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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17, 2019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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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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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Luke 6:20)
Who actually wants to embrace a life of poverty, mourning, and hunger? Who actually believes that poverty is the
way to blessing and happiness? Jesus does, because that’s the way he lived, and it’s the way he wants all of us to live as
well.
Deep down, we all know that money doesn’t make people happy. There are plenty of miserable millionaires. Rich
or poor, it is good relationships that make people happy. And what could be a more important relationship than our
relationship with God? No wonder Jesus was so happy! He had an unbroken relationship with his heavenly Father.
Jesus didn’t restrict his vision to the world around him. He also kept his eyes fixed on his heavenly Father. With his
heart lifted up to God’s presence and his mind filled with truth by the Holy Spirit, Jesus was able to look at life clearly and
joyfully. He wasn’t bound by money or by the desire for a problem-free life where he always got his way. He was happy
just knowing his Father and following his Father’s will.
Jesus gave us the beatitudes to teach us the secret of happiness. He knows that prosperous sinners are miserable
people, however much the world envies them. The world cannot see the emptiness of a heart that is devoid of God’s love.
It’s important to know that Jesus isn’t against money itself. He only wants us to set goals that go far beyo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Jesus once told his disciples that he had “food” that they knew nothing about and that this “food” was to do his
Father’s will (John 4:32, 34). As we learn how to keep our minds fixed on the promises of God, we too will discover the
secret to Jesus’ peace and happiness. By following in Jesus’ footsteps, we can know the same happiness he knew—the same
happiness that fills all the saints and angels in heaven.
“Jesus, fill my heart with your vision of life. Teach me to be content with riches or poverty, with good times and
bad. Lord, give me only your love!”
Jeremiah 17:5-8
Psalm 1:1-4, 6
1 Corinthians 15:12, 16-20
The WORD Among Us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Mary Kelly, Madelyn Cabatic,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COLLECTIONS
The February 10 Offertory Collection Total
was unavailable at the time of publication.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BENEFACTORS
We are deeply grateful to those who remember Epiphany
Catholic Church in their wills. These bequests go a long
way to keep our Parish functioning smoothly. We are also
deeply thankful for the many gifts of appreciated stock.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and sign up today!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FEBRUARY: For a generous
welcome of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of
enforced prostitution, and of violence.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Epiphany Catholic Church would like
to extend A VERY SPECIAL
THANK YOU to all those volunteers
who helped us host the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from February 10 to
February 17. We are grateful for your support of our local
outreach efforts and appreciate your efforts to provide
care and comfort to our homeless guests. We would
especially like to recognize Chris Rowe, the leader of this
special and important ministry.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now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The cost is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to your church in
memory of someone special in your life.

HOWARD UNIVERSITY
CONCERT
In celebration of our rich Church
history, and in honor of Black History
Month,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proudly host the Howard
University Concert, directed by Dr.
Eric Poole, this Sunday, February 17,
at 5:00pm. Tickets are not required, but a goodwill
offering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Refreshments will
be served in the Parish Hall immediately following the
performance. All are welcome – please join us for this
wonderful evening of music!
2019 ANNUAL
ARCHDIOCESAN APPEAL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is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its
Annual Appeal with the
theme of “Our Faith. Our
Hope.
Our
Mission”.
Contributions to the Annual Appeal are 100% designated
to ministries that carry out the mission of the Church –
Commitment Weekend will take place February 23-24.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Elizabeth Shaughney at
(301)853-4574 or shaughneye@adw.org.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generosity in making the 2019 Annual
Appeal a success!
WORKSHOP FOR LECTORS
A workshop for lectors in English will be offered this
winter on Saturday, February 23, at the Archdiocesan
Pastoral Center (Hyattsville, Maryland) from 1:00pm4:00pm. A $5.00 registration fee can be paid at the door.
Please R.S.V.P. by contacting the Office of Worship at
liturgy@adw.org or (301)853-4594 and leaving your
name, phone, e-mail address, and parish name.
HOSPITALITY MINISTRY
Volunteers are needed on the First
Sunday of the month, when there is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If you would like
to get involved,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Our
next gathering will take place Sunday, March 3,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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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georgetown@gmail.com.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February 16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Februar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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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February 18

7:30 a.m.
Rev. Thomas Gude

Tuesday, February 19

7:30 a.m.
Soo Jeong Am

Wednesday, February 20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February 21
St. Peter Damian
Friday, February 22
THE CHAIR OF
ST. PETER

7:30 a.m.
Kevin McIntyre
5:30 p.m. – 6:30 p.m.
7:30 a.m.
Kyung Seo Han
7:30 a.m.
Joseph Caponio

BEHOLD! ADORATION AND CONFESSION
Behold the face of God every Thursday evening from
7:00pm-8:00pm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in Washington, D.C. (3900 Harewood Road NE). During
this time, there is Adoration with prayerful music, silence,
and Confession. Behold! is hosted in collaboration with
parishes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For more
information, visit jp2shrine.org.
THE ART OF PRAYER
Taking place on Sunday evenings from 6:00pm-7:00pm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in Washington,
D.C. (3900 Harewood Road NE), The Art of Prayer
includes a presentation on interior prayer, time for silent
meditation, and a sung Sunday Vespers service. For more
information,
visit
jp2shrine.org
or
email
pastoral.programs@jp2shrine.org.
EVENINGS WITH THE MERCIFUL JESUS
On the 22nd of every month, from 7:00pm-10:00pm,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in Washington, D.C.
(3900 Harewood Road NE) hosts a gathering for young
adults and the young at heart, featuring a talk, Adora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with praise and worship music,
Confession, refreshments, and a time for fellowship.
Please
contact
events@jp2shrine.org
or
visit
jp2shrine.org for more information.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37

성체성가

168

봉헌성가

221

마침성가

68

제1독서

예레미야서 17,5-8

제2독서

코린토 1서 15,12.16-20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6,17.20-26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
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성모회 소식

성모회는 성당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다” (6,20).

