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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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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7, 2021
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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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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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I shall not see happiness again. (Job 7:7)
It’s hard not to be struck by the grimness of Job’s words. We might want to give him a break and excuse him. After
all, look at what happened to the poor man! He lost his children, his possessions and property, even his health. Anyone
would be devastated. It’s only natural to vent your frustrations to your friends as Job did.
But let’s not gloss over Job’s melodramatic words. They provide a glimpse into not only how he was feeling in the
midst of his devastation but how he was working through it. He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 when we’re going through
something difficult: keep the lines of communication with God open!
God willing, we will never experience the same string of losses that Job experienced. But sometimes even small
trials can send us into a spiral of negativity. Feeling devastated when we are devastated is natural. And that’s okay as long
as it doesn’t stop there.
So if you find yourself complaining about your circumstances or getting caught up in self-pity, try to follow Job’s
example. Vent to your friends if you must, but turn to God as well. Tell him your frustrations. Tell him about the injustice
of your situation. Don’t hide the way you feel. Ask him hard questions. That kind of honesty gives him something he can
work with.
But then go further and listen for his answer. Eventually, Job heard from God. He didn’t get an immediate
explanation of why he lost everything. He did, over time, co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God’s greatness. He didn’t get
a vindication of his own righteousness, but he did go from being someone who only knew about God to being someone who
had seen him directly. That’s what God can do when you’re honest and keep talking to him. Eventually, you will hear him.
“Lord, may my setbacks help me to open my heart more deeply and honestly to you.”
Psalm 14:1-6
1 Corinthians 9:16-19, 22-23
Mark 1:29-39
The WORD Among Us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2021 ANNUAL APPEAL
The 2021 Annual Appeal is here! This year’s theme is
Seeking Christ to remind us in this time of hardship and
need that Christ is the source of the healing, unity, and
love that we all seek. Through our collective support of
the Annual Appeal, we strengthen the Body of Christ that
is our local Church, and we sustain her many charitable
works that serve the spiritual and other needs of all those
within and beyond our parish boundaries. Please
consider a commitment to the 2021 Annual Appeal
this weekend at home or in-person. Your gift will be
credited toward our parish goal. Learn more about the
Annual Appeal at appeal.adw.org.
MAINTENANCE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this weekend,
February 6-7,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Saturday, February 6
Vigil

5:00 p.m.
Rev. Msgr.
Godfrey Mosley

Sunday, February 7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Family of Joseph Kim
10:30 a.m.
Patricia
Kuramoto-Osmecki

Monday, February 8
St. Jerome Emiliani
St. Josephine Bakhita

7:30 a.m.
Hee Joung Jo

Tuesday, February 9

7:30 a.m.
Soo Jeong An

Wednesday, February 10
St. Scholastica

7:30 a.m.
Sr. Agnes Lee

Thursday, February 11
Our Lady of Lourdes

7:30 a.m.
Yubin (Angela) Kim

Friday, February 12

10:30 a.m.
Seokhoon Jung

Collections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January 31 Offertory Collection: n/a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EPIPHANY CATHOLI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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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yours today!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FEBRUARY:

Violence Against Women

We pray for women who are victims of violence, that they
may be protected by society and have their sufferings
considered and heeded.

COVID-19 UPDATES
The Archdiocesan website,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is updated regularly with information,
available at adw.org/coronavirus. This includes a link to
live stream Masses and prayers available at adw.org/livestreamed-masses-and-prayers/. In addition, The Catholic
Standard is currently available online at cathstan.org. As
a reminder, the dispensation issued by Archbishop
Gregory from the obligation to attend Mass during
this time remains in effect.

