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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Apri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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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of Easter
Do not be afraid. (Revelation 1:17)
It happened just about every time God revealed himself. John had a vision of the risen Jesus, and it made him faint
with terror (Revelation 1:17). Isaiah had a vision of the majesty of God, and he cried out, “Woe is me, I am doomed!”
(Isaiah 6:5). Ezekiel saw God coming in the clouds, surrounded by rings of fire, and he fell on his face in awe (Ezekiel
1:28).
Even more “ordinary” revelations of God’s holiness had a similar effect. Peter fell to his knees and cried out,
“Depart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after Jesus miraculously filled his nets with fish (Luke 5:8).
These may be dramatic scenes, but what happened next is even more dramatic. Jesus told John, “Do not be afraid,”
and then proceeded to give him messages for the churches (Revelation 1:17). Isaiah had his sins purged, and God called
him to be a prophet (Isaiah 6:8). Seeing Ezekiel facedown on the ground, God told him to stand up; he just wanted to talk
with him (Ezekiel 2:1). And Jesus told Peter, “Do not be afraid,” and then called him to become a disciple (Luke 5:10).
Do you see the pattern? In each story, God made it clear that the person’s past sins and mere mortality didn’t pose
obstacles to him. He was more focused on the work he had for them to do.
This is what divine mercy looked like in biblical times, and it’s what it looks like today. It’s God forgiving our
every sin, cleansing our consciences, and easing our fears. It’s also God looking with sadness on a darkened, sinful world
and sending us out as his ambassadors.
Do not be afraid. Jesus says these words to you today. Don’t be afraid of God. He loves you and he forgives you.
And don’t be afraid to share that mercy with the people around you. Forgive them just as you have been forgiven. Let them
see in you the merciful face of God.
“Jesus, let the good news of your mercy fill the whole world today!”
Acts 5:12-16
Psalm 118:2-4, 13-15, 22-24
John 20:19-31
The WORD Among Us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Maintenance
Collection NEXT WEEKEND, May 4-5.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COLLECTIONS
April 14 Offertory Collection: $3,054.00
April 18 Holy Thursday Collection: $116.00
April 19 Good Friday (Holy Land) Collection: $329.00
April 21 Easter Sunday Collection: $5,870.85
CRS Rice Bowl Total: $375.38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APRIL: For doctors and their
humanitarian collaborators in war zones, who risk
their lives to save the live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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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ERY SPECIAL EASTER THANK YOU
Epiphany Catholic Church would
like to thank all those who made our
celebration of Easter so joyful and
beautiful this year. We are especially
grateful to Joseph Graif, Jinsun Maria Hong, Clara Lee,
the Choir, and the Youth Orchestra for their extraordinary
musical contributions. We would like to thank all of our
lectors, ushers, and altar servers for their dedicated
service at Mass. We appreciate the efforts of Dorothy
Gray and the Hospitality Committee for the delightful and
delicious Fellowship Gathering. And to GS, who both
designed the beautiful arrangements and lovingly
decorated the church – thank you!
EASTER FLOWERS
Thank you to those who so generously gave donations
toward the purchase of the Easter flowers that adorn our
church:
Grace Goodell
Dorothy Gray and Linda Gray
Donald and Sue Kwak Gross
Paul and Sharon Hillery
Jane Holahan
The Hong Family
Bark Ja Kim
Ki Han and Wha Chun Kim
David and Mary Ann Marshall
Charles Skuba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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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e samples in the
vestibule of the church.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There will be a special Blessing and
Dedication Ceremony THIS SUNDAY, April 28,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MEMORIAL GARDEN BENEFACTORS
As we celebrate the Blessing and Dedication of Epiphany
Catholic Church’s Memorial Garden this Sunday, April
28,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those who have given
so generously, thus far:
George Hartley
Gregory Doolan
Duane Ford
Dorothy Gray
Susan and Joseph Graif
Malgorzata Bula Duane
Deborah Kemp
Grace Goodell
Neville Waters
Christopher and Salli Rowe
Kelly Fisher
Joseph Fisher
Janggun Lee
Fr. Sangjin Amos Lee
Frank Jazzo
Nicola Wharton
Joan D. Tillery
Charles and Carolyn Skuba
Nancy Taylor Bubes
Anna Lee
Yong Seok Ju
Bark Ja Kim
Jungsoo Hur
Sujin Kim
Sung Park
Eun Nam
Linda Gray
Jingui Hwang
Ki Yon Kuk
Monica Roache
Carl Vacketta
Robert and Susanne Lan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pril 27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pri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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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OF
EASTER
Monday, April 29
St. Catherine of Siena

7:30 a.m.
Frank W. Tucker

Tuesday, April 30
St. Pius V

7:30 a.m.
Irena Mayer-Bula

Wednesday, May 1
St. Joseph the Worker

7:30 a.m.
Soo Jeong Am

Eucharistic Adoration

5:30 p.m. – 6:30 p.m.

