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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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
We hear these words at every Mass as the Host and Chalice are raised for all to see. They are so familiar that perhaps
they have lost some of their force. So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is marvelous invitation.
Behold. Don’t just glance. Behold. Look deeply, carefully, and prayerfully. Look with the expectation that you will
discover something important. Trust that Jesus wants to reveal himself to you.
Behold, the Lamb of God. What are you beholding? God’s greatest gift to the world—to you. You are beholding
Jesus, the one true sacrifice sent from heaven. He is the spotless Lamb, innocent of all sin and meek and gentle of heart. He
is the fulfillment of ancient Israel’s Passover celebration. He has come so that you can pass over from death to life, from
slavery to freedom.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sin. Look closely. See in this Host the promise of forgiveness. See Jesus,
who surrendered his body and blood on a cross for you. See Jesus, who has taken your very sin upon himself and brought
it into the grave with him. See him rising again, leaving your sin behind in that grave, where it remains today, dead and
buried. You are no longer bound by it. Jesus has borne it away, and you can walk away from it too—step by halting step as
you continue to place your faith in him.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Not just your sin, but the sin of every single person
on earth, past, present, and future. No one is beyond his reach. No one is devoid of hope. Everyone can know forgiveness
and freedom. Even the people you are struggling to forgive. Behold him, and believe that he can bring reconciliation and
healing to all people.
Behold, the Lamb of God! And receive him with joy and an open heart.
“Lord, I am not worthy. Only say the word, and my soul shall be healed.”
Isaiah 49:3, 5-6
Psalm 40:2, 4, 7-10
1 Corinthians 1:1-3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Promotion of World Peace
We pray that Christians,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and
all people of goodwill may promote peace and justice in
the world.
COLLECTIONS
January 12 Offertory Collection: $3,107.00
January 12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Collection: $709.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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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at www.georgetownepiphany.org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GMC WINTER SHELTER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host the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from
January 26 to February 2.
Volunteers will be needed to assist
the coordinators with providing hospitality to our
homeless guests and meal preparation/clean up. Anyone
wishing to volunteer should use the sign-up sheets at the
back of the church or contact Chris Rowe directly at
cjrshopper@aol.com.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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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yours today!

EPIPHANY SEASON OF GIVING
We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our Season of Giving. St.
Ann’s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is most grateful for your
financial support and generous donations of “Wish List”
items. We are also especially grateful to Dorothy Gray,
Season of Giving Chairperson, and Linda Gray, who
organized the giving campaign. Because of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we can proudly say that our
campaign was a great success!
A SPECIAL NOTE OF THANKS
We would like to thank those who
generously donated the Christmas flowers
which graced Epiphany Catholic Church
during the Christmas season: Dorothy
Gray, Linda Gray, Grace Goodell, Paul and Sharon
Hillery, Bark Ja Kim, Bertrand and Young-Key Kim
Renaud, Sung and Sook Park, and Yong-Jin and InYoung Kang Yoon. We are also especially grateful to
Gary Salomon, who designed and built our breathtaking
new nativity, and decorated the church so beautifully for
the holidays.
GIVING TUESDAY
Thank you for choosing to make a
gift to benefit Epiphany Catholic
Church and the larger Catholic
community on #GivingTuesday.
EPIPHANY CATHOLIC CHURCH RAISED
$5,411.42 – MORE THAN ANY OTHER PARISH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Because
of YOU, #iGiveCatholic has been an incredible success
in its inaugural year for the benefit of the many worthy
Catholic causes throughout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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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and
Kelly Fisher, Janggun Lee, Fr. Sangjin Amos Lee, Frank
Jazzo, Nicola Wharton, Joan D. Tillery, Charles and
Carolyn Skuba, Nancy Taylor Bubes, Sim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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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un Estep, Byungmin Jeong, Hector Perez,
Cecile Khill, Young-Key Kim Renaud, Joongseo Kim,
Keagan Gros, Gary Boehlert, Paul Thrasher, Bark Ja
Kim, Mary Ann Marshall, and Laurice Redhead.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anuary 18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January 19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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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January 20
St. Fabian
St. Sebastian

7:30 a.m.
Joseph Caponio

Tuesday, January 21
St. Agnes

7:30 a.m.
Tomasz Rajkowski

Wednesday, January 22

7:30 a.m.
Christina Yoon

Eucharistic Adoration

5:30 p.m. – 6:30 p.m.

Thursday, January 23
St. Vincent
St. Marianne Cope

7:30 a.m.
Stephen Oh

Friday, January 24
Day of Prayer for the
Legal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

7:30 a.m.
Soo Jeong An

FOR YOUR SAFETY
Please be extremely careful on the uneven brick
sidewalk in front of the rectory. Epiphany Catholic
Church’s service request #19-00110224 for repair is
slated for completion on or about March 18, 2020 by
8:50pm by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isit 311.dc.gov or call 311 with
questions or for additional information.
MEN’S DISCERNMENT RETREAT
Fr. Mark Ivany, St. John Paul
II
Seminary,
and
the
Washington Retreat House
invites men in their 20’s –
40’s,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priesthood, to attend a discernment retreat led by priests
and seminarian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e
January 31-February 2 weekend will be an opportunity to
pray and reflect on God's call, meet priests and
seminarians, hear their stories, and learn more about the
seminary and priesthood. Registration is now open at
www.DCPriest.org.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Fr.
Mark Ivany at 202-636-9020, vocations@adw.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62

