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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7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to arrange a meeting with the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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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encouraged to register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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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ay to Caesar what belongs to Caesar and to God what belongs to God. (Matthew 22:21)
Do you see the trap these Pharisees were setting when they asked Jesus if it was lawful to pay the census tax to Caesar? If
he had said that the tax was not lawful, he would have been branded as a revolutionary and a threat to the Romans. If he
had said that the tax was lawful, he would have been branded as a collaborator with the oppressive imperial regime.
Jesus saw right through the trap (Matthew 22:18). Instead of falling for it, he gave them a simple yet profound answer—
one that still asks us where we stand.
“What belongs to God” is all of his creation: the plants and animals of the earth, the stars of the sky, the sea and everything
in it. And of course, his people—all of us. As the stars shine and the moon glows, as the birds sing and the trees bloom, they
give glory to God. How much more should we, who are the crown of God’s creation, give him glory and honor? This is
how we “repay to
. . . God what belongs to God”—by worshipping him, by following his commandments, and by reaching out to care for his
loved ones.
What about repaying to Caesar? Does it mean paying taxes so that police keep the peace, school buses run, and towns can
care for the needy through social programs? Yes it does, and much more. That’s because the way we “repay to God” should
affect the way we “repay to Caesar.” It should move us to find ways to care for the poor and homeless, to visit the sick and
the elderly, and to lift up the lonely. It should move us to work toward transforming our towns and cities step-by-step. It
should move us to take care of people, not just pay our taxes.
So what can you do for “Caesar” today?
“Here I am, Lord. Teach me how to change my corner of the world.”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October 15 Offertory Collection: $4,196.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World Mission Sunday Collection: $836.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pray for tho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who are most in need of our
special intentions: Mary Kelly, Madelyn
Cabatic, Frances Sadowski,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ALL SAINTS DAY
Holy Day of Obligation
Wednesday
November 1
Masses
7:30am and 7:00pm
This autumn,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Signing up will allow
you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Enrollment forms are available the back of the
chu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write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MISSIONARY APPEAL Our parish will have a
collection for the Cardinal Onaiyekan Foundation for
Peace (COFP) next weekend, October 28-29. Sr. Agatha
O. Chikelue, DMMM, a missionary from Nigeria, will
speak at all of the Masses, and tell us about the important
work of her organization and of missions around the
world. Please be as generous as you are able.
RETIRED PRIESTS COLLECTION 2017 There will
be a special second collection the weekend of November
18-19, to benefit the Retired Priest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Please use the second collection envelopes
that have been mailed to your home or the special
collection envelopes placed in the pews. Thank you, in
advance, for participating in making our parish proud in
the success of this important collection.
ANNUAL HOLIDAY BAZAAR AND TURKEY
DINNER This yearly event will be held at the Center for
Deaf Ministries in Landover Hills, Maryland, on
Saturday, November 18. The Bazaar is from 11:00am5:00pm, and the Turkey Dinner is from 12:00pm-4:00pm.
There will also be a raffle – First Prize is $500! Each raffle
ticket is $1.00 or 6 for $5.00. The lucky winner will be
announced at 4:00pm on Saturday, November 18. (You
need not be present to win!) All proceeds go to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Ministrie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For more information call
(301)853-4560 or e-mail specialneedsministry@adw.org.
Come enjoy holiday shopping, delicious food, fellowship,
and fun!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On Sunday,
October 29,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will hold a Men’s Discernment Mass
and Dinner at St. Peter’s Church on Capitol Hill. Mass
with Cardinal Wuerl will begin at 4: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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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visit www.DCpriest.org and
select “Events” to register. Please call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write to Fr. Mark Ivany at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ESPRIT DE NOEL Please join the
Georgetown Visitation community for
their annual Christmas market, Esprit
de Noel, Friday, November 3,
11:00am-9:00pm.
and
Saturday,
November 4, 10:00am-4:00pm. Come
stroll around a music-filled Christmas
wonderland on the beautiful 23-acre
campus in the heart of Georgetown, get an early start on
your shopping at 70 boutiques and our silent auction,
enjoy homemade baked goods, taste fare from some of
DC's finest food trucks, and enter our car raffle for a
chance to win a new 2017 Ford Escape. Esprit is free and
open to the public and provides free on-campus parking.
All proceeds support help Georgetown Visitation educate
women of faith, vision, and purpose.
QUO VADIS “COME
AND SEE” RETREAT
Young men in Grades 11
and 12 who are considering
options for college are
invited to Saint John Paul II Seminary from Friday,
November 3 through Sunday, November 5 to experience
seminary life firsthand. This is an opportunity to meet and
talk to seminarians, pray with them, listen to great talks,
and enjoy time for sports and recreation. Please encourage
high school juniors and seniors to consider attending this
great weekend event. Please visit www.DCpriest.org and
select “Events” to register. Please call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write to Fr. Mark Ivany at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SAINTS IN STAINED GLASS TOUR
This All Saints’ Day, learn about the saints
depicted in the stained glass windows of the
historic Franciscan Monastery of the Holy
Land (1400 Quincy St. NE, Washington,
D.C. 20017). The free tour is on Wednesday, November
1, at 12:00p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Carolyn at (202)526-6800.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October 21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Octobe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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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October 23
St. John of Capistrano
Tuesday, October 24
St. Anthony Mary Claret

