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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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9, 2022 
Reverend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DAILY MEDITATION: LUKE 17:11-19 

Your faith has saved you. (Luke 17:19) 

Imagine how this Samaritan must have felt when he heard Jesus say these words to him! As a foreigner, he was outside 
of God’s covenant with Israel, and yet this Jewish miracle worker had just assured him of salvation—all because of his 

faith. His heart must have been bursting with gratitude! 
But what about his nine friends, who did not return to Jesus? Surely they had faith as well. What else would compel them 
to cry out to Jesus for healing or to call him “Master” (Luke 17:13)? Why would they go show themselves to the priests 

if they didn’t believe that Jesus would heal them along the way? Of course they had faith! 
But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is Samaritan. He had the kind of faith that opened him up to worship and grat-
itude and praise to God. He saw Jesus in a different light than the other nine. Jesus wasn’t just a “Master,” as in a teacher 

of spiritual truths. He was a vessel for God’s grace. Realizing he was healed, this man knew that God was working 
through Jesus, and that moved him to return and praise the God who had been so good to him. And that act of worship 

opened him up to the greatest healing of all: salvation. 
Readings like today’s can prompt us to examine our faith. Does it include the grateful, joy-filled worship of the Samari-

tan? Or like the nine, do we limit ourselves mostly to prayers of petition and acts of obedience? 

Don’t worry; everyone needs to deepen their faith. Just don’t think that you have to do it on your own. Worship is a two-
way street. Just as deeper faith can lead to more joyous worship, so too can prayers of worship and praise deepen your 

faith. So lift your heart to Jesus. Proclaim his greatness. Praise him for his love and mercy. Let your worship—and your 
faith—help you experience his salvation more and more. 

“All praise to you, Jesus, my Savior and my healer!” 

2 Kings 5:14-17          Psalm 98:1-4          2 Timothy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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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igil 

 

Sunday, October 9 
TWENTY-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Deacon Om 
 
 
7:30 am 
Our Parish Family 
9:00 am (Korean) 
Holy Souls in Purgatory 
10:30 am 
Lioba Kim 

Monday, October 10 
Columbus Day 

7:30 am 
Holy Souls 

Tuesday, October 11 
Saint John XXIII 

7:30 am 
Holy Souls 

Wednesday, October 12 
 

7:30 am 
Holy Souls 

Thursday, October 13 
 

7:30 am 
Byron Jolley 

Friday, October 14 7:30 am 
Maria Sequeda 

 

 

October 11 

 
Although few people had as great an impact on the 20th 
century as Pope John XXIII, he avoided the limelight as 
much as possible. Indeed, one writer has noted that his 
“ordinariness” seems one of his most remarkable qualities. 
The firstborn son of a farming family in Sotto il Monte, near 
Bergamo in northern Italy, Angelo Giuseppe Roncalli was always proud of his 
down-to-earth roots. In Bergamo’s diocesan seminary, he joined the Secular Fran-
ciscan Order. After his ordination in 1904, Fr. Roncalli returned to Rome for canon 
law studies. His most famous encyclicals were Mother and Teacher (1961) 
and Peace on Earth (1963).  
At his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he criticized the 
“prophets of doom” who “in these modern times see nothing but prevarication and 
ruin.” Pope John XXIII set a tone for the Council when he said, “The Church has 
always opposed… errors. Nowadays, however, the Spouse of Christ prefers to 
make use of the medicine of mercy rather than that of severity.”  
On his deathbed, Pope John said: “It is not that the gospel has changed; it is that 
we have begun to understand it better.”  
“Good Pope John” died on June 3, 1963. St. John Paul II beatified him in 2000, 
and Pope Francis canonized him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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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t too late to  join us  
for our Bible Studies  

 

Every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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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shall we pray for the dead? 

 

November is, and has tradi-
tionally been, the month 
where the Church calls up-
on us to remember those 
who have died and to do so 
through our prayers.   
We begin the month of No-
vember with two holy days 
that help us to focus our 
attention on our beloved 
dead: the Solemnity of All 
Saints and the Commemo-
ration of All the Faithful 
Departed (All Souls).  The 
first recognizes and asks 

for the prayers of all who now wear, in the words that 
St. Paul wrote to St. Timothy, “the crown of righteous-
ness.”  The second centers our prayer on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earthly journey, yet are presently 
undergoing “the final purification of the elect.”  

