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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1, 2018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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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ages 7 to 10,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Con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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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Mark 10:45)
It has been estimated that Internet start-up companies try to squeeze ten years’ worth of growth in just three years.
Imagine the grueling amount of work the entire team would have to perform over that time. Imagine the sacrifices each
team member would have to make in order to make the company a success.
Now imagine if, one day, one of the employees of such a company stood up in a meeting and asked the founder to
make him a key executive over everyone else. Imagine him asking for the corner office and all the other perks that come
with such a position. How do you think his coworkers would react? They had all worked hard! Why should this fellow get
special treatment?
This scenario is a bit of a modern take on today’s Gospel reading, as James and John ask Jesus to guarantee them
special seating when he comes into his kingdom. All the disciples had worked hard and followed Jesus faithfully, so why
should these two be raised up above the others?
It seems that James and John miss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y didn’t understand that Jesus was destined to
be a heavenly king, not an earthly one. They missed that he wanted to build a kingdom focused on mercy and love, not
power and domination.
Second, they didn’t realize that Jesus had come to die, not to reign. He had come, not to be served like royalty, but
to serve his people—to the point of giving up his very life for them.
Finally, they missed the point that this isn’t a competition. Everyone who serves Jesus will be given a seat of honor
in heaven!
Like the apostles, you, too, are part of Jesus’ team. So think about your role in his organization. How is he calling
you to give your life in service to him and his kingdom?
“Father, give me a servant’s heart. Lord, I want to dedicate myself to making sure that everyone in your kingdom
succeeds.”
Isaiah 53:10-11
Psalm 33:4-5, 18-20, 22
Hebrews 4:14-16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October 14 Offertory Collection: $3,175.2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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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 CATHOLIC CHURCH
MEMORIAL GARDEN FUNDRAISER
Beginning
November
3-4,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begin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to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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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ONLY BE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www.georgetownepiphany.org) - the cost will b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to your church in memory of someone
special in your life.

“PAINT AND SIP”
There will be a “Paint and Sip” fun-raiser
on SATURDAY, OCTOBER 27, from
6:00pm-8:00pm, in the Parish Hall. This
special event will feature expert art
instruction, complimentary wine, and the
painting supplies to create your own masterpiece. There
are only 23 spaces remaining and registration is required,
so register now! The fee per person is $40.00. To register
and
pay,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georgetownepiphany.org.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with any questions, or send an email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is exciting and enjoyable
evening!
COMING SOON - FLOCKNOTE
Bring your cell phone to church
November 3-4! We will be launching
“Flocknote” (like sending “notes” to
your “flock”), a simple new service that
will enable Epiphany Catholic Church to
communicate more easily and effectively with you, via
text message or e-mail. All of your contact information
will be completely safe and secure, for internal use only,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participation!

WORLD MISSION SUNDAY
This weekend, October 20-21,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celebrate
World Mission Sunday, which reminds us
of Our Lord's Great Commission to the
Church to go into the whole world to
proclaim the faith (Matthew 28:19). The World Mission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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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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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enean Jones
(301)853-4527 or Sr. Annai (301)853-4528 in the
Archdiocesan Office of Missions.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OCTOBER IS DOMESTIC VIOLENCE
AWARENESS MONTH:
Pray at 3:00pm each day for family peace.
Catholics for Family Peace (based at Catholic University)
invites you to join them in a moment of prayer at 3:00pm
every day during the month of October, for those
suffering from violence and abuse and those who use
violence to control others. We pray for them and for all
who 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To learn more, please
visit www.catholicsforfamilypeace.org.
WHITE RIBBON AGAINST PORNOGRAPHY
WEEK: October 27-November 3
Pornography is on the rise, not
only because it is easier to access,
but because of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negative and
harmful effects associated with this addictive material.
The Archdiocesan Office for Family Life provides antipornography
resources
on
its
website
www.visiblesign.org.
9th ANNUAL WHITE MASS
The 9th Annual White Mass, celebrating the gif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eaf community, will be
celebrated on Sunday, October 28, at 11:30am at the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 (1725 Rhode Island
Avenue NW).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Ministries at (301)853-4560
or specialneedsministry@adw.org.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OCTOBER: The Mission of
Religious That consecrated religious men and women
may bestir themselves, and be present among the poor, the
marginalized, and those who have no voice.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October 20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October 21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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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October 22
St. John Paul II

7:30 a.m.
Soo Joung Am

Tuesday, October 23
St. John of Capistrano

7:30 a.m.
Joseph F. Caponio

Wednesday, October 24
St. Anthony Mary Claret

7:30 a.m.
Mary Raugh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October 25

5:30 p.m. – 6:30 p.m.
7:30 a.m.
Benjamin Urmeneta

Friday, October 26

7:30 a.m.
Anna Lee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MASS
On Saturday, November 10, the Archdiocesan Office of
Cultural Diversity and Outreach invites you to the annual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Mass at the 4:30pm Vigil
Mass at Mt. Calvary Church in Forestville, Maryland
(6700 Marlboro Pike). The 2018 Honoree is the St.
Joseph’s Society of the Sacred Heart (The Josephite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Sandra Coles-Bell at
(301)853-4469 or culturaldiversity@adw.org.
TOLTON: FROM SLAVE TO PRIEST
Starting Thursday, November 15, through
Sunday, November 18,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and the Diocese of Arlington
are collaborating to bring the Saint Luke
Productions play, “Tolton: From Slave to
Priest”, to Bishop Ireton High School (201
Cambridge Road, Alexandria, Virginia
22314) for five performances during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The play tells the story of Servant of God
Father Augustus Tolton, who journeyed from slavery to
become the first African-American Catholic priest. There
is no charge for this event, but free-will offerings will be
accepted. You may reserve seats online at
www.arlingtondiocese.org/tolton.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Sandra Coles-Bell at culturaldiversity@adw.org
or (301)853-4469.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50

성체성가

172

봉헌성가

216

마침성가

6

제1독서

이사야서 2,1-5

제2독서

로마서 10,9-18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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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전교주일을 맞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
탁드립니다.

