이션이나 헌금에 관련한 세금 공제
서류(2019 Contribution Statement)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사무실로 (epiphanygeorgetowne@gmail.com, 202-9651610 - 화,수,목 근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매일미사” 신청

2020년 1~12월 매일미사 신청
받습니다. 1년에 $60, 한권에 $5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노숙자 쉼터 봉사

1월 26일(주일) 저녁 ∼ 2
월 1일(주일) 아침까지 Georgetown Ministry Center에 등록
된 노숙자들이 본당 지하 친교실에 머물게 됩니다. 한인 공동
체는 1월 26일(주일) 저녁과 28일(화) 저녁에 봉사합니다. 도
움을 주실 분들은 류 토마스 형제님(thryou@gmail.com께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1월 18-25일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주간’입니다. 가톨릭과 타종교인들
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

한인 공동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참여 해 주
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필사 신청은 모두 마쳤고, 필
사를 다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금주의 성경읽기 (2020년 1월 12일∼1월 18일)
[ 교황님의 1월 지향 ]

- 욥기 22 ∼ 42장 / 사도행전 5 ∼ 6장 -

복음화 지향 :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들

1월 12일(주일)

1월 19일(주일)

젊은이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

독서자

장수진, 조성연

박성준, 이선규

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제물봉헌

에피파니 A

에피파니 A

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

장소은, 주성희, 김태우

허 윤, 장지운, 김도훈

사

2020년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 (가해)
[ 똑똑 성경 ] 욥기
Q.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츠 땅에 사는 욥, 그는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
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으며, 많은 자녀를 두었고, 동방 제일
의 재력가였습니다. 그의 시대 지표들에 비추었을 때 경건함
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고, 다복함에서는 최고의 삶을 누렸습
니다(1,1-5).
하느님의 마음에도 흡족했던 욥, 그런데 그가 하느님
을 경외하는 마음과 현재 누리는 복 사이에 모종의 관련성
이 있을 거라며 문제 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천상 어전
에 선 사탄은 욥의 신앙에 기복적인 요소가 다분하니 검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검증을 위해 욥이 누리는 복
을 거두어 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사탄으로 인해 신앙의 시험
대에 오르게 된 욥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차례대로 잃게 됩
니다(1,6-2,7).
갑작스러운 삶의 파탄을 겪고도 하느님에 대한 흠 없
는 마음을 굳게 지켰던 욥, 그렇지만 처참한 그의 상황
에 할 말을 잃어버린 친구들을 마주하고서는 불행으로 가득
한 자기 처지에 눈을 뜹니다. 불행을 바라보기 시작한 욥에게
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말은 삶에 대한 한탄, 생명을 허락하
시어 고통을 겪게 하신 하느님에 대한 원망입니다(2,8-3,26).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소용돌이에 있는 욥, 그는 하
느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아 왔던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
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라
는 전통 사상은 부당하다는 마음만 더해 줄 뿐인데, 친구들
은 전통적인 응보의 논리에 어떻게든 욥의 현실을 맞추어 보
려 합니다. 세 차례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그들은 욥을 죄인
이라 확정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마음을 돌
려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4-25장).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 그가 느끼는 원
통함의 감정은 친구들을 넘어 하느님께로 향합니다. 모든 것
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친구들에게서 느낀 배신감보다도 견디
기 힘든 것은 하느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
신 채 고통의 화살만 소지 말고 모습을 드러내시어 자신과 시
비를 가리자고 하느님께 도전합니다. 법정으로 가서 누가 잘
못했는지 가려 보자고 합니다(27-31장).
하느님께 소송을 제기하며 “구원자”(19,25)에 희망
을 거는 욥, 그는 하느님을 거슬러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하
느님을 거슬러 하느님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
인지는 뚜렷하지 않으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
은 한줄기 희망의 빛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아직
은 확실한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죽음의 문턱조차 넘
게 하는 힘이 됨은 분명합니다. 욥은 지금 원망과 희망의 양
극단을 오가며 끝끝내 이해할 수 없음에도 그분이, 바로 그분
만이 이 희망의 원천이시라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습
니다(19,23-27).
하느님을 뵙게 된 욥, 그러나 그가 피를 토하듯 던
진 그 모든 질문, 특히 삶과 죽음과 고통에 대한 물음에 하느
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쏟아 내

[ 주님 세례 축일 ]

우

리는 예수께서 요르단 강에서 요한
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
서 하느님께서 구원의(하늘이 열리는) 새 시
대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린
다. 예수께서는 비둘기의 상징으로 성령에
따른 하느님의 새 백성을 대표하신다. 그리
고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수님이 예언자들에 의해 예
언된 바로 그 주님의 종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한다.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사적 세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 전통
적 믿음이다.
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접촉하여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세례는 그리스도교 세례의 원형이
되어 성사를 통해 각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
녀가 되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린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세례 축일로 끝난다.

www.catholic.or.kr
시며, 그가 부조리하다고 ‘심판’하였던 세상의 이면, 즉 당신
께서 돌보시는 창조계의 신비에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3841장).
인간의 지혜로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깨
닫게 된 욥, 고통 역시 하느님의 영역에 속하는 신비임을 고
백하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
는 누구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
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껄였습
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
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
어 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래
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
니다.”(42,3-6)
시련으로부터 일어서는 욥, 그에게는 하느님을 ‘뵈옴’
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고통과 치
열하게 씨름하는 가운데 신앙의 지평을 넓혔던 욥을, 하느님
을 기어이 뵈려 하였던(19,27) 그의 신앙을 올바르다고 인정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갇혀 버
린, 곧 ‘귀로만 들어 온 하느님’에 안주하는 친구들을 책하시
는데, 결국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욥은 이전보
다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수를 다하고 삶을 마감합니다(42,717).
Q. 욥기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욥기를 펼쳐드는 이들은 흔히, 욥이 그랬듯이 불의
한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지
만 욥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가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만
나게 되는 과정에 함께하면서 고통과 악의 문제를 파헤치려
는 욕구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그분을 알아 가
는 자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외침, 2018년 9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제1대리구 복음화2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