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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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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will be great in heaven. (Matthew 5:12)
Jesus’ Sermon on the Mount has been referred to by some commentators as his “manifesto”—a set of observations
about the way things are and the way they could be. But have you ever read a manifesto? Many are political and
can sound almost funny. Eager to win popular support, candidates or leaders often exaggerate. They promise
health, happiness, and prosperity too. Opponents are quick to point out that all this is impossible to guarantee—
yet they make similar claims!
Of course, Jesus isn’t campaigning for our vote. We know that when he says that something “will” happen,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xaggerated promises of politicians. So in the Beatitudes, he is saying, with
certainty, “This is how it will be. Do you want to be a part of it?”
Take a minute to reread the Beatitudes now, and substitute the word “might” each time you see the word “will.”
“They might be comforted. . . . They might inherit the land.” Not so inspiring, is it? Now read them as they are
written. In these words, the almighty Son of God is assuring you beyond doubt that you, who are merciful, will
receive mercy; that even though insults are hurled at you, you will have a great reward in heaven. Let that
assurance deepen your faith in him.
We all know what it feels like when someone breaks their promise to us. In fact, we can become so accustomed
to disappointment that we look skeptically at anyone who makes grand promises. That makes it hard for us to
trust in Jesus’ words here.
Do it anyway! Remind yourself that God’s promises are true because he is trustworthy (Hebrews 11:11). Remind
yourself that he loves you and wants nothing more than to lift you up into his presence. Today and every day,
remind yourself that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and he will never abandon you!
“Thank you, Jesus, that your kingdom will come. I place my hope in you.”
(taken from The WORD Among Us)

Please remember in prayer: CD Pangallo,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and Mary
Lou Lynch.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CHRISTIAN UNITY
That all Christians may be faithful to the
Lord’s teaching by striving with prayer and
fraternal charity to restore ecclesial
communion and by collaborating to meet the
challenges facing humanity.
As we begin the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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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Offertory Collection on January 22: $3,290.31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WINTER SHELTER FOR THE HOMELESS
Beginning next Sunday,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be participating with the Georgetown Ministry
Center (GMC) and other local churches in providing
winter shelter accommodations for the homeless. We
will host our homeless guests from Sunday, February
5, through Saturday, February 18. We are still
seeking volunteers to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serving, fellowship, and cleanup of evening meals, as
well as leaders to organize and coordinate staff and
activities. If you feel called to this special ministry,
please submit you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There are also
sign-up sheets located at the back of the church, for
those who wish to serve in the performance of these
corporal works of mercy.
FEAST OF ST. BLAISE The Blessing of the
Throats will take place on Friday, February 3, at
the 7:30 a.m. Mass.

COLLECTION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On the weekend of
February 25-26, the second collection will be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which is directed
to the Church in Latin America, the Churc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Church in
Africa. The needs are great, while the faithful in
these areas are often limited in what they can
contribute to support their Churches. Bishops and
faithful in all three areas express their gratitude for
the help they receive to support basic ministries and
services in catechesis, education, liturgy, and
providing physical structures for their parishes. This
is one way that Catholics in the Archdiocese can
stand in solidarity with those in ne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Please give generously as you are able.
MEN’S DISCERNMENT RETREAT From
Friday, February 3, through Sunday, February 5,
men in their 20s, 30s or 40s who are considering a
call to the priesthood are invited to attend a
discernment retreat at Saint John Paul II Seminary
in Washington, D.C. (145 Taylor St., NE) led by
priest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e
weekend will offer time away from your daily
routine, and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prayer
and reflection to examine God’s call. There is no
fee to attend. Register at www.dcpriest.org.
QUO VADIS Day AT ST. JOHN PAUL II
SEMINARY On Friday, February 24, young men
who are juniors and seniors in high school are invited
to come to Saint John Paul II Seminary in
Washington, DC (145 Taylor St., NE) to experience
a day in the life of a seminarian. Participants will
attend class, as well as Mass and Adoration, with
seminarians, and have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In addition, they will be able to engage
with other young men who are considering the
seminary as an option for colleg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vocations@adw.org or call (202)636-9020.
MAKE A DIFFERENCE FOR CHRISTIANS IN
SYRIA The Franciscan Monastery of the Holy Land
in Washington, D.C. is part of the Franciscan
Custody (province) serving the people and shrines in
the Holy Land for 800 years. Please pray for the
Franciscan friars and parishioners in Syria as they
struggle to keep our Catholic faith alive in the midst
of the war in the place of St. Paul’s conversion. Learn
more at myfranciscan.org/Syria.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anuary 28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January 29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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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January 30
Tuesday, January 31
St. John Bosco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February1

7:30 a.m.
Special Intention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February 2
THE PRESENTATION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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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February 3
St. Blaise
St. Ansgar

7:30 a.m.
Special Intention
*Blessing of the
Throats

HOLY FAMILY CELEBRATION: A Domestic
Church Day Event Join fellow Catholic couples and
families for a Holy Family Celebration on Saturday,
February 18 from 12:30 p.m. to 6:30 p.m.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This half-day
celebration will feature inspired talks, opportunities
for Confession and Eucharistic Adoration, and Holy
Mass celebrated by Cardinal Donald Wuerl. The day
will conclude with a family style meal. The cost of
attendance is $10 per couple and $20 for a family of
three or more. To register please visit:
www.holyfamilycelebration.eventbrite.com.
The
event is sponsored by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e DC State Council of the Knights of
Columbus, and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Next weekend there will be a 2nd
Maintenance Collection.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37

성체성가

500

봉헌성가

41

마침성가

434

제1독서

스바니야 예언서

2,2;3,12-13

제2독서

코린토 1서 1,26-31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
의 것이다”(5,3).