Ash Wednesday is February 17, which marks the
beginning of Lent.
COLLECTION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On Ash Wednesday, February 17,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a special second collection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This collection is directed toward the
Church in Latin America,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Africa. It
supports
evangelization,
the
education of clergy and laity, youth ministry, catechesis,
social service programs, and church construction and
renovation. The faithful in these areas are often limited in
what they can contribute, so your generosity will provide
support for areas of ministry we often take for granted in
our Archdiocese.
COVID-19 VACCINES INFORMATION FROM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roughout the past few weeks, we have heard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testing and development of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s. There has been
continuous conversations within the Catholic community
about the safety and morality of these vaccines, so we are
glad to say that both the Moderna and Pfizer have
developed vaccines using mRNA, and without the use of
controversial fetal cell lines. Similarly, both vaccines
have been tested in an ethical way that is in line with
previous moral statements made by Pope Benedict XVI
and the Pontifical Academy for Life. Receiving either
vaccine would be morally permissible in the Catholic
Church and would also be an important pro-life decision
that would help to defend the most vulnerable. Through
our own personal actions and decisions, we can help to
protect our neighbors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For more information on the vaccines and their
development, you can review a Catholic Standard
interview with Dr. David Diemert, a medical doctor and
scientist who is part of a team researching a potential
COVID-19
vaccine
at
https://
cathstan.org/voices/kathryn-windels/catholic-churchsperspective-on-ethics-ofcovid-19-vaccine.
The USCCB has also published an internal memo
on this issue, and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this
topic at https://www.americamagazine.org/ politicssociety/2020/11/23/misinformation-us-bishops-catholicscovid-vaccineabortion.

주님 공현 천주교회
2021년 2월 7일 연중 제5주일 미사 전례
입당송

복음 환호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울의 하느님이시네.

◎ 알렐루야

제1독서

욥기

7,1-4.6-7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
지셨네. ◎

화답송

복 음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영성체송

고쳐 주신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제2독서

코린토 1서

9,16-19.22-23

◎ 한국어 미사 재개

한국어 주일 미사가 하루

마르코

1,29-39

◎ 주일 헌금 및 기부금 안내

에피파니

성당에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헌금 및 기부금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

겪고 있는 현재 주일 미사나 의무 축일 미사 참례 의무가 관

에 있는 Online Giving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면됩니다. 주일 미사 참례 의무는 대송(주일 미사의 독서와

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 묵주기도 5단, 선행)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 동영상 미사 안내

본당 미사에 참례할 수 없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

는 분들을 위해 가톨릭평화방송(cpbc.co.kr/TV/178) 에서

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동영상 미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

2개는

셔서 평일,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켜나가고,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

◎ ‘한영 매일 미사’ 개인 구독 안내

미사가

중

단되어 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본당에서 구입하지 못하시는

◎ 2020년 세금 공제 서류

2020년 한 해동안

분들은 북미주한인사목협의회로 연락하시면 개인으로 구독

성당에 기부해 주신 도네이션이나 헌금에 관련한 세금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발송 문의 핫라인 번호는 714-

서류(2019 Contribution Statement)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315-8862 (텍스트 및 디지털 메세지 전용) 3개월/6개월/12

사무실로 (epiphanygeorgetowne@gmail.com, 202-965-

개월 구독 가능합니다.

1610 - 화,수,목 근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령성체 기도 ]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 교황님의 2월 기도 지향 ]
보편 지향 : 폭력 피해 여성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
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
시다.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2021년 2월 7일 연중 제5주일 (나해)
[ 성녀 스콜라스티카 ] 축일 2월 10일
10일

성

베네딕투스(Benedictus, 7월 11일)의 쌍둥이 누이동
생인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어릴 때부터 하느님께 봉

헌한 사람으로 살아 왔으나 아마도 부모의 집에서 기거한 듯
보인다. 그 후 그녀는 몬테카시노(Monte Cassino)와 그리 멀
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혼자인지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당시에 그녀는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성 베네딕투스를 만난 것 같다. 교황 성 그레고리우스 1세
(Gregorius I, 9월 3일)가 쓴 “이탈리아 교부들의 생활과 기
적에 관한 대화집” 33장에 의하면, 성 베네딕투스가 몬테카
시노의 대수도원을 설립한 뒤 그곳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

[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축일 2월 11일
11일

1

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회에 걸쳐 루르드
에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 이 기간 동안 복되신 동정 마

리아는 프랑스 루르드에 있는 마사비엘르의 동굴 위에서 14
세 된 시골 소녀 베르나데타(Bernadette Soubirous)[1933년
12월 8일 성녀 베르나데타로 시성]에게 발현하였다. 마지막
회의 발현 때 성모는 자신을 일컬어 “나는 원죄없는 잉태이
다”라고 하였다. 이 발현이 있기 4년 전(1854년) 교회의 교도
권은 성모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신앙을 교의로 선포
한 바 있었다.

