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10:30 am
12:00 pm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April 16, 2017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to arrange a meeting with the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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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ages 7 to 10,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Confessions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Monday - Friday
8:00 - 8:30 am

Adult Confirmation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Saturday
4:00 - 4:30 pm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are encouraged to register using the registration
forms in the vestibule.

Eucharistic Adoration
Every Wednesday
5:30 - 6:30 pm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Georgetown Epiphany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ww.GeorgetownEpiphany.org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I shall not die, but live, and declare the works of the Lord. (Psalm 118:17)
Jesus, you are the risen Lord, and all creation sings your praise today!
I hear the very stones cry out, just as you said they would,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Even the stone that sealed your tomb is rolled away and proclaims a wondrous mystery. Instead of being
an immovable testament to your death, it has become an indisputable witness to your resurrection.
Today, the burial cloths come alive to declare your victory. How tightly those garments of death bound Lazarus
when you summoned him from the grave! They clung to him and would not release their grip until you spoke the
word: “Untie him.” But death had no hold on you, Lord. You broke free in a great burst of light, and left the burial
cloths tidily behind. There in the tomb with Peter and the beloved disciple, your Church fixes its gaze on those
discarded trappings with wonder and amazement. These cloths invite me to believe that my Redeemer lives. They
urge me to stake everything on your mercy and your promise of eternal life.
Loving Savior, because of you, a cruel instrument of death now speaks to me of life. By your cross, you have
destroyed the enemy and flung open the gates of salvation. Its light shines out—in our churches, in our homes, in
hospital rooms, in the rubble of warfare, and in every dark and dreary place—proclaiming life to anyone who puts
their faith in you.
So many transformed lives! So many signs of victory! Each one, in its own way, speaks to me of you. Help me
to look, listen, and believe so that, in my own way, I too may become a sign that speaks of you to the world.
“Jesus, you have conquered death! You live and are always at my side! Help this reality sink into the core of
my being. Show me one new step, however small, that I can take today to ‘declare the works of the Lord’ by
my life and words.” (Psalm 118:17)
(from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April 2, 2017
Offertory Collection: $4,280.56
Maintenance Collection: $718.00
April 9 collection totals unavailable at print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remember tho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that are most in need of
prayer: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Elizabeth Williams, and Anna-Stina Ericson.
This spring,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Signing up will allow you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even when life gets busy. Please pick up
an enrollment form from the back of the church to
get started to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write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The Triduum ends on Easter Sunday evening. We
now begin the Easter season which lasts seven
weeks, ending on the evening of
Pentecost Sunday. The Church says to
us, “This is the perfect time of the year
to celebrate life – a life that lasts
forever. Enjoy! Let there be a 50-day
festival. Let the Paschal candle, lit
from the Easter fire, burn brightly
throughout these days. Catch the spirit in the air and
let it remind you of the Holy Spirit within you.”
PLEASE RETURN YOUR RICE BOWLS FOR
COLLECTION NEXT SUNDAY. Thank you to all
those who made the special Lenten journey with CRS
Rice Bowl. What we give up for Lent truly does save
lives, and the sacrifices we make enable us to be
better prepared to encounter ourselves, our
neighbors, and our God.
THE 2017 PASCHAL CANDLE WAS
GIVEN IN LOVING MEMORY OF
DOROTHY AND LESTER HARRIS,
THE PARENTS OF DOROTHY H.
GRAY.

A SPECIAL THANK YOU
for all of your generous
donations toward the purchase
of Easter Flowers. Their beauty
reflects our joy in the
celebration of our Risen Lord
Jesus Christ.
COFFEE, COOKIES AND COMMUNITY On
the First Sunday of every month, there is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Come enjoy the company of old
friends, or discover the charm of making new ones.
Please consider becoming a volunteer for these
meaningful mornings. Volunteers to organize (set up
and clean up) are needed. And, of course, volunteers
to bring in their favorite finger foods are most
welcome. See you on May 7!
ON SATURDAY, APRIL 15 at the 8:00pm Easter
Vigil Mass, we welcomed and celebrated our:
Catechumens for Baptism, Confirmation, and
Eucharist
Taejoon Daniel Bae
Jangwon Daniel Choi
Tricia Jo
Jaeseob Michael Kim
Jiwon Michaela Kim
Candidate for Completion of Initiation
(Eucharist and Confirmation)
Hyunkyung Agnes Lee
Candidates for Confirmation
Chang Kyu Stephano Kim
Shin Ae Damiana Koh
9th Annual Quo Vadis Camp This event 4-day for
young men in high school will be held on July 1619 at Mount S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D. It includes daily Mass, prayer, talks, sports,
and much more. Bus transportation is available. For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visit www.dcpriest.org
For all questions visit vocations@adw.org.
2017 JUBILARIAN MASS FOR MARRIED
COUPLES The annual Jubilarian Celebration of
Marriage, honoring couples married 25, 30, 35, 40,
45, 50, and 51+ years, will be held Sunday, June 25
at 2:00pm a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Cardinal Donald Wuerl
will preside at the Mass.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to register by Monday, April 24.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pril 15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pril 16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Parishioners and
Benefactors
7:30 a.m.
Special Intention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Monday, April 17
Tuesday, April 18
Wednesday, April 19

