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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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9, 2023 

Reverend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DAILY MEDITATION: MATTHEW 5:1-12 

Blessed are the meek. (Matthew 5:5) 

If someone called you meek, would you consider it a compliment or an insult? Are you being described as humble and 
patient or overly submissive and weak?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called the meek “blessed,” so clearly, he thought it was something worth striving for. 
He also called himself “meek and humble of heart” (Matthew 11:29). And he was: he was submissive, but only to the 

will of his heavenly Father. 
This is what it means to be meek: to bend our will to God’s. This kind of meekness requires strength, not weakness, and 

a willingness to trust and obey the Lord. 
In today’s first reading from the prophet Zephaniah, it seems that meekness was exactly what the people of Jerusalem 

were lacking.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had already been overrun by the Assyrians just a generation or two before 
Zephaniah wrote these words. A similar fate awaited the southern kingdom because they were worshipping other gods 

and breaking the Lord’s commandments. 
And who would survive the “day of the Lord’s anger” (Zephaniah 2:3)? Only a “remnant” of people “humble and low-
ly,” who would observe God’s laws and seek “justice” and “humility” (2:3; 3:12). They would be blessed for their will-

ingness to be meek before the Lord. 
And so will we. When we follow God’s commandments, even when our passions and desires push us in the opposite di-
rection, we will enjoy freedom from sin. When we seek the Lord’s will in all that we do—especially when we are faced 

with an important decision—we will feel peaceful and secure that we are following the right path. 
Is there an area in your life that you are struggling to submit to the Lord? If so, repent and ask for the grace to give it to 

him. And even if you don’t see the blessings right away, believe that they will come, just as Jesus promised. 

“Lord, help me to be like you, meek and humble of heart.” 

Zephaniah 2:3; 3:12-13           Psalm 146:6-10           1 Corinthians 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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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28 
Vigil 

Sunday, January 29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5:00 pm 
Holy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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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January 30 7:30 am 
Santiago Sequeda &
Isabel Barrios 

Tuesday, January 31 
Saint John Bosco 

7:30 am 
Holy Souls 

Wednesday, February 1 7:30 am 
Holy Souls 

Thursday, February 2 
The Presentation of the 
Lord 

7:30 am 
Holy Souls 

Friday, February 3 
Saint Blaise  

7:30 am 
Holy Souls 

John Bosco’s theory of education could well be used in 
today’s schools. He advocated frequent reception of the 
sacraments of Penance and Holy Communion. He com-
bined catechetical training and fatherly guidance, seeking to unite the spir-
itual life with one’s work, study and play. 
John was ordained in 1841. His service to young people started when he 
met a poor orphan in Turin, and instructed him in preparation for receiving 
Holy Communion. After serving as chaplain in a hospice for working girls, 
Don Bosco opened the Oratory of St. Francis de Sales for boys. Several 
wealthy and powerful patrons contributed money, enabling him to provide 
two workshops for the boys, shoemaking and tailoring. By 1856, the insti-
tution had grown to 150 boys and had added a printing press for publica-
tion of religious and catechetical pamphlets. John’s interest in vocational 
education and publishing justify him as patron of young apprentices and 
Catholic publishers.  In 1854, he and his followers informally banded to-
gether, inspired by Saint Francis de Sales. With Pope Pius IX’s encourage-
ment, John gathered 17 men and founded the Salesians in 1859.  

 January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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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
mo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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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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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Volunteers Needed!  

We are looking for parishioners who would like to 
join our hospitality/events committee.   

This group of volunteers helps preparing our 
monthly Sunday Socials and other Parish Events. 

Being a part of a church is an amazing experience. 
Creating community and growing deeper in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are some of the benefits of 
being involved in the church.  

Collections  
January 22 Offertory Collection: $4,204.75  

Weekly Budgeted Expenses: $4792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MAINTENANCE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NEXT weekend, February 4/5,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Please join us for our  

traditional Sunday Social  
next Sunday, February 5, after the 

10:30 am Mass  
in the Parish Hall.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LIFE 





 

 

 

 

