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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Jun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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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202) 965-1610

Parish@GeorgetownEpiphany.org

Georgetown Epiphany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I am the living bread. (John 6:51)
Every time Mass is celebrated, a miracle is performed right before our eyes. The host is transformed into real
flesh and the wine into real blood. While faith in what we do not see is essential, sometimes we need a little help.
So here are some stories that might do just that.
One Sunday in 1263, a German priest, Peter of Prague, was celebrating Mass above the tomb of St. Christina in
the town of Bolsena, Italy. When he raised the host, blood started to trickle over his hands and onto the altar. A
year later, after investigation and authentication, the miracle was confirmed, and it moved Pope Urban IV to
institute the feast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The white, blood-stained linen corporal cloth can still be seen
in the Orvieto Cathedral north of Rome.
Five hundred years earlier, while a priest was celebrating Mass in Lanciano, Italy, the host changed shape and
began to look like real flesh, and the wine took on the attributes of real blood. After repeated and thorough
investigations, the Church concluded that the transformed substances were indeed human flesh and human blood.
Later scientific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flesh consists of muscular tissue from a human heart, and the blood
has the same type—AB—as the blood on the Shroud of Turin. What’s more, the blood contains proteins in the
same normal proportions that are found in “fresh” human blood. Even though this miracle occurred 1300 years
ago, you can still see the flesh in a monstrance and the blood in a glass chalice every day at the Sanctuary of the
Eucharistic Miracle in Lanciano.
Today, as we celebrate the feast of Corpus Christi, let’s thank Jesus for this great and wonderful gift—his Body
and his Blood. Let’s keep our eyes and our hearts open as we witness the Eucharistic miracle take place on the
altar of our own churches!
“Thank you, Jesus, for the gift of your Body and Blood!”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June 11 Offertory Collection: Total was not
available at the time of bulletin publication.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Elizabeth
Williams, and Anna-Stina Ericson.
As summer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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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S PENCE COLLECTION Next weekend,
June 24-25,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Peter’s Pence second collection. Gifts to this
annual collection help the Holy Father
support victims of war, oppression,
natural disasters, and others most in need
of assistance. In responding to those who
are suffering, Our Lord teaches us,
“Amen, I say to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se least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Matthew 25:40). In his 2016 Urbi et Orbi address,
Pope Francis declared, “The Lord . . . enables us to
see with his eyes of love and compassion those who
hunger and thirst, strangers and prisoners, the
marginalized and the outcast, the victims of
oppression and violence.” Our participation in this
collection gives us an opportunity to be a witness of
Our Lord’s love and mercy for the vulnerable and
suffering around the world. Please give generously
as you are able.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June:
NATIONAL LEADERS That national leaders may
firmly commit themselves to ending the arms trade,
which victimizes so many innocent people.

4th ANNUAL “SUMMER IN THE CITY”
CAMPAIGN The John S. Mulholland Family
Foundation and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ould like to extend a
very special thank you to all those participating in
this summer food drive this weekend. The food
collected will aid the inner-city parish food pantries
at St. Thomas More, St. Francis Xavier, St. Luke, and
Holy Name. YOUR FILLED GROCERY BAGS
MUST BE RETURNED THIS WEEKEND,
JUNE 17-18. Your kindness and ca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eed is greatly appreciated.
MARRIAGE ENRICHMENT WEEKEND:
“Building Bridges & Boundaries: Tools for a
Healthy & Happy Marriage” Our Lady of
Bethesda will offer a two-day program, July 7-8, that
offers married couples concrete tools to help them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nd their
relationship, and gives them the time to have those
vital conversations that help a marriage bloom.
PLEASE NOTE: THIS IS NOT AN
OVERNIGHT PROGRAM. The format will
include a mixture of talks, questionnaires and time
for personal reflection, both individually and with
your spouse. Concludes on Saturday evening with a
Vigil Mass, Renewal of Vows, and dinner. Cost:
$230 per couple. To register or get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ourladyofbethesda.org or call
(301)365-0612. Space is limited so reserve your spot
today!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7007
Bradley Boulevard, Bethesda Maryland.
World
Youth
Day
UNITE
Young adults and families are invited to join in
World Youth Day UNITE on Saturday, July 22,
featuring artists Audrey Assad and Tony Melendez,
TED-style talks by dynamic Catholic bishops, and
opportunities for Confession and Adoration. A Vigil
Mass will be celebrated by Cardinal Donald Wuerl,
Archbishop of Washington. This year's festival
theme, chosen by Pope Francis, is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The event will take place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in Washington, DC (3900
Harewood Road, NE) from 11:30am-10pm. Register
online at www.wydunite.com/register.
RUN FOR VOCATIONS All proceeds benefit
seminarian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Register at www.dcpriest.org/promote/run-forvocations/register-to-run, for the October 22nd event.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une 17
Vigil

