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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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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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5, 2019
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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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Sunday of Easter
They left . . . rejoicing that they had been found worthy to suffer dishonor. (Acts 5:41)
That’s rather odd! Wouldn’t you expect the apostles to be grateful that they left that trial alive? Or relieved that they
didn’t get punished any more severely? They may have thought these things, of course, but it seems that they were most
happy to have been found “worthy” to be arrested, threatened, and flogged by their own people (Acts 5:41).
What gave the apostles a perspective like this? The answer lies in one simple line from today’s passage. Explaining
themselves to the Sanhedrin, Peter and the others said, “The God of our ancestors raised Jesus, though you had him killed
by hanging him on a tree” (Acts 5:30).
Jesus’ resurrection changed everything! The apostles had seen him endure an agonizing death and still come out
the other side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With their very eyes, they saw definitive proof that death had been overcome. It
wasn’t the end of Jesus’ story, and it wasn’t the end of theirs either.
Around seventy-five years after this event, a bishop from Antioch named Ignatius said something similar. He had
been arrested for his belief in Christ, and while on his way to execution in Rome, he wrote to the Christians there and begged
them not to interfere. Ignatius had lived a long life, and death didn’t scare him. In fact, he was eager to go. “Allow me to
become food for the wild beasts,” he wrote, “through whom it will be granted me to attain to God” (To the Romans, 4).
Both Peter and Ignatius tell us that the gates of heaven have been opened to us. Death, and everything death
represents, has lost its power over us. They also tell us that fear has lost its power, for all fears draw their strength from the
fear of death (Hebrews 2:15). Jesus, our risen Lord, has overcome everything, and he now invites you to share in that victory.
Death is not the end of your story. It’s really just the beginning.
“Jesus, we praise you for the victory of your resurrection!”
Psalm 30:2, 4-6, 11-13
Revelation 5:11-14
John 21:1-19
The WORD Among Us
FIRST SUNDAY FELLOWSHIP
Please come for food and
fellowship at our First Sunday
Coffee Social TODAY, May 5,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Come enjoy the company of old friends,
or discover the charm of making new ones. If you would
like to volunteer, or join the First Sunday Fellowship
Committee, kindly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COLLECTIONS
April 28 Offertory Collection: $3,243.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MAY: That
the Church in Africa, through the
commitment of its members, may be the
seed of unity among her peoples and a sign
of hope for this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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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Maintenance
Collec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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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Next weekend, May 11-12, our parish and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CRSC). Funds from this
collection help provide food for the hungry, support to
displaced refugees, and bring Christ’s love and mercy to
all people here at home and abroad. Next weekend,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the CRSC, and help
Jesus in disguise. Learn more about the collection at
www.usccb.org/catholic-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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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Elizabeth Shaughney at (301)853-4574 or
shaughneye@adw.org. Thank you very much in advance
for your generosity in making the 2019 Annual Appeal a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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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MEMORIAL GARDEN BENEFACTORS
After celebrating the Blessing and Dedication of
Epiphany Catholic Church’s Memorial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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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yun Cho
James Person
Tae Chun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May 4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Ma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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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SUNDAY OF
EASTER
Monday, May 6

7:30 a.m.
Soo Jeong Am

Tuesday, May 7

7:30 a.m.
Francesca Hong

Wednesday, May 8

7:30 a.m.
Monika CzekanskaBula
5:30 p.m. – 6:30 p.m.
7:30 a.m.
Kyung Seo Han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May 9
Friday, May 10
St. Damien de Veuster

7:30 a.m.
Joseph Cap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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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UR FOR VOCATIONS
“The harvest is abundant but the laborers are few; so ask
the master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for his
harvest.” Matthew 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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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Wednesday, May
29, from 5:30pm to 6:30pm.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vocations, contact the
St. John Paul II Seminary or visit dcpriest.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35

성체성가

198

봉헌성가

216

마침성가

245

제1독서

사도행전 5,27ㄴ32.40ㄴ-41

제2독서

요한 묵시록 5,11-14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
게 자비를 베푸셨네.◎

복음

◎ 금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다음 주 2차 헌금

다음 주일 5월 12일에는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한줄에 띄어
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
$500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21,13).

< 위령미사 >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 감사헌금

$650 (새 영세자, 견진자 일동)

◎ 감사합니다

◎ Memorial Garden

개는

요한 21,1-19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

레지오

방문하여 도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선교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성월 행사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오늘 9시 미사 중에 성모님께 공동체에서 꽃다발을 봉헌하고,
미사 후 지하 친교실에서 묵주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많은 참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지난 주 성바오로딸 수녀님들이

마리애와

여 바랍니다.