7:30 a.m.
For the Intentions of
Loretta Hillware
7:30 a.m.
For the Intentions of
Loretta Hillware

Wednesday,
October 25

7:30 a.m.
For the Intentions of
Elizabeth
Flagg-Siekmann and
Loretta Hillware

Thursday, October 26

7:30 a.m.
For the Intentions of
Loretta Hillware

Friday, October 27

7:30 a.m.
For the Intentions of
Loretta Hillware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OCTOBER: WORKERS AND THE
UNEMPLOYED That all workers may receive
respect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that
the unemployed may receive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common good.
VOLUNTEERING AT THE NATIONAL SHRINE
Are you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grow in your own
faith and extend that gift to others through your personal
witness and service to the Church? You are invited to
become a Docent (Tour Guide) or Tour Desk Receptionist
a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Hours and days are flexible and training will
be provided. Community service hours are offered to high
school juniors and seniors wh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Anyone interested should please contact Dee
Steel
at
(202)526-8300,
x111
or
at
visitorservices@bnsic.org.
2017 CARDINAL’S APPEAL There is still time left to
give to the 2017 Cardinal’s Appeal. To do so, go to
https://appeal.adw.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36

성체성가

179

봉헌성가

510

마침성가

252

제1독서

이사야서

45,1.4-6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1,1-5ㄱ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
님께 돌려 드려라”(마태 22,21).

◎ 다음 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10월 29일에는 Cardinal

마태오

22,15-21

Onaiyekan Foundation for Peace (COFP)를 돕는 특별헌금

< 생미사 >

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Sr. Agatha O. Chikelue,

* 권민경 요안나 / 봉헌: 조성연 안젤라

DMMM 께서 본당에 방문하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

* 정태연 안드레아 가정

시고 헌금을 모금합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울뜨레야 10월 정기모임

10월 22일 미사

후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령미사 >
* 하 안토니오 몬시뇰 / 봉헌자: 김박자 리오바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 감사드립니다

◎ 10월 묵주기도 안내

지난 주에 한국에 귀국하신 안호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

영 대건 안드레아 대사님께서 한인 공동체 사목회에 $500을

이하여 공동체가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10월 한달동

기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사님의 가족을

안 미사 전 8시 30분부터 묵주기도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 바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랍니다. 10월 공동 기도는 묵주기도로 대신합니다.

◎ 2017 Faith Walk

◎ 본당 성탄 바자회 안내

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목회와 청년회, 점

해마다 12월 첫주 토요일

에 있는 본당 성탄 바자회가 올해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11월 중에 성탄 카드를 판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
지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주일 신앙 걷기 행사

심을 준비해 주신 성모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걷기 행사 모
금액은 $1,500 이며, 전액을 캄보디아의 “교복천사” 돕기에
사용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은 “www.교복천사.com”을 참
고

[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노동자와 실업자
모든 노동자가 자기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보장받고, 실
업자들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기
도합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하시고,

