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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June 3, 2018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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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register online, or use the registration forms in
the vestibule.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This is my body. (Mark 14:22)
It’s a well-known saying: We are what we eat. But what happens when we take that saying and apply it to our
spiritual lives as well as our physical lives? Something wonderful: when we eat the Body of Christ, we become the body of
Christ. We are joined with him and with each other. Here are some of the effects of this marvelous truth:
The Body of Christ gives us peace. At the Last Supper, Jesus promised,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and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John 14:27). Just a short time later, Jesus himself demonstrated that peace
as he was arrested, tried, tortured, and crucified. And because of his peace, his Body and Blood can fill us with peace, no
matter what we face.
The Eucharist deepens our relationship with Jesus. At the Last Supper, Jesus said, “I have called you friends” and
“No one has greater love than . . . to lay down one’s life for one’s friends” (John 15:15, 13). Every time we receive the
Eucharist, Jesus reminds us that he gave up his life for us because he loves us.
The Eucharist helps us to see him more clearly. Isn’t that what happened when Jesus broke bread with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Luke 24:30)? Or when he multiplied the loaves of bread for the people (John 6:14)? Every
time we receive the Eucharist, we grow a little bit closer to the Lord.
The Eucharist not only opens our eyes to Jesus, it opens our eyes to one another. Jesus told us that when we give to
the hungry, the thirsty, the homeless, and anyone else in need, we are doing it to him (Matthew 25:35-40). We are meeting
him in the poor, just as we meet him in the Eucharist.
So as we celebrate the feast of Corpus Christi today, take a moment to reflect on all the blessings Jesus gives you
every time you eat his Body and drink his Blood.
“Jesus, all I can say is ‘Thank you!’”
Exodus 24:3-8
Psalm 116:12-13, 15-18
Hebrews 9:11-15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May 20 Offertory Collection: $4,059.75
May 20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1,444.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Maintenance Collection this
weekend, June 2-3.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who
are most in need of our special intentions: Bishop
George Murry, SJ, David Harris, Mary Kelly, Madelyn
Cabatic, Frances Sadowski,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JUNE: Social Networks That social
networks may work towards that inclusiveness which
respects others for their differences.

5th ANNUAL
“SUMMER IN THE CITY” CAMPAIGN
This Summer Food Drive, on June 23-24, sponsored by
the John S. Mulholland Family Foundation with the
support of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aid the highest demand parish food
pantries in inner city Washington, D.C. Items most
needed: Cheerios cereal, canned vegetables, canned
fruit, canned hearty soups, canned tuna, and canned
chicken. Grocery bags will be distributed the weekend of
June 16-17. Your generosity and ca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eed will be greatly appreciated.

HOLY HOUR FOR VOCATIONS
Join your fellow parishioners in prayer before the Blessed
Sacrament at the “Holy Hour for the Intentions of the
Ordinandi” and an increase in Vocations to the
Priesthood and Consecrated Life this Wednesday, June
6, 5:30pm-6:30pm, as we anticipate the Ordination of our
Priests on June 16! This year’s Ordinandi are:
Deacon Oscar Astigarraga
Deacon Andrew Clyne
Deacon Kevin Fields

PETER’S PENCE SPECIAL COLLECTION
On the weekend of June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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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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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ROSARY RELAY
AT THE NATIONAL SHRINE
On Friday, June 8, join the 2018 Global Rosary Relay for
Priests a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 addition to this date being the
Solemnity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it has also been
designated as World Priest Day. The National Shrine will
be one of 170 shrines from 68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Global Rosary Relay, praying in thanksgiving to God
for his priests and imploring the protection and loving
care of Our Lady, Mother of All Priests, for her priestly
sons. The National Shrine’s “leg” of the relay begins at
5:45pm, immediately following the 5:15pm Mass in the
Crypt Church. Father Michael Weston, the Basilica’s
Director of Liturgy, will be the principal celebrant and
homilist of the Mass, after which he will lead the faithful
in praying the Glorious Mysteries of the Rosary. All are
invited.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WEEKLY PROGRAMS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in Washington,
D.C. (3900 Harewood Road NE) has launched two new
ongoing weekly programs: Thursday Adoration from
7:00pm-8:00pm, hosted in collaboration with parishes
and group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and “The
Art of Prayer” series on Sundays from 6:00pm-7:00pm,
on interior prayer with time for silent meditation followed
by a Sunday Vespers servic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nne-Elisabeth
Giuliani
at
Anne.Giuliani@jp2shrine.org or (202)635-5428.
LECTURE AT GEORGETOWN UNIVERSITY
Please join the Initiative on Catholic Social Thought and
Public Life for a Public Dialogue on Overcoming
Polarization in a Divided Nation Through Catholic
Social Thought on Monday, June 4 at 4:00pm in Gaston
Hall at Georgetown University. Speakers include
Cardinal Cupich of Chicago and member of the Vatican
Congregation for Bishops, Archbishop Gomez of Los
Angeles and Vice President of the USCCB, Helen Alvare
of the Scalia Law School of George Mason University,
and Sr. Teresa Maya the president of the 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 For more information
or to RSVP, e-mail cathsocialthought@georgetown.edu.
QUO VADIS CAMP FOR YOUNG MEN
From July 15-18 at Mount Sain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aryland,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nnual Quo Vadis Camp is for mature high school age
young men who desire to grow in holiness. The four-day
camp includes daily Mass, prayer, Eucharistic Adoration,
recreation, sports, and fraternity. Bus transportation is
available.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at
www.DCpriest.org. Contact vocations@adw.org or
(202)636-9020 with any questions.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une 2
Vigil

