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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19, 2017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to arrange a meeting with the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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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ages 7 to 10,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Con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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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encouraged to register using the registration
forms in the vestibule.

Eucharistic Adoration
Every Wednesday
5:30 - 6:30 pm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Georgetown Epiphany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ww.GeorgetownEpiphany.org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Love your enemies. (Matthew 5:44)
Can you picture getting to heaven, and the first person you meet is the one you liked least on earth? It’s possible.
After all, God loves that person just as much as he loves you. We should never presume to know how he judges
each person.
No one falls outside the scope of God’s loving intentions, either. What God wants for you here on earth is what
he also wants for your aggravating neighbor. It’s also what he wants for history’s worst tyrants—that they “be
perfect, jus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atthew 5:48).
Here’s another surprise: your enemy can help you move closer toward that goal of perfection. Notice that Jesus’
command to be perfect appears right after he explains how to treat the people who hate us: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Matthew 5:44). So if you want to be perfect, you begin by loving your
enemies.
Are you thinking, “This is too much”? Of course it is! It’s beyond human powers—or it would be, if Jesus hadn’t
suffered and died for us.
Try to cooperate with the Lord today. Think about the people you should be loving more than you do—and not
just your “enemies.” Think too about the people you take for granted, look down on, or consider undeserving.
Instead of harboring spiteful or judgmental thoughts, say a short prayer for someone who provokes you.
What if you have stronger emotions? When you find yourself dwelling on people who have hurt you or people
you don’t like or people with whom you have strong disagreements, stop yourself, and start praying for them.
Start with the people you live and work with. Pay attention to the thoughts that cross your mind, especially angry
or hateful ones. Don’t harbor them! Instead, take advantage of every invitation to love. Then the perfection of
God will begin to shine out from you.
“Father, help me to love, not hate. Help me to take another step toward the perfection you want for me.”
(from The WORD Among Us)

OFFERTORY
COLLECTIONS
Offertory Collection on February 12: $3,543.00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remember in prayer: CD Pangallo,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Elizabeth Williams, and Anna-Stina Ericson.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February: COMFORT FOR THE
AFFLICTED
That all those who are afflicted, especially
the poor, refugees, and marginalized, may
find welcome and comfort in our communities.

COLLECTION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Next weekend, the
weekend of February 25-26, the second collection
will be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This
special collection is dedicated to providing aid to the
Church in Latin America, the Church in Central
Europe, the Church in Eastern Europe, and the
Church in Africa. The needs are great, while the
faithful in these areas are often very limited in what
they can contribute to support their Churches.
Bishops and the faithful in all four areas express their
gratitude for the help they receive to support basic
ministries and services in catechesis, education,
liturgy, and providing physical structures for their
parishes. This is one way that Catholics in the
Archdiocese can stand in solidarity with those in
ne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his winter,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Signing up will allow you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even when life gets busy. Please pick up
an enrollment form from the back of the church to
get started to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write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QUO VADIS Day AT ST. JOHN PAUL II
SEMINARY On Friday, February 24, young men
who are juniors and seniors in high school are invited
to come to Saint John Paul II Seminary in
Washington, DC (145 Taylor St., NE) to experience
a day in the life of a seminarian. Participants will
attend class, Mass, and Adoration with seminarians.
In addition, they will be able to engage with other
young men who are considering the seminary as an
option for colleg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vocations@adw.org or
call (202)636-9020.
GOD’S SERVANT FIRST: THE LIFE AND
LEGACY OF THOMAS MORE EXHIBIT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A landmark exhibition at the Saint John
Paul II Shrine, God’s Servant First: The Life and
Legacy of Thomas More, presents the life,
martyrdom, and legacy of the 16th century English
philosopher-statesman whom Pope John Paul II
named the heavenly Patron of Statesmen and
Politicians. The exhibition also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omas More, the Carroll
Family of Maryland, and the foundations of religious
liberty in America. Over 60 artifacts from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re on display, including
numerous treasures from the Stonyhurst College
Collections in England. Many of these period
objects, which bring to life the courageous witness of
a great man, have never been exhibited in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featured items include the
following: a hat used by St. Thomas More; a
religious garment embroidered by Katherine of
Aragon, the first wife of King Henry VIII; a
monumental woodblock print by the German artist
Albrecht Dürer; a first folio by William Shakespeare;
the pectoral cross and saddle chalice that belonged to
John Carroll, the first Catholic bishop in the United
States; and first-class relics of Saints Thomas More
and John Fisher. The exhibit ends on March 31, so
do not delay your visit! The Saint John Paul II
Shrine is located at 3900 Harewood Road NE, in
Washington, D.C.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jp2shrine.org.
LENTEN FOOD DRIVE To help local food
pantries cope with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food in our community,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participate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and Catholic Charities Lenten Food Drive the
weekend of March 18-19. More details to follow.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February 18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February 19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Parishioners and
Benefactors
7:30 a.m.
Our Lady of Fatima

Monday, February 20
Tuesday, February 21
St. Peter Damian
Wednesday, February 22
THE CHAIR OF ST.
PETER

7:30 a.m.
Our Lady of Fatima
7:30 a.m.
Our Lady of Fatima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February 23
St. Polycarp
Friday, February 24