목요일 7:30pm 지하 친교실
주일 9시 미사 후 지하 교리실
주일 9시 미사 후 사제관 지하 교리실

온라인

송금을

위한

이메일

(neecyproject@gmail.co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진 아모스 신부님 연락처:
- 301-646-9837, 42lee@cua.edu
* 한인 공동체 홈페이지: www.epiphanykorean.org

10월 22일(주일)

10월 29일(주일)

독서자

윤장렬, 서재용

박인주, 이현경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류나형, 최예원, 최장원

류신형, 송정우, 임민석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류신형

오채영

수요일 5:30 - 6:30pm
수요일 10:30am

Paypal

복

사

2017년 10월 22일 연중 제29주일 (가해)
[ 성 요한 바오로 2세 ] 축일 10월 22일

요

한 바오로 2세(카롤 보이티와)는 456년 만에 처음으
로 선출된 비 이탈리아계 교황이다.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군인의 아들로 태어
났으며, 대학을 다닌 후 뒤늦게 2차 대전
중 교구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신학교에
입학, 1946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본당
신부와 신학교 윤리신학 교수를 역임하였
고, 1958년 폴란드 최연소 주교로 서품되

[ 성 유다 타대오와 성 시몬 ] 축일 10월 28일

유

바오로 6세의 서거 후 선출된 요한 바오로 1세가 33일
만에 선종하자 개최된 콘클라베에서 보이티와는 58세의 나이
로 교황에 선출되었다. 보이티와는 이중의 이름(요한 바오로)
으로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 선임교황의 의지를 이어가겠다
는 뜻을 밝혔다.

있고, 마태오와 마르코 복음은 그를 타대오라고 언급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모든 사도들의 이름이 나타나
는 곳을 제외하고는 복음의 어디에서도 따로 언급되지 않는
다. 학자들은 그가 유다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유다'는 '유다 이스가리옷' 즉, 예수님을 배신한 가리옷 사람
유다와 같은 이름인데, 줄여서 그저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
다.

었으며 1963년 크라쿠프 대주교에, 1967년에는 추기경에 서
임됐다.

다는 루카 복음과 사도 행전에서는 유다라 불리우고

시몬은 사도들의 명단 네 군데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
는데 그 중의 두 곳에서는 그를 '혁명당원'이라고 부른다. 혁
명당원은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유다인의 한
파이다. 그들에게 구약 성서의 구세주 약속은 유대인들이 자
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느님
만이 그들의 왕이고 로마인들에 대한 여하한 세금 납부도-로
마인들의 통치 그 자체가-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혁명당원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그들의 종교와 독립의 이

27년간 교황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교황 중 최다인 전
세계 117개국을 방문하였고, 특별히 인간, 생명, 가정의 소중
함을 세상에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평화의 사도이자 영적 지
도자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은 물

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마카베오의 영적 후계자들이다. 그러
나 그들 중 대부분은 현대의 테러리스트들과 비슷하다. 그들
은 외국인들과 '타협적인'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약탈과 살인
을 저지르는 공격을 감행하였다.

론 타 종교와 대화, 민주주의, 전쟁에 대한 호소 등 용서와 화
그들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로 종지부를 찍

해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1981년 5월 13일 터키 청년에게 총
격을 받아 생명의 위험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회복 후 “총을
쏜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
습니다.”라고 말하며 범인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사면을 요청
하였다.

은 로마에 대한 반란의 주된 책임자들이다. 시몬은 예수에게
'이 모든 것을 세상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우리에게만 보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도였고, 열혈당
(젤롯당) 동료들과 함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
시다가 '마법사 테러단'의 곤봉에 맞아서 페르시아에서 순교

한국과의 인연도 깊은데, 1984년 103위 순교성인 시

했다.

성식과 1988년 세계성체 대회로 두 차례 방한했고, 1980년 5
·18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방한 중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금남로를 걸으며, 군
사정권에 대한 압박과 함께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남겨주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 등에 일에도 전문을 보내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였
다.
말년에 파킨슨씨 병을 앓던 중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
어 2005년 4월 2일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
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하였다.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단 기간(선종 후 6년 1개월)에
복자품에 올랐고, 2014년 4월 27일 요한 23세 교황과 함께
시성되었다.

www.paulin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