◎ 묵주기도 성월 행사

복음

마태오 28, 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28, 19).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이계손 헬레나 / 봉헌: 김박자 리오바

묵주기도성월을 맞이하여

* 이승아 크레센시아나 가정 / 봉헌: 복사단 자모회

오늘 9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공동체가 함께 묵주기도를 봉
< 위령미사 >

헌합니다. 기도지향은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 “모든 신자가
천주 성모님과 성 미카엘 대천사께 교회를 악마에게서 보호
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친교와 참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으
로 하나되게 하소서”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마리톤 대회 안내

10월

* 황화순 수산나 / 봉헌: 이 안나

◎ 본당 레지오 마리애와 함께 하는 <봉헌을 위한 33일간
의 준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온전한 봉헌을 위

28일에

디씨에서

한 33일 준비기도는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성인의 정신과 가

Marine Corps Marathon 대회(www.marinemarathon.com)

르침에 따라 33일동안 정해진 기도, 묵상 및 생활 실천 후 성

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통을 통재하는 곳이 많으니,

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

미리 길을 확인하시어 일찍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도께 봉헌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 정 바오

이 과정 중 첫째 시기 12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 버지니아 성당에서 주최하는 제5기 성 요셉 아버지 학교

정신에 반대되는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둘째 시기

에 관심있으신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

의 3주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죄를 통회하며, 성모

까지 지하 친교실에서 받습니다.

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 위한 기도와 묵상을 합

◎ “아버지 학교”에 초대합니다

니다. 이 33일간의 정화와 인식의 과정이 끝나면 봉헌식을 하

* 주제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게 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나이 관계 없음)

* 기간 : 11월 5일(토) - 12월 7일(수)

* 일정 : 11월 3일 - 11월 4일(1박 2일)

* 봉헌식 일시: 추후 별도 공지

* 장소 : Trinitarians Retreat Center Baltimore, MD 21208
* 신청비 : $160

◎ 한인 공동체 성탄 파티

이 기회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준비물 : 교재 (책자 혹은 웹사이트), 묵주
* 접수 및 문의 : 9시 미사 후 친교실

12월

16일(주일)

저녁 5시 30분에 한인 공동체 주최 성탄 파티가 있습니다. 예
수 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는 파티에 많은 참여 바
랍니다.

10월 21일(주일)

10월 28일(주일)

독서자

박인주, 정선진

기창원, 김미정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 1부 : 소공동체 및 단체별 공연 경연
* 2부 : 저녁 식사 및 개인 장기자랑

복

사

허 윤, 장소은

오채영, 송정우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임민석, 임준석

장소은

2018년 10월 21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나해)
[ 교황 담화 ] 2018년 제92차 전교주일 (요약)

[ 10월 공동 기도문 ]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성모 찬송

사

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에 관
하여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한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
녀로서 삶의 여정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그리
스도인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
일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영원히 젊음을 지켜 나가리라 확신
합니다. 그 확신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모든
이를 향하여 말하도록 저를 다그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끌리는 것과 파견되는 것은 우
리가, 특히 젊은 시절에, 사랑의 내적인 힘으로 여기는 두 가
지 움직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불현듯 들이닥쳐 우리를 이끌어
가는 삶의 힘을 젊은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느낍니다. 세
상을 향한 우리의 책무를 기쁘게 실천하는 일은 크나큰 과제
입니다.
교회는 거저 받은 것을 선포하면서(마태 10,8; 사도 3,6
참조),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이끄는 바로 그 길과 진리
를 젊은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
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유를 일깨우시어
이러한 참되고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선포하도록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놓는다는 것은, 그
불로 타오르는 사람을 완성시켜 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을 밝혀 주며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2코린 5,14 참조). 우
리에게 하느님의 드넓은 지평을 열어 주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
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내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옆면에서 계속...
고 바로 손닿는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젊은이 여러분도 세례성사로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받은 신앙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여 세세대대에 이어지는 증인들의 위대한 대열
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다양한 단계의 공존 안에
서, 교회의 사명은 세대를 이어 주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많은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 삶을 내어

교회 사명의 핵심인 신앙 전수는 사랑의 전파로 이루어
집니다. 이때 기쁨과 열정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충만함을 표
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성사적 현존과는 여전히 이
질적인 인간 문화 종교 상황들이 가장 변방인 “땅끝”을 나타냅
니다. 예수님의 선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주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었습니다(마태 28,20; 사도 1,8 참조). 이것
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민 선교(missio ad gentes)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 참조)에게 봉사하는 길을 선교 자원봉사 활
동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사랑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증언합니다. 이 칭
찬할 만한 선교 봉사의 기회는 보람찬 시작이 되고, 성소 식
별을 통해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날 땅끝은 매우 상대적
이며 언제든 쉽게 ‘항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세상, 곧 너무나
만연하고 언제든 이용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는 경계를 허물
고 거리감을 없애며 차이를 줄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가깝

주지 않는다면 결코 삶의 참된 친교는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에 동참하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헌신하여야 합니다(루카 9,23-25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이번
10월 전교의 달에 젊은이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세계주교
대의원회의는, 우리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위해 언제나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선교 제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