Are your days overcrowded, jam-packed, and busy, 
busy, busy? 
Take a break and enjoy your very own personal re-
treat at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During your personal retreat, from 9am-4pm, 
an experienced retreat director will guide you to a 
place of rest with Christ.  The retreat schedule al-
lows for one-on-one spiritual direction (optional), 
quiet reflection, Mass, Confession and Eucharistic 
Adoration, plus lunch; so you will be nourished and 
cared for while Our Lord speaks to your soul about 
the depths of His love for you. Cost is $100 per per-
son.  Visit our website to register and to find more 
dates ourladyofbethesda.org. Or call 301-365-0612.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7007 Bradley 
Blvd., Bethesda, MD 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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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9-12 (Virtual) /  
Mar 9-12 / Mar 23-26  

The Three to Get Married Marriage Preparation Pro-
gram is a Catholic Pre-Cana program for seriously da-
ting and engaged couples. This marriage preparation 
course is an intensive preparation experience true to 

the teachings of the Catholic Church.  Convenient one
-weekend schedule. FOCCUS administration is in-
cluded. $375 per couple. Space will be limited and 
these weekends fill up quickly, so reserve your spot 

today!  Find more information on the  
website: ourladyofbethesda.org.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Bethesda, MD. 

Plan to Take a Personal “Retreat” Day in 
the New Year!  

February 17 



 

 

주님 공현 천주교회                                                                                                                  

◎ ‘목 축성’ 안내  오늘 미사 후에 2월 3일 

블라시오 성인 축일 미사에 있을 ‘목 축성’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2차 헌금  2월 5일에는 본당 운영을 

위한 유지비 지출 및 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 첫 영성체 안내  2월 5일 주

일 미사 중에 김노아 예로니모와 최윤우 안드레

아 어린이가 첫 영성체를 모시게 됩니다. 어린이

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교리반 안내 현재 유치부-초등 6학년

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교리반이 2월 5일(주일)부터는 

중고등부 교리반을 포함해 두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

과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강지

은 프란체스카 선생님(jieunikang@gmail.com)께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 2022년 세금 공제 서류  2022년 한 해동안 성당에 

기부해 주신 도네이션이나 헌금에 관련한 세금 공제 서류

(2022 Contribution Statement)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사

무실로 (epiphanygeorgetowne@gmail.com)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1월 29일(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2월 5일(주일) 

독 서 자 
정선진 가브리엘라 

박재은 글라라 1월 22일 

(9시 미사 헌금) 

$2,097.00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

고 특히 가장 어리고 힘없는 이들

을 돕도록 기도합시다. 

장수진 빅토리아 

조은희 글라라 

복    사 

조우빈 미카엘 

장소은 소화 데레사 

김이안 미카엘 

최민식 미카엘 

조우빈 미카엘 

최민재 다니엘 

친교봉사 기타구역 소공동체 C 구역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조성연 안젤라, 윤혜성 안젤라 / 봉헌: 김박자 리오바 

  < 위령미사 > 

  * 이승훈 대건 안드레아 / 봉헌: 송 베네딕타 

  * 연옥영혼 / 봉헌: 이 안나, 나 다이아나 

◎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 성모회에서 본

당에 건축 기금으로 $1,000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

니다. 

◎ Parish Giving   주일 헌금이나 도네이션

을 온라인으로 봉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에 있는 “Parish 

Giving”에 등록하시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

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

에 조성되어 있는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

돌은 (크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

니다 (한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

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

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작성가       434  

봉헌성가       210   
 

성체성가        169 

마침성가        437 

제1독서    스바니야 예언서   2,2;3,12-13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

이 크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26-31 

 

복  음       마태오   5,1-12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

들의 것이다”(5,3). 



 

 

2023년 1월 29일 연중 제4주일 (가해)                      

■ 봉헌한다는 것은 

‘주님 봉헌 축일’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

친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이 축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 뒤 

40일째 되는 날에 지낸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느님께 순명하

고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를 봉헌하는 

모세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봉헌했다. 

 특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지난 1997년, ‘주님 

봉헌 축일’을 ‘봉헌생활의 날’로 제정했다. “복음적 권고를 실

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증거를 더

욱 존중하고 봉헌생활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새롭게 하는 계

기”(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제1회 봉헌생활의 날 담화)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모든 신자들이 특별히 봉헌의 

삶을 사는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헌생활의 의미를 올

바로 인식하는 기회로 삼길 바라는 뜻에서 제정한 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날은 수도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신

자들이 하느님 앞에 다시 초대된다. 

