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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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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Vanity of vanities! (Ecclesiastes 1:2)
Ecclesiastes is one of the most puzzling books in the Bible. From the very beginning, the author, Qoheleth, uncovers
something we don’t like to think about: the seeming futility of life. Material pleasures don’t satisfy. Justice is rare. Death
makes our accomplishments seem pointless. We feel trapped in an endless cycle, and “nothing is new under the sun”
(Ecclesiastes 1:9).
But far from sounding like a disgruntled old man, Qoheleth is a brave teller of uncomfortable truths. He is aware
that people may not like what he has to say, but he doesn’t want anyone to ignore reality.
Qoheleth is doing more than painting a gloomy picture. His book describes a world that is closed off to God. He is
showing us what life would look like without a Father in heaven who promises to hold us in the palm of his hand. But then
he ends his book by telling us that we do have such a Father. “Remember your Creator,” he says, “before the evil days
come” (Ecclesiastes 12:1). Keep the memory of God alive so that you will be able to weather the bad times—because they
will surely come. Never forget who God is and all that he has done. Never forget what he has done for you.
This is sound advice, but now there is more to the story. Jesus’ resurrection has changed everything! He has opened
the gates of heaven, and we can now experience God, not just in our memory, but alive and active in our hearts. We can
experience the presence of Christ, along with his comfort, his healing power, and his wisdom in our day-to-day lives. So
where Qoheleth would have said, “Remember God!” you can say, “Yes, and experience Jesus!”
Brothers and sisters, life is not futile. It may be wild and dangerous at times, but Jesus has conquered death and
dispelled gloom. His promises are not vain, and his power is real. Reach out to him today, and let him show you that all is
not vanity any longer.
“Praise to you, Jesus, for conquering death and for opening heaven!”
Psalm 90:3-6, 12-14, 17
Colossians 3:1-5, 9-11
Luke 12:13-21
The WORD Among Us
FOR YOUR SAFETY
Pleas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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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July 28 Offertory Collection: $3,533.5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AUGUST
That families, through their life of prayer and love,
become ever more clearly “schools of true huma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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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during the summer holidays.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Maintenance
Collection THIS WEEKEND, August 3-4.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CATHOLIC COMMUNICATIONS AND
HUMAN DEVELOPMENT COLLECTION
Next weekend, August 10-11,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Catholic Communications
and Human Development second collection. Funds for
the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CCHD)
support organizations, both locally and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at serve the poor and disenfranchised.
Please give generously to the combined Catholic
Communications and Human Development collection as
a way to participate in these two important outreach
ministries of the Church.

PLEASE NOTE THAT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FROM WEDNESDAY,
JUNE 5 – WEDNESDAY, AUGUST
28.

MEMORIAL MASS
The Memorial Mass for Father Vincent R. Capodanno,
MM, will take place at 6:30pm on Wednesday, September
4, the 52nd anniversary of his death, in the Crypt Church
of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400 Michigan Avenue NE). His Excellency,
the Most Reverend Timothy P. Broglio, Archbishop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 Services, will be the main
celebrant. This annual Mass is celebrated in memory of
Father Capodanno, killed in Vietnam on September 4,
1967, as he aided embattled Marines. Father Capodanno
posthumously received the Medal of Honor, and in May
2006 the Catholic Church officially proclaimed him a
Servant of God, formally initiating his cause for
beatification. The Father Vincent Capodanno Guild is the
only official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mote the
cause for canonization of Father Capodanno.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CapodannoGuild.org. There will
be open seating, so please plan to arrive early. If special
parking is necessary, contact email Mary Preece at
(202)719-3642 or at mpreece@milarch.org. Military
members are encouraged to wear uniform of the day, and
business attire is appropriate for civilians.
ANNUAL KNIGHT’S TOWER TOUR
This September,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will once again offer the
extraordinary opportunity to view our Nation's capital
from the spectacular vantage point of its bell tower. Tour
opportunities are available Friday, September 6, from
10:00am to 4:00pm. Visitors will ascend the Tower
elevator to the observation level where they can take in
outstanding views in all four directions. The ability to
climb stairs and ride in a small elevator is required to take
this tour. There are no tickets or reservations required, it
will be first-come, first-served. The Basilica is located at
400 Michigan Ave NE, offers ample free parking, and is
walking distance from the Brookland-CUA Station on
Metro’s Red Lin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nationalshrine.com or call (202)526-8300.
2019 SUMMER ORGAN RECITAL SERIES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vites you to join us for our 2018 Summer
Organ Recital Series in the Great Upper Church. The
Recital will take place every Sunday in the month of
August at 6:00pm. The recital schedule is as follows:
August 4: Benjamin LaPrairie - Washington, D.C.
August 11: Emmanuel Duperrey - Villemomble, France
August 18: Damin Spritzer - Norman, Oklahoma
August 25: Jeremy Thompson - Charlottesville, Virginia
Events are open to the public and no tickets or
reservations are required. The Basilica offers free parking
and is conveniently located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Brookland-CUA Station of Metro's Red Lin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the Basilica at (202)526-8300.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ugust 3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ugu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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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August 5
Dedication of St. Mary
Major
Tuesday, August 6
TRANSFIGURATION
OF OUR LORD
Wednesday, August 7
St. Sixtus II and
Companions
St. Cajetan
Thursday, August 8
St. Dominic
Friday, August 9
St. Teresa Benedicta
of the Cross

7:30 a.m.
Soo Jeong An
7:30 a.m.
Joseph Caponio
7:30 a.m.
Mateusz Bula
7:30 a.m.
Bishop Robert
Christian, OP
7:30 a.m.
Ryszard 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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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yours today!
MEMORIAL GARDEN BENE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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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1

성체성가

172

봉헌성가

513

마침성가

63

제1독서

코헬렛 1,2;2,21-23

제2독서

콜로새서 3,1-5.9-11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이 것이다.◎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복음

루카 12, 13 - 21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12,20).

