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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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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ssions

FOURTH SUNDAY OF EASTER
Ma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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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of Easter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Acts 13:45)
Did you know that the Greek word for “jealousy” is the same word for “zeal”? There is a fine line, it seems, between
the two emotions.
Jealousy arises when we see someone else enjoying something we wish we had. Zeal, on the other hand, arises out
of a desire to see other people enjoy something we know to be good and desirable. Jealousy is self-focused, while zeal is
other-focused.
This distinction can help us understand the reaction of some of the Jews in the synagogue at Pisidian Antioch. They
had become jealous at the sight of a large crowd gathering to hear Paul and Barnabas preach. It upset them to see these outof-towners receiving so much attention and not them. All we ever get is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Then these two men
arrive, and they attract an admiring crowd—of Gentiles no less!
This is the way of jealousy. As we see someone enjoying something desirable, our desire for that object grows. If
we’re not careful, our desire can turn into resentment toward that person. And our resentment can grow so intense that our
focus shifts from the object to the person we have become jealous of. It’s why Cain killed Abel. It’s why David killed Uriah.
It’s why some Pharisees hated Jesus. And it’s why these Jews heaped “violent abuse” on Paul and Barnabas (Acts 13:45).
The best way to overcome this kind of jealousy is to ask God to help you turn the tables on it. Practice zealous
generosity instead. Rather than grasping after what someone else has, give them the gift of your prayers. Rather than turning
against them, try to be happy that they are enjoying whatever it is you wanted for yourself. Stifle any self-focused jealousy
by smothering it with other-focused love and compassion.
Jealousy doesn’t have to control you. You can control it—through God’s grace.
“Jesus, help me to count my own blessings and to bless everyone around me.”
Psalm 100:1-3, 5
Revelation 7:9, 14-17
John 10:27-30
The WORD Among Us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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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May 5 Offertory Collection: $3,359.00
May 5 Maintenance Collection: $1,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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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MOTHER’S DAY
Loving God, as a mother gives life and
nourishment to her children, so you
watch over your Church. Bless our
mothers, that they may be strengthened
as Christian mothers. Let the example
of their faith and love shine forth.
Grant that we, their sons and
daughters, may honor them always
with a spirit of profound respect. Her children rise up and
bless her. Proverbs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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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SUNDAY FELLOWSHIP APPRECIATION
We would like to extend our
gratitude to all those who made
our First Sunday Fellowship
gatherings a success – devoted
organizers,
dedicated
volunteers, and welcome guests – especially: Dorothy
Gray, Linda Gray, Tanya Mitchell, Marion Ord, Sharon
Hillery, Paul and Christina Thrasher, Chris and Salli
Rowe, Joseph Smith, Monica Roche, Jim and Christine
Payne, Tish Leonard, and Susan Graif. We would also
like to acknowledge our amazing First Sunday Fellowship
Committee Chairperson, Dorothy Gray. Thank you for a
wonderful season! There will be no First Sunday
Fellowship mornings until Sunday, October 6.
MEMORIAL GARDEN BENEFACTORS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those who have given so
generously to Epiphany Catholic Church’s Memorial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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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sy Werronen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May 11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May 12

7:30 a.m.
For All Mothers
9:00 a.m. Korean
10:30 a.m.
For All Mothers

FOURTH SUNDAY OF
EASTER
Monday, May 13
Our Lady of Fatima
Tuesday, May 14
ST. MATTHIAS
Wednesday, May 15
St. Isidore the Farmer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May 16
Friday, May 17

7:30 a.m.
Joseph Caponio
7:30 a.m.
Lucyna Mayer
7:30 a.m.
Anna Krochmal
5:30 p.m. – 6:30 p.m.
7:30 a.m.
Soo Jeong Am
7:30 a.m.
Spec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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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 VADIS CAMP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nnual Quo Vadis Camp
for high school aged young men will be held at Mount
Saint Mary’s Seminary July 28-31. For four days, high
school aged young men who desire to grow in holiness
will have an opportunity for Mass, prayer, and Eucharistic
Adoration, as well time for fraternity, sports, and
reflection. Bus transportation is available.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registration is open at
www.DCpriest.org. Please contact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vocations@adw.org or (202)636-9020 with
any questions.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55

성체성가

504

봉헌성가

340

마침성가

129

제1독서

사도행전 13, 14.43-52

제2독서

요한 묵시록 7, 9.14ㄴ-17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한인 공동체 야유회

오늘 11시에 야유회가 있

복음

요한 10,27-30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10,28).