The Catechism reminds us that: “From the beginning 
the Church has honored the memory of the dead and 
offered prayers in suffrage for them, above all the Eu-
charistic sacrifice, so that, thus purified, they may attain 
the beatific vision of God. This reminder is especially 
important in an age where funeral Masses can easily fall 
prey to our desire to assure the grieving family and 
friends that their loved one is “no longer suffering” and 
“in a better place.”  Our kindness toward those left be-
hind can unwittingly mask an unintended lack of charity 
for the deceased who is most probably still in need of 
our prayers.  
As the renowned Father of the Church St. John Chrys-
ostom tells us, “Let us not hesitate to help those who 
have died and to offer our prayers for them.”  

 

Church is all about community!  
 

The Event Planning Committee 
is a group of parishioners who 
think about ways to bring our 
parish community together for 

lively socialization.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this committee or would like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ur parish office 

epiphanygeorge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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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LIFE 

Georgetown Senior Center 

The Georgetown 
Senior Center is a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estab-
lished to provide 
warmth, compan-
ionship, and intellectual stimula-
tion to elderly residents of 
Georgetown and Upper, NW.  
Meeting place St. John’s Episcopal 
Church, 3240 O Street, NW Wash-
ington, DC 20007.  
 
For more information see 
www.georgetownseniorcenter.org 
or contact Janice Rahimi, 202-316-
2632. 

A Word of Gratitude 

If you have wondered where 
the wonderful flowers come 

from that make our church so 
beautiful every week: they are 
donations of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Thank you for the gene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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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th Annual White Mass 

All are invited to join us in celebrating the  
13th Annual White Mass on October 30 at 11:00 am. 

 
This year’s White Mass will expand to celebrate our 

baptismal promise and call to holiness and service. We 
honor and value the giftedness and the full, active par-

ticipation of persons from the Deaf Community and 
persons living with disability. We welcome all who 

minister through charity and service. Each person, no 
matter their gifts, is called to honor and advocate for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embrace a consistent 
life ethic, and share in the joy of all creation.  



LISTENING AND RESPONDING TO ABUSE SURVIVORS 

                  Cardinal Wilton Gregory 

It is never easy to write about abuse of any kind. It can be troubling and uncomfortable for both the writer and 

the reader. Yet abuse in all its horrible forms is present throughout our society and must be addressed candidly 

and honestly. Today I want to focus on another facet that seems par cularly  mely. A note of cau on: what follows could be 

triggering.  

  There is no way to assimilate the pain of abuse without having endured it. One cannot begin to comprehend the suffer-

ing in its a ermath without waking up to it every day. Finally, it is not possible to appreciate the for tude required to confide in 

another person unless one has personally felt compelled and empowered to do so. 

  S ll, even if we cannot begin to understand how any of this feels to those for whom it is an inescapable and pervasive 

fact of life, we have no excuse for listening with anything less than totally hear elt and genuine compassion, and then respond-

ing in kind. 

  Those lessons have been among the most challenging and most important of my life as a bishop. Every such interac on 

I have had with a survivor or the loved one of a survivor has served to strengthen my resolve to remove every obstacle along the 

path to healing, jus ce, and the safest environments possible throughout our Archdiocese. And if the approaches borne of our 

Church’s experience can serve as models for other organiza ons, then all the be er. This scourge is not ours alone; we must 

widely share what we have learned and what we have developed in response if our society is ever to stop having to react to 

abuse of the innocent and start finding more effec ve ways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in the first place. 

  With that in mind, I am taking this opportunity to remind our pastors, parish leadership, and the people of God of the 

unequivocal promises we have made to those who may have been abused and who may be struggling with bringing their allega-

ons forward.  

  We will, first and foremost and without excep on, create environments that are open to hearing allega ons of abuse 

and misconduct, and we will respond with appropriate pastoral care for all who are involved. 

  We will provide a safe and non-judgmental space for individuals who come forward with allega ons of abuse and con-

tact appropriate personnel to ensure all are supported, as stated in Sec on 9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s Child Protec-

on and Safe Environment Policy: “Through pastoral care, as well as ongoing educa on and training for clergy and Church per-

sonnel, the Archdiocese will work diligently to promote safe, healthy communi es of faith.” Should we ever fall short on that 

commitment locally in a parish or school, we will take it up at the archdiocesan level. 

