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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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6, 2022 
Reverend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DAILY MEDITATION: LUKE 20:27-38 

They are the ones who will rise. (Luke 20:36) 

Wouldn’t it be wonderful if we were able to get a glimpse of heaven before we died? To experience, if only for a few 
moments, the grace of being fully united to our heavenly Father would radically change us. Our worldly attachments 

would fade, and our determination to live a life pleasing to God would grow. 

Since we can’t take a “round trip” to heaven, we’ll never know what it’s actually like until we get there. But we can put 
our faith in what Jesus tells the Sadducees in today’s Gospel reading. While he provides only a small glimpse of the res-
urrected life, he leaves no doubt that “the dead will rise” (Luke 20:35, 37). So even without knowing more, we can place 

our hope in the reality of the resurrection and develop a true longing for the life that Jesus has promised us. 

How would such a yearning for heaven change us? Just look at today’s first reading of the woman and her seven sons 
who were tortured and killed for refusing to violate God’s laws (2 Maccabees 7). Each of them was able to face their ex-
ecutioners bravely because they knew, without a doubt, that God would restore them to life again. Death wasn’t the end 

for them. 
You can have courage too, as long as you keep your eyes fixed on your eternal destiny. As you place your hope in the 

life to come, your problems will shrink in size and your hardships will become easier to bear. Not only that, but all your 
actions and decisions will be directed toward that one goal of union with God forever. 

Today at Mass, try to surrender your earthly concerns to the Lord and focus instead on the life that God has promised 
you. Then ask him to give you a deep longing for heaven, one that casts away fear and brings you lasting hope and 

peace. 

“Jesus, help me keep my eyes fixed on you and your promises.” 

2 Maccabees 7:1-2, 9-14         Psalm 17:1, 5-6, 8, 15          2 Thessalonians 2:16–3:5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NOVEMBER: 

Children Who Suffer 
We pray for children who are suffering, especially 
those who are homeless, orphans, and victims of 
war; may they be guaranteed access to education 
and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family affection.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November 5 
Vigil 

 

Sunday, November 6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Our Parish Family 

 
7:30 am 
All Soul’s Novena Mass 
9:00 am (Korean) 
Holy Souls in Purgatory 
10:30 am 
Holy Souls 

Monday, November 7 
 

7:30 am 
All Soul’s Novena Mass 

Tuesday, November 8 
 

7:30 am 
All Soul’s Novena Mass 

Wednesday, November 9 
Dedication of the Lateran 
Basilica 

7:30 am 
All Soul’s Novena Mass 

Thursday, November 10 
Saint Leo the Great 

7:30 am 
All Soul’s Novena Mass 

Friday, November 11 
Saint Martin of Tours 

7:30 am 
Sr. Martina  

 

 

November 11 

 
A conscientious objector who wanted to be a 
monk; a monk who was maneuvered into being a 
bishop; a bishop who fought paganism as well as 
pleaded for mercy to heretics—such was Martin of Tours, one of the 
most popular of saints and one of the first not to be a martyr. 

Born of pagan parents in what is now Hungary, and raised in Italy, this son 
of a veteran was forced at the age of 15 to serve in the army. Martin be-
came a Christian catechumen and was baptized when he was 18. It was 
said that he lived more like a monk than a soldier. At 23, he refused a war 
bonus and told his commander: “I have served you as a soldier; now let me 
serve Christ. Give the bounty to those who are going to fight. But I am a 
soldier of Christ and it is not lawful for me to fight.” The people of Tours 
demanded that he become their bishop. Martin was drawn to that city by a 
ruse—the need of a sick person—and was brought to the church, where he 
reluctantly allowed himself to be consecrated bishop.   



EPIPHANY CATHOLIC CHURCH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
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
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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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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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LIFE

Maintenance Collection 
NEXT weekend 

    The second collection  
    NEXT weekend, November 12/13,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THIS weekend, November 5/6,  

we will have a Second Collection for the 

Priests of the Archdiocese  

Retirement Fund.

Archdiocese of Washington priests have selflessly 

served the faithful and the community to continue 

Christ’s mission for decades, and in some cases, more 

than a half century. 

Our priests have been there for each of us and our fami-
lies in providing spiritual support – year in and year out 

– for our entire lives.
Please join the tens of thousands of the faithful in being 
there for them to assist in the dignity of their retirement 
and to honor their lives of service through support of the 

annual Retired Priests Collection. 

Collections 
October 30 Offertory Collection: $2288
 Weekly Budgeted Expenses: $4792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ADORATION CANCELLED 

 Unfortunately, we have to cancel our  
Eucharistic Adoration on Wednesday,  
November 9  due to the ADW Priest  

Convocation.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LIFE

Mass on Thanksgiving Day 
November 24, 2022 

10.00 a.m. 

(There will be NO 7:30 a.m. Mass  
and Confession on that day) 

Epiphany’s  

Young Adult Group  

November	Meeting	on		
Friday,	11/18	

Program:	 
6:30 PM Eucharistic Adoration 
7:00 PM Food and Fellowship 

7:45 PM Faith Topic Discussion 

If you are a Young Adult (21-35) and  
interested, please sign up till 11/17: 

epiphanygeorgetown@gmail.com 

NEW CALENDARS! 