이 크다.◎

◎ 다음 주 2차 헌금

다음 주 2월 5일에는 본당

마태오

5,1-12ㄴ

◎ 금주의 미사 지향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위령미사 >

◎ 미사 전 공동 기도 봉헌 안내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주일 미사 전 공동

으로 기도문을 봉헌합니다. 미사 5분전에 전례부의 진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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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기도와 특별 기도문을 봉헌하오니, 미사 전에 성당에 도
착하여 기도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기도문

◎ 성모회 안내

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됩니다. 일년 회비가 각 가정당 $100, 청년 $20입니다. 미

◎ 2017 Cardinal’s Appeal

해마다 워싱턴 대

교구 교구장님의 모금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정서를 우편으로 받
으신 분들은 작성하신 약정서를 보내주시고,

성모회는 신자들의 회비로 운영

사 후 친교실에서 내주시거나 각 소공동체 반장님들께 내주
시기 바랍니다. 성모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 노숙자 쉼터 봉사

2월 5일(주일) 저녁 ∼ 18일(주

성당에 마련된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봉헌해주

일) 아침까지 2주동안 Georgetown

셔도 됩니다. 본당은 “Epiphany Catholic

Ministry Center에 등록된 노숙자들이

Church”로 기제해 주십시오. 모금활동 주제는 ‘너희는 먼저

본당 지하 친교실에 머물게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마태 6,33)’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찾

노숙자들을 저녁을 준비에 도움을 주

기 위해 우리의 자선, 사랑, 열정을 통하여 이웃을 도울 기회

실 분들은 류 토마스 형제님(thryou@gmail.com)께 연락주시

를 찾아야 합니다. 교구를 통해 신학생들과 부제, 수도자 양성

기 바랍니다.

과 교육, 생명수호 행사, 자선단체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 알립니다

가정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파

손된 성물을 지하 친교실 성물부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 판매합니다

성가정 작은 자매회에서

생꿀(Really Raw Honey, 5lb)을 $55에 판매합니다. 주문은
마르티나 수녀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5:30 - 6:30pm
매주 수요일 10:30am
주일 미사 후 지하 교리실
주일 미사 후 사제관 지하실

독서자
제물봉헌

1월 29일(주일)

2월 5일(주일)

선우찬호, 박종임

윤장렬, 서재용

에피파니 A

에피파니 A

윤은식, 류신형
복

사

10시 30분(주일)
오채영

10시 30분(주일)

2017년 1월 22일 연중 제3주일 (가해)
[ 1월 공동 기도문 ]
[ 아침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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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 교황님의 1월 지향 ]
선교 지향 : 그리스도인의 일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기도와 형제애
로 교회의 온전한 친교를 다시 이루도록 노력하고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함께 맞서도록 기도합시다.

[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 [ 가톨릭 기도서 ]

[ 주님 봉헌 축일 ] 2월 2일
1. 의의 : 이는 모세의 법에 따라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
를 성전에 바친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야훼께서는 이스
라엘 백성 가운데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를
바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출애 13,1-2; 22,28-29). 이 행
위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요 주재자이신 야훼 하느님께 승복
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봉헌 : 봉헌 예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짐승의 맏배는 피
흘려 죽이는 희생 의식과,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헌 의식
으로 봉헌하였으나(신명 15,19-20; 민수 8,17), 사람의 맏아
들만은 성전에 데리고 와서 희생 의식 없이 봉헌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속전 5세겔을 바치거나 가난하면 비둘기 두 마리
를 바치게 하였다(루가 2,22-24). 예수의 부모는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는 예식으로 아기 예수를 봉헌하였다. 이는 예수
께서 모세법의 규정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이 봉헌은 오늘날 묵주 기도에서 하나의 신비
로 묵상하는 주제가 되었다. 축일은 성탄 후 40일째 되는 2월
2일로, 지금은 예수님의 축일이 되었으나 예전에는 성모님 축
일(성모 취결례)이었다.
이 축일은 일 년 내내 사용될 초의 축성일로 불린다.
예로부터 신자들은 이날 초를 축성하여 성당과 가정에서 전
례 행사와 기도할 때 사용하였다. 이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
도께서 이날 봉헌되었기 때문이며, 불을 켠 초는 예수 그리스
도를 상징하고 죄악의 어둠을 없애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 안셀모는 “밀초는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이며, 신자
는 그분의 영이고, 불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례에서의 초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자들은 가족을 위한 봉헌이나, 가
정 미사, 병자 영성체, 병자 성사 등을 거행할 때는 반드시 촛
불을 켜 둔다.

www.cathol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