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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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Last Sunday of the Month 
12:00 pm (Lithu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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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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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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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am—3:00 pm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 2022 
Reverend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DAILY MEDITATION: HABAKKUK 1:2-3; 2:2-4 

If it delays, wait for it. (Habakkuk 2:3) 

“How long, O Lord?” (Habakkuk 1:2). That’s a question we have probably all asked God at one time or another. The 
prophet Habakkuk was waiting for God to rescue Israel from violence and destruction. You might be waiting for a recon-

ciliation with a loved one, for healing from a chronic disease, or for a child to return to his faith. And the longer you 
wait, the more tempted you might be to get frustrated and lose hope. 

But waiting doesn’t have to be a passive, dreaded time. As difficult as it can sometimes be, you can use this time to ac-
tively exercise your faith and let it grow. 

For example, you can try to shift your focus from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in the future to opening your eyes to 
what God is doing in the present moment. How is he loving you, encouraging you, and blessing you or the people you 
are praying for? The more you recognize the ways God is acting, the more you will realize that he has not abandoned 

you; he is with you even in your waiting. 
Another way to exercise your faith as you wait is to fight the temptation to doubt or despair. You might not know what 
God is doing or when he will do it. But you can place your trust and hope in the promise that he is always at work, even 
behind the scenes, to do something far greater than you could ever imagine. When God told the prophet Habakkuk that 
his vision had not reached fulfillment, Habakkuk probably thought he was referring to Israel’s liberation from its ene-

mies (2:3). He never imagined that God’s vision was humanity’s liberation from sin and death! 

So even if you’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don’t lose hope. God’s vision for your life is pressing on to its fulfill-
ment. And just as he told Habakkuk, so he tells you: this vision “will not disappoint; . . . it will surely come” (2:3). 

“Lord, even as I wait, I place my trust in you.” 

Psalm 95:1-2, 6-9         2 Timothy 1:6-8, 13-14         Luke 17:5-10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OCTOBER: 

A Church Open to Everyone  
We pray for the Church; ever faithful to, and coura-
geous in preaching the Gospel, may the Church be a 
community of solidarity, fraternity and welcome, al-

ways living in an atmosphere of synodality.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October 1 
Vigil 

 

Sunday, October 2 
TWENTY-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Kim, Geunpoe Raphael 
 
 
7:30 am 
Our Parish Family 
9:00 am (Korean) 
Holy Souls in Purgatory 
10:30 am 
Holy Souls 

Monday, October 3 
 

7:30 am 
Young Jae Kim Stephan 

Tuesday, October 4  
Saint Francis of Assisi 

7:30 am 
Bill  Allen 

Wednesday, October 5 
 

7:30 am 
An Joonyoung 

Thursday, October 6 
 

7:30 am 
Holy Souls 

Friday, October 7 
Our Lady of the Rosary 

7:30 am 
Ricardo (Jun) Balbido, 
Jr. 

 

 

October 7 

 
Saint Pius V established the feast of Our Lady of the 
Rosary in 1573. The purpose was to thank God for the 
victory of Christians over the Turks at Lepanto—a victory 
attributed to the praying of the rosary. Clement XI extend-
ed the feast to the universal Church in 1716.  
 
Reflection: 
The purpose of the rosary is to help us meditate on the great mysteries of our sal-
vation. Pius XII called it a compendium of the gospel. The main focus is on Jesus—
his birth, life, death, and resurrection. The Our Fathers remind us that Jesus’ Fa-
ther is the initiator of salvation. The Hail Marys remind us to join with Mary in 
contemplating these mysteries. They also make us aware that Mary was and is 
intimately joined with her Son in all the mysteries of his earthly and heavenly exist-
ence. The Glory Bes remind us that the purpose of all life is the glory of the Trinity. 
The rosary appeals to many. It is simple. The constant repetition of words helps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to contemplate the mysteries of God. We sense that 
Jesus and Mary are with us in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e grow in hope that 
God will bring us to share in the glory of Jesus and Mar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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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
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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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LIFE 

Bible Studies 

Please join us  
for our Bible Studies  

“Unlocking the Mystery  
                                           of the Bible  

We will start THIS WEDNESDAY, October 5,  
at 7 PM in the Church Hall  

 Please save the date for our  
Parish Feast: 

Sunday, October 23, 2022 
after the 10:30 AM Mass! 

All Souls Novena Masses 

 

 

Lord Jesus Christ,  
deliver the souls of all the 

faithful departed  

 

 

 
 

 

As we anticipate All Souls Day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our thoughts turn to our deceased loved 
ones.  This November we will bring back an old and 
wonderful tradition within the Catholic Church:  
the All Souls Novena Masses. 

