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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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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Sunday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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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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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Be perfect, jus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atthew 5:48)
How could Jesus say such a thing? He knows we’re human; he knows that we can never be perfect in the sense of
never committing a sin. So how can we live out this commandment?
Fortunately, God has given us some models to follow: the saints. Because they were human, they were sinners, just
like us. But they were “perfect” in God’s eyes nonetheless. Their perfection rested not in their sinlessness but in their
commitment to love God and their neighbor with all their hearts (Matthew 22:37-39). It was their own experience of God’s
love that allowed them to follow the Lord wherever he led and to love other people with the love that came from God. And
so they made it their aim to be as merciful and generous as possible (5:39-40). They strove to love their enemies just as
faithfully as they loved their friends and to pray for those who persecuted them (5:44-46).
Think, for instance, how Blessed Charles de Foucauld turned from a life of indulgence and selfishness and moved
to the Algerian desert to live among the Tuareg people as a witness to Christ’s love. Or how St. Alphonsus Liguori left a
thriving law practice to become a priest so he could proclaim God’s message of mercy. Or how St. Monica was so patient
with her short-tempered, unbelieving husband that he eventually became a Christian.
The point is, “perfection” isn’t out of our reach. It is about loving God in a way that causes us to change our lives
and do whatever he asks of us. It’s about loving our neighbors—and even our enemies—with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So don’t get discouraged when you read this Scripture verse. God is merciful; he knows that you’re a sinner. But
he also knows that you can become “perfect”—with his love and grace.
“Saints in heaven, intercede for me so that I can love God and my neighbor as you did.”
Leviticus 19:1-2, 17-18
Psalm 103:1-4, 8, 10, 12-13
1 Corinthians 3:16-23
The WORD Among Us
MUSIC NEWS AT EPIPHANY
Epiphany Catholic Church would like
to thank our Coordinator of Music, Mr.
Joseph N. Graif, for his fifty-three
years of faithful music ministry to the
Church. We wish him all the best in his
retirement!
Next weekend,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welcome
Dr. Mickey Thomas Terry, a native of Greenville, North
Carolina, who holds degrees from East Carolina
University in Greenville, and a Ph.D. from Georgetow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His principal organ
teachers were Clarence Watters, Charles Callahan, and
Ronald Stolk (Improvisation). Dr. Terry has concertize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the Bahamas, and has
been broadcast several times on American Public Media’s
Pipedreams, the official radio program of the American
Guild of Organists. He has been a featured artist at
Washington’s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an organ recitalist at the Piccolo-Spoleto Music
Festival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FIRST SUNDAY HOSPITALITY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on special First Sundays of
the month! Please come to our next
Coffee Social, which will take place
NEXT SUNDAY, MARCH 1, in the
Parish Hall,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Hospitality Committee,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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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pray that the cries of our migrant brothers and sisters,
victims of criminal trafficking, may be heard and
considered.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collection, March 78, to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FEBRUARY:

Listen to the Migrants’ Cries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ON
WEDNESDAY,
FEBRUARY 26.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Ash Wednesday is February 26, which marks the
beginning of Lent. There will be a blessing and imposition
of ashes at 7:30 a.m. Mass and 7:00 p.m. Mass.
LENTEN REGULATIONS
As Catholics, we are obligated to observe special
regulations during the Lenten season. Ash Wednesday
and Good Friday are days of complete fast (eating 1 full
meal only, as well as 2 smaller meals that do not equal a
full meal) and abstinence (refraining from eating meat).
The Fridays of Lent are days of abstinence only. The law
of abstinence binds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14th
year. The law of fast binds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18th year until the beginning of their 60th year. All
are bound to the law of penance, especially during Lent.
STATIONS OF THE CROSS
Make a spiritual pilgrimage and walk
with Christ on his journey of suffering
towards death, on Friday evenings
during Lent at 7:00 p.m.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bless you,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CRS RICE BOWL
Join Epiphany Catholic Church, and nearly 14,000
Catholic commun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in a
special Lenten journey of encounter with CRS Rice Bowl.
Pick up your family’s cardboard CRS Rice Bowl from the
vestibule of the church, beginning February 26. May these
40 days of Lent better prepare us to encounter ourselves,
our neighbors, and our God.
2020 ANNUAL ARCHDIOCESAN APPEAL
Thank you to all parishioners who made
a gift to the Annual Appeal last
weekend. We appreciate your support.
If you did not have a chance to make
your gift last weekend, or you needed
more time to prayerfully consider your
gift, pledge envelopes will again be available in the
church this weekend, and completed envelopes can be
placed in the offertory basket. You may also make your
pledge online at appeal.adw.org. No gift is too small and
will support more than 60 ministries and programs
benefitting countless women, men, children and families
in the Church of Washington, including within our own
parish and local community. As in every year, 100% of
your contribution to the Annual Appeal will be designated
to the ministries and programs supported by the Appeal.
Thank you for your generous response.