함께 하는 33일간의 준비 기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

◎ 한인 공동체 야유회

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아침 9시 미사 후에 야유회 장소로 오시

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미
사 후 친교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성모회에와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간 : 4월 28일(주일) - 5월 30일(목)

장소: Nottoway Park Resevable Picnic Area Shelter #1

* 봉헌일: 5월 31일(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9537 Courthouse Road, Vienna, VA 22181

* 준비물 : 교재 (책자 혹은 웹사이트), 묵주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5월 12일(주일) 11시에

한인

공동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읽기 진도 카드와 구약 필사 신청은 미사 후
지하 친교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사목회에서 교우분
들의 영적 도움을 위해 “성경신학 사전”을 구입하여 비치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주일)

5월 12일(주일)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5월 5일∼5월 11일)

독서자

이희수, 조성연

김지현, 장수진

- 레위기 1 - 16장 / 마태오 17장, 18장 -

제물봉헌

에피파니 D 소공동체

에피파니 A 소공동체

※ 성경읽기와 구약필사에 관해서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복

사

허 윤, 임민석

오채영, 장소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2019년 5월 5일 부활 제3주일 (다해)
[ 말씀과 함께 걷는다 : 레위기 ]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별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얼마쯤 가
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아
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성별하였다”(8,30).
성막이 건설되고(탈출 35-40장 참조), 성막에서 바
칠 제사로 여섯 가지가 소개된(레위 1-7장 참조) 다음, 제사
를 드릴 사제들이 임명됩니다(레위 8-9장). 1-7장에서는 모
세가 사제직을 이행하고 아론은 평신도의 일을 했는데, 8장
에서는 주님의 명에 따라 아론이 사제로 임명됩니다. 아론
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 임직될 때 거행되는 의식은 주님께
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사제 임직식 절차(탈
출 29,1-35 참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모세가 계약의 중재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제사 의식
을 주관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8,4.9.13.17.21.29.36)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는 것으로 보
아 하느님 말씀의 실천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이 8장의 특징으로, 오늘날에도 전례나 교회의 모든 활동에
서 하느님 말씀이 끊임없이 드러나야 하고 하느님 말씀에 대
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성별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
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성별합니
다. 유배 이후에는 유다인 공동체의 우두머리로 왕의 특권
을 받아 왕이 지니던 제의 기능까지 맡게 된 대사제도 기름
을 발라 성별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제단 위에 있는 피
를 뿌려 사제와 제단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해 주고, 또 하느
님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 줍니다. 사제는 예식
을 치르면서 세속과 분리되어 온전히 하느님의 소유가 되
고 하늘과 땅의 중재자가 됩니다. 사제는 하느님을 온전히 섬
기는 자로서 제단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
는 역할을 합니다. 집회서의 저자 벤 시라는 아론의 사제직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
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복을 내리시어 품
위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 주셨다. 주님
께서는 아론에게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주시고 권위의 표
지들로, 속옷과 겉옷과 에폿으로 꾸미셨다”(집회 45,7-8).
가톨릭 교회의 서품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이 있
습니다. 특별한 예식을 통해 성품을 받은 성직자는 대사제이
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느님 자비에 대한 커다란 신뢰
와 가톨릭 신앙과 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제 직무
를 이행합니다.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평신도
도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부
름 받고 있습니다(<교회헌장> 31항 참조).

“그런 다음에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9,22ㄱ)
9장에서도 사제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8장
에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9장에서는 모세
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8장의 모세처럼 9장의 아론도 모
세를 통해 들은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9,5.7.10.21 참조). 8-9장에서 언급된 사제 임직식은 물
로 씻는 예절, 성별 기름 도유, 특별한 의복 착용, 동물을 잡
아 바치는 희생 제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여 사제는 세
상과 일반인들에게서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아론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친 다음 제단에서 내려오
기 전에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사제의 축복
은 고대부터 통상적 제사 절차의 하나였고, 여기서 아론도 하
느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백성에게 하느님의 복을 빌어 주
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축복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
에 근거하므로, 백성의 계약과 율법 준수와 이에 따른 하느님
의 복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강복
에 대한 백성의 응답은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 되고 하느님
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드리
고 내려왔다. 23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 나와
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
게 나타났다. 24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
물과 굳기름을 삼켰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환성을 올리
며 땅에 엎드렸다”(9,22ㄴ).
8-9장의 흐름이 ‘명령과 이행’이라는 틀을 따라가
며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명(9,8-21 참조)한 결과, 마침내 ‘주
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하느
님 말씀의 절대성과 더불어 제사에 관한 하느님의 규정을 그
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분의 뜻에 따라 제물
을 바칠 때 거기에서 그분의 힘이 불로 나타납니다(9,24 참
조). 또 불이 나와 번제물과 굳기름을 삼켰다고 하여, 하느
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시나이 산에서 나타났던 하느님 발현
이 재현됨을 보여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불을 통해 당신의 힘을 드러내 보이십니
다. 그래서 불은 한편으로는 정결함,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함
과 연결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것
을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하면 그분께 영광
이 됩니다. 결국 불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
께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론은 사제로 임명된 후 자신을 위한 제물(9,8-11 참
조)과 백성을 위한 제물(9,12-22 참조)을 바칩니다. 사제들
은 날마다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제단
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 제단을 성별합니다. 사제와 제단
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성별하는 것은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
야 거룩하신 하느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서 백성을 위
해 제물을 바칠 때 백성도 하느님께 온전히 속하게 됩니
다. 즉 사제는 중개자로서 계속 성화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
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까지 하느님에게 온전히 속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
고, 하느님의 현현과 영광을 온 백성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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