성체성가

164

봉헌성가

342

마침성가

6

제1독서

제2독서

민수기 6, 22-27

야고보서 4,13-15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

루카 12, 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12,40)

양하나이다. ◎

◎ 주일학교 겨울 방학

복음

주일학교는 2020년 1월

26일에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세금 공제 서류

◎ 금주의 미사 지향
< 위령미사 >

2019년 한 해동안

* 설을 맞아 조상님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

성당에 기부해 주신 도네이션이나 헌금에 관련한 세금 공제

< 생미사 >

서류(2019 Contribution Statement)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 박춘자 아녜스, 윤원실 아녜스, 정지은 아녜스,

사무실로 (epiphanygeorgetowne@gmail.com, 202-9651610 - 화,수,목 근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 수난의 15기도 회원 / 봉헌: 이 안나

◎ 노숙자 쉼터 봉사

1월 26일(주일) 저녁 ∼ 2
월 1일(주일) 아침까지 Georgetown Ministry Center에 등록
된 노숙자들이 본당 지하 친교실에 머물게 됩니다. 한인 공동
체는 1월 26일(주일) 저녁과 28일(화) 저녁에 봉사합니다. 도
움을 주실 분들은 류 토마스 형제님(thryou@gmail.com께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 Youth Rally & Mass for Life

1973년

조희정 아녜스 / 봉헌: 김박자 리오바

미국에

낙태가 합법화 됨에 따라 시작된 생명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워싱턴 대교구의 연례행사로 올해는 1월 24일(금) 아

◎ “매일미사” 신청

2020년 1~12월 매일미사
신청 받습니다. 1년에 $60, 한권에 $5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
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침 10시에 Capital One Arena (DC)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하
는 미사와 걷기가 있습니다. 이날 같은 시간에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1725 Rhode Island Ave., NW) 에

금주의 성경읽기 (2020년 1월 19일∼1월 25일)

서도 미사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낙태로

- 시편 82 ∼ 95편 / 사도행전 7 ∼ 9장 -

희생된 태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배정란 아녜스, 임도연 아녜스, 장란희 아녜스,
정지은 아녜스, 조희정 아녜스

[ 교황님의 1월 지향 ]

(축일: 1월 21일)

복음화 지향 :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들

1월 19일(주일)

1월 26일(주일)

젊은이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

독서자

박성준, 이선규

기창원, 김미정

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제물봉헌

에피파니 B

에피파니 B

허 윤, 장지운, 김도훈

류나형, 정진우, 김태우

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

사

2020년 1월 19일 연중 제2주일, 설미사 (가해)
[ 성경 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 ] 사도행전
1. 사도행전은?
루카복음사가 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신약에서 루카는 복음
서에 이어서 두 번째 작품으로 사도행전을 집필합니다. 루카
의 두 작품을 합치면 신약성서 전체의 1/4에 달합니다.

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
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이 두 구절 안에 루카의 두 작품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
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작품에서?

8. 예수님께서 희년 선포 후에 하신 일은?

루카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
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집중 조
명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의 경우처럼, 루카복음서도 예수
님의 수난과 십자가상의 죽음, 그리고 부활사화에서 절정
에 도달합니다.

이를 사도행전의 다음 두 구절이 잘 요약해줍니다. “여러분
[코르넬리우스의 집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
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
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
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
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
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10,37-38) 희년선포 안에는 인류구원이 성취되는 장면이 그
대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반사되어 나타납니다.

3. 두 번째 작품 사도행전에서?
루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느님의 인류구
원 역사를 전해줍니다. 구약에 예언된 인류구원 약속이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전하면서 루카는 하느님
의 이 인류구원 역사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어떻게 이방
인[뭇 민족]들에게까지 전파되는지를 묘사해줍니다.

4. 그렇다면 누구를 통하여?
하느님의 인류구원 역사는, 곧 선민 유다백성을 뛰어넘
어 뭇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
도들과 공동체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측
면을 다음 구절이 잘 요약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는]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
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
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
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사도 10,41)

5. 첫 작품 루카복음서에서?

9. 예수님은 누구신가?
루카는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를 밝혀줍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
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동시
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를, 그분의 정체를 지속적
으로 계시해줍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베드로의 설교에서 두
드러집니다. “그분[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
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
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
다.”(사도 4,12) 이와 같이 루카는 사도행전에서도 지속적으
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
을 강조합니다.

루카는 복음서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밝힙니다. “존귀하
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
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
니다.” 루카는 두 번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을 테오필로스 님에게 헌정한다고 밝힙니다. “테오필로
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
부터 다 다루었습니다…….”(사도 1,1)

10. 사도들은 누구인가?

6. 테오필로스는 누구입니까?

11. 사도들이 부여받은 임무는?

본디 그리스말 ‘테오-필로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테오필로
스가 실제로 생존했던 어떤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
느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던 신앙인들
을 일컫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루카복음서가 주로 이
방인계[유다인이 아닌 외교인, 곧 비유다인계] 그리스도인
을 대상으로 하므로 테오필로스는 외교계 그리스도인이었다
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임무
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
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
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1,8) 사도들은 예수님
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7.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억할 일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희년선포입니
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
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
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

루카는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
해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
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
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
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
님 부활의 중인이 되어야 합니다.”(1,21-22)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
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
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
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
카 24,46-48).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8년 10월호,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
(인천교구 용현5동성당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