 ‘봉헌생활’은 바로 “서원을 통하여 또는 그 고유한 특

성에서 서원과 비슷한 다른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세 가지 복

음적 권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제2차 바티칸공

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의 “고정된 생활 형

태를 가리킨다.”(교회법) 이러한 생활 형태를 가리키는 라틴

어 ‘vita consecrata’는 ‘봉헌생활’ 혹은 ‘축성생활’로 번역된

다. 이러한 ‘봉헌’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차원을 넘어

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의 열매’, ‘부르심과 응답’ 곧 ‘선택

과 동의’를 통해 사랑의 계약이 된다. 특히 봉헌생활자의 신

분은 성직자나 평신도의 중간이 아니라, 그 양편에서 하느님

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자 예수의 동반자로서 사는 

것이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봉헌생활자가 될 수 있다. 

■ 청빈·정결·순명의 복음적 권고 

복음적 권고는 청빈(가난), 정결, 순명을 일컫는다. 봉헌생활

이란 바로 이 덕목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하느님께 일치해 하

느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을 말한다. 서방의 수도

생활에서 이어져온 각 수도회의 모습은 복음적 권고를 서약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대개 공통점을 드러낸다. 

복음적 권고의 삶을 단순히 금욕의 차원으로 축소해 짐으로

만 여겨선 안 된다. ‘하느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살았던 삶이며 이를 따르는 

것은 수도자들 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실천해야할 몫이다. 

다만 수도자들은 ‘서약’을 통해 이러한 삶을 더욱 투철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 

 ‘청빈’(가난)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소유욕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내 삶과 가치의 중심에 두고, 가

난한 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정결’은 하

느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독신을 택하는 삶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근간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

[ 주님 봉헌 축일 ] 축일 2월 2일  

성  블라시우스(Blasius, 또는 블라시오)는 독일에서 특

별히 공경받는 ‘14명의 전구자’ 성인 가운데 하나로 

양털을 빗기는 사람, 야생동물, 인후병(咽喉病) 환자의 수호

성인이다. 블라시오 성인의 축일은 9세기 나폴리에서, 10세

기에는 로마에도 도입되었다. 성인전에 의하면, 그는 부유한 

귀족 그리스도교 신자 집안 출신으로 매우 젊은 나이에 주교

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 주교가 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9세기에 로마의 성 클레멘스(Clemens) 성당에서 성 

블라시우스의 전설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에 

따르면 성 블라시우스는 아르메니아(Armenia)에 있던 세바스

테의 주교였는데, 로마 황제 리키니우스(Licinius, 308-324)

의 그리스도교 박해 때 카파도키아(Cappadocia)의 총독인 

아그리콜라우스(Agricolaus)에 의해 붙잡혀 세바스테 밖에 

있는 산의 동굴에 갇히게 되었다. 이때 성 블라시우스는 동굴

로 찾아온 야생동물들을 치료해 주고 자신이 축성한 물을 병

든 짐승들에게 먹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목격한 어떤 사냥꾼의 고발로 그는 감옥

에 갇히게 되었다. 이때 한 부인이 목에 생선뼈가 걸려 죽을 

위험에 처한 아들을 데려와 치료해주기를 청했는데, 성인의 

기도로 치유되어 생명을 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 

부인은 성인이 처형될 때까지 감옥으로 음식과 초를 가져다

주었다. 성 블라시우스는 총독에 의해 양털을 다듬을 때 쓰는 

강철로 만든 소모기(梳毛機)로 고문을 받고 316년 2월 3일 

참수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성 블라시우스에 대한 공경은 6세기 동방교회에서부

터 시작되어 9세기경부터는 서방교회에서 인후병의 수호성

인으로 공경을 받았다. 그 후 성인에 대한 공경 예절은 십자

군에 의해 서방교회에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그의 축일에는 

초 두 자루를 사용해 인후(목)를 축복하는 예절이 있는데, 사

제가 두 개의 축성된 초를 성 안드레아 십자가(X자) 형태로 

쥐고 목 가까이 가져다 댄 후 성 블라시우스 성인에게 인후병

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를 청하는 기도문(“성 블라시

우스 주교 순교자의 전구로 주님께서 당신을 목의 모든 병과 

다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을 외우고 강복한다. 동방 정

교회에서는 그의 축일을 2월 11일에 기념한다.  

www.catholic.or.kr 

[ 성 블라시오 ] 축일 2월 3일  

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순명’은 하느님께 응답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수도회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도 

강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인

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랑의 표현이다. 

 가톨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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