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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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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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ED VIRGIN MARY,  
HOLY MOTHER OF GOD 

January 1, 2023 
Reverend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DAILY MEDITATION: LUKE 2:16-21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Luke 2:20) 

Today we celebrate the feast of Mary, Mother of God, the one who brought the Son of God into the world. And as much 
as we honor Mary today, we also honor Jesus, her divine Son. 

At first glance, it may seem odd that today’s Gospel focuses on the shepherds who came to see the newborn Jesus and 
left praising God. But surely Mary would want us to join them in their songs of praise! In everything she did, Mary led 

people to glorify her Son for the salvation he would win for them. 

In every age, Mary has sought to bring all people to Jesus and to urge them to praise and worship him. In fact, it’s proba-
bly her greatest desire for us as we begin a new year. She knows that we have so many reasons to praise her Son. We can 

praise him for becoming a man and teaching us to pray. We can adore him for offering himself on the cross to save us. 
We can glorify him for giving us his Spirit and making us children of God. We can never run out of reasons to praise 

Jesus! 

So make this your goal: to praise Jesus more in 2023. It’s not always easy to include praise in your daily prayer, especial-
ly if you’re not accustomed to it. You might not know what to say. But you can begin by thanking Jesus for your bless-

ings. You can also praise him for forgiving your sins. And you can rejoice in his faithfulness and unending love. 

As you add praise to your prayer, you can always ask Mary, Mother of God and your Mother, for help. You can use the 
Magnificat, her own song of praise, as a model as you set out to magnify the Lord (Luke 1:46-55). And you can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Mary is praising Jesus right along with you—all year long! 

“My soul proclaims your greatness, Lord! My spirit rejoices in you, my Savior!” 

Numbers 6:22-27         Psalm 67:2-3, 5, 6, 8         Galatians 4:4-7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Educators
We pray that educators may be credible witnesses, 

teaching fraternity rather than competition and 
helping the youngest 

and most vulnerable above all.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December 31 
Vigil 

Sunday, January 1 
Blessed Virgin Mary, 
Holy Mother of God 

5:00 pm 
Holy Souls 

7:30 am 
Our Parish Family 
9:00 am (Korean) 
Holy Souls in Purgatory 
10:30 am 
Holy Souls 

Monday, January 2 
Ss. Basil the Great & 
Gregory Nazianzen 

7:30 am 
Victoria 

Tuesday, January 3 
The Most Holy Name of 
Jesus 

7:30 am 
Holy Souls 

Wednesday, January 4 
St. Elizabeth Ann Seton 

7:30 am 
Ultreya family 

Thursday, January 5 
St. John Neumann 

7:30 am 
Holy Souls 

Friday, January 6 7:30 am 
Holy Souls 

Elizabeth Ann Bayley was born in New York City 
on August 28, 1774 to a prominent Episcopal family. In 1794, at the age of 
19, Elizabeth married William Magee Seton, a wealthy businessman with 
whom she had five children. William died of tuberculosis in 1803, leaving 
Elizabeth a young widow. After discovering Catholicism in Italy, where 
her husband had died, Elizabeth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and entered 
the Catholic Church in 1805 in New York. After a number of difficult 
years, Elizabeth moved in 1809 to Emmitsburg, Maryland, where she 
found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t. Joseph’s, the first community for reli-
gious wome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She also began St. Joseph’s 
Academy and Free School, planting the seeds of Cathol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er legacy now includes religious congre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ose members work on the unmet needs of 
people living in poverty in North America and beyond. 

Mother Seton, as she is often called, was canonized on Sunday, Septem-
ber 14, 1975 in St. Peter’s Square by Pope Paul VI.  

Januar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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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Feast Day  

On Sunday, January 8, 2023 we 
celebrate the  

Solemnity of the Epiphany.  
It is also our titular feast.  

This is a time for our parish to celebrate all of the bless-
ings God has bestowed on us since our humble begin-

nings in 1925. It is a time to celebrate us!  
After our 10:30 am Mass we will have  

our celebration in the Parish Hall.  
All are invited!   

Happy New Year!  
This new calendar year gives us  

another opportunity to give thanks for all of the 
ways that God has blessed us in this past year 

and to look forward with hope to all of the 
blessings to come.  

On behalf of the entire staff here at  
Epiphany Catholic Church,  

I wish all of you a very blessed and grace filled 
New Year. 

