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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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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pended from June 22-Augus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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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 Thu from 9:00 am to 3:00 pm. 



 

DAILY MEDITATION: LUKE 12:32-48 
Much will be required of the person entrusted with much. (Luke 12:48) 

 
What if someone entrusted you with a million dollars and told you to use it to open a food bank? Would you keep it 

for yourself and use it to buy a fancy car or to travel to an exotic place? No, you would get to work figuring out 
how to use the money wisely so that you could feed the poor and hungry. 

Now, it’s unlikely that someone would hand you a million dollars, but God has entrusted you with something 
infinitely more valuable. It’s the gift of faith! And he doesn’t want you to keep it all for yourself. As Jesus said in 

today’s Gospel, “Much will be required of the person entrusted with much” (Luke 12:48). So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precious gift? Let’s take a look at this reading for some ideas. 

First, we need to put our faith into action. In Jesus’ parable of the good steward, the vigilant servants await their 
master’s return and are ready to open the door “immediately” when he arrives (Luke 12:36). Jesus wants us to be 
prepared for his Second Coming. But he also wants us to be vigilant as we await his coming into our hearts in this 

life. We need to stay faithful to prayer, always listening for his voice and ready to do what he is asking of us. 
Second, we need to be ready to share our gift of faith. We know that God wants us to help people come to know 

how much he loves them. Yet as we go about our daily lives, it’s easy to get sidetracked and distracted by the things 
of this world. Then, like those servants in the parable, we risk missing opportunities to share our faith when they 

arise. 
Yes, much has been entrusted with us—more than we can ever imagine. Today and every day, let’s ask for the 
grace to also do what is required of us. May we always be like those vigilant servants who faithfully await their 

master’s return! 
 

“Lord, thank you for entrusting me with the gift of faith.” 
 

Wisdom 18:6-9          Psalm 33:1, 12, 18-22          Hebrews 11:1-2, 8-19 
 

 
MAINTENANCE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THIS weekend, 
August 6/7,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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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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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7 
 

 
Sunday, August 8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Vigil) 
Richard Pantel 

 
7:30 a.m. 

Holy Souls 
9:00 a.m. (Korean) 
 Souls in Purgatory 

10:30 a.m. 
Our Parish Family 

Monday, August 8 
Saint Dominic 

7:30 a.m. 
Holy Souls 

Tuesday, August 9 
 

7:30 a.m. 
Socorio Sequeda 

Wednesday, August 10 
Saint Lawrence 

7:30 a.m. 
 Holy Souls   

Thursday, August 11 
Saint Claire 

7:30 a.m. 
Holy Souls  

Friday, August 12 
 

7:30 a.m. 
Holy Souls 



 

FOR SINGLE ADULT CATHOLICS 

2022 Bethany Beach 

23rd Annual Bethany Beach Retreat/Vacation in 
Delaware,  

Labor Day weekend/week Sep. 3 – 10, 2022. 
Sponsored by the St. Catherine & St. Lawrence 

Societies for single Catholics.  
Very low prices (weekend or whole week): $340 

men; $320 women (if paid by 8/15/22) – +$20 after.  
All meals, beach chairs, tennis included.  

Space is limited. Mass daily with Fr. T. Morrow. 
Holy Hour available daily.  

Send Payment to St. Catherine Society, 1590 
Kimblewick Rd., Rockville, MD 20854. For more 
info contact Fr. T. Morrow at morrowt@adw.org. 

Pay online at 
https://www.paypal.com/biz/fund?id=AJLD5F4VY4

3NE. 

 

 
 

 
 

 

 

 

 

 

 

 
 
 
 
 
 
 
 
 
 
 

 

 

 
 
There are many couples who are in struggling marriages 
and looking for hope.  Many do not know where to turn for 
help and most have never heard of Retrouvaille. 
Retrouvaille is a very successful and canonically 
recognized program that has helped save many marriages 
since it began in 1977.   Retrouvaille is a non-profit and all 
volunteer ministry that collectively impacts more 
struggling marriages and families than any other ministry 
in the world.   
Do you feel alone? Are you frustrated or angry with each 
other? Do you argue, or have you just stopped talking to each 
other? Does talking about it only make it worse? Retrouvaille 
helps couples through difficult times in their marriages. This 
program has helped many couple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ir marriage.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or to register for the upcoming 
program beginning with a weekend on September 2nd - 4th,  
please visit: www.HelpOurMarriage.org, call (443) 400-
7017, or email us at: 3015@HelpOurMarriage.org 

 
Again and again, parishioners of churches in 
various dioceses have been targeted by fraudsters 
via text messages, emails, or messages through 
Facebook messenger claiming to be the parish 
priest or parish secretary asking for money or gift 
cards, indicating it’s an emergency. 
Don’t give! It’s a scam! 
 