The Novena in Commemoration of All the Faithful  
Departed begins on November 2nd, All Souls Day, and 
continues for nine consecutive days until November 
10th. Envelopes with the names of the deceased will 
remain on the altar during these days. 
Our Catholic faith gives us hope in the new life that 
awaits our dearly departed after they’ve left this world. 
And although it’s never easy to lose someone, our faith 
also gives us the opportunity to remain with those we 
love through prayer. As we pray for their souls, we 
begin to heal our own wounds of grief. And most  
importantly, we ask God to heal the souls in purgatory 
and bring them to his side in Heaven.  

If you would like to have someone remembered at this 
year’s novena of Masses, please sign up online on our 
homepage, use the envelopes provided in the back of 
the church and drop in the collection  at Mass or mail to 
the parish office on or before November 1.  

The suggested donation for enrollment in the Novena is 
$5 per person or $35 for 7 or more (unlimited).  

MAINTENANCE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THIS weekend, October 1/2,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Blessed Sacrament  
Bereavement Support Group 

The Shrine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at 3630 
Quesada Street, NW Washington, DC, 200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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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series will begin Tuesday October 18 and con-
tinue for eight consecutive Tuesdays through December 
6, 2022 from 7:00-8:30 PM. The meetings are virtual 
using Zoom technology. There are no fees but registra-
tion is requir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im Hoffman at hoff-
manlpc@gmail.com or call cell: (202) 577 – 2213.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volunteer/ongoing/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LIFE 

Georgetown Senior Center 

 

The Georgetown 
Senior Center is a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estab-
lished to provide 
warmth, companionship, and intellectu-
al stimulation to elderly residents of 
Georgetown and Upper, NW.  
Meeting place St. John’s Episcopal 
Church, 3240 O Street, NW Washing-
ton, DC 20007.  
 

For more information see 
www.georgetownseniorcenter.org or 
contact Janice Rahimi, 202-316-2632  

Parish Registration  
is now Online!  

 

If you wish to make this 
your parish home please fill 
out the online registration 

form by going to:  
https://

georgetownepiphany.org/
registration 

Please notify the parish 
office if your family status 

changes, including any con-
tact information, or if you 

move out of the area.  

Are you, or is someone you know, interested in 
becoming a Catholic?  

- It is not too late to join our class!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prepares and accompanies adults 
for entering the Catholic Church.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 965 1610) 
or email to: epiphanygeorgetown@gmail.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 금주 2차 헌금  10월 2일에는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견진 성사 미사 안내  견진 성사 미사가 10월 

29일(토) 오후 2시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워싱턴 대교구 

Mario E. Dorsonville 보좌 주교님께서 견진 성사 미사를 집

전해 주십니다. 현재 교리를 받고 있는 예정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예비자 교리는 9시 미사

후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

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교리에 참여를 원

하시는 분들은 마르티나 수녀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교리   청소년 주일학교 교리가 

9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 학생들과 세례성사와 

첫 영성체 교리를 받을 학생들도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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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주일) 10월 9일(주일) 

독 서 자 
강부성 스테파노 

김미정 안젤라 

추흥식 프란체스코 

권형숙 엘리사벳 

복    사 

최민식 미카엘 

최민재 다니엘 

조우빈 미카엘 

장소은 소화 데레사 

조우빈 미카엘 

시작성가         64  

봉헌성가        513 
 

성체성가         172 

마침성가         271 

제1독서    하바쿡 예언서  1,2-3;2,2-4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

게 전해진 복음이다.◎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1,6-8.13-14 

 

 

 

복음     루카  17,5-10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17,6).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이계손 헬레나, 엄 데레사, 장소은 소화 데레사 

    김민선 데레사, 추흥식 프란체스코 / 봉헌: 김박자 리오바 

  < 연미사 >    

   * 연옥영혼 / 봉헌: 이 안나, 나 다이아나 

◎ 본당 가을 축제 안내  10월 23일(주일) 아침 10

시 30분 합동 미사 후 본당 가을 축제를 합니다. 이날 9시 미

사는 없으니 합동 미사에 참례하고 축제에 참여해 즐거운 시

간 보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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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체현시 안내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30

분-6시 30분까지 성당에서 성체현시가 있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 

모든 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시노달리타스

를 실천하도록 기도합시다. 

* 시노달리타스: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2022년 10월 2일 연중 제27주일 (다해)                      

[ 묵주기도 성월(10월) ] 묵주기도 제대로 알기  

 단의 신비를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기보다, 마음을 움

직여 주님과의 감동적인 대화와 친교의 형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다. 

