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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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He cannot be my disciple. (Luke 14:26)
Hate your parents? Hate your own life? Carry a cross? That seems awfully harsh! Luke tells us that Jesus spoke
these words to the “great crowds” that were with him (Luke 14:25). Notice that the crowds were not necessarily “following”
him; they were just traveling along, watching to see what he would do next. Jesus knew their motives were mixed, so he
stopped and addressed them with these challenging words.
Jesus knew where each person in that crowd drew a line. Maybe one didn’t want to leave the security of his parents’
home. Or another was worried about becoming an outcast if she followed Jesus. Maybe a third was eager to begin the
journey with Jesus but would not hold on when the going got tough. Or another just went with Jesus out of curiosity.
Jesus stopped and spoke to these crowds because he wanted to shake them up a bit and help them to push past
whatever obstacles might be keeping them from following him. He wanted them to see that discipleship was a serious
decision, a decision he couldn’t make for them. They had to decide on their own if he was worth following.
Each of us is like the people traveling with Jesus. We all have areas of our lives, perhaps relating to a sin or a grudge
or a lack of trust that we can’t seem to release. But Jesus is calling us further down the road of discipleship. So close your
eyes for a moment and imagine him calling to you. What is he saying?
As you listen to the readings at Mass today, notice if anything stands out to you. Is Jesus asking you to come closer?
Is he shining light on something keeping you from him? If so, then take this insight with you when you receive Communion,
and ask Jesus to write it on your heart. Trust that he will show you how to live it out this week.
“Jesus, I want to follow you even more deeply!”
Wisdom 9:13-18
Psalm 90:3-6, 12-14, 17
Philemon 9-10, 12-17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September 1 Offertory Collection: $3,034.00
September 1 Maintenance Collection: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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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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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F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Next weekend, September 14-15,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a second collection f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This national
university of the Catholic Church was
established by Pope Leo XIII and the
United States bishops in 1887, and it currently provides
an education based in Catholic intellectual tradition to
over 6,000 students, including clergy, religious,
seminarians, and young lay men and women. For more
than 100 years, this national collection has been a pillar
of support for the University and, by helping fund
financial aid and more, is critical to a successful academic
year for both students and faculty. You can learn more at
collection.cua.edu.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FIRST SUNDAY HOSPITALITY
Come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on special First
Sundays of the month!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Hospitality
Committee,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Our first event of the season, a Coffee
Social, will take place on SUNDAY, OCTOBER 6, in the
Parish Hall,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DEDICATORY ORGAN RECITAL
AT THE CATHEDRAL
The Lively-Fulcher Great Organ Inaugural Dedicatory
Concert Series begins Friday, September 20, the Vigil of
the patronal feast of the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 Join us in the Cathedral for a 7:30pm recital
featuring Nathan Laube, one of the most celebrated and
sought-after recitalists in the world. His recent
appearances have included the first inaugural recital of the
restored Harrison & Harrison organ of King’s College
Chapel, Cambridge, as well as performances at NôtreDame Cathedral in Paris, and St. Paul’s Cathedral in
London. He is uniquely qualified to launch this series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St. Matthew’s magnificent
French Romantic organ in our superb acoustics. The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 is located at 1725
Rhode Island Avenue NW, between Connecticut Avenue
and 17th Street, near the Red Line Farragut North Metro
station. For more information, call (202)347-3215 or visit
www.stmatthewscathedral.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will hold a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on October 6 at St.
Peter’s on Capitol Hill. Mass will begin at 3:00pm
followed by dinner and a discussion of the priesthood with
priests, seminarians, and other men from the D.C. area.
Men must register to attend at www.DCpriest.org. Please
call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email Fr. Mark Ivany at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September 12
Most Holy Name of Mary

5:30 p.m. - 6:30 p.m.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September 13
St. John Chrysostom

7:30 a.m.
Special Intention

RUN FOR VOCATIONS
Help support vocations by registering to run individually,
or joining/forming a Run for Vocations Team. The
Marine Corps 10K (6.2 miles) is on Sunday, October 27.
All funds raised on behalf of the Run for Vocations
directly benefit vocation promotion and seminarian
formation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Registration
fills up quickly, so register as soon as you can.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egister, contact Claire Munter, the
RFV coordinator/liaison (rfv@ad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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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l come to the table
with gifts to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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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day, September 7
Vigil

5:00 p.m.
Mass of Thanksgiving
for Blessings Received

Sunday, September 8
TWEN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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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September 9
St. Peter Claver

7:30 a.m.
Soo Jeong An

Tuesday, September 10

7:30 a.m.
Joseph Caponio

Wednesday, September 11

7:30 a.m.
Richard Giovanoni,
Jr.

EUCHARISTIC ADORATION WILL
RESUME
THIS
WEEK
ON
WEDNESDAY, SEPTEMBER 11,
5:30PM-6:30PM.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SEPTEMBER – That politicians,
scientists, and economists work together to protect the
world’s seas and 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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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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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 311.dc.gov or call 311 with questions or for
additional information.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66

성체성가

151

봉헌성가

50

마침성가

15

제1독서

요엘 예언서

2,22-24. 26ㄱㄴㄷ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복 음

루카 12,15-21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
호하며 돌아오리라.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워싱턴, DC에 소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12,15).

◎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봉헌

오늘은 한가위 추

재한 ‘미국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을

석(9월 13일)을 맞아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

후원하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합니다.