The new calendars for 2023  
have arrived and can be found in 

the back of the church. 
Please take one for your family.  

Saint Dominic Church in Washington DC  
(501 6th Street, SW, Washington DC) 

offers the  

2nd Annual Veterans Day Mass 
on Friday, November 11, 2022 at 7 PM 

All Veterans, Active Duty   
and Retired, and their families are invited. 

Celebrating Mass will be Archbishop Timothy P. 
Broglio from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EPIPHANY 
CATHOLIC 
CHURCH

THE DUKE ELLINGTON PIANO STUDENTS

Sunday, November 
27th, at 4pm

2712 Dumbarton St NW, 

Washington, DC

And Guitar Ensemble



 

주님 공현 천주교회 

◎ 금주 2차 헌금   오늘 11월 6일에는 워싱

턴 대교구에 은퇴하신 사제들을 후원하는 2차 헌금이 있습니

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다음 주 2차 헌금 11월 13일에는 본당 운영

에 필요한 유지비 지출 및 성당 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

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 한인 공동체 성탄 파티 한인 공동체 성탄 파티가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자세

한 행사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한인 사목회 기금 사과 판매 사목회 기금

마련을 위한 사과를 판매합니다. 사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소공동체 반장님들께 11월 9일(수)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소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이승아 크레센시아나 소

공동체 부장님(leesa0427@gmail.com)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상자에 $65 (반 상자 $35)이고, 11월 18일(금)에 분

배해 드립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

조 바랍니다. 

◎ 에피파니 청년 모임  에피파니 본당 청년(21-

35세) 모임이 11월 18일(금)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한인 공동체 

청년과 미국 공동체 청년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오실 분들은 11월 17일

(목)까지 Epiphanygeorgetown@gmail.com으로 신청 바랍니

다. 

* 저녁 6시 30분 : 성체현시 

* 저녁 7시 : 저녁식사 및 친교 

* 저녁 7시 45분 : 신앙에 관한 주제 나눔 

11월 6일(주일) 11월 13일(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독 서 자 
추흥식 프란체스코 

권형숙 엘리사벳 

장란희 아녜스 

이희수 글라라 
10월 30일 

(9시 미사 헌금) 

$638.00 

감사드립니다. 

 고통받는 어린이들 

고통받는 어린이들, 특히 거리의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가정

의 사랑을 되찾도록 기도합시다. 

복    사 

장소은 소화 데레사 

조우빈 미카엘 

고정린 그레고리오 

조우빈 미카엘 

장소은 소화 데레사 

김이안 미카엘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권형숙 엘리사벳 / 봉헌: 김박자 리오바

  < 연미사 > 

* 연옥영혼 / 봉헌: 이 안나, 나 다이아나, 환희의 모후 Pr.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레지오 마리애와

함께 하는 준비기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온전한

봉헌을 위한 33일 준비기도는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성인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33일동안 정해진 기도, 묵상 및 생활

실천 후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성모님을 통하

여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

니다. 33일간의 정화와 인식의 과정이 끝나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회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준비기도 기간 : 11월 5일(토) - 12월 7일(수)

* 봉헌식 : 추후 공지

* 준비물 : 교재 (책자 혹은 웹사이트), 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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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을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성가  21 

봉헌성가  216 

성체성가     172 

마침성가  232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  7,1-2.9-14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맏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

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제2독서  테살로니카 2서  2,16-3,5 

복음  루카  20,27-38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

이다”(20,38). 



2022년 11월 6일 연중 제32주일 (다해) 

 11월이 되면 싱싱함을 뽐내던 여름의 나무들이 다양한 색

깔의 단풍으로 온 세상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잎

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겨울을 준비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끝을 준비하는 이 시기, 교회는 위령 성월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각자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신

자들을 초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네 가지, 곧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라는 “사말”

(四末)에 관한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1. 죽음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는 태초에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

명에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

리고 그분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지은 범죄, 곧원죄(原罪)로 

인하여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

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5,12)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인간

이 걸어온 지상 생활의 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죽음 이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다

는 환생설(還生說)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

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죽음

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를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삶

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2. 심판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 육신과 분리된 불멸하는 영혼은 하

느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 

직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개별판’(사심판)이라고 

하고 세상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최후심판’(공심판)이

라 합니다. 개별심판은 살아있던 동안 행실과 믿음에 대한 셈

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연옥, 천국, 지옥에 들게 됩

니다. ‘최후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총체

적 심판으로, 이 심판의 기준은 가장 보잘것 없는 이웃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입니다. 

3. 천국

천국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던 이들이 그리

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느님과의 완전한 친교 안에

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4. 연옥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거쳐

야 하는 정화를 뜻합니다.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증언

하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죽

[ 그리스도교 사말교리 ] 

은 후에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 곧 연옥의 존재를 인정합니

다. 또한 우리는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죽은 이들의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5. 지옥

지옥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스스로 

거부하여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지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삶을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회개로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장례미사의 위령감사

송 I 중에서 – 

출처: 교리톡톡 신앙쑥쑥(2020. 11. 15.)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위령 성월(11월) 기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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