 묵주기도는 하루에 전체 신비를 다 봉헌할 수도 있고, 

요일별로 신비를 달리해 봉헌할 수 있다. 보통 월요일과 토요

일엔 환희의 신비, 화요일과 금요일엔 고통의 신비, 수요일과 

주일엔 영광의 신비를 바친다. 빛의 신비는 목요일에 바친다. 

순서는 권장사항일 뿐 꼭 요일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서 38항에서 이러한 요

일 배분을 두고 “요일마다 영적인 ‘색깔’을 부여하는 것”이라

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신 날인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

들을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 묵주기도 하는 법 

먼저 묵주의 가장 끝에 달려 있는 십자가를 잡고 성호경을 그

은 후 십자가의 발 부분에 친구(親口)를 하고 사도신경을 외

운다. 이어 다음 묵주알로 옮겨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세 개

의 알을 차례로 넘기며 각각 성모송을 봉헌한다. 다음 묵주알

에서는 영광송을 한 후, 구원의 기도를 한다. 

 이어 묵상 주제인 환희·빛·고통·영광의 신비 중 하나

를 택해, 5가지 묵상 주제 중 첫 번째를 외우고 주님의 기도

를 바친 뒤 성모송 10번을 봉헌한다. 성모송을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신비의 본질과 동화되도록 돕기 

위해서다. 

 10번씩 반복하는 이 기도가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느낌이 “언제나 새로운 표현들

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 붓는 것”(교서 26

항)과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지향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는 엄숙하고도 간구하는 자세를, 성모송을 

외울 때에는 찬미 가득한 서정적인 태도를, 영광송을 바칠 때

에는 흠숭과 신비들에 대한 묵상으로 관상적인 상태를 유지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묵주기도가 ‘관상 기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묵주기도는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

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마태 

6,7)는 예수님의 권고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신비를 선포한 뒤에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성경을 

봉독하는 것도 유익하다. 또 한 사람이라도 묵주를 갖고 있으

면 되도록 공동으로 바치되, 혼자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전례 중에 묵주기도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데,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인 전례에 온전히 참례해야 하

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문 

1 0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이다. 묵주기도는 가

톨릭 신자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친근한 기도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만큼 기도하면서 일상 속 잡념에 빠져들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대로 바치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묵주기

도.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묵주기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바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

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동

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이하 교서) 3항) 

 묵주기도 생활을 강조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말처럼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다. 

묵주기도는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

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 따라서 묵주기도

의 모든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묵주기도는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어, 

‘복음의 요약’과 같다. 묵주기도의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등 각 신비는 복음서에서 영감

을 받았다. 각 신비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해 유년 

시절, 공생활, 수난과 부활, 천상적인 영광까지 복음서에 기

록돼 있거나 복음서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다. 

■ 묵상의 맛을 위한 ‘감동’ 

묵주기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정한 문장으로 정

해진 기도문(구도(口禱))과 문장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심의 

기도(염도(念禱))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됐다는 점이다. 성모

송과 주님의 기도, 영광송 등의 기도문을 외우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구원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인 것이다. 

 묵상해야 하는 내용은 네 개의 신비에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 부활 등 구원사를 요약한 각 신비는 

각각 5개의 묵상 주제로 구성돼 있다. 

 환희의 신비는 예수의 강생과 어린 시절을 묵상하도록 

이끈다. 빛의 신비에는 예수의 공생활 중 다섯 가지 주요 사

건이 나온다. 고통의 신비에서는 예수의 수난과 고통, 죽음을, 

영광의 신비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과 성모 승

천 그리고 성모의 대관(戴冠·왕관을 받아 머리에 씀)을 묵상

할 수 있다. 

 묵주기도를 할 때 각 신비 내용을 ‘진정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우

는 동안 아픈 부모님을 생각한다든가 자녀의 시험 합격을 바

라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신비의 각 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을 이어갈 때에는 묵상의 여러 요소 중 ‘감동’이 

중요하다. 감동은 성찰한 내용에 대한 마음의 감동적인 움직

임을 말한다. 묵주기도의 묵상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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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IT
A man wakes up after sleeping

under an ADVERTISED blanket

on an ADVERTISED mattress

and pulls off ADVERTISED pajamas

bathes in an ADVERTISED shower

shaves with an ADVERTISED razor
brushes his teeth

with ADVERTISED toothpaste
washes with ADVERTISED soap

puts on ADVERTISED clothes
drinks a cup 

of ADVERTISED coffee
drives to work

in an ADVERTISED car
and then . . . .

refuses to ADVERTISE
believing it doesn’t pay.
Later if business is poor

he ADVERTISES it fo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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