Please be aware that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never contact a parishioner directly with an 
emergency request for cash or gift cards! 
If you are not sure about a text or email you have 
received, do not engage or respond and call our 
parish office right away and notify us. 

If you are tired of writing 
checks each week or travel too 

often to make your weekly 
pledge, please consider our 

Online  Giving! 
 

We are now offering online giving through Parish 
Giving! Whether you are currently giving in cash, 

check, or direct deposit, consider switching to online 
giving for an easier, more convenient option. 

 It is easy to sign up through our parish website: 
www.georgetownepiphany.org → Get Involved → 

Online Giving or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 



  
 

 
 

Understanding Anxiety & Stress in a Post-
Pandemic World 

 
Workshop Series: Starts September 8, 2022 

 
Learn how to feel stronger and healthier in a post-

pandemic world by attending this upcoming series of 
workshops presenting talks and time to practice learning a 

new technique experientially. Presented by 
Dr. Kathleen Musslewhite, Executive Director of the 

Alpha Omega Clinic, the series will run monthly 
on Thursday evenings: Sep 8, Oct 13, Nov 10, Jan 

12, Feb 9, Mar 2; each session duration: 7:00-8:30pm. 
The cost for each session is $60 per person, or sign up for 
the entire series for $300 per person. Come to all or some. 
This program is a collaboration of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with the Alpha Omega Clinic, both located 
at 7007 Bradley Blvd., Bethesda, MD 20817.  
Find more information and links to register on 

our website: www.ourladyofbethesda.org 
 
 
 

Rosary for Ukraine 
 

 
Join faithful from Annunciation Parish and other parishes 
as they pray for peace in Ukraine. They meet every 
Thursday at noon at the Russian Embassy front entranc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Annunciation Catholic Church 

Phone: 202-362-3323 or http://www.annunciationdc.org/ 

 
 

Three to Get Married  
Marriage Prep 

 
 Aug 11-14 

 
The Three to Get Married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is a Catholic Pre-Cana program for seriously dating and 
engaged couples. This marriage preparation course is an 
intensive preparation experience true to the teachings of 

the Catholic Church.  Convenient one-weekend schedule. 
FOCCUS administration is included. $315 per couple. 

Space will be limited and these weekends fill up quickly, 
so reserve your spot today!   

Find more information on the 
website ourladyofbethesda.org.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Bethesda, MD. 

 

 

Evening Reflection for Couples 
Wednesday, August 17, 2022 

 
Married and Engaged couples are invited to an Evening 

of Reflection especially for you! Plan to join us for a holy 
date night that will help you prepare your marriage for 

Lent and beyond. The evening will begin with mass and 
include a delicious dinner, talk, time for quiet reflection 

and the opportunity for confession. $60 per couple.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7007 Bradley 

Blvd., Bethesda, MD 20187.  
Registration is required so that we can properly prepare. 

We also have monthly Mini-Retreats for women and 
Evenings of Reflection for men. Visit us 

at www.ourladyofbethesda.org or call 301-365-0612.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AN INVITATION THAT NEVER ENDS 
 

 Have you been worshiping with us, but never officially 
taken the step to become Catholic? 
 

 Have you been away from the Church, and have now 
returned, but want to know more? 
 

 Have you been a Catholic all your life, but never 
celebrated all the Sacraments of Initiation (Baptism, 
Confirmation, Eucharist)? 
 

 Have you joined us from a different background and 
would like to find out more about the Catholic Church? 
 

You (or a friend you know is interested) are invited to find out 
more through the process called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It is a journey that begins with your questions! 
Epiphany Catholic Church offers an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in a small group to learn more about our faith.  
Sessions focus on the teachings and experience of Church 
and prepare individuals to celebrate the Sacraments of 
Baptism, Confirmation, and Eucharist during the Easter 
season.  
You are welcom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with your 
questions, your insights and your faith story in a warm 
accepting sett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Fr. Stefan at 
epiphanygeorgetown@gmail.com. 

