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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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3, 2022 
Reverend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DAILY MEDITATION: LUKE 21:5-19 

By your perseverance you will secure your lives. (Luke 21:19) 

Apocalyptic readings in Scripture can be frightening, but passages like today’s Gospel can also fill us with hope. Today, 
we read about Jesus teaching in the Temple, surrounded by all its grandeur. For the Jewish people, the Temple was a sa-
cred place. It stood as a reminder that God had chosen Israel as his own. So when Jesus warned, “There will not be left a 

stone upon another stone,” his message troubled his listeners (Luke 21:6). 

But Jesus wasn’t just predict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which actually took place in AD 70). He was also unveil-
ing a spiritual reality. Like the prophet Jeremiah centuries before him, Jesus was warning the people not to place all their 
confidence on the Temple alone (see Jeremiah 7:1-7). Rather than placing their hope in bricks and mortar, they needed to 

look to the God who inhabits the Temple. 

It wasn’t just the Temple, either. Jesus also foretold earthquakes, famines, wars, and persecutions. Nations would fall; 
good health, peace, and stability would collapse. Everything the people relied on—everything we rely on—would one 

day pass away. Only God lasts forever. 
So where’s the hope? By exposing the lie that says security comes from money, status, or well-being, Jesus is pointing us 
to what does last: heaven. Because he loves us, he is warning us not to rely on fleeting things that will only disappoint us. 

As much as we enjoy the consolations and blessings of life on earth, they can’t possibly compare to heaven! 
That’s the hope: Jesus is showing us the greatness of our God and the glory of the life to come. He’s opening our eyes to 

the only One who lasts: our faithful God. With him, we find everlasting life. That’s why, as we persevere and cling to 
him, we will “secure [our] lives” (Luke 21:19). 

“Lord, my hope is in you!” 

Malachi 3:19-20          Psalm 98:5-9         2 Thessalonians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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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Vigil 

 

Sunday, November 13 
THIR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Our Parish Family 

 
7:30 am 
Madina Sherniyazova  
9:00 am (Korean) 
Holy Souls in Purgatory 
10:30 am 
Silvia Lee, Felix Choi 

Monday, November 14 
 

7:30 am 
Isabella Boo 

Tuesday, November 15 
 

7:30 am 
Kim Jingu 

Wednesday, November 16 
 

7:30 am 
Taeyeon Andrew Chung 

Thursday, November 17 
Elizabeth of Hungary 

7:30 am 
Hyungsook Elizabeth 
Kwon/ Soyoung Eliza-
beth Lee/ Dawoon Eliza-
beth Jeong 

Friday, November 18 
 

7:30 am 
Holy Souls 

 

 

November 17 

 
In her short life, Elizabeth manifested such great love 
for the poor and suffering that she has become the pa-
troness of Catholic charities and of the Secular Francis-
can Order. The daughter of the King of Hungary, Eliza-
beth chose a life of penance and asceticism when a life 
of leisure and luxury could easily have been hers. This choice endeared her 
in the hearts of the common people throughout Europe. At the age of 14, 
Elizabeth was married to Louis of Thuringia, whom she deeply loved. She 
bore three children. Under the spiritual direction of a Franciscan friar, she 
led a life of prayer, sacrifice, and service to the poor and sick. Seeking to 
become one with the poor, she wore simple clothing. Daily she would take 
bread to hundreds of the poorest in the land who came to her gate.In 1228, 
Elizabeth joined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spending the remaining few 
years of her life caring for the poor in a hospital which she founded in hon-
or of Saint Francis of Assisi. Elizabeth’s health declined, and she died be-
fore her 24th birthday in 1231. Her great popularity resulted in her canoni-
zation four years later.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LIFE 

Dear Parishioners, 

 As we approach the beginning of the new liturgical year which we traditionally celebrate on the First 
Sunday of Advent, allow me to draw your attention to a few improvements in our liturgical celebration of Holy 
Mass that we will implement in this new liturgical year: 

  From Sunday, November 27, on, following a suggestion of the parish council, we will introduce the 
Saint Michael’s Prayer at the end of Mass,  AFTER the Final Blessing and BEFORE the recessional hymn. 
Our Lectors will lead the congregation in  praying this beautiful and traditional prayer.  You will find the pray-
er in our new worship aids. Please also read the article on the tradition of the Saint Michael’s prayer in the 
Catholic Church in this bulletin.    