Saturday, February 22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February 23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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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February 24

7:30 a.m.
Renata Bober

Tuesday, February 25

7:30 a.m.
Joseph Caponio

Wednesday, February 26

7:30 a.m.
Anna Prochowska

ASH
WEDNESDAY

Thursday, February 27
Friday, February 28

7:00 p.m.
Bernadet Pineda
Manue
l
7:30 a.m.
Lucyna Mayer
7:30 a.m.
Soo Jeong An

LENTEN FOOD DRIVE
The annual Catholic Charities/Archdiocese of
Washington Lenten Food Drive will be held on the
weekend of March 21-22.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upporting the John S. Mulholland Family Foundation,
which supports food pantries in our city’s poorest
parishes: St. Thomas More, St. Vincent de Paul, Holy
Name, and St. Luke. Please take a bag from the vestibule
the weekend of March 14-15 and return it the weekend of
March 21-22.
The most needed items are canned tuna or chicken; dry
cereal (Cheerios or Bran Flakes); canned vegetables
(green beans, peas, corn); canned soup (hearty varieties
are best); canned fruit (any kind); peanut butter and jelly
(plastic containers only); baked beans (cans); rice (any
size); pasta and pasta sauce (plastic containers only).
If you are unable to fill a bag or will be away that
weekend, monetary donations are accepted which are
used to purchase fresh food items such as fresh produce,
milk, eggs, meat, and poultry. Drop an envelope in the
collection labeled “Mulholland Foundation” and it will
be forwarded.
Thank you for living the Gospel of Matthew 25 during the
season of Lent and helping those who need our help the
most!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329

성체성가

167

봉헌성가

220

마침성가

48

제1독서

레위기

19,1-2.17-18

제2독서

코린토 1서

3,16-23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5,44).

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다음 주 2차 헌금

3월 1일에는 본당 운영을 위한 2
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사순 특강

오늘 9시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특강이 마련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0 Archdiocesan Appeal

지난 주에
모금액 책정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책정을 못하
신 분들은 책정 봉투를 작성하셔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올해로 51번째를 맞이하는 워싱턴 대교구 모금
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
랍니다.

◎ 성모회 총회 안내

지난 주 성모회 총회에 참
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모회는 성당 살림을
꾸려가는 단체이며, 회원들의 연회비(한가족당 $100, 1일당
$50)로 운영됩니다. 성모회비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받습니
다. 지난 주에 회비를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회비 봉헌자 >
조
이
김
이
김
조
이

후나, 김 마리아, 장 리카르다, 김 루시아, 강 안나,
실비아, 차 로즈마리, 국 제네비브, 강 세실리아,
아가페, 이 토마스, 양 아녜스, 이 율리아나, 곽 마리아,
엘리사벳, 최 바울라, 박 마리골룸바, 조 모니카,
미카엘라, 이 글라라, 안 스테파니, 장 빅토리아,
안젤라, 이 안나, 김 호세마리아, 김 스테파니,
카타리나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한인 공동
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참여 해 주
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읽기 (2020년 2월 23일∼2월 29일)
- 시편 96∼109편 / 사도행전 20∼22장 -

마태오

5,38-48

◎ 금주의 미사 지향
< 위령미사 >
* 이상록 요셉 / 봉헌 : 이 안나

◎ 재의 수요일 미사

2월 26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본당에서는 아침 7시30분, 저
녁 7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본당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시는 분
들은 근교 성당 미사에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주보 성인 축일 축하식

3월에 축일
을 맞이하신 분들의 합동 축하식이 3월 1일 9시 미사 후에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나의 주보 성인 찾기’는 미사 후 등록 받
습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반

