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 SCHEDULE

THE ASCENSION OF THE LORD
May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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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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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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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ension of the Lord
. . . far above every principality,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Ephesians 1:21)
Today as we celebrate Jesus’ ascension to heaven, let’s join his disciples in lifting our hearts and minds
heavenward as we pray:
“Lord Jesus, we praise you on this feast of hope and triumph! We adore you, Lord, seated at the Father’s right
hand! You have taken your place of glory and authority—the place reserved for you, the eternal Son of God. You
left it for a short time when you came to earth to redeem us, but now you are enthroned in the heavens. And we
have been raised up with you!
“We praise you, Lord, for every principality, every power falls under your authority. No matter how strong or
terrifying, everything in this created world must bow down to you. No matter what we face, nothing can remove
us from your loving protection!
“We exult in you, Jesus, for you rule over history itself. Past, present, and future—nothing is outside your loving
gaze and your powerful intervention. From your glorious throne, you hold all our lives in your hands.
“Jesus, you are worthy of praise! Every enemy has been placed beneath your feet. This means that nothing can
overpower you—not Satan, not death, not suffering, not sin. You have defeated them all! You are above all things,
and in you all things hold together.
“Jesus, now exalted to the Father’s right hand, you are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No matter what human
imperfections exist in your Church, we can be confident that you will continue to purify us. You intercede for us
every day, asking your Father to pour out immeasurable grace to help us overcome our sin and live in love. Jesus,
we believe that your victory is ours, and we place our trust in your love!
“Jesus, today is a day to celebrate! We gaze on your glory and know that all things are in your hands!”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May 21 Offertory Collection: $3,878.5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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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summer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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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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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IAL DAY MASS AT MT. OLIVET
CEMETERY “We are called to remember
everyone”, says Pope Francis. On
Memorial Day, come offer a spiritual work
of mercy. A special Outdoor Memorial
Day Mass will be celebrated by Monsignor
Charles Pope on Monday, May 29, at
10:00am, on the sacred ground of Mt.
Olivet Cemetery (1300 Bladensburg Road, NE).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all (202)399-3000.
There will be a Second MAINTENANCE
COLLECTION next weekend, June 3-4.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The 9th ANNUAL QUO VADIS CAMP for high
school men will be held at Mount St. Mary's
Seminary, July 16-19, in Emmitsburg, Maryland.
The four-day camp includes daily Mass, prayer,
talks, sports, an opportunity to talk to priests and
seminarians, and much more.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vocations@adw.org.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registration is open at
www.dcpriest.org.
The FIAT DAYS CAMP for young women in high
school who may be considering consecrated life, will
be held June 29-July 2, at Mount S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aryland.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registration
is
open
at
www.bmorevocations.org.
LIGHT THE WORLD! This Summer Institute
takes place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Rising Juniors and Seniors are invited to join us
either June 25-July 1 or July 9-15 as we explore how
our faith is lived within the fields and careers of Art,
Science, Sport, Business, and Politics. Visit
lighttheworldcua.org for more information and
application materials.
WORLD YOUTH DAY UNITE All young adults
and families are invited to World Youth Day UNITE
taking place on Saturday, July 22. It wil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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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estival theme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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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m. Register online at
www.wydunite.com/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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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rovide your contact information. Our next
gathering will take place next Sunday, June 4,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May 27
Vigil

5:00 p.m.
Kevin F. Bowler

Sunday, May 28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Parishioners and
Benefactors
12:00 p.m.
Lithuanian
Mrs. Aldona Aistis
7:30 a.m.
Special Intention

THE ASCENSION OF
THE LORD

Monday, May 29
Tuesday, May 30

7:30 a.m.
Joseph Caponio

Wednesday, May 31
THE VISITA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7:30 a.m.
Bernard B. Sadowski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June 1
St. J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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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June 2
St. Marcellinus
St.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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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lector,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either
parish@georgetownepiphany.org or (202)965-1610,
to provide your contact information and the Mass
time(s) you are available.
Epiphany will participate in the 4th ANNUAL
“SUMMER IN THE CITY” CAMPAIGN the
weekend of June 17-18. This Summer Food Drive,
sponsored by the John S. Mulholland Family
Foundation and Catholic Charities, will support the
needy parish food pantries at St. Thomas More, St.
Francis Xavier, St. Luke, and Holy Name, all in inner
city Washington, D.C. Bags will be distributed June
10-11. Thank you for your kindness and generosity.

주님 공현 천주교회
137

시작성가

342

봉헌성가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성체성가

426

마침성가

83

제2독서

에페소서

1,17-23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라”(28,20).

◎ 다음 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다음 주 6월 4일에는 본

마태오

28,16-20

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위령미사 >

◎ 한인 공동체 야유회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지난 주일 한인 공동체 야

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야유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모회, 사목회, 봉사자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 “성령대회”에 초대합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R.C.I.A.)

2017-2018 년 예

비자 교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

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5월 28일(주일) 1:30pm-9pm

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
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

5월 29일(월) 9am-5pm
* 장소: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 동중부 성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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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

* 문의: 443-717-0886
* 회비: $40

다. 성당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미사 때 헌금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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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주일)

6월 4일(주일)

박수민, 이현경

김미연, 김현주

에피파니 D

에피파니 D

장희정, 장채민, 류나형

레이첼, 케롤린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2017년 5월 28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가해)
[ 주님 승천 대축일 ]

그

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로

다.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영적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의무 축일이다. 지상에서 예

으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의 표

수님의 가시적 선교가 마감되고 영광스럽게 되신 인간성으

지들, 곧 봉사자들과 회중, 말씀과 특히 성체성사(그분의 실

로 천국에 다시 들어가 영원히 아버지 곁에서 영광을 받으시

재적 현존으로)에서 현존하신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

는 것을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이 영광스런 자리에서부터 성

상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을 보내시고 마지막 날 온 백성을 심

각자에게 맡겨진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그분이 다

판하러 오실 것이다. 전에는 그분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날 복

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음을 낭송한 뒤에 파스카 초의 불을 껐다. 현재는 세례성사
와 장례 미사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파스카 촛불을 켠다.
승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야를 벗어 나셨으
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이
다.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요 머리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뒤쫓아 가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희망은 강력하

www.cathol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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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