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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Apri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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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of Easter - Sunday of Divine Mercy
Rejoice. (1 Peter 1:8)
Today is Divine Mercy Sunday. It’s a special day for us to reflect on and rejoice in the merciful love God has for
us. It’s an opportunity for us to celebrate the eternal inheritance Jesus has won for us, an inheritance that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1 Peter 1:4).
We all know what mercy looks like. It’s the judge who knows you are guilty but pardons you anyway. It’s the
mother who has caught you in a lie but forgives you. It’s Jesus saying, “Your sins are forgiven. . . . Go in peace”
(Luke 7:48, 50). It’s the mercy that brings you “an indescribable and glorious joy” (1 Peter 1:8).
The Old Testament tells us about God’s merciful love. When God gave Moses the Ten Commandments, he
promised to show mercy to everyone who loves him and obeys his word (Exodus 20:6). King David sang about
the Lord who “pardons,” “heals,” and “redeems” us because he is “merciful and gracious” (Psalm 103:3, 4, 8).
Even the prophets, who regularly spoke about doom and destruction for the “rebel Israel,” also recalled God’s
desire to pour his merciful love on his people (Isaiah 63:9; Jeremiah 3:12; Hosea 14:3; Micah 7:18).
The teaching of God’s merciful love shines even brighter in the Gospels. It runs through every one of Jesus’
parables, miracles, and teachings, until it reaches its climax on the cross, when he prays, “Father, forgive them”
(Luke 23:34).
Pause for a moment and picture God’s merciful love flowing into you. See yourself as the imperfect, sinful person
you know you are. Now, see Jesus washing you clean and embracing you.
If we were to forget about God’s mercy, the guilt and shame of our sins could weigh heavily on us. If we were to
forget that we are sinners in need of mercy, we would risk being blinded by our sins and unable to enjoy God’s
wonderful fountain of merciful love. May we never forget! May we always rejoice!
“Jesus, I rejoice in your mercy! Help me become an instrument of your mercy to the people around me.”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April 9 Offertory: $3,536.00
Holy Thursday (April 13): $216.25
Good Friday (April 14): $446.00
Easter Sunday (April 16): $6,018.50
Weekly Budgeted Expenses: $3,500.00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REMEMBER TO RETURN YOUR
RICE BOWLS FOR COLLECTION. Thank you
to all those who made the special Lenten journey
with CRS Rice Bowl.
This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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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keep in mind tho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that are most in need
of prayer: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Elizabeth
Williams, and Anna-Stina Ericson.
A VERY SPECIAL THANK YOU FOR ALL OF
YOUR GENEROUS DONATIONS
TOWARD THE PURCHASE OF
THE EASTER FLOWERS THAT
ADORN OUR CHURCH. We are
especially grateful for the generosity of
JAMES AND CHRISTINE PAYNE,
who both designed the pretty
arrangements and lovingly decorated the altar. “Yes,
there will be an abundance of flowers and singing
and joy!” (Isaiah 35:2)
THE 2017 PASCHAL CANDLE WAS
GIVEN IN LOVING MEMORY OF
DOROTHY AND LESTER HARRIS,
THE PARENTS OF DOROTHY H.
GRAY.

DAHLGREN CHAPEL SACRED LECTURE
SERIES On Wednesday, April 26, at 4:00pm, the
next lecture in the Dahlgren Chapel Sacred Lecture
Series will take place. The Dahlgren Chapel of the
Sacred Heart is located in Dahlgren Quadrangle, on
the main campus of Georgetown University. The
lecture subject is “Perseverance in the Parish?
Exploring Religious Attitudes from an African
American Catholic Perspective” by Darren Davis,
Ph.D. Dr. Davis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and is the author of an
unprecedented national survey of African American
Catholics about their religious experience. Given the
unique heritage of Epiphany Catholic Church, this
lecture is not to be missed!
2017 JUBILARIAN MASS FOR MARRIED
COUPLES The annual