◎ 한인 공동체 야유회 및 신앙 걷기

9월

15일

(주일) 9시 미사 후 야유회와 신앙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미
사 후에 11시까지 야유회 장소로 오시면 신앙 걷기 행사를 진
행하고, 성모회에서 준비해 주시는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김박자 리오바 / 봉헌:

습니다. 신앙 걷기 행사 기부금은 1인 $10, 3인 가족 이상은

* 이 안나 / 봉헌: 이미혜 율리아나

$25입니다. 기부금은 페루 부깔빠 선교 활동에 사용됩니다.

* 정선진 가브리엘라

미사 후 신앙 걷기 신청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소: Nottoway Park Resevable Picnic Area Shelter #1
9537 Courthouse Road, Vienna, VA 22181

◎ 주일학교 개강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는

9월 22일에 개강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 봉헌: 정지은 아녜스, 이 크레센시아나

◎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성 가 대 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오늘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관
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한인

공동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많은 참여
2019-2020년 예비자 교

바랍니다.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 신청은 미사 후 지하 친교실

리는 9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

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
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황님의 9월 지향 ]
보편 지향 : 대양의 보호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시다.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9월 8일∼9월 14일)
- 열왕기 상권 1-14장 / 루카 11, 12장 ※ 성물부에서 [성경] 판매합니다.

9월 8일(주일)

9월 15일(주일)

독서자

박인주, 장수진

최영일, 차옥신

제물봉헌

에피파니 D

에피파니 C

장소은, 김도훈, 홍재욱

오채영, 송정우, 김하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복

사

2019년 9월 8일 연중 제28주일, 한가위 (다해)
[ 성모님의 축일, 기념일들 ]

교

회는 성모 마리아가 보여 준 신앙의 모범을 강조하고,
신앙인들이 그 모범을 본받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리아와 관련된 축일·기념일들을 제정해 기념하
고 있습니다. 그 축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의무 대축일)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기념하는 날. 마리아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마리아와 관련한 축일들이 4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은 예수님
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엄격히
구별하는 이단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마리아를 하
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 예수의 어머니라는 주
장이 생겨났다. 이에 교회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
아가 하느님의 모친임을 공포하였다.
2.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
가 되리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로, 전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불렸다. 마리아는 이 계시를 받고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였다(루카 1, 26-38).
3.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5월 31일)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루카 1, 39-4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이 축일을 ‘성모 왕고 축일’이라 불렀
다.
4.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의무 대축일)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
늘로 올라갔음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성모 승천은 비록 성경
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믿을 만한
전승과 구세사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 마리아와 그리스도
의 관계,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위치 등으로 받아들여진 신학
적 결론이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이를 믿을
교리로 반포하였고, 한국 교회는 이 날을 의무 축일로 지내고
있다.
5.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9월 8일)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예루살렘
에 있던 마리아 성당 축성일인 9월 8일에
지켜지고 있다. 성모 탄생에 관해서 성경
에 언급된 바가 없으나 가톨릭 신학과 교
의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야고보의 원복
음서를 비롯한 몇몇 외경에 그 이야기가
전해진다. 12월 8일인 ‘원죄 없이 잉태되
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은 바로 이 축일에
서 날짜를 거꾸로 계산한 것이다.

6.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9월 15일)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던 슬픔과 고통
을 기념하는 날. 6세기경 동방교회에서 주로 예술 작품을 통
해 표현해 오다가 12세기에 서방교회로 전파되었다. 마리아
의 고통이 무엇인지 초기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7이라
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과 ‘성모칠락’과 연관하여 ‘성모칠고’
로 고정되었다.
성모칠고 : 시메온의 예언, 이집트 피난, 어린 예수를 잃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남, 십자가 곁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
켜봄,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예수를 장사 지냄
성모칠락 : 구세주를 잉태할 것을 계시받음, 엘리사벳 방문,
예수의 탄생, 동방 박사를 통하여 예수가 구세주임이 드러남,
성전에서 어린 예수를 다시 찾음, 예수 부활, 성모 승천
7.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10월 7일)
성 도미니코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여 묵주기도를 통해 악을
물리치라고 한 후 묵주기도 신심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묵주기도의 효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레판토 해전(1571년 10월 7일)이다. 당시는 터
키군의 승리가 거의 확실했는데 교황 비오 5세가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치게 함으로써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비오 5세는 이 승리의 날(10월 첫째 주일)을 기념하도록
했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10월 7일을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선포했으며, 또한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
로 정했다.
8.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11월 21일)
마리아의 부모가 세 살 된 마리아를 하느님께 봉헌한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경(야고보의 원복음, 위 마태오복음)에는 나타난다.
단, 교회는 봉헌 사실만을 신심면에서 인정할 뿐, 위경에 나
와 있는 관련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9.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 미국 의
무 대축일)
마리아가 아무런 원죄의 흔적도 받지 않고 잉태되었음을 기
념하는 축일. 전에는 ‘무염시태(無染始胎)’로 불렸으나 현재
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 바뀌었다. 교
회는 비록 성경에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교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에게 전례되어 온 교리의 일
부라고 가르친다. 교황 비오 9세는 1854년 12월 8일에 마리
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교회의 믿을 교리로 정의하고 전 세계
에 선포하였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한국 교회의 수
호자이기도 하다.

- 가톨릭 디다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