◎ 금주의 미사 지향

단체이며, 회원들의 연회비(가정당 $100)로 운영됩니다. 성

< 위령미사 >

모회비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받습니다. 회비를 봉헌해 주신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노숙자 쉼터 봉사

지난 한주 본당에

강영재, 강인영, 곽 수, 국정님, 권형숙, 김미정, 김민선,

머물렀던 노숙자들을 위해 따뜻하고 풍성한 쉼터를 마련해

김박자, 김수연, 김수영, 김수진, 김현주, 김화순, 김후경,

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영미, 문진화, 박 마리 골롬바, 배정란, 서재용, 엄예린,
이 안나, 이승아, 이지수, 임선경, 임지수, 장수진,
장혜선, 정미선, 조성연, 조승자, 조은영, 조현숙, 주지의,

◎ 성인 예비자 교리반

4월 20일(예수 부활 대축

일 성야 미사 때 입교 성사(세례, 성체, 견진성사)를 받을 예
비자들은 대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차옥신, 채수정, 최영화, 최혜연, 청년부,

기도부탁드립니다.

◎ 2019 Archdiocesan Appeal

올해로 50

번째를 맞이하는 워싱턴 대교구 모금의 주제
는 “Our Faith. Our Hope. Our Mission”입

1) 등록식 - 3월 3일(주일) 아침 9시 미사
2) 선발예식 - 3월 10일(사순 제1주일), 오후 3시,
내셔널 슈라인 대성당 (DC)

니다. 대교구 모든 본당을 통해 모아지는 모
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전교활동에 사용됩

◎ 2018 세금 공제 서류

니다. 모금액 책정은 2월 24일에 있겠습니다.

성당에 기부해 주신 도네이션이나 헌금에 관련한 세금 공제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서류(2018 Contribution Statement)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 Memorial Garden 안내

본당 사제관 앞 성

2018년 한 해동안

사무실로 (epiphanygeorgetowne@gmail.com, 202-965-

모상 주변에 “기념 정원”을 마련합니다. 기념 벽돌 크기는 4”

1610 - 화,수,목 근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이며, 글자는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 Howard University Concert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신청은

후 5시에 본당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Dr. Eric Poole이 지휘하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

는 콘서트는 무료 입장이며,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관심있는 분

합니다. 본당 후원을 위한 정원 조성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초중고 주일학교

주일 9시 미사 후

성인 예비자 교리

주일 9시 미사 후

미국 공동체 친교실 사용

2월 17일(주일)

수요일 아침 10시 30분

매월 첫째, 셋째 주일 11시 15분

2월 17일(주일) 오

2월 24일(주일)

독서자

박성준, 김현주

기창원, 김미정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소공동체

에피파니 C 소공동체

복

사

류신형, 임준석

허 윤, 송정우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류나형

장소은

2019년 2월 17일 연중 제6주일 (다해)
[ 성녀 마르가리타 ] 축일 2월 22일

성

녀는 투스카니의 라비아노에 살던 어느 농부의 딸인
데, 7세 때에 훌륭한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갖

은 학대를 받았으며,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로 성장
하였다. 외모가 뛰어나게 예뻤을 뿐만 아니라, 다소 관능적이
었던 마르가리타는 집을 뛰쳐나와 몬떼풀치아노에서 온 어느
기사와 눈이 맞았다. 그는 마르가리타와 결혼을 약속하고는
9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았으나 아들 하나를 낳았다. 마르
가리타는 그 후 마치 죄녀의 대명사처럼 불렸고, 천시를 당하
였다.
어느 날 마르가리타는 개 한 마리가 자기 옷을 물고 잡
아당기므로 어느 밤나무 밑에 가보았더니 무참하게 살해된
자기 애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르가리타는 이 처참
한 모습을 보자마자 하느님의 심판을 절실히 깨닫고, 몬떼풀
치아노를 떠나 회개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린 아들을 안고, 고행 복장을 한 채로 아버지께 돌아
갔지만, 계모에게 쫓겨났다. 이제는 거의 실망한 상태에 도달
했을 때, 문득 프란치스꼬회원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생각
이 떠올랐다. 이리하여 그 수도원을 찾아 헤메었으나 찾지 못
하던 중에, 어느 두 부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재속
3회원이 되고자 하였으나 죄녀라는 이유를 들어 허락받지 못
하다가, 3년 후인 1227년에 입회가 허락되어 철저한 보속생
활을 철저한 보속생활을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탄이 마르가리타의 통회를 방해하니, 지난
날의 욕정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기도와 고행의 무가치함
을 보여주며 실망시키려 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가리타
를 따뜻이 안아 주시니, 관상의 은혜와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총을 주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르가
리타를 보고 하느님의 권능을 찬미하기 시작하였고, 통회생
활을 시작한 지 23년 되던 해인 1297년 2월 22일에 50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에 안겼다. 마르가리타는 "프란치스꼬회의
성녀 막달레나"로 불린다. 성녀의 시신은 코르토나의 성 프란
치스코 성당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해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한다.

www.pauline.or.kr

[ 교황님의 2월 지향 ]
보편 지향 : 인신매매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폭력의 희생자들이 너그러운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2월 공동 기도문 ]
[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 엎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그리스도께 갈림없는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봉헌의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셨음에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가난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