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     
  

 
 
 
 
 

 
 

 
  

BAPTISM OF THE LORD 
January 9, 2022 

Rev.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nline,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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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open Mon – Wed from 9:00 am to 3:00 pm. 

http://www.georgetownepiphany.org/


DAILY MEDITATION: LUKE 3:15-16, 21-22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Luke 3:16) 

 
Now that’s a promise worth remembering: Jesus wants to baptize us with his own Holy Spirit! But what does this mean? 
Let’s look first at Jesus’ experience of the Spirit. Luke tells us that at Jesus’ baptism,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him (3:22). On that day, Jesus received the Spirit in a new way—a gift from God that would empower him and set him on 
the path of ministry, service, and ultimately death and resurrection. Though Jesus was already fully God, the Spirit of God 

still came upon him. 
Luke includes a small but important detail in his account. As the Spirit descended on him, the Father called out,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Luke 3:22, emphasis added). He spoke directly to Jesus. He told him how 

delighted he was in his Son’s obedience, humility, and trust in him. Baptized, or immersed, in water, Jesus was also 
immersed in the Holy Spirit that day. 

When you were baptized, the Holy Spirit came upon you, and God claimed you as his beloved child as well. He entered 
into a new, unbreakable relationship with you, and you became a new creation in Christ (se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279). 
But God doesn’t want to fill you with his Spirit only at your baptism. He wants to baptize you—immerse you—in his 

Spirit again and again so that you can be filled with his love and equipped for the work God has for you. Again and again, 
he wants to tell you, “You are my beloved child. I love you. I am pleased to have you in my family.” 

Even if it has been decades since you were baptized, God still wants to fill you with his Spirit. So don’t be afraid to ask 
for more: more of his love, and more of his power in your life. 

“Jesus, fill me with your Spirit. Let me know your love in a new way today!” 
 

Isaiah 42:1-4, 6-7        Psalm 29:1-4, 9-10        Acts 10:34-38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For Human Fraternity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EPIPHANY CATHOLI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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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anuary 8 
 
 

 
Sunday, January 9 

BAPTISM OF THE 
LORD 

5:00 p.m.(Vigil) 
Jean Wilbert Chevalier 

 
 

7:30 a.m. 
Holy Souls 

9:00 a.m. (Korean) 
10:30 a.m. 

Our Parish Family 

Monday, January 10 
 

7:30 a.m. 
Holy Souls 

Tuesday, January 11 
 

7:30 a.m. 
Holy Souls 

Wednesday, January 12 
 

7:30 a.m. 
Holy Souls 

Thursday, January 13 
Saint Hilary 

7:30 a.m. 
Holy Souls 

Friday, January 14 
 

7:30 a.m. 
Holy Souls 

 

http://www.georgetownepiphany.org/
https://www.bing.com/images/search?view=detailV2&ccid=A8rS5eYY&id=B8D19CD406F8878433D0754EE1A6AA7273F74F7E&thid=OIP.A8rS5eYYYIfIAOIk9RieSwDiEs&q=Pope+Francis+Coat+of+Arms&simid=608008220532477742&selectedIndex=2


 
 

 
 
 
 
 
 
 
 
 
 
 

 

 
Inclement Weather Reminder 

 
As we experienced the first snow this winter, I just 

want to remind you that our Masses will NEVER be 
cancelled due to inclement weather.  

But prudential judgment should always be used. 
No event, including Mass, requires your attendance if 

you feel that weather conditions are too dangerous.  
It is your right and responsibility to determine 

whether it is safe and/or wise to travel when road 
conditions may be hazardous.  

Those who choose not to travel because of unsafe 
conditions are dispensed from the obligation to attend 

Mass. 
 
 

 

 

Season of Giving 
- Thank you! - 

 
Overwhelmed by your very generous response to our 

Season of Giving I want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who participated  

in our Season of Giving. 
St. Ann’s Children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nd SOME are most grateful for you financial 
support and donations of “Wish List” items. 

Your gift will make a difference  
in so many other’s life. 

I also want to thank Linda Gray  
who organized the campaign. 

 
May God bless you all,  

Fr. Stefan 

 
 

2021 Charitable Donations 
 

Should you need a copy of your 2021 contributions, you 
can request one to be sent to you in the mail at the end 

of January. Email the parish office at 
office@epiphanygeorgetown.org. Please note that the 
parish office keeps a record of your contributions as 
long as you indicate your name and address on any 

correspondence and envelopes.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and ongoing support of 
our parish. 

 

Blessed Sacrament Bereavement 
Support Group 

 
The Shrine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at 3630 

Quesada St. NW, Washington, DC 20015, will offer an 
eight-week bereavement support group series for adults 

who have experienced the death of a parent, spouse, child, 
sibling or significant other. The Winter series will begin 

Tuesday, February 22, 2022 and continue for eight 
consecutive Tuesdays through April 12, 2022 from 7:00-
8:00 PM. The meetings are virtual and participants need a 

computer/tablet with a mic and camera to participate. 
There is no fee but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im Hoffman at 
hoffmanlpc@gmail.com or call cell: 202-577-2213 

 

mailto:office@epiphanygeorgetown.org
mailto:hoffmanlpc@gmail.com


  

 

주님 공현 천주교회주님 공현 천주교회                                                                                                                                                                                                                                    

[ [ 교황님의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월 기도 지향 ]]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시다. 

◎ Parish Giving  헌금이나 도네이션을 온라인으로 

봉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당 웹사이트

georgetownepiphany.org에 있는 “Parish Giving”에 등록하

시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

니다. 