5:00 p.m.
Elizabeth Cavanagh

Sunday, Ju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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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Monday, June 4
Tuesday, June 5
St. Boniface
Wednesday,
June 6
St. Norbert
HOLY HOUR FOR
VOCATIONS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June 7
Friday, June 8
THE MOST SACRED
HEART OF JESUS

7:30 a.m.
Damien Lee
7:30 a.m.
Shelby Taylor
7:30 a.m.
Susanna Hwang

5:30 p.m. – 6:30 p.m.
7:30 a.m.
Kim Taylor
7:30 a.m.
Clement Dominic
Pangallo

FIAT CAMP FOR YOUNG WOMEN
Fiat is Latin for “Let it be done.” This was Mary’s
response to the angel Gabriel when she was asked to
become the mother of Jesus. At Fiat Camp, young women
will be challenged to embrace the unique gifts given to
them by God and to discover the great dignity of their
vocation as a woman. This camp for rising 9th-12th
Graders will be held from July 27-29 at Mount St. Mary's
University in Emmitsburg, Maryland, and it includes
prayer, talks, discussions with religious sisters, games,
and sports. Fee is $150 (sibling discounts and
scholarships available). Details and registration at
www.quovadisfiat.org.
CELEBRATING ARCHBISHOP CARROLL
HIGH SCHOOL
Please join The Board of Directors of Archbishop Carroll
High School for the 26th Annual Spring Benefit and Hall
of Honor at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on Monday, June 4, 6:00pm-9:00pm.
This year’s inductees into the Carroll Hall of Honor are
Richard Dyer ’78 and Dr. Steve Valenti ’70. The Cardinal
Patrick O’Boyle Medal will be awarded to Deacon
William Hawkins, Jr. ’64. For tickets or more information
call Ms. Dana Peters at (202)529-0900, ext. 119 or e-mail
dpeters@achsdc.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69

성체성가

162

봉헌성가

220

마침성가

200

제1독서

탈출기

24,3-8

제2독서

히브리서 9,11-15

화답송
부속가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실리라.◎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

복 음

마르코 14,12-16.22-26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14,22.24)
< 부속가 >

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 첫 영성체

오늘 첫 영성체를 모시는 어린이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가 예수님의 성체 성혈의 은총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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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석 미카엘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 금주의 미사 지향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 생미사 >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 안기숙 스테파니 / 봉헌: 김박자 리오바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 위령미사 >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 황화순 수산나 / 봉헌: 이 안나

◎ 감사헌금

15. 나뉨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선우찬호 안드레아 가정 $1,000.

◎ 성인 예비자 교리 (R.C.I.A.)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2018-2019 년 예

비자 교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
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
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
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6월 10일(주일)

독서자

기창원, 김미정

기창원, 김미정

제물봉헌

에피파니 D

에피파니 D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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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주일)

복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허 윤, 임민석

윤은식, 최예원, 최장원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장소은

송민경, 송정우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2018년 6월 3일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나해)
[ 성체 ]

[ 6월 공동 기도문 ]

체성사는 7성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며 중심이 되
는 성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신
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체성사는
교회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인 미사(성찬례)를 말한다. 미사를
성체성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빵이 축성되어 예수님의 거룩한
몸, 즉 성체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축성되어 예수님의 거룩한
피, 곧 성혈로 변화되는 것이 미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신자
들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

[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성

성체성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 전날 저녁
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마지막 식사, 즉 최후만찬을 기념하
는 예식이다. 최후만찬은 유다인들의 식사 순서에 따라서 진
행됐다. 예수께서도 유다인으로서 구약의 식사 전통에 따라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하고 말
씀하셨다."(1고린 11,23-25)

성체성사의 표징 :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예
수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전능
하신 하느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크나큰 신비로서 인
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예수께서는 빵과 포
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몸 바치고 피 흘린 당신 자신을
선사하신다. 미사에서 방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
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표징, 곧 그분
자신을 담은 표징이 된다.

성체성사가 지니는 풍부한 의미
첫째, 성체성사는 성부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이다. 미
사 중에 우리는 예수께서 빵을 들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최후만찬을 기념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 업적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업에 대해 찬미를 드린다.
둘째,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
념하는 제사이다. 예수께서는 최후만찬에서 당신 몸도 빵처
럼 십자가에 못박혀 찢겨지고 붉은 포도주처럼 피를 쏟을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어에서 몸이란 바로 그 사람 자신
을 뜻하는 것이므로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남을 위해서 전
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이다. 피 역시 몸 속에 흐르는 혈액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말하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헌신함을 의미한다.
셋째,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빵, 즉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분과 긴밀히 일치한
다. 예수께서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
리에게 주시기에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중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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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님의 6월 지향 ]
일반 지향 : 사회 관계망
사회 관계망이 다른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