 



 

 

주님 공현 천주교회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환송 미사   오늘 미사를 집전해 주시

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유준호 미카엘 신부님과 한승우 라

파엘 신부님께서  일년의 언어 연수를 마치고 8월 26일에 한

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두분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11월에 파프아뉴기니와 캄보디아 선교지로 떠나시는 신

부님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종신 서원식   8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에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 김동건 루가 수사님의 종신 

서원식이 피츠버그 Our Lady of the Angels Church에서 있

습니다. 본당에서 미사 때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시며 아름다

운 성가를 들렺주시는 수사님의 종신서원을 축하드리며, 종

신토록 하느님께 사랑받는 수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견진 성사 안내  10월 22일(토) 오후 2시

에 견진성사 미사를 봉헌합니다.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

은 7학년 이상 학생과 성인중 견진성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마르티나 수녀님께 신청 바랍니다.  

◎ 성인, 어린이 예비자 교리  2022-2023년 예

비자 교리는 9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

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

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성모회 소식   지난주에 한국으로 귀국

하신 장광호 다두 김경민 헤드비제스 가족이 $500을 성모회

비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월 7일(주일) 8월 14일(주일) 

독 서 자 
조성연 안젤라 

강수아 로사 

권세중 다니엘 

강수아 로사 

복    사 조우빈 미카엘 
장소은 소화 데레사 

조우빈 미카엘 

시작성가          21  

봉헌성가        210 
 

성체성가         172 

마침성가          77 

제1독서    지혜서 18,6-9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

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2독서      히브리서 11,1-2.8-19 

 

 

 

복음     루카 12, 32 - 48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12, 37)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김 환  / 봉헌: 전미은 마리소피 

  * 정현제 프란체스코 / 봉헌: 정지은 아녜스 

  * 정미선 글라라, 박재은 글라라, 이희수 글라라,  

    조은희 글라라 / 봉헌: 김박자 리오바 

  < 연미사 >    

  * 김석주 / 봉헌: 전미은 마리소피 

  * 연옥영혼 / 봉헌: 이 안나, 나 다이아나 

◎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월)은 ‘성모 승

천 대축일’입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월요일에 대축일을 지내

기 때문에 의무축일은 아니지만 근처 성당 미사에 참례하시

기 바랍니다. 

◎ 성가대 여름 방학  성가대가 여름 휴식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9월에 성가대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

가대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복사 신청 안내  복사활동은 초등학교 3학

년 이상, 첫 영성체를 모신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마르티나 수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Parish Giving   헌금이나 도네이션을 온

라인으로 봉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에 있는 “Parish Giving”

에 등록하시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

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2022년 8월 7일 연중 제19주일(다해)                      

[ 성녀 글라라 (8월 11일) ]  

성 녀 글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씨를 뿌린 나무의 열

매라 할 수 있다. 귀족 출신인 글라라가 수도회에 입회

하게 된 것은 프란치스코의 영향이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생전에 1회, 2회, 3회라 불리는 세 수도회를 설립했다. 남자 

수도자들을 위한 작은형제회, 여자 수도자들을 위한 글라라

회, 그리고 세속인을 위한 3회가 그것이다. 글라라는 그중 여

성 수도자를 위한 수도회의 공동설립자다. 

 글라라가 살던 시대의 여성들은 15세를 전후로 결혼

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글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영향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수녀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1212

년 3월 18일 성 프란치스코는 천사들의 성 마리아 대성당에

서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온 글라라의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 

 글라라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프란치스코는 글라라와 그녀의 여동생을 아시시 

근방의 성 다미아노 성당에 머물게 했고 1215년 그녀를 수녀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그녀의 어머니도 이 수녀원에서 지

냈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글라라 수녀원의 모태로서 이후 

800년에 걸쳐 유럽 곳곳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글라라 수녀원

이 세워졌다. 

 귀족 신분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글라라와 그녀의 어머

니, 그리고 동생들은 새로운 삶을 선택하면서 비천한 삶을 살

았다. 맨발로 다녔고, 맨땅에서 잤으며, 말로 짓는 죄를 범하

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했으며, 사순시기에

는 빵과 물로 연명했다고 한다. 이 같은 극단적 참회 생활은 

건강 악화로 이어져서 당시 주교는 매트 위에서 잘 것과 날마

다 소량이라도 빵을 먹을 것을 의무화했다고 할 정도다. 혹독

한 고행으로 인해 글라라는 생애 마지막 27년을 누워 지냈다. 

