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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FOURTH SUNDAY OF EASTER
May 7, 2017
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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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of Easter
They were cut to the heart. (Acts 2:37)
Here it was, Peter’s very first sermon, and what did he say? He preached the heart of the gospel message. He
spoke about Jesus—how he performed miracles, how he was put to death, and how he rose from the dead for our
salvation. Then he brought everything to a grand conclusion: “God has made both Lord and Christ,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Acts 2:36). Luke tells us that when the people heard these words, they were “cut to the
heart” (2:37).
We all know what it means to be cut to the heart. We see or hear something stirring, and we feel moved to do
something about it right away. It’s like the way we feel when we hear about a family that has tragically lost a
loved one. We feel very sad for that family. Our pierced hearts go out to them, and we feel moved to treasure our
own family even more.
Can any message cut us to the heart more dramatically than the gospel? What can compare to the story of a God
who loves us so much that he sent his only Son to rescue us from sin—at the cost of his own life? What can
compare to hearing that we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if we just turn from sin and turn to Jesus?
Whether we are at peace with God or not, whether we are full of faith or weakened by doubts, whether we feel
confident in life or overwhelmed by our challenges, recalling this message has the power to touch us and move
us closer to Jesus.
Why? Because the gospel message helps us to see our lives from a heavenly perspective. It tells us that we are
destined for something wonderful. It moves us to try a little harder to be pleasing to the Lord.
So make a promise today: “I will never let a day go by without remembering and trusting in the good news that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Come, Holy Spirit; fill my heart and my mind with the gospel message. Move me to do whatever you ask.”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April 30 Offertory Collection: $3,024.56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keep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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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NITY DOME COLLECTION Next weekend,
May 13-14, is the national collection to complete the
TRINITY DOME of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
Washington, D.C.), before its 100th anniversary.
Also
known as America’s Catholic Church, the
National Shrine has been built by and for
the faithful of our great nation in
honor of our Blessed Mother, the
patroness of the United States.
Please give generously and
become a part of Mary’s Shrine
by helping to bring about the completion of her
Churc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trinitydome.org or www.nationalshrine.org.
There will be a Second MAINTENANCE
COLLECTION today.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PLEASE RETURN ALL RICE BOWLS FOR
COLLECTION BY NEXT SUNDAY, MAY 14.

HOSPITALITY MINISTRY Volunteers are
needed on the First Sunday of every month, when
there is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Help is needed to set up,
clean up, and bring in favorite cold finger foods to
share. We hope to see you TODAY, Sunday, May
7,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FRANCISCAN
MONASTERY
GARDEN
GUILD OPEN HOUSE Interested in gardening at
one of the most peaceful sites in Washington, while
helping feed our neighbors in need? Come to the
Franciscan Monastery (1400 Quincy St., NE) Garden
Guild Open House on Saturday, May 13, from
10:00am-12:00pm, beginning at the greenhouse
behind the gift shop. Learn about herb, vegetable,
and flower gardening, beekeeping, enjoy garden
tours, and more. Each year, the Guild partners with
parish and non-profit volunteers to harvest and
donate over 5,000 pounds of food for our
community.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fmgg.org or email gardenguild@gmail.com.
A MEN’S DISCERNMENT DINNER will be held
at Saint John Paul II Seminary (145 Taylor St., NE)
on Sunday, May 14, from 5:00pm-8:30pm. It will
include Mass, dinner, and a chance to discuss the
priesthood with priests, seminarians, and other
young men from the Washington, D.C. area.
Participants should be single men, college-age and
up, who are practicing Catholic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Fr. Mark Ivany, Director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vocations@adw.org.
Register
online
at
www.dcpriest.org.
2017
ARCHDIOCESAN
WOMEN’S
CONFERENCE Are you wondering how you can
encounter God’s grace in your daily life? Are you
seeking ways to bring grace into your family life?
Join women from across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for the 5th Annual Women’s
Conference on Saturday, May 20, from 8:30am4:00pm at the Pryzbyla Center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620 Michigan Ave., NE).
Keynote speaker: ValLimar Jansen; Mass celebrated
by Bishop Barry Knestout. Breakout sessions include
Fr. William Byrne: “Encountering Grace in the
Realities of Life” and Michael Carotta: “Unexpected
Occasions of Grac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Debbie
McDonald
at
(301)853-4466
or
mcdonald@adw.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May 6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Ma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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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OF
EASTER
Monday, May 8
Tuesday, May 9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May 10
St. Damien de Veuster