4월 11일(예수 부활 대축
일 성야 미사 때 입교 성사(세례, 성체, 견진성사)를 받을 예
비자들은 대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부탁드립니다.
1) 등록식 - 3월 8일(사순 제2주일) 오전 9시 미사, 본당
2) 선발예식 - 3월 8일(사순 제2주일), 오후 3시,
내셔널 슈라인 대성당 (DC)

◎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인 공동체 미사 참례 신
자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더 효율적인 신자석 관리와 유아 동
반 가정, 봉사자들을 위해 아래 내용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많은 신자들이 주님 사랑 가득한 미사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가능한 미사 시간 전에 성당에 도착하기
* 한칸에 3명, 한줄에 6명이상 앉기
* 중앙 통로쪽부터 채워 앉기
* 먼저 온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앉기
2월 23일(주일)

3월 1일(주일)

독서자

추흥식, 권형숙

김수민, 이혜진

제물봉헌

에피파니 B

에피파니 B

복

사

류나형, 정진우, 홍재욱

2020년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가해)
[ 재의 수요일 ]

사

[ 사순 시기 실천 사항 ]

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

1) 십자가의 길 - 사순 시기에 예수님 수난의 신비를 묵상

을 말한다. 이날 교회가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재의 수요

하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일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공동체나 개인이 십자가의 길을 바치기를 권장합니다.

2) 고해성사 - 사순 시기동안 주일 8시 20분-9시까지 고해

즉 이날에는 그 전해의 예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종려나무나 다른 나뭇가지를 한곳에 모아 불에 태워 만든 재
를 사제가 축성하여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모양으로 바르

성사가 있습니다.

3) 사순 일일 피정 - 한인 공동체 사순 일일 피정을 3월 28

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
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19), 혹은 “회심하고 복음을

일(토)에 마련합니다. 가족이 모두 피정에 참여할 수 있도

믿으십시오”(마르 1:15).

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원한 삶을 구하라는
장엄한 외침인 것이다. 재의 수요일은 교황 성 그레고리오(St.
Gregorius) 1세(재위 : 590∼604)에 의해 사순절의 첫날로
성립되었고, 바오로(Paulus) 6세(재위 : 1963∼1978)는 이날
전 세계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킬 것을 명하였다.

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

4) Rice Bowl - 미국 내 약 14,000개의 공동체가 참여하여
사순 시기에 모은 자선금을 기아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보
냅니다. 종이 저금통을 가져가셔서 가족이 함께 모아 부활
대축일에 성당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5) Lenten Food Drive -

사순 시기에 워싱턴 대교구

< 단식재 >

Catholic Charities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음식과 음료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것이다. 교회는 초기부터 다양한 규칙을 적용해 참

Family Foundation을 돕고자 합니다. 3월 15일(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당은 John S. Mulholland

회의 수단으로 단식재를 시행해 왔다. 처음에 단식재는 해가
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를 절제하는 것을 가리켰다.
오늘날에는 격렬한 단식의 실천이 완화되어 하루에 한

종이봉투를 나누어 드리오니, 3월 22일까지 음식을 담아
성당에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음식 목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도네이션도 가능합니다. 협조해 주시는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

번의 완전한 식사는 허용되며 다른 두 식사는 약간의 음식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회법에서는 만 18세부터 60세 초

Canned Tuna or Chicken, Dry Cereal (Cheerios or

까지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 단식재를 지키도록
명한다. 일반적으로 주교는 자기 교구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peas, corn), Canned soup (Hearty varieties), Canned

규정들을 정한다.

Bran Flakes), Canned Vegetables (Green beans,
fruit (Any kind), Peanut butter and Jelly (Plastic containers only), Baked beans (Cans), Rice (any size),
Past and past sauce (Plastic containers Only)

< 금육재 >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주님 수난 성금요일)을
기억하고 특정 축일의 전례를 준비하거나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또는 고해성사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죄를 속죄하
고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회가
명하는 특정한 날 고기나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에서 ‘금육재의 날’은 재의 수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그리고 사순 시기의 금요일이다. 교회는 연중의 모
든 금요일에도 신심 행위와 극기를 실천하고 신앙심과 참회
의 정신, 특히 평화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금
육재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항이지만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는
다. 교회법은 모든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

[ 교황님의 2월 지향 ]

다(교회법 1251조).
14세부터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도들
가운데 병자나 어떤 국가의 경우 군인들은 이 의무에서 면제

보편 지향 : 이민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기

된다.

짖음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기

www.catholic.or.kr

우리 형제자매 이민자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부르
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