◎ 금주의 미사 지향
< 위령미사 >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습니다. 아침 9시 미사 후에 야유회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성모 회비 봉헌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성모회에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립니다.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많은 참여

강인선 베리타스
한인

공동

장소: Nottoway Park Resevable Picnic Area Shelter #1

바랍니다. 성경읽기 진도 카드와 구약 필사 신청은 미사 후

9537 Courthouse Road, Vienna, VA 22181

지하 친교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교우분들의 영적 도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움을 위해 “성경신학 사전”을 구입하여 비치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아래 구약 성경 필사 신청 받습니다 >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한줄에 띄어
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
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 예언서

웹사이트

이사야 46-66장, 오바드야 1장, 나훔1-3장,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레지오

마리애와

함께 하는 33일간의 준비 기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

미카서 1-7장, 하바쿡 1-3장, 스바니야 1-3장
하까이 1-2장, 즈카르야 1-14장, 말라키 1-3 장
* 역사서
여호수아 1-24장, 판관기 1-21장, 룻 1-4장

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회

1사무엘 1-31장, 2사무엘 1-24장

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미

1열왕기 10-22장, 2열왕기 1-25장

사 후 친교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역대기 1-29장, 2역대기 1-36장

* 기간 : 4월 28일(주일) - 5월 30일(목)

에즈라 1-10장, 느헤미야 1-13장,

* 봉헌일: 5월 31일(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유딧1-16장, 에스테르 1-10장,

* 준비물 : 교재 (책자 혹은 웹사이트), 묵주

1마카베오 1-16장, 2마카베오 1-15장
5월 12일(주일)

5월 19일(주일)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5월 12일∼5월 18일)

독서자

김지현, 장수진

최영일, 조은영

- 레위기 17 - 27장 / 마태오 19장, 20장 -

제물봉헌

에피파니 A 소공동체

에피파니 A 소공동체

※ 성경읽기와 구약필사에 관해서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복

사

오채영, 장소은

송정우, 임준석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2019년 5월 12일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다해)
[ 담화 ] 2019년 제56차 성소 주일 교황 담화 (요약)
“하느님의 약속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사

이나 손질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
어야 합니다.

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번 성소 주일에,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를 약속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요구하는지에 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약속과 위험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
는 복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마르 1,16-20 참조).

주님과의 만남에서 누군가는 봉헌
생활이나 성품 사제직에 대한 부르심에 매
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열의를 북돋우
지만 이와 동시에 두려움도 불러일으키는
발견입니다. 복음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
하여 충실히 봉사해야 하는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 교회의 배 안에서 ‘사람 낚는

모든 부르심처럼, 이 복음은 만남에 대하여 말하고 있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을 느낄 때 그러합니다. 이를 선택할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어부들을 보고 그들에게

때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며 주님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혼인 생활을 함께 하고픈 사람을 만날

사업의 협력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위험을 감수

때나 처음으로 봉헌된 삶에 매력을 느낄 때에, 바로 이와 같

해야 합니다.

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움을 안겨주는 만남의 순간에, 우리
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쁨의 약속을 예견
합니다. 이처럼 바로 그날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는 어부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이 “일상의 무기력함”에서 깨
어나게

해

주셨습니다(제22차

봉헌

생활의

날

강론,

2018.2.2.).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

그러나 이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길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배 안에서 노만 젓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두려
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높
디높은 봉우리 앞에서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새 생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일들에 매

명의 기쁨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새 생명

여 일상의 타성에 젖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고, 삶의

의 기쁨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을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들 앞에서 반응하기를 바라십

활기차게 해 줍니다.

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투신
해 볼 만한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
는 열의를 서서히 잃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십
니다. 주님께서는 이따금 우리에게 ‘기적의 고기잡이’를 경험
하게 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위대한

이번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한 주
님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처
음부터 마련해 두신 길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도록,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무언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권태의
그물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소는, 그물을 손에 든 채 바닷
가에 서 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행복과 우리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마련하신 그 길로 나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당연히 선택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욱 원대한 무언가에 동참하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사도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
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르 1,18).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
한다는 것은 자신을 모두 내맡기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해야

[ 교황님의 5월 지향 ]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작은 배에 연연하며 결정적인 선택
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복음화 지향 : 일치의 씨앗인 아프리카 교회

우리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우리 삶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하

아프리카 교회가 그들 구성원의 노력으로 아프리카 민족

느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소라는 드넓은 ‘대양’을 눈앞에 두고 안전한 배 안에서 그물

들이 일치의 씨앗이 되고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의 징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