5:30 p.m.-6:30 p.m.
7:30 a.m.
Our Lady of Fatima
7:30 a.m.
Our Lady of Fatima

GEORGETOWN MINISTRY CENTER’S 5K
RACE AGAINST HOMELESSNES Georgetown
Ministry Center is partnering with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Social Justice to host the
Georgetown 5k Race Against Homelessness! Join us
on March 26th at 9:30am for a 5k run or 2k walk
through Georgetown's historic campus to help end
chronic homelessness in Georgetown. Afterwards,
participants are invited to the Post-Race and Spring
Fling Celebration, featuring local music, food, and
family-friendly fun. If you cannot participate in the
race, you are invited to purchase a ticket to the PostRace and Spring Fling Celebration, which will begin
at 12:00pm and end at 4:00pm. For registration or to
learn more, visit georgetown5K.org.
AN EVENING WITH FR. JACQUES
PHILIPPE On Tuesday, March 21, from 7:00pm9:30pm, Fr. Jacques Philippe, renowned preacher
and author, will discuss “True Freedom in Christ”,
and his book, Interior Freedom. REGISTRATION
IS REQUIRED TO ATTEND. Register at
somethinggreaterrsvp@gmail.com. The event is
free, but donations will be appreciated. Location:
Nolan Center, Georgetown Visitation Preparatory
School, 1500 35th Street NW, Washington, D.C.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5

성체성가

198

봉헌성가

46

마침성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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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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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2017 Cardinal’s Appeal

지난 주에 추기경

님의 모금 약정서를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작성하셔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를
이미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작성하신 약정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당은 “Epiphany

마태오

5,38-48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남종호 로베르또, 남선호 피터 / 봉헌자: 남은 빈첸시오
* 김봉기 방지거 / 봉헌자: 김영기 소피 임마누엘
< 위령미사 >

Catholic Church”로 기제해 주십시오.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추기경님의 모금은 교구를 통해 신학생들과 부제, 수도자 양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성과 교육, 생명수호 행사, 자선단체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많은 사람들이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워싱턴 대교
구 교구장님의 모금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 울뜨레야 2월 정기모임

오늘 9시 미사 후

에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많은

다.

참여 바랍니다

◎ 특강 안내

오늘 9시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김종헌 형제님의 "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복원 과정과 그 역사
적 가치”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김종헌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노숙자 쉼터 봉사

지난 2주동안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에 봉사해 주신 소공동체, 단체등 봉사자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 성모회 안내

성모회는 신자들의 회비로 운영

이 됩니다. 일년 회비가 각 가정당 $100, 청년 $20입니다. 미
사 후 친교실에서 내주시거나 각 소공동체 반장님들께 내주
시기 바랍니다. 성모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 교황님의 2월 지향 ]

◎ 주문 판매합니다

생꿀(Really Raw Honey, 5lb)을 $55에 판매합니다. 주문은

일반 지향 :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난민들과 소외된

마르티나 수녀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환대와 위안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성가정 작은 자매회에서

매주 수요일 5:30 - 6:30pm
매주 수요일 10:30am
주일 9시 미사 후 지하 교리실
주일 9시 미사 후 사제관 지하실

독서자
제물봉헌
복

사

2월 19일(주일)

2월 26일(주일)

박성준, 정선진

김미연, 김현주

에피파니 B

에피파니 B

장희정, 장채민

윤은식, 류신형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오채영

2017년 2월 19일 연중 제7주일 (가해)
[ 2월 공동 기도문 ]
[ 아침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 성녀 마르가리타 (코르토나) ] 축일:
축일:2월 22일
22일

성

녀는 투스카니의 라비아노에 살던 어느 농부의 딸인
데, 7세 때에 훌륭한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로 성장하
였다. 외모가 뛰어나게 예뻤을 뿐만 아니라, 다소 관능적이었
던 마르가리타는 집을 뛰쳐나와 몬떼풀치아노에서 온 어느
기사와 눈이 맞았다. 그는 마르가리타와 결혼을 약속하고는 9
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았으나 아들 하나를 낳았다. 마르가
리타는 그 후 마치 죄녀의 대명사처럼 불렸고, 천시를 당하였
다.
어느 날 마르가리타는 개 한 마리가 자기 옷을 물고 잡
아당기므로 어느 밤나무 밑에 가보았더니 무참하게 살해된
자기 애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르가리타는 이 처참
한 모습을 보자마자 하느님의 심판을 절실히 깨닫고, 몬떼풀
치아노를 떠나 회개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린 아들을 안고, 고행 복장을 한 채로 아버지께 돌아
갔지만, 계모에게 쫓겨났다. 이제는 거의 실망한 상태에 도달
했을 때, 문득 프란치스꼬회원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생각
이 떠올랐다. 이리하여 그 수도원을 찾아 헤메었으나 찾지 못
하던 중에, 어느 두 부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재속
3회원이 되고자 하였으나 죄녀라는 이유를 들어 허락받지 못
하다가, 3년 후인 1227년에 입회가 허락되어 철저한 보속생
활을 철저한 보속생활을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탄이 마르가리타의 통회를 방해하니, 지난
날의 욕정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기도와 고행의 무가치함
을 보여주며 실망시키려 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가리타
를 따뜻이 안아 주시니, 관상의 은혜와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총을 주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르가
리타를 보고 하느님의 권능을 찬미하기 시작하였고, 통회생
활을 시작한 지 23년 되던 해인 1297년 2월 22일에 50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에 안겼다. 마르가리타는 "프란치스꼬회의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성녀 막달레나"로 불린다. 성녀의 시신은 코르토나의 성 프란

수도자들을 통하여

치스코 성당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해에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한다.

그리스도께 갈림없는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봉헌의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셨음에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가난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www.paulin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