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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MENTS & PARISH SERVICES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nline,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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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open Mo – Wed from 9:00 am to 3:00 pm.

DAILY MEDITATION: JOHN 18:33-37
My kingdom does not belong to this world. (John 18:36)
Pilate must have been confused. He had asked Jesus point-blank,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ohn 18:33). Jesus
didn’t answer him directly, but he made it clear that his kingdom wasn’t what Pilate had been envisioning. Instead, he said
this kingdom “is not here” and “does not belong to this world” (18:36).
So where is Jesus’ kingdom, and what’s it like? On today’s feast of Christ the King, let’s reflect on God’s kingdom and
how it compares with the kingdom of the world.
The kingdom of the world values power, wealth, honor, and pleasure. These things are not bad in themselves, but we can
easily make them idols. We can even fool ourselves into thinking that we are not going after them. But if they are the
primary reason we get out of bed in the morning, and if we spend most of our time seeking them out, then we are probably
too immersed in the kingdom of the world.
The kingdom of God, on the other hand, values sacrificial love, forgiveness, humility, and service. Such things are not
always attractive because they come with a cost. Yet the reward is always greater—not only in this life, as we experience
Jesus’ abundant love and mercy, but also in the next, when we will see him face-to-face and live in his joyful embrace
forever.
Today as you worship the King of kings at Mass, think about what you most value and what you are most anxious to
achieve. Then see if these things are more in line with God’s kingdom or with the kingdom of the world. We are all
tempted at times to straddle both kingdoms at the same time. But over and over again, we are faced with choices to serve
one or the other. May we always choose to serve Jesus, our King and Lord!
“Praise you,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Jeremiah 33:14-16

Psalm 93:1-2, 5

POPE FRANCIS’ INTENTION FOR
EVANGELIZATION FOR NOVEMBER
We pray that people who suffer from depression or burnout will find support and a light that opens them up to
life.
EPIPHANY CATHOLI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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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lation 1:5-8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November 20
Vigil

5:00 p.m.
Marina Kim

Sunday, November 21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7:30 a.m.
Kyeongwha Shim
9:00 a.m. Korean Mass
10:30 a.m.
Parks Gray Jr.

Monday, November 22
Saint Cecilia

7:30 a.m.
Holy Souls

Tuesday, November 23

7:30 a.m.
Holy Souls

Wednesday, November 24
Saint Andrew Dũng-Lac

7:30 a.m.
Holy Souls

Thursday, November 25
Thanksgiving

10:00 a.m.
Liberty Lardizabal

Friday, November 26

7:30 a.m.
Holy Souls

On #GivingTuesday, November
30th, you can ‘Give Catholic’ by
supporting Epiphany Catholic
Church.
Your prayers, support, and
monetary gifts allow Epiphany
Catholic Church to spread the
Gospel and share God’s message
of love and peace with others.
Join others by supporting the
mission of our Catholic Parishes.
Visit the link below to donate.
https://washington.igivecatholic.
org/organizations/epiphanycatholic-church

Please join us
for our Thanksgiving Mass
Thursday, November 25, 2021
at 10:00 a.m.
There will be NO 7:30 AM Mass and NO Confessions on that day.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O Lord our God, You alone are the Most Holy King
and Ruler of all nations.
We pray to You, Lord, in the great expectation of
receiving from You, O Divine King, mercy, peace,
justice and all good things.
Protect, O Lord our King, our families and the land
of our birth.
Guard us we pray Most Faithful One.
Protect us from our enemies and from Your Just
Judgment.
Forgive us, O Sovereign King, our sins against you.
Jesus, You are a King of Mercy.
We have deserved Your Just Judgment
Have mercy on us, Lord, and forgive us.
We trust in Your Great Mercy.
O most awe-inspiring King, we bow before You
and pray;
May Your Reign, Your Kingdom, be recognized
on earth. Amen

Eucharistic Adoration
Every Wednesday, 5:30 p.m.-6:30 p.m.
Come and spend some time with Jesus!
“In a world where there
is so much noise, so
much bewilderment,
there is a need for silent
adoration of Jesus
concealed in the Host.
It is a source of comfort
and light, particularly to
those who are suffering.”
Pope Benedict XVI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78

성체성가

172

봉헌성가

340

마침성가

73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13-14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5ㄱㄷ-8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
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축하합니다