  We will cooperate fully with civil authori es and allow them to conduct their inves ga ons without interference. From 

Sec on 5: “The Archdiocese is commi ed to working with civil authori es to protect children by preven ng child abuse and ne-

glect, repor ng alleged incidents of abuse and neglect, coopera ng in inves ga ons of allega ons and any resultant judicial pro-

ceedings, as well as advising vic ms of their right to report independently and suppor ng their exercise of that right, as specified 

in the Charter for the Protec 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important as what we will do is what we will not do. When presented with an allega on of abuse or misconduc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we dismiss, judge, shame, minimize or act defensively. Rather, we will listen. We will learn. We will 

acknowledge the burden, and we will respect the boundaries. And we will act – appropriate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

cesses and policies set forth in our Child Protec on and Safe Environment Policy, available at h ps://adw.org/about-us/

resources/child-protec on/  

  If you have experienced abuse or become aware of improper conduct by anyone in archdiocesan ministry, or if you 

have reported misconduct locally and do not believe our policies have been followed to the le er, I humbly implore you to con-

tact Courtney Chase, our Archdiocese’s Execu ve Director of Child Protec on and Safe Environment, at 301-853-5302. Again, at 

my direc on and with my full support the ac ons outlined in our policy will be followed to the le er. 

  I am proud of the hard work of so many who have collaborated to put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in place, and yet I 

know that they are only effec ve if we similarly collaborate to implement them. We owe it to our children and to each other to 

keep these promises. 

  May God bless all who have suffered at the hands of another, par cularly one in ministry in the Church, and may He 

bring them the healing that only He can provide. 
    (Letter published: https://cathstan.org/voices/cardinal-wilton-gregory/listening-and-responding-to-abuse-survivors) 



 

 

주님 공현 천주교회                                                                                                                  

◎ 위령성월 미사 봉헌  11월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봉헌하는 ‘위령성월’이며, 11월 2일은 ‘위령

의 날’입니다. 올해는 11월 2일(수) ~ 10일(목)까지 9번의 미사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9일동안 기억

하고 싶은 분들을 성당 입구에 마련된 위령 미사 봉투에 적으셔

서 10월 31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본당 웹사이트에 가

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권장하는 미사 봉헌금은 한 사람에 $5, 

7인 이상은 $35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 평

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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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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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주일) 10월 16일(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독 서 자 
강부성 스테파노 

김미정 안젤라 

고윤주 바코미오 

부정화 이사벨라 

10월 2일 

(한인 미사 헌금) 

$ 1,199 (1차) 

$ 358 (2차)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있게 복음

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

대의 공동체가 되어 시노달리타스를 실

천하도록 기도합시다. 

* 시노달리타스: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

는 여정’ 

복    사 
장소은 소화 데레사 

조우빈 미카엘 

장소은 소화 데레사 

김이안 미카엘 

고정린 그레고리오 

시작성가         31  

봉헌성가        215 
 

성체성가         156 

마침성가         438 

제1독서    열왕기 하권  5,14-17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2,8-13 

 

 

 

복음     루카  17,11-19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
양하였다 (17,15).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환희의 모후 쁘레시디움 / 봉헌: 강 세실리아 

  < 연미사 >    

   * 연옥영혼 / 봉헌: 이 안나, 나 다이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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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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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9일 연중 제28주일 (다해)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성모님의 손  

 부 슬비가 내리는 어느 봄밤이었다. 지방에 다녀오느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을 탔다. 밤 11시가 넘

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어 누군가 조금만 움

직여도 금방 눈에 뜨인다. 대부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도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때, 옆 칸과 연결된 문이 열리고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느릿느릿 걸어온다. 그녀는 흘끗흘끗 사람들을 살피더

니 내 앞에 와서 선다. 축축하게 젖은 그녀에게서 쿰쿰한 냄새

가 난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입술을 달싹인다. ‘나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건가?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하는 생각

이 들었지만 귀찮아서 얼른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녀가 다

시 내 쪽으로 다가서며 “사모님!” 하고 부른다. 뭐라고 속삭이

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몸을 

내 쪽으로 더 기울이면서 말하는 그녀에게 나는 못 알아들었다

고 또 고개를 흔들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며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로 “천원도 없어요?” 하고 쏘아붙이더니 

빠르게 다른 칸으로 가버린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나에게 

쏠린다. 나는 졸지에 봉변을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사태를 깨달았다. 

무슨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그녀는 전철 안에서 부탁하

기 편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 이사람 저사람 살폈던 거다. 그 

중에 내가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으로 보였나보다. 작은 소

리로 내게 천원만 달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싫다고 고개를 저

었다.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 젊은 여자가 생면부지

의 사람에게 돈을 달라는 말이 쉽게 나왔을 리 없었을 게다. 

그럼에도 다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또 싫다고 

고개를 저으니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큰돈도 아니고 단돈 

1000원을 거절했으니……. 