 Also, from Sunday, November 27, we will start using printed worship aids instead of the “Breaking 
Bread” hymnals. The change from the hymnal to printed worship aids will hopefully increase the  
participation in Mass since all hymns for that weekend and the main prayers will be found in one booklet. Fur-
thermore it will help to keep our church neat and clean. Please remember to take a worship aid when you enter 
the church.  

 It is my hope that these improvements will increase the participation in Mass and will improve the way 
we worship here at Epiphany Catholic Church.  

      Yours in Christ,  Rev. Stefan Megyery 

About the Tradition of the Saint Michael’s Prayer 

One day, after celebrating Mass, Pope Leo 
XIII was in conference with the Cardinals 
when suddenly he sank to the floor in a 
deep swoon. Physicians who hastened to 
his side could find no trace of his pulse 
and feared that he had expired. However, 
after a short interval the Holy Father re-
gained consciousness and exclaimed with 
great emotion: "Oh, what a horrible pic-
ture I have been permitted to see!" 
He had been shown a vision of evil spirits who had been re-
leased from Hell and their efforts to destroy the Church. But in 
the midst of the horror the archangel St. Michael appeared and 
cast Satan and his legions into the abyss of hell. Soon after-
wards Pope Leo XIII composed the prayer to Saint Michael. He 
ordered this prayer to be recited daily after Mass in all the 
churches throughout the Catholic world. This practice was al-
most completely swept away in the 1960s but has returned 
since then in many dioceses throughout the world.  

Why worship aids?  

 

The purpose of liturgy, with its recurring 
rhythms and movements, is to draw us 

into a deeper experience of God. Liturgy 
removes the concern about “what to say” 
or “what to do,” thereby allowing us to 

focus more on Christ’s presence with us.  

Since the rites of the Church have 
unique ritual moments with special mu-
sical acclamations and responses, wor-

ship aids assist members of the  
assembly in their task of full, active, and 

conscious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containing hymns, ritual music, respons-
es, and an outline of the liturgy, they al-

so serve to draw those using them  
deeper into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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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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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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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Collection  
THIS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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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November 6 Offertory Collection: $3114 

Weekly Budgeted Expenses: $4792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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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에

는 본당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 지출 및 성당 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 한인 공동체 성탄 파티  한인 공동체 성탄 

파티가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에피파니 청년 모임   에피파니 본당 청

년(21-35세) 모임이 11월 18일(금)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한인 

공동체 청년과 미국 공동체 청년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오실 분들은 

11월 17일(목)까지 Epiphanygeorgetown@gmail.com으로 신

청 바랍니다. 

  * 저녁 6시 30분  : 성체현시 

  * 저녁 7시   : 저녁식사 및 친교 

  * 저녁 7시 45분 : 신앙에 관한 주제 나눔 

◎ Thanksgiving Day 미사  본당에서 11월 24

일(목) 아침 10시에 추수감사절 영어 미사가 있습니다. 하느

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본당 미사나 가까운 성당 미사

에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본당에서 11월 27

일(주일) 오후 4시에 음악회가 마련됩니다. Duke Ellington 

School of the Arts 주최로 The Duke Ellington Piano Stud-

dents와 Guitar Ensemble이 있으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11월 13일(주일) 11월 20일(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독 서 자 
장란희 아녜스 

이희수 글라라 

서인경 실비아 

박재은 글라라 

11월 6일 

(9시 미사 헌금) 

1차: $1,046.00 

2차: $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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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빈 미카엘 

장소은 소화 데레사 

김이안 미카엘 

최민식 미카엘 

최민재 다니엘 

김이안 미카엘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박문성 마태오 신부님 

  * 환희의 모후 쁘레시디움/ 봉헌: 강영재 세실리아 

  * 고정린 그레고리오  / 봉헌: 부 이사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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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을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성가         44  

봉헌성가        210 
 

성체성가         151 

마침성가          68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3,19-20ㄴ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왔다.

◎  

 

제2독서      테살로니카 2서  3,7-12 

 

 

 

 

 

복음     루카  21,5-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21,19). 