5:00 p.m.
Father’s Day
Intentions

Sunday, June 18

7:30 a.m.
Father’s Day
Intentions
9:00 a.m. Korean
10:30 a.m.
Father’s Day
Intentions
7:30 a.m.
Don Fuhrman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Monday, June19
St. Romuald
Tuesday, June 20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June 21
St. Aloysius Gonzaga

7:30 a.m.
Special Intention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June 22
St. Paulinus of Nola
St. John Fisher
St. Thomas More

5:30 p.m. – 6 :30 p.m.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June 23
THE MOST SACRED
HEART OF JESUS

7:30 a.m.
Special Intention

LECTOR MINISTRY Lectors are needed to help
proclaim the Word of God during the Sacred Liturgy.
If you would like to serve,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parish@georgetownepiphany.org or
(202)96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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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ould like to get
involved,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either
(202)965-1610 or parish@georgetownepiphany.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68

성체성가

165

봉헌성가

513

마침성가

6

제1독서

신명기

8,2-3.14ㄴ-16ㄱ

제2독서

코린토 1서

10,16-17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
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3,55).
< 성체 성혈 대축일 부속가 >

◎ 금주의 미사 지향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 위령미사 >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 다음 주 2차 헌금

6월 25일에는 교황님의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사목활동을 돕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 울뜨레야 6월 정기모임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오늘 미사 후 성가

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막?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 주일학교 여름 방학

한 학기 동안 교리를 지도

해 주신 교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
교 교리는 9월에 개강합니다.

◎ 복사 단원 모집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뉨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주일 미사 때 전례를 도와

사제를 보조해는 복사 활동을 원하는 첫 영성체를 모신 3학
년-10학년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뉜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예수님, 계시옴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교황님의 6월 지향 ]
독서자

일반 지향 : 국가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무기 거래
를 종식시키는데에 흔들림 없이 힘쓰도록 기도합시다.

제물봉헌
복

사

6월 18일(주일)

6월 25일(주일)

박인주, 박예린

선우찬호, 박종임

에피파니 D

에피파니 D

장희정, 장채민

윤은식, 장소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류신형

2017년 6월 18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가해)
[ 예수 성심 대축일 (6월 23일) ]

[ 성체 성혈 대축일 ]

그

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성체성사(聖體聖事)의
제정과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후 첫
번째 목요일이나 일요일에 지켜지는데, 대부분 첫번째 주일
에 지켜진다.
성체성사는 예수에 의해서 성(聖)목요일, 최
후의 만찬에서 제정되었지만 이날은 성주간
에 있고 다른 예식이 있으므로 수난의 생각
을 동반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체를 축하할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기념할 다른 날이 필
요했던 것 같다.
이 축일은 리에즈(Liege)의 성녀 율리아나(Juliana, 11921258)의 영향을 받아, 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suinas)
의 요청에 의해 1264년 교황 우르바노(Urbanus) 4세의 교서
로 교회에서 정식으로 지켜졌다. 이 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
체행렬(聖體行列)과 성체강복(聖體降福)의 전례가 거행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성체 축일과 성혈 축일(7월 1
일)이 각각 독립되어 기념되었으나 1970년 미사경본에서 성
체성혈 대축일의 명칭으로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

www.catholic.or.kr

초

기 시대부터 예수 성심에 관해 언급되었는데, 이는 신
인(神人)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이루는 한 구
성요소로서였다. 오늘날의 의미에 있어 예수 성심은 예수의
심장만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생(降生)의 신비
와 수난과 죽음, 성체성사 설정 등을 통하여 보여 준 예수
의 사랑의 마음을 일컫는다(마태 11:29 참조). 특히 교부들은
예수의 성심을 사랑과 은총의 샘으로 생각하여 십자가상에서
군사의 창에 찔리어 예수의 늑방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요
한 19:34) 천상 보화의 창고에서 무수한 은혜가 쏟아져 나온
것에 비유하였다. 즉 심장에서 흘러내린 물은 영혼을 깨끗이
씻고 초자연적 생명을 부여하는 성세성사를 상징하며, 피
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 하는 영혼의 양식인 성체성사
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마치 에와가 아담의 늑방에서 나온 것
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의 늑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예수 성심은 신인(神人) 그리스도의 원의와 인식, 사
랑과 정서, 감정의 중추이며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은총
의 근원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동시에 인간의 사랑의 응답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원의이다.

[ 6월 공동 기도문 ] 예수 성심 성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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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