오늘 최민재 다니엘과 주

성희 로사 학생이 매릴랜드 온니에 있는 워싱턴 한인 천주교

복 음

요한 18,33ㄴ-37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18, 37).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회 아침 10시 30분 미사에서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Mario

* 이 세실리아, 안수정 로사 / 봉헌: 김박자 리오바

Dorsonville 워싱턴 대교구 보좌주교님께 견진성사를 받는 두

* 김 마리나

학생과 다른 70여명의 견진성사 예정자들께 축하드리며, 성

<연미사>

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심경화 / 봉헌: 김지현 루퍼트, 김순영 미카엘라

◎ 성인 예비자 교리

* 남도근, 최봉진, 유분예, 김흥중

2021-2022년 예비자 교

리는 미사 후 사제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
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

/ 봉헌: 최영화 에렘베르타
* 연옥 영혼 / 봉헌: 환의희 모후 레지오 마리애

대합니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

◎ Thanksgiving Day 미사 안내

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본당에서는 11월 25일(목) 아침 10시에 영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어 미사가 있습니다. 이날 아침 7시 30분

◎ 매일미사 신청

미사는 없습니다.

2022년 1~12월 매일미사 신청

받습니다. 1년에 $60(한권에 $6)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

◎ 성체현시 안내

니다.

분-6시 30분까지 성당에서 성체현시가 있습니다. 성체안에

◎ #iGiveCatholic 캠페인

연말을 맞아 본당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두

에 기부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부금

초대합니다.

은 $20이나 그 이상이며,

◎ Memorial Garden

11월 30일(화) 하루동안 온라인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30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www.igivecatholic.org)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15일

되어 있는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

(월) - 11월 29일(월)까지 미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
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독서자

복

사

11월 21일(주일)

11월 28일(주일)

김민희 세레나

권세중 다니엘

이희수 글라라

강수아 로사

조우빈 미카엘

최민식 미카엘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

김이안 미카엘

최민재 다니엘

시다.

[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
보편 지향 :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2021년 11월 21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세계 젊은이의 날 (나해)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36차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 ] (요약)
“일어나라.
내가 너를 네가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
(사도 26,16 참조)

사

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하기 직전에 제
가 서명했던 지난해 담화의 주제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중대한 도전에 앞서 당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미
리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겪었습
니다. 이번 체험은 우리의 약함을 증명하였지만, 우리가 연대
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우리의 미덕들도 드러냈습니
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없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힘
과 열의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
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담긴 사도행전 본문
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네가 본 것
의 증인으로 선택한다’(사도 26,16 참조).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던 어느 날, 홀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
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당신께서 사울을 인격적으로 알
고 계셨음을 사울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
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만이 삶을 변화시킵
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이 신비로운 존재 앞에
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사도
26,15) 이는 결정적인 질문이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 여쭈어
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스스로 예수님께 말을 걸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오로 성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전체에서 바오로는 단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다”(사도 26,15).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에는 선으로, 증오
에는 사랑으로 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불의와
폭력과 조롱과 박해를 견디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
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
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양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와 동떨어진 채 예수님을 알 수 없
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완전히 적대적이며 당신을 박해
하던 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놓치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자 사울은 ‘땅에 엎어
졌고’ 눈이 멉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진리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확신과 자만이 사라지면서 그는 한순간에
길을 잃고 나약해진 ‘작은’ 이가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합니
다. 사울은 눈먼 뒤에 자신의 기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그에게 오직 분명한 것은 그가 보았던 빛과
들었던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우
리는 눈이 멀어야만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겪은 자신의 강렬한
체험 이후, ‘작다’는 의미를 지닌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불리
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오로의 회심은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바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
마스쿠스로 가던 여정을 계속 이어갔지만, 변화가 있었습니
다. 바오로는 새로운 눈으로, 곧 더는 박해자나 집행자가 아
니라 제자이자 증인으로서 실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
님께서 바오로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바
오로의 성격이나 뜨거운 열정을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
신, 그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달자로 만드시어
그가 받은 은총들이 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얻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
서는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바
오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일
어나라! 기죽어 있거나 너 자신 안에 갇혀있지 마라. 사명이
너를 기다린다!”주님과 교회와 교황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
이 오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날 다른 모든 젊은이
앞에서 증인이 되도록 임명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곧 전 세계 젊은이들을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거행으로 향하는 이 영적 순례
길에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진정한 순례
자로서 이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