 글라라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규칙을 바탕으로 글라

라 수녀회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들은 “성 다미아노의 가난한 

자매들”이라고 불리었다. 그녀는 피곤에 지친 수녀들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병자를 치료했다. 평소 하느님의 최고 작품인 

자연을 사랑했으며 산책을 즐겼다. 그녀가 지낸 성 다미아노 

수도원은 아시시 대성당과 멀지 않은 곳으로 나지막한 산자

락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느님을 만나기에는 참 좋은 

장소였을 것이다. 

 글라라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촛불

을 켜고 기도를 하는 일이었으며 기도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빛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몸이 아파 밖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그럴 때는 수도원 안에서 옷감을 짜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당대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시시에서 만들

어진 식탁보를 비롯한 섬유 상품은 이탈리아 최고의 특산품

으로 꼽히고 있다. 

 글라라는 자신이 규칙을 만든 수도회에서 41년 동안 

고행의 수도생활을 했으며 1253년 59세에 선종했다. 선종 이

틀 전 교황 인노첸초 4세로부터 수도회 규칙을 극적으로 승

인받았다. 사망 후 불과 2년 만인 1255년 교황 알렉산드로 4

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으니 당시 그녀에 대한 존경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녀의 유해는 1260년부터 아시

시의 성녀 글라라 성당에 모셔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전주보 

로 마(Roma)의 일곱 부제(차부제 포함) 중 한 명인 성 라

우렌티우스(Laurentius, 또는 라우렌시오)는 에스파냐

의 우에스카(Huesca) 출신으로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그리스

도교를 탄압하는 새로운 법을 공표하면서 시작된 박해로 인

해 258년 순교했다.  

 그는 교황 성 식스투스 2세(Sixtus II, 8월 7일)를 돕는 

로마의 일곱 부제 중 수석으로, 주된 임무는 교회 재산 관리

와 빈민 구호 및 일반적인 교회 관리였다. 교황 성 식스투스 

2세가 카타콤바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체포되어 순교의 길

을 걷자 성 라우렌티우스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 교황은 그를 위로하며 앞으로 더욱 힘든 투쟁

이 남아 있으니 그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어야 한다며, 

그 또한 나흘 뒤에 체포되어 자신을 뒤따를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었다. 그러자 성 라우렌티우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와 교회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로마의 집정관이 그의 이런 행위를 알고 교회의 모든 

보물을 즉시 황제에게 바치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 말을 들은 

성 라우렌티우스는 교회의 재산을 모두 모아 정리하려면 3일

의 여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청한 후, 교회의 값비싼 그릇들

과 돈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재산을 

요구하는 집정관에게 병자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이

들을 모두 데리고 나타나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집정관은 그를 체포해 온갖 고문으로 괴

롭히다가 뜨거운 석쇠 위에 눕히고는 구워 죽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석쇠 위에서 살이 익어가자 성 라우렌티우

스는 “이쪽은 다 익었으니 뒤집어라.”라고 말한 후 한참 뒤에 

“이제 다 익었으니 뜯어먹어라.”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리고 

순교 때나 그 후에도 그의 몸에서는 향기가 났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순교 이야기는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

(Ambrosius, 12월 7일)가 389년에 쓴 “성직자 직무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전해졌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

스(Augustinus, 8월 28일)는 강론에서 “그는 주님의 식탁에

서 주님을 받았기에 그 보답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 드렸습니다.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라며 그의 순교에 대해 언급했다. 

시인 프루덴티우스(Prudentius)는 그의 죽음과 표양이 로마

의 회개를 가져왔고, 로마에서 이교의 종말을 고하는 직접적

인 동기가 되었다며 그를 칭송했다.  

 성 라우렌티우스의 축일은 4세기 초부터 교회 전례에 

도입되었고,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의 무덤이 있던 

카타콤바 위에 세운 성당은 로마의 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주

요한 일곱 성당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

경은 빠르게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성 라우렌티우스는 로마와 여러 도시의 수호성인이면

서 가난한 사람과 요리사와 소방관의 수호성인이다. 교회 미

술에서 그를 상징하는 문장은 순교 도구였던 석쇠이다. 

www.catholic.or.kr 

[ 성 라우렌시오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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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advertising in our church bulletin.
I am patronizing your business because of it!

Please Cut Out This “Thank You Ad” and Pres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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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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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 wakes up after sleeping

under an ADVERTISED 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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