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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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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With such affection . . . (1 Thessalonians 2:8)
Isn’t it remarkable how easy it is to think it’s our job to teach, judge, or lead other people? We see this everywhere—at
work, in our parish, in schools, even at home. The problem is that in our zeal, it’s easy to forget about the most important
quality: love.
In today’s second reading, St. Paul recalls how dedicated he and his companions were in nurturing the believers in
Thessalonica. He and Silvanus and Timothy made it their goal to share the gospel with them. They talked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 new life he had won for them. They talked abo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change their lives.
They talked about the lure of sin and about our need to stay alert and on guard.
As he focused on points of doctrine like these, Paul was careful to speak about them in terms of love: God’s love for the
Thessalonians and the Thessalonians’ call to love each other in return. For Paul, this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Love
was the glue that held everything together. “We were gentle among you,” he tells them, adding that he and his companions
treated them “as a nursing mother cares for her children” (1 Thessalonians 2:7). What a tender image!
In what many people have called the greatest chapter in Scripture, Paul told the Corinthian believers about the centrality of
love (1 Corinthians 13). Having powerful spiritual gifts or great faith or deep knowledge are as nothing without love, he
wrote.
So whatever you do today, make sure it is built on a foundation of love. Ask the Holy Spirit to show you God’s love for you
more deeply and more personally so that you can love him in return. Ask him to help you share your love with just one
person today. It doesn’t have to be a grand gesture; it just has to be sincere. God can take it from there.
“Thank you, Lord, for your gift of love. Help me to love people as faithfully as you love me.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October 29 Offertory Collection: $4,114.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Missionary Appeal Collection for COFP: $3,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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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NOVEMBER:
That CHRISTIANS IN ASIA,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in word and deed, may promote
dialogue, peace, and mutual understanding,
especially with those of other reli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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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IRED PRIESTS COLLECTION 2017
During the weekend of November 18-19,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second collection for our
retired priests. Please use the second collection envelopes
that have been mailed to your homes and/or the special
collection envelopes that will be placed in the pews. There
is currently a shortfall in funding for priests’ retirement,
and the Archdiocese is working diligently to address this
shortfall through such efforts as this special collection.
The priests of the Archdiocese have been there for you
and your families. Please be there for them to assist in the
dignity of their retirement and to honor their lives of
service.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November was designated as Black Catholic History
Month by the National Black Catholic Clergy Caucus.
During the month of November, we celebrate the gifts of
diversity with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and the
steadfast faith of the African-American Catholics who
worship here.
On the evening of Friday, November 10, please join the
Office of Cultural Diversity and Outreach as it celebrates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s Gospel Mass Choir for
its steadfast witness. The Mass will begin at 7:30pm,
preceded by Praise and Worship starting at 7:00pm. The
liturgy will be held at St. Joseph Parish in Largo,
Maryland, and will be celebrated by Bishop Roy E.
Campbell, J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andra
Coles-Bell
at
(301)853-4469
or
colesbells@adw.org.

AN EVENING TO REMEMBER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November 4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Nove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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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The “Paint and Sip” event at Epiphany, which took place
on Saturday, October 14, was a great success, raising
$2,330.00. The objective of bringing parishioners,
friends, and neighbors to have fun in church was
achieved, and we look forward to hosting more
“fun”raisers in the future. A special thank you is extended
to Linda L. Gray, Dorothy H. Gray, Tanya Mitchell,
Nancy Taylor Bubes, Tish Leonard, and April Lynn
Bowler, for serving as our host committee. We would also
like to thank our guests, parishioners, and friends for their
generous donations supporting the event. Plans to have
another “Paint and Sip” evening in the spring are already
being considered. Stay tuned!
EPIPHANY
CHRISTMAS
CARDS
The new Epiphany
Christmas cards are
now on sale. The
richly colored front
of the card features
an image of the
beautiful
stained
glass window above
the altar, while the
inside says “Merry Christmas”. The cards are sold in
packages of 10 for $15.00, and can be purchased at the
rear of the church. Supplies are limited, so get yours
today!
MOTHER TERESA VOCATION SOCIETY MASS
AND REFLECTION Please join members of the Mother
Teresa Vocation Society (MTVS) in praying for an
increase in vocations and for our current seminarians,
priests, and religious. Fr. Matthew Fish (formerly Deacon
Matthew who spent the summer at Epiphany in 2014) will
lead a Morning of Recollection on Saturday, November
18 from 8:30am–12:00pm at Holy Redeemer Church in
College Park, Maryland (4902 Berwyn Road). The
morning will include Mass, Exposition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Confession, a reflection, and light
refreshments. You do not need to be a member of MTVS
to attend – all are welcom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dcpriest.org or contact Maris Moriarty at
moriartym@adw.org or (202)636-9020.

Monday, November 6
Tuesday, November 7
Wednesday,
November 8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November 9
THE DEDICATION OF
THE LATERAN BASILICA

5:30 p.m. - 6:30 p.m.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Friday, November 10
St. Leo the Great

7:30 a.m.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DAYLIGHT SAVING TIME ENDS on Sunday,
November 5, at 2:00 a.m. At this time, we “fall back” in
the fall by setting clocks back one hour (i.e., gaining one
hour).
VETERANS DAY is November 11, honoring the service
of all United States Armed Forces veterans.
Prayer for Veterans Help us, dear God, to see your face
in every Veteran we encounter. Guide us as we imagine
new ways to support Veterans and their families. Bring
healing and peace to all who have been wounded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during wartime. Help
us bring your saving grace to heal the invisible wounds of
war. We ask this in Jesus’ holy name. Amen.