7:30 a.m.
Francis Caponio
7:30 a.m.
Joe Agata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April 20

5:30 p.m.-6:30 p.m.
7:30 a.m.
Soo Jeong An

Friday, April 21

7:30 a.m.
Special Intention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April:
YOUNG PEOPLE
That young people may respond
generously to their vocations and seriously
consider offering themselves to God in the
priesthood or consecrated life.
ONLINE SURVEY TO SHARE WITH POPE
FRANCIS! Pope Francis wants to hear from you! In
preparation for an international gathering of Bishops
(Synod) next year, Pope Francis wants your input on
the topic of Young People, the Faith, and
Vocational Discernment. People of all ages,
Catholics and non-Catholics, are invited to give their
feedback on how the Church can engage and support
youth and young adults in making major life
decisions. Visit www.SharewithFrancis.org.
RUN FOR VOCATIONS “Run For Vocations”
registration is coming! The Marine Corps 10K and
“Run for Vocations” registration opens on April 22.
Time to get out your running shoes out and put your
team together! More information and online
registration can be found at www.dcpriest.org, or
search "Run for Vocations" on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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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음

◎ 알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20,9).

○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
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축하드립니다!

어제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은 분들께 축
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예비자와 견진자들을 위해 물심양
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한

20,1-9

◎ 금주의 미사 지향
< 위령미사 >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 새 영세자 >
김재섭 미카엘, 김지원 미카엘라, 배태준 다니엘,

◎ 울뜨레야 4월 정기모임

4월 23일 9시 미사

Tricia Catherine Jo

후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어린이 영세자 > 최장원 다니엘

◎ Rice Bowl

< 성인 견진자 >

입구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

고신애 다미아나, 김창규 다미아노, 이현경 아녜스

에 보내질 것입니다.

사순 시기에 모은 저금통을 성당

◎ 성인 예비자 교리

예비자 교리는 지난 주 4

월 9일로 마치고, 2018년 성인 예비자 교리는 9월에 개강합
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예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봉
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성삼일 전례와 부활

[ 교황님의 4월 지향 ]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
스트라, 그리고 복사단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 백합 봉헌

부활 제대를 아름답게 장식

한 부활 백합을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 지향 :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성소에 기꺼이 응답하며 사제직이
나 봉헌생활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기도합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5:30 - 6:30pm
매주 수요일 10:30am
주일 9시 미사 후 지하 교리실
9월 개강

독서자
제물봉헌
복

사

4월 16일(주일)

4월 23일(주일)

김미연, 김현주

곽 수, 안기숙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장희정, 장채민, 케롤린

윤은식, 장소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장소은

허윤

2017년 4월 16일 예수 부활 대축일 (가해)
[ 4월 공동 기도문 ]

[ 성삼일 ]

해

[ 아침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 사제를 위한 기도 1]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 가톨릭 기도서 ]

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장엄한 그리스도
교 축제이며 전례주년의 중심이다. 유다인들
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
는 유다 축제에 따라 파스카로 불려지기도 한
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파스카 거
행, 곧 첫 번째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성체성사
와 새 법의 사제직을 제정하셨다. 유다인들의
해방은 악마의 손아귀에서 인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몸소 희
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예시하였다. 그래서 예
수 부활 대축일은 그리스도교의 파스카가 되었다.
교회력의 다른 축제들은 부활 대축일의 날짜에 의존한
다. 부활 대축일은 춘분이 지난 뒤 첫 만월 바로 다음 주일이
다. 교회의 눈으로 볼 때 그 해의 모든 주일은 부활 대축일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주일(라틴어로 Dominica)이라는 명칭은
‘주님’을 뜻하는 Dominus에서 유래한다. 초기 교회는 부활하
신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예수 부활 대축일의 중요성은 사순 시기의 오랜 준비
기간, 성주간의 특별한 예식들, 부활 대축일에 이어지는 팔일
축제는 물론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계속되는 전체 부활 시기
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예수 부활 대축일(과 부활 시기 전체)의 특성은 파스
카 초와 자주 반복되는 ‘알렐루야’, 기쁨의 노래와 그리스도
의 구속에서 드러난 승리이다. 아우구스티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며 알렐루야는 우리의 노래이다.” 그
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경축하는 인상적인
짤막한 찬미가인「빅띠메 빠스칼리」(‘파스카의 희생 제물’)라
고 불리는 딸림노래도 있는데 11세기에 작성되었다.
우리는 부활 성야 때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거행함으
로써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다. 예수 부활 대축일의 이 ‘둘
째’ 미사에서 우리는 이제 ‘이날에’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우
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우
리는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하고 환호한다.
이날은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당신 제자들
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날이다. 예수께서는 “빵을 쪼갤 때” 엠
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 주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죄 사함을 위해 당신의 사도
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당신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세상
에 파견하실 때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대축일 전례를 거행하며 세례
때의 서약을 갱신한다. 우리는 신앙과 세례성사를 통해 지
금 예수님의 영광스런 부활을 공유한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
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승천하여 그분의 영광스
런 부활에 충만히 참여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다.

www.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