◎ 매일미사 신청  2022년 1~12월 매일미사 신청 

받습니다. 1년에 $60(한권에 $6)입니다.  신청 바랍니다. 

◎ 주일 학교 교리    중고등학생 교리가  

Zoom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지은 프란

체스카 선생님(jieun.i.kang@gmail.com)께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되어 있는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

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

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1월 9일(주일) 1월 16일(주일) 

독 서 자 
추흥식 프란체스코 

권형숙 엘리사벳 

조은희 글라라 

이희수 글라라 

복    사 
최민재 다니엘 

주성희 로사 

조우빈 미카엘 

김이안 미카엘 

시작성가        481 

봉헌성가        511 
 

성체성가         198 

마침성가            1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복  음       루카   3,15-16.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

이 열렸다 (3,21). 

◎ 금주의 미사 지향 

  <생미사>    

  * 이준성 요셉 신부님 / 봉헌: 한인 공동체 

  

☞ 옆면에서 계속 

 「전례사전」에 따르면 국가부터 작은 본당 사목구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임이나 평신도 모임은 수호성인을 한 분

만 선택해야 한다. 수호성인을 정하면 지역교회 관할권자 인

준을 받아야 하며, 수호성인이 국제적 성격을 띠었으면 성좌

가 이를 인준한다. 

 특별한 성인을 개인이 수호성인으로 삼아 세례명으로 

택한 경우 교회는 수호성인의 축일을 ‘영명축일’(靈名祝日)로 

축하한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특별한 성인들을 회사나 전문직, 

단체의 수호성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들 삶에 있었던 사건

이나 특성 때문이다. 교육자의 수호성인은 성 요한 보스코, 

성체대회 수호성인은 성 파스칼 베일론, 도서관 직원들의 수

호성인은 성 예로니모다. 또 아기 예수의 데레사와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은 각각 ‘선교사업’과 ‘자선단체’의 수호성인

으로 불린다. 



  

 

20222022년 년 11월 월 99일 주님 세례 축일일 주님 세례 축일  ((다해다해)                      )                        

주 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

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축일은 

아울러 신앙인들이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신의 세례

를 되돌아보게 한다. 수호성인을 정하고, 세례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자 했던 각오를 기억하는 것이다. 

세례 때 수호성인을 정하고 세례명을 받는 것은 언제부터였

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세례명과 

수호성인의 뜻에 대해 알아본다. 

 

■ 의미와 유래 

세례명은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으로, 영명(靈

名) 혹은 본명(本名)으로 부른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안눈치아타(성모영보), 아가페(사랑) 등 주요 교리나 개념을 

세례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56항은 “세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고 세례명에 대해 밝힌다. 아울러 “수호성인은 사랑

의 모범을 보여주며 전구를 보장해준다. ‘세례명’은 그리스도

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세례 때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해 새롭게 영성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한다. 

 이름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를 이끌었던 모습은 성경 내

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사라이가 사라(창세 17,15)로 바뀐 것과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달라진 것 등이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개인 이름이 가지는 영적인 중요

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된다. 그만큼 개인이 지니는 이름이 그 

사람의 소명(召命)과도 연결돼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

기서 다시 한 번 세례명의 중요성이 되새겨진다. 

 세례를 받으며 한 성인을 수호자로 삼는 풍습은 안티

오키아의 성 이냐시오(107년)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

다. 3세기 중엽, 교부 치프리아노나 암브로시오의 기록에서

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유아에게 세례를 줄 때 성경에 나

오는 이름이나 성인 순교자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덕성을 본받고, 도움을 전구하

며 일생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

분 뜻을 기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수호성인에 대해 「가톨릭대사전」은 “‘모든 성인의 통

공’(1코린 10,16: 2코린 13,13)과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코린 

1,9 :12,8.13)는 두 가지 교리에 근거한다”고 밝힌다.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서로를 기도와 선행으로 돕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며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돕는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클레멘스 5세 교황(재위 1305~1314)이 소집한 비엔

나공의회(1311~1312)는 교회가 세례성사 때 세례명 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교회법 규정으로 이어졌

다. 1918년의 옛 교회법 761조에서는 “본당 사목자가 신자들

에게 자녀 세례명을 반드시 성인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권해

야 한다”고 명시했다. 1983년의 「교회법전」 855조는 “부모

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

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제시한다. 

 세례를 앞둔 이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례

명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당 사목자나 교리교사, 대부

모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로 대부모는 16세를 채워야 하며, 소임은 세례 받

을 이를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 후 이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견진과 성체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

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2015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사목

적 혼란을 피하고자 세례명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

는다고 결정했다. 

 

■ 수호성인 

주보성인(主保聖人) 혹은 보호성인(保護聖人)으로 불리는 수

호성인은 개인 또는 단체를 보호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수

호자를 말한다. 그처럼 국가, 교구, 성당, 도시, 장소, 기관마

다 특정한 성인을 모실 수 있다.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성인 공경의 한 형태로 생

겨났다. 초기 교회에서는 순교자 무덤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 순교자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일이 많았다. 그런 배경에

서 3세기경까지는 순교자만이 성당의 수호성인이 될 수 있었

다.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인정되고서는 증거자, 주교, 선교사, 

성당의 창설자, 신비(삼위일체, 십자가, 구세주) 등도 수호성

인이 됐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당뿐만 아니라 직업과 단체에 

대한 수호성인까지 생기며 그 전통이 이어져 갔다. 

☜ 옆면에 계속 

[ [ 주님 세례 주님 세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