There will be a 2nd
MAINTENANCE COLLECTION
this weekend, November 4 – November 5.
Your contributions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7

성체성가

163

봉헌성가

212

마침성가

232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1,14ㄴ-2,2ㄴ.8-10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2,7ㄴ-9.13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
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
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 23,12).

◎ 금주 2차 헌금 안내

◎ 11월 미사 봉헌

화답송

복음 환호송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23,1-12

11월 위령성월 한달동안 돌아가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신 분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 다음 2차 헌금 안내

11월 19일에는 워싱턴 대

◎ 본당 레지오 마리애와 함께 하는 <봉헌을 위한 33일간

교구에 은퇴하신 사제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의 준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온전한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봉헌을 위한 33일 준비기도는 몽포르의 성 루도비

◎ 성탄 카드 판매 안내

꼬 성인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33일동안 정해진

성탄 본당 바자회를 대신

기도, 묵상 및 생활 실천 후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

해 성탄 카드를 판매합니다. 10장에 $15이오니, 많은 협조 바

히 바침으로써,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랍니다.

봉헌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한인 공동체 성탄 파티

12월

17일(주일)

이 과정 중 첫째 시기 12일 동안은 예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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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도의 정신에 반대되는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
기 위하여, 둘째 시기의 3주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죄를 통회하며,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 위

한인 공동체 친교가 끝난

한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이 33일간의 정화와 인식의 과정

후 마지막으로 지하 친교실을 나가시는 분들은 친교실 뒷문

이 끝나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과 1층 밖으로 통하는 옆문, 성당 입구에 있는 문이 모두 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회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

겨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열려 있는

다.

◎ 성당 문단속 안내

문으로 외부인이 들어와 성당 기물을 파손하거나 성체 모독

* 기간 : 11월 5일(주일) - 12월 7일(목)

행위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 봉헌식 일시: 추후 별도 공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준비물 : 교재 (단체 구입 예정), 묵주

[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
선교 지향 :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말고 행위로 복음을 증언하고,
특히 다른 종교인들과 나누는 대화와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도록 기도합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 접수 및 문의 : 9시 미사 후 친교실

* 이상진 아모스 신부님 연락처:
- 301-646-9837, 42lee@cua.edu
* 한인 공동체 홈페이지: www.epiphanykorean.org
11월 5일(주일)

11월 12일(주일)

독서자

곽 수, 김현주

박수민, 김미연

제물봉헌

에피파니 D

에피파니 D

허윤, 송민경, 최예원

오채영, 송정우, 임민석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장소은

류신형, 류나형

수요일 5:30 - 6:30pm
수요일 10:30am
목요일 7:30pm 지하 친교실
주일 9시 미사 후 지하 교리실
주일 9시 미사 후 사제관 지하 교리실

복

사

2017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일 (가해)
[ 11월 공동 기도문 ]
[ 아침기도 ]

[ 위령 성월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 아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 아멘.

[ 성 마르티노 ] 축일 11월
11월 11일
11일

헝

가리 판노니아의 사바리아 태생인 성 마르티노는 이교도

다. 그가 이탈리아로 돌아오니 이번에는 아리우스파이던 밀라노의

장교의 아들로 15살에 파비아로 전근한 부모를 따라 자

주교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는 잠시 갈리나리아 섬에 숨어 있다가

신의 뜻과는 달리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로마로 유학을 가서

360년에 프랑스 지방으로 갔다. 여기서 그는 푸아티에의 주교인

그곳에서 예비자가 되었다.

성 힐라리오로부터 도움을 받고 리귀제에서 은수자가 되었다. 이

아미앵에서 지내던 337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거의 벌

윽고 다른 은수자들이 그에게 몰려오므로 이 공동체는 갑자기 큰

거벗은 채 추위에 떨면서 성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프랑스에서의 첫 번째 수도 공동체가

났는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과 무기밖에 없었다. 그

되었다. 이곳에서 10년을 지낸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

는 칼을 뽑아 자기 망토를 두 쪽으로 잘라 하나를 거지에게 주었는

하고 투르의 주교로 임명되었으나, 개인생활은 마르무티에에서 은

데, 그날 밤 꿈속에서 자기가 거지에게 준 반쪽 망토를 입은 예수

수자로서 계속 생활하였다.

가 나타나 “아직 예비자인 마르티노가 이 옷으로 나를 입혀 주었

그가 정열적으로 주교직을 수행하니 이교 신전의 파괴와

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이 신비 체험 후 마르티

개종이 잇달아 일어났다. 그는 또 계시와 환시로도 유명하며 예

노는 18세 때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 제대한 후 푸아티에의 힐라리

언의 은혜도 받았다. 또한 그는 프리실리아누스 이단을 격렬히

오 성인을 찾아가 사제 서품을 받았다.

반대하고 격퇴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먼저 어머니를 개종시키고 또 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일리리쿰으로 와서는 공개적으로
아리우스파 이단과 싸움으로써 매를 맞고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였

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저
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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