7:30 a.m.
Special Intention

NO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May 11

NO EUCHARISTIC
ADORA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May 12
St. Nereus
St. Achilleus
St. Pancras

7:30 a.m.
Special Intention

PLEASE NOTE THAT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THIS WEDNESDAY, MAY 10.
LECTOR MINISTRY Lectors are needed to
proclaim the Word of God during the sacred liturgy.
Those who participate in this special ministry allow
their voices to become the incarnate Word of God for
the gathered assembly at Mass. If you would like to
serve as a Lector,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either
(202)965-1610
or
parish@georgetownepiphany.org, to provide your
contact information and the Mass time(s) you are
available.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May:
CHRISTIANS IN AFRICA
That Christians in Africa, in imitation of
the Merciful Jesus, may give prophetic
witness to reconciliation, justice, and
peace.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39

성체성가

461

봉헌성가

18

마침성가

244

제1독서

사도행전

제2독서

2,14ㄱ. 36-41

베드로 1서

2,20ㄴ-25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
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 음

◎ 금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요한

10,1-10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생미사 >

◎ 다음 주 2차 헌금

* 조희정 아녜스 / 봉헌자: 엠마우스

5월 14일에는 디씨에 소

재한 National Shrine 대성당의 천장 모자이크 제작에 사용될

< 위령미사 >

비용을 모금합니다. 삼위일체를 주제로 한 모자이크 제작에

* 김봉기 방지거 / 봉헌자: 김기한 바오로

많은 도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rinitydome.org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 울뜨레야 5월 정기모임

5월 14일 9시 미

사 후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 “성령대회”에 초대합니다

미 동중부 성령대

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인 공동체 야유회 안내

5월 21일(주일) 아

* 일시: 2017년 5월 28일(주일) 1:30pm-9pm

침 10시 30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성모회에서 점심을 준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일 아침 9시 미사는 성당에서

5월 29일(월) 9am-5pm
* 장소: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있으니, 미사 후 야유회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현 팔로티 수도회 소속)

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

* 문의: 443-717-0886

다. 성당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미사 때 헌금바구니

* 회비: $30 (5월 15일 이후: $40)

에 넣어 주시거나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황님의 5월 지향 ]
선교 지향 : 아프리카 그리스도인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해와 정의와 평화를 예언자적으로 증언하도록 기도합
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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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자
제물봉헌
복

사

5월 7일(주일)

5월 14일(주일)

곽 수, 박예린

윤장렬, 서재용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오채영, 류신형

레이첼, 케롤린, 장소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허윤

류신형, 류나형

2017년 5월 7일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가해)
[ 담화 ] 2017년 제54차 성소 주일 교황 담화 (요약)

우

리는 지난 몇 년간 그리스도인 성소의 두 가지 측면인
“자신에서 벗어나”라는 부르심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
성에 관하여 생각해왔습니다. 올해 성소 주일에는 그리스도
인의 부르심의 선교적 차원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
다. 선교를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인 삶에 장식품으로 부가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그 자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며 그분 사랑을 보여 주는 증거
자로 이 세상에 파견됩니다.
우리가 나약함을 체험하고 좌절을 느낀다 해도 하느님
을 바라보면서 무능하다는 생각에 짓눌리거나 비관주의에 굴
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에 맞갖은 사
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특별히 봉헌 생활에 부름 받은 이
와 사제들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라고 기꺼이 응답한 이들입니다.
복음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
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힘과 용기를 줍니까? 선교에 힘을 실어
주는 복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의 답을 복
음서의 세 가지 장면에서 찾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파견되신 장면에서, 선교하는 제자가 된

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임
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에 함께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말씀
전례와 빵을 쪼개는 전례에 앞서는 참된 길의 전례를 발견합
니다. 이 길의 전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작고, 보이
지 않고, 하찮아 보여도 하느님의 지치시지 않는 활동으로 조
용히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기본이 되는 성령의 활동과 지속적인 관상
기도를 통해 성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촉진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성체 조배 안에서 주님
과 인격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성장하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이러한 깊은 우정을 맺기를 권유하며 무엇보다도 사
제직과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청합
니다. 또한, 성모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있지 않습니
까?”라고 응답하며 기쁘게 길을 떠나 온 세상에 하느님을 선
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5월 공동 기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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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의 노래 ]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