 

 

2022년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 (다해)                      

 천 주교 신자 중 ‘식사 전 기도’ 외우는 사람은 드물지 않

지만, ‘식사 후 기도’까지 외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

다. 식후 기도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살아 있는 우

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연옥 영혼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교회는 한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

나 연옥 혹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가기에 합당한

(!)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은 지옥 가는

데, 천국 가기 애매하고, 지옥에 갈만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

들은 일종의 중간상태인 연옥에 간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개신교에서 연옥이 없다고 하는 신학적 근거

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됩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후 당신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창

조된 존재라 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존재이고, 살아있을 때 영과 육이 완

전히 하나이기에, 죽음 후에 영과 육은 함께 소멸한다고 주장

합니다. 따라서 죽음 후 영혼만 남지 않고, 죽는 순간 부활하

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란 

있을 수 없고, 가톨릭교회가 지어낸 이야기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단일체이고,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가톨릭교회도 동일합니

다. 하지만 영(혼)은 육(신)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이고, 육신

처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주장

하는 근거는 하느님께서 불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모

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불멸

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은 물론 연옥의 존재도 가능합니다. 

 ‘연옥’이란 단어가 처음 교회에 사용된 것은 12세기 

전후이지만,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은 모두에게 구원될 가

능성을 주셨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신앙을 원하십니다. 

살아서는 물론 죽은 다음에도 회개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정화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느님 은총과 사랑을 알지만, 아직 

온전히 정화되지 못 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연옥에 대해 성경은 직접적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

경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지만, 사도 바오로

도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 주겠습니다.”(1코린 

11,34) 하느님의 가르침, 즉 계시는 성경과 성전(聖傳 Tradi-

tio)을 통해, 사도들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다고 가톨

릭교회는 가르칩니다. 연옥이란 ‘정화소’(淨化所, Purgatori-

um)입니다. 연옥의 불은 벌을 주는 지옥의 불과 다른 것인데, 

깨끗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하느님 사랑의 불입니다. 정화시

키는 하느님 사랑의 불을 통해 정화되고 순수해져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다룬 연옥을 근거로 다

음 주에는 연옥 영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연옥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  [ 셩녀 엘리사벳 (헝가리) ] 축일 11월 17일  

환 자들의 신음이 천장까지 솟아오르고 있었다. 가난

이 내뿜는 지독한 냄새도 온 사방에 쩍쩍 눌어붙고 있

었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사벳이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

를 헝가리의 왕, 안드레아 2세의 딸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했

다. 아무도 그녀가 튀링겐의 영주, 루트비히 4세의 아내라고

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고 환자

를 돌보는 그녀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프란치스코 성인

의 삶을 배우고자 했던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 제3회에 입회

해 프란치스칸이 되었고, 자신이 가진 성 중 하나를 병원으

로 개조해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병원이 완성되자 병든 이

들과 가난한 이들이 그득그득 들어찼다. 그 후부터 그녀는 머

리를 틀어 올리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그들을 돌보고 있었

다. 환자들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지만 정작 그녀의 머리

는 헝클어져 있었고, 노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

만 정작 그녀는 끼니를 잊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

람’이라도 놓칠까 봐 그녀는 기도로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다. 

 

“또 성안의 곳간이 텅텅 비어 버렸습니다. 계속 저렇게 놔두

다가는 영주님의 영토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영주의 형제들은 그녀를 내쫓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그

녀의 남편, 루트비히 4세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잖소. 그러니 어떻게 가만

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가 못 한 일을 아내가 하고 있으

니 고마울 뿐인걸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옷과 재물을 전부 내

다 팔아 9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때

도, 병원에 환자가 누울 침대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침대를 내

어 주었을 때도, 몰골이 흉측하여 만지기는커녕 쳐다보고 싶

지도 않은 이를 업고 왔을 때도, 그는 그저 웃었고 그녀를 지

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 전염병으로 세상

을 떠나자, 그녀는 배 속의 셋째 아이와 함께 성에서 쫓겨나

고 말았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떠돌이가 되

었다. 사람들은 권세를 잡은 이들에게 밑 보일까 봐 아무

도 그녀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겨우, 오갈 데 없는 그

녀에게 한 남자가 마구간을 내어 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아

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는 서러워하기는커녕, 마구간에

서 예수님을 낳은 성모님을 떠올리며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

녀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세상

의 보화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아마 풀로 직물

을 짜면서도 일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을 만큼 오직 그리

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 그곳만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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