Thursday, May 2
St. Athanasius

7:30 a.m.
Joseph Caponio

Friday, May 3
ST. PHILIP
ST. JAMES

7:30 a.m.
Rose Blake

MEN’S DISCERNMENT DINNER
All single men, college age and up, who are practicing
Catholics, are invited to attend a Men’s Discernment
Dinner held at Saint John Paul II Seminary on Sunday,
May 19, from 5:00pm to 8:30pm. The evening will
include Mass, dinner, and a chance to discuss the
priesthood with priests, seminarians, and other young
men from the Washington, D.C. area.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Fr. Mark Ivany, Director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vocations@adw.org.
Register
online
at
www.DCpri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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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t too late to
make a pledge or donation – simply drop your Annual
Appeal envelope in the collection basket at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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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28

성체성가

152

봉헌성가

510

마침성가

134

제1독서

사도행전 5,12-16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9-11ㄴ.12-13.17-19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
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 다음 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다음 주 5월 5일에는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바오로딸 도서선교

오늘 9시 미사전 후 신자

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바오로딸 수녀님들이 방문하여 도서,
CD, DVD 전시 및 판매를 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축성식

오늘 10시 30분 미

사 후 (약 11시 15분경)에 본당 사제관 앞 성모상 주변에 조

요한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20,26).

< 생미사 >
* 김기련 카타리나, 이 훈 카타리나, 서재용 카타리나
/ 봉헌 : 김박자 리오바
< 위령미사 >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 감사드립니다

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

성삼일 전례와 부활대축
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리고 복사단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을 수 있습니다.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

◎ 부활 백합 봉헌

성한 “기념 정원” 축성시기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며, 기

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

부활 제대를 아름답게 장
식한 부활 백합을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 성모성월 행사
레지오

마리애와

함께 하는 33일간의 준비 기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
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회

중에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께 공동체에서 꽃다발을 봉
헌하고, 미사 후 지하 친교실에서 묵주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미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후 친교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한인 공동체 야유회

* 기간 : 4월 28일(주일) - 5월 30일(목)
* 봉헌일: 5월 31일(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 준비물 : 교재 (책자 혹은 웹사이트), 묵주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2020년 한
인 공동체 15주년을 맞아 하느님 말씀과 함께 성숙한 신앙 공
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를 지난 3
월 10일(사순 제1주일)에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읽기 진도 카
드는 미사 후 지하 친교실에서 배부해 드리며, 구약 성경 필
사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5일(주일) 9시 미사

5월 12일(주일) 11시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아침 9시 미사 후에 야유회 장소로 오시
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성모회에와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소: Nottoway Park Resevable Picnic Area Shelter #1
9537 Courthouse Road, Vienna, VA 22181

4월 28일(주일)

5월 5일(주일)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4월 28일∼5월 4일)

독서자

윤장렬, 서재용

이희수, 조성연

- 시편 14—26장 / 마태오 15장, 16장 -

제물봉헌

에피파니 D 소공동체

에피파니 D 소공동체

※ 성경읽기와 구약필사에 관해서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류나형, 장소은
복

사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2019년 4월 28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다해)
[ 성경 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 ] 신뢰시편 (시편 23)

시

편은 신약에서 100번도 더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들어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
시키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
람도 더 이상 없었다.”(마태 22,45-46) 파스카 만찬을 마치
실 때에는 시편의 찬가를 부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시편 22편 첫머리를
인용하여 기도하십니다.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
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마태 27,4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극도의 고통 속에서 기
도하신 시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
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
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시편 22,1-5)
그러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예수님
의 외치심은 실망하여 부르짖는 마지막 외침이 아니라, 주 하
느님께 절대적 신뢰와 희망을 두는 참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시편 31편을 들어 기
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그리스도인들은 초기부터 개인 신심행위에서뿐 아니
라 공동 전례에서도 시편을 노래해왔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러한 전통을 증언해줍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
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
니다.”(1코린 14,26; 참조: 에페 5,19; 콜로 3,16; 야고 5,13)

< ‘신뢰시편’을 꼽아보라면? >
대표적으로 다윗 임금 이름으로 전해오는 시편 23편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 분들이 여느 때는 물론, 장례미사나 연
미사 때 시편 23편을 노래합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시
편이 더 큰 위로를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1 [시편. 다윗]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2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3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
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4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
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 신뢰시편을 읊으면서 기도하
는 신앙인은 야훼 하느님의 다섯
가지 위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
니다.
첫째로, 시인은 주님을 ‘푸른 풀
밭에 나를 쉬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면 스위스 유학시절, 알프스
산 곳곳에 흩어져있는 목장의 평화로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20~30여 마리가 이곳저곳에 몇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풀을
뜯는 소떼들, 때로는 주루룩 흘러나오는 샘물가에서 물을 마
시는 소들, 누워서 되새김질하며 푸르고 맑은 알프스지방에
서 맑은 공기와 초원을 즐기는 목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
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안심하고 그분 보호아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마련해주시고 지켜주신다
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는 분’
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이나 폭포수
곁에서는 소나 양이 물을 마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짐승들이 맘 놓고 편안하게 물을 맘껏 들
이켜도록 ‘잔잔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주시
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육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본디 구약에서 영혼은 생명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삐뚤어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구렁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봅니
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가려내지를 못합니
다. 그럴 때 그분께서 짐승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안전한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로 내
게 위안을 주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떼에게 방향
을 제시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끕니다. 긴 막대는 사나운 짐승
들로부터 소나 양떼를 보호해주는 도구입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신앙인은 이들 다섯 가지 주 하
느님의 위업을 늘 기억하고 있기에 ‘아무것도 아쉽지 않다.’
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
습니다(시편 23,4ㄱㄴ 참조). ‘내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나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시인은 이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시편 23편의 신앙인은 주님께 굳게 믿는 신뢰의 바탕
을 그분 이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이름은 그 사
람을 대표하는 상징 이상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주
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주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일
부를 건네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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