Yours sincerely in Christ,  

Fr. Stefan Megyery 

A special word of  
Thanksgiving to everyone who 

helped celebrating  
this Christmas in such a beautiful 

way - those who prepared the  
church, all our musicians,  

and many more.  

MAINTENANCE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THIS weekend, December 31/January 1,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Church.



Second Collection  NEXT weekend, January 7/8: 

Our parish will take up the Collection for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USA (AMS), next weekend, a collection approved by the U.S. Con-
ference of Catholic Bishops to be taken every three years. The AMS provides 
pastoral care to Catholic men and women serving in the U.S. Armed Forces, 
enrolled at a U.S. Military Academy, being treated as a patient at any of the 
153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s, or who work for 
the federal government beyond U.S. borders - including those from our own parish and diocese.  
The AMS does not receive any funding from the government or military, and has no parishes from which to 
receive a weekly assessment. To learn more about the AMS, go to www.milarch.org/nationalcollection.  



 

 

 

 

Evening of Reflection  
for Couples 

Wednesday, Jan 11, 
2023 

 
Married and Engaged 
couples are invited to an 
Evening of Reflection 

especially for you! The evening will begin with 
mass and include a delicious dinner, talk, time for 
quiet reflection and the opportunity for confession. 
$75 per couple.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
ter, 7007 Bradley Blvd., Bethesda, MD 20187. Reg-
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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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ent Retreat Weekend 
for Women 

January 6-8, 2023  

 

Start the new year with a 
silent retreat. Explore 
your mission in life, and 
in the new year, as you 
experience His Presence 

in the silence! These retreats are based on the Spiritu-
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Registration is 
required. Cost: $300 per person. Find more infor-
mation and links to register on the web-
site www.ourladyofbethesda.org. Our Lady of Bethes-
da Retreat Center, A Place to Encounter Christ! 7007 
Bradley Blvd., Bethesda, MD 20817.  
Plan your next retreat today! 

What Made Me, Me? Understanding How Your Iden-
tity Developed Over a Lifetime 

Next Topic: Issues of Competence  
(Childhood Development) 

Date: Jan 31 

Why do people do what they do? Deepen your own self-
awareness and discover the psychological and spiritual narra-
tive of your life. Learn how your childhood has helped shape 

who you are today. This new workshop series will lead you through the psychological and spiritual development of a per-
son during each stage of life. Over the course of these workshops, you will see how each stage of development –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 shaped the person you are today. Presented by Dr. Kathleen Musslewhite, Exec-
utive Director of the Alpha Omega Clinic, the series will run monthly on Tuesday afternoons: Nov 29, Jan 31, Feb 
28; each session duration: 12:30-2:30pm (following Noon mass.) The cost for each session is $60 per person, or sign up 
for the entire series for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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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37  

봉헌성가        236 
 

성체성가         172 

마침성가         238 

제1독서    민수기  6,22-27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슴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

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제2독서      갈라티아서  4,4-7 

 

 

 

 

복음     루카  2,16-21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2,16.21)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본당 운영에 필요

한 유지비 지출 및 성당 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

은 도움 바랍니다. 

◎ 다음 주 2차 헌금  1월 8일에는  군종교구를 

돕는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본당 주보 축일 미사  다음 주 1월 8일(주일)은 

“주님공현 대축일”이며, 우리 본당 주보 축일입니다. 아침 10

시 30분에 합동 미사가 있습니다. 이 날 9시 미사는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달력   2023년 한인 공동체 달력 

제작에 도움을 주신 나 다이아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

에 1부씩 나누어 드립니다.  

◎ 휴강 안내   초중고 주일학교와 예비

자 교리반이 1월 8일까지 휴강입니다. 2023년 1월 15일에 개

강합니다.  

◎ 매일미사 신청   2023년 1~12월 매일미사 

신청 받습니다. 1년에 $60(한권에 $6)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주일) 1월 8일(주일)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독 서 자 
조성연 안젤라 

장수진 빅토리아 합동미사 

오전 10시 30분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

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리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시다. 
복    사 

장소은 소화 데레사 

고정린 그레고리오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이상진 아모스 신부님 

  * 권구훈 바실리오 / 봉헌: 김박자 리오바 

  < 연미사 >    

  * 연옥영혼 / 봉헌: 이 안나, 나 다이아나 

◎ 성탄 시기 자선 안내   주님 공현 대축일

을 준비하며 대림시기와 성탄 시기에 St. Ann’s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 기증품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어려운 가족들을 위한 물품을 