도 떨어진 피우마롤라(Piumarola)에 베네딕토 수녀원을 설립

발현이 있었던 자리에 샘물이 솟아났으며 이 샘물로

하여 누이동생인 성녀 스콜라스티카에게 맡겼다. 그로 인해

목욕하거나 이곳에서 성체강복 예절을 할 때 질병 치유의 기

성녀는 베네딕토 수녀회의 첫 번째 수녀이자 원장이 되었다.

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적적인 회개

그리고 "대화집" 33장에는 이들 남매의 유명한 일화가

와 은총을 체험하는 등 신앙적인 기적이 일어나곤 하였다. 교

하나 전해 온다. 성녀 스콜라스티카가 마지막으로 성 베네딕

회는 1862년 이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발현하신 성

투스를 방문했을 때 성녀는 예년과 같이 수도원에 들어갈 수

모의 요청에 따라 성당을 건립하였는데 이 성당은 남 프랑스

없었기 때문에, 베네딕투스 성인이 몇몇 수사들을 데리고 나

의 가장 웅장한 성당의 하나가 되어 있으며 루르드는 유명

와 수도원에서 약간 떨어진 어느 집에서 만났다. 그들은 만나

한 성지가 되어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든다.

서 늘 하던 대로 함께 기도하고 영적 담화를 나누었다. 밤이

이 발현을 기념하기 위하여 1891년 루르드의 성모 축일이 제

되자 성녀는 오빠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있기를 간청했
으나 베네딕투스 성인은 수도회 규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거
절하였다. 이에 성녀가 눈물을 흘리며 잠시 기도를 하자 곧

정되고(2월 11일) 1907년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하여 전교
회의 축일로 지내게 되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서 베네딕투스 성인과 수사들은 밖으로

오늘날 여기에 병원을 설치하여 기적적인 치유의 진정

나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대로 머물게 된 베네딕투스

성(眞正性)을 조사하고 있다. 이 병원은 자원 봉사자들로 구

성인은 “누이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의 뜻을 허락하셨구

성된 세계적 조직을 갖고 있으며 봉사자들은 해마다 며칠씩

나. 대체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고, 성녀는 “당신은 저

모여 환자들을 들것으로 운반하고 지체 부자유자들을 휠체어

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으나, 주님은 제 말을 귀담아들으셨

에 태워 샘물의 목욕을 시켜준다. 매년 600만 명의 인파가 루

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수도원으로 돌아가 보시지요.” 하고

르드를 순례하고 있는데 이 숫자의 변동 상황은 소설가 프란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남매는 밤새도록 영적인 생활과 천

츠 베르펠(Franz Werfel)이 <베르나데타>(Bernadette)를 통

상 생활의 기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마지막 만남이 있은 지 3일 후 성녀 스콜라스티카
는 운명하였다. 베네딕투스 성인은 누이동생의 시신을 자신
을 위해 몬테카시노 수도원 내에 마련해 두었던 무덤에 안장
하였다고 한다. 몬테카시노가 붕괴된 후 8세기경에 베네딕투
스 성인의 유해와 성녀의 유해는 플뢰리(Fleury) 수도원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이탈리아 밖의 지역에서 성녀의 공경이 확
산되기 시작하였고, 8세기 말에는 베네딕토회의 시간전례에
성녀의 축일이 수록되었고, 9세기경에는 전세계 수도원에서
이 축일을 기념하였다. 성녀 스콜라스티카에 대한 공경 예절
이 전세계의 교회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1-13세기에 이
르러서였지만, 로마 전례력에 정식으로 축일이 수록된 것은
18세기경이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베네딕토 수녀회의 주
보성녀로 공경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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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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