◎ 금주의 미사 지향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생미사 >

◎ 다음 주 2차 헌금

* 김선희 엘리사벳 / 봉헌 : 오승민 아우구스틴

다음 주 8월 11일에는

‘Catholic Communications and Human Development’를 위

< 위령미사 >

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최봉진 요셉 / 봉헌 : 최영화 에렘베르타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목)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
치신 다음 하늘 나라로 불려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를 기리
는 의무축일입니다. 본당에서는 아침 7:30분과 저녁 7:00시에
미사가 있으니, 본당이나 가까운 성당 대축일 미사에 꼭 참례
하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성 가 대 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여름 휴식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9월에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공동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 신청은 미사 후 지하 친교실
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
다. 성당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미사 때 헌금바구니
에 넣어 주시거나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주일학교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교리는 9월 22일에 개강합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에 관심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한줄에 띄어

있는 봉사자는 Koreanmadonna@hotmail.com (마르티나 수

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

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는

◎ 성인 예비자 교리

초중고

한인

2019-2020년 예비자 교

$500입니다.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

[ 교황님의 8월 지향 ]

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
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원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리는 9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
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

기념

복음화 지향 :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인 가정
가정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언제나 더욱 ‘참된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8월 4일∼8월 10일)
- 시편 40 - 53편 / 루카 1, 2장 ※ 성물부에서 [성경] 판매합니다.

8월 4일(주일)

8월 11일(주일)

독서자

박인주, 임도연

박성준, 김현주

제물봉헌

에피파니 B

에피파니 D

송정우, 정진우, 김도훈

오채영, 주성우, 홍재욱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복

사

2019년 8월 4일 연중 제18주일(다해)
[ 성경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 ] 루카 복음서
1. 루카는 누구인가?
루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저술한, 신약에서 유일한 복음
사가입니다. 신약의 거의 1/4에 가까운 분량의 내용을 두 권
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발전상을 전해줍니다. 특
히 머리말(1,1-4)에서 복음서를 어떻게 집필할 것인지에 대
한 기획을 밝히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권의 집필을 시작
합니다.

2. 루카는?
외교인 곧 유다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배려에 심혈을 기
울입니다. 이로써 루카가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 안에는 외교
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이 확실시 됩니다. 마르코와 한 장
면을 비교해 봅니다.
마르 2,3-4: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
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
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
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지붕
에 나무막대기나 나뭇가지를 깔아놓아 손쉽게 벗길 수 있었

음을 선포합니다. 루카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주
요 장면을 봅니다.
ㄱ.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
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2,11)
ㄴ. “오늘 이 성경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
다.”(4,21)
ㄷ.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
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
다.’ 하고 말하였다.”(5,26)
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
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19,9)
ㅁ.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
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23,43)
이는 아직 완성된 구원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여

던 유다인들의 집 구조를 반영해줍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
는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루카 5,19: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
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기와지붕은 로마
식이나 그리스식 지붕을 가리킵니다], 평상에 누인 그 환자
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 보냈다.”

3. 루카복음서의 특성은?
루카복음서의 신학적 특성과 의미를 몇 가지만 짚어봅니다.
1) 예수님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다윗이 베들레
헴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정하여 그곳에서 다스
렸습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
한 조상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어 예루살렘에
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하셨음을 루카는 분명히 밝혀
줍니다.
2) 다른 어느 복음사가보다도 루카는 도성 예루살렘에 큰 의
미를 부여합니다(13,22.33; 17,11; 18,31; 19,11). 예수님
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구원 위업을 완성하시기 위하
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9,51-19,28).
3) 루카는 구약 시대(성부), 예수님 시대(성자), 교회의 시대
(성령)를 선명히 구분해줍니다(16,16). 사도들은 예수님
의 뒤를 이어 복음을 선포합니다(24,47-48). 이 모든 일
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진행됩니다
(24,49).
4)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인류구원이 이미 ‘오늘’ 이루어졌

기에서 이미 하느님 구원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뜻
하는

구절들입니다.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오늘’은

단

지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제 오늘 내일의 영역에 속한 개념
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이 세상 시간을 까마득히 뛰어넘
는 ‘구원된 날’을, 이미 앞당겨 체험하는 ‘천상의 오늘’을 의
미합니다.
5) 약하고 병든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죄인
을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 모습을 루카에서 가장 자주 또 깊
이 만나게 됩니다. 루카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자비와 사
랑 가득한 분으로 용서와 치유의 하느님을 뵙게 해줍니
다. 우리 각자가 먼저 ‘오늘’ 그분을 맛보고 만나려 노력하
고 또 그렇게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이를 그분
께 인도할 수 있기를 루카는 바라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을 기술하고 있습니다(6,12; 9,1-2).
6)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줍니
다. 그 두 장면을 봅니다.
ㄱ.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쫒아내
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
다.”(11,20; 병행구 마태 12,28)
ㄴ.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17,21)
루카는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이미 하느님 나라
가 이미 이 세상 한 가운데 와 있음을 선포합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8년 5월호,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인천교구 용현5동성당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