 그이는 이 늦은 시간에 천원으로 무얼 하려고 했던 걸

까? 집에 갈 교통비가 부족했나?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왜 

우산을 안 챙겨 저렇게 젖었나? 혹시 노숙자라 아직까지 저녁

을 못 먹었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내 마음이 급해졌다. 나

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간 칸의 문을 열고 그녀를 

찾았다. 그녀가 없다. 그 다음 칸에서도 또 그 다음 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쪽을 바라보았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설사 그녀가 구걸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더라도 그

날만큼은 그녀에게 얼마라도 줬어야 했다. 따끈한 국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비에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도록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어줬어야 했다. 그랬더라

면 그녀도 나도 푸근한 밤이 되었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나는 가끔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망설임 없이 얼마라도 내민다. 내가 유난스레 착해서가 아니

다. 내 형편이 넉넉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궁금해 할 일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의 눈에 

내가 자기를 도울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믿는다.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니 나를 사랑하시

는 성모님께서 한 번씩 보속(補贖)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보

내시는 것이라고. 그날은 그렇게 성모님께서 내미신 손을 뿌

리쳤으니 안타깝게도 나는 보속(補贖)의 기회를 한 번 놓쳤다. 

한경옥 마르가리타(시인) 

스 페인 카스티야Castilla 지방의 아빌라에서 태어난 데레

사는 어릴 적 부터 신심이 깊었고 책읽기를 좋아하

여 일곱 살이던 어느날 순교 성인전을 읽고 오빠와 함께 순교

자가 되겠다며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가출한 적도 있었다. 이

후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정숙함보다는 멋내기와 연애소설

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가씨가 되

었다. 1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데레사를 정숙

한 여성으로 기르기 위해 아우구스티노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데레

사는 수도생활에 매력을 느꼈고 5년 후엔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수도원에서 2년 정도 지내던 중 중병이 들어 집

에 돌아와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완쾌한 후 다시 수도원

에 돌아갔다. 

  성녀는 1555년과 1556년 사이에 환시를 보았고 신비

스런 음성을 들었는데, 성 베드로 알칸타라 신부의 영적 지도

를 받을 때까지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베드로 성인은 그 모든 

환시가 진실한 것임을 성녀에게 확신시키고 격려해 주었다. 

  성녀는 당시의 가르멜 수도원이 초창기의 가난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성녀

는 그 당시의 다소 느긋한 수도생활보다 더욱 엄격한 봉쇄 생

활을 원하는 수녀들을 위하여 아빌라에 성 요셉 수도원을 세

웠다(1562년). 1567년 가르멜 수도회의 총원장인 루베오 신

부는 성 요셉 수도원과 같이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다른 수도

원을 세울 수 있도록 데레사에게 허락하였고, 두번째 수도원

을 세우기 위해 메디노 델 캄포에 갔을 때, 십자가의 성 요한

이란 젊은 수사신부를 만났다. 

  요한 역시 완화된 수도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아주 

엄격하게 침묵과 가난을 살아가는 수도회인 카르투시오회로 

옮길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데레사는 요한 신부를 격려

해 자신의 개혁 운동에 초대하였고, 1568년에는 두루엘로에 

첫 남자 수도원을 세웠다.이것이 가르멜 개혁파(맨발 가르멜) 

수도원의 시작이다. 

 성녀 데레사는 스페인 전역을 다니면서 가르멜의 쇄신

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575년의 수도회 총회는 그녀의 개

혁 그룹을 제한하였다. 1580년까지 가르멜회 내부의 보수파

와 개혁파간의 투쟁은 격심하였다. 이윽고 그레고리오 13세

는 맨발의 개혁파를 독립적인 관구로 인정해주어 이 논쟁이 

끝났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신비가 중의 한 명

인 성녀 데레사는 인간적으로는 아름다운 용모, 다방면의 깊

은 지식, 충절과 투지,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었으며, 매력적이고 깊은 영성을 지녔으므로 차원 높은 관상

생활과 더불어 수준 높은 활동생활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던 

위대한 성녀이다. 수많은 편지와 책을 지었는데, 이 모두는 

영성 문학의 고전이 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자서전"(1565), 

"완덕의 길"(1573), "영혼의 성"(1577) 등이 특히 유명하다. 

 스페인의 알바 데 토르메스에서 선종하였고, 교황 그

레고리오 15세에 의하여 1622년에 시성되었다. 그리고 1970

년에는 교황 바오로 6세가 성녀를 여성으로는 최초의 교회학

자로 선언되하였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대(大) 데레

사'로 불린다. 

www.pau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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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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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Consider
Remembering
Your Parish in

Your Will.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TTR I Sotheby’s
   INTERNATIONAL REALITY


   May 12th, 1984 

Epiphany Church 

        Christine H Payne

REALTOR

    C 202.487.8220    O 202.333.1212 

cpayne@ttrsir.com  

1206 30th Street,N.W. Washington ,DC 20007

offic
High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