2023년 1월 8일(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성당에 가져오시면 전

달하겠습니다. 아래 필요한 물품 목록을 참고하시고, 음식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물품은 새것을 기증바랍니다. 도움 주

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iapers (Size 1,6,7), Diaper wipes, Kid’s face masks

(2-5 years old), Baby formula, Baby food, Bath and 

body works-lotion, soap, sprays, Laundry detergent

(gentle or fragrance free), Clorox disinfection wipes, 

Gift cards (Giant, Safeway, CVS, Target, Kmart, 

Walmart, Amazon) 



 

 

2023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가해)                      

교 회 전례력으로 성탄 팔일 축제 마지

막 날이요 새해 첫날인 1월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다. 1월1일

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게 

된 때는 1970년부터이다. 에페소 공의회

(431년)가 성모 마리아께 ‘천주의 성모’라

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했고, 동방교회

에서는 이 축일을 예수 성탄 축일 다음날

인 12월26일에 지내 왔으며, 로마 교회는 7세기부터 1월1일

을 성모 마리아 축일로 지내 왔다.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이 기념일을 지내 오다가 1931

년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을 맞아 교회의 보편적 축일이 되

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에 따라 1월1일로 결

정되었으며, 명칭도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로 바꾸

어 지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1987년부터 1월1일을 의무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순교자 및 성인들의 축일이 부활사상에서 기인하여 천상탄일

을 축하하는 것과는 달리,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降生)의 신비와 깊이 연관된 축제이

다. 옛 로마시대의 전례대로 1월1일에 지내게 되는 이 축일은 

구원의 신비 안에서 수행하신 마리아의 역할을 기념하고, “우

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아들이게 해주신” 거룩한 어

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존엄성을 찬미하는 날이다. 

4세기에 성모 마리아께 대한 공경이 발전하게 된 것은 그리스

도의 신성(神性)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예수 그리

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에 대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

을 옹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人性)을 엄격히 구

별하여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에 대해서도 431년 에페소 공의회

를 통해 마리아가 ‘하느님의 모친’임을 신조로 정의, 공포함으

로써 이단을 몰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신비를 기념하고 가톨릭 교의를 확립하기 위

해 성모 축일들이 4~5세기경에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

고, 7세기 이후에 서방교회로 전파되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降生) 신비와 깊이 연관된 축제 ] 

가톨릭교회는 “구원 업적과 끊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하느

님의 모친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애정으로 공경한다”(전례

헌장 103). 즉 성모 공경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모친’이라

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 마리아의 자유로운 수락(루카 1,38)

으로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마리아는 참 하느님이

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

요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나지안즈의 성 그레고리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

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 Theotoros의 신학을 확

립한 인물로 유명하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셨을 뿐

만 아니라 온전한 하느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느

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성 아타나시오 주교는 자신의 편지(Epist. ad Epictetum, 5-9: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PG 26, 1058. 1062-1066)에서 하느님의 말씀께서 마리아에

게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

이심을 강조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말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

살펴 주시고자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

야 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존재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께서는 

우리를 위해 바치신 당신의 육신을 마리아에게서 취하신 것

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 “마리아는 그를 

포대기로 쌌다.”고 하고 또 그를 젖 먹인 젖가슴은 복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외부로부터 마리아 안으

로 주입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천사는 마리아에게 단순

히 “당신 안에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

려 그 육신은 정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천사는 “당신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

니다. 

말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우리 인성을 취하시어 

그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 인성을 완전히 흡수

하여 우리를 당신 신성으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만 하나의 단순한 가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

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참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리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

다. 우리 구원은 절대로 허구가 아니고 육신만의 구원도 아

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 즉 육신과 영혼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말씀대로 마리아

에게서 탄생한 분은 참인간이셨고, 주님의 육신은 참 육신

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으므로 참 육신이었습

니다. 

[ 교황 바오로 6세는 1월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선포 ] 

이렇듯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자 하느님의 어머님으로서 주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신비롭게 결합된 분이시며, 우

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새해 첫날 사랑과 공경

으로 기리는 것은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상살이 한 해를 시작

하며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보호와 전구에 의탁하는 의미에

서도 마땅하고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1월1일은 또한 ‘세계 평화의 

날’로도 지내고 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1월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선포하면서 “평화란 생명과 진리와 정의

와 사랑이 지닌 가장 높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교황은 평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청할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조영대 프란체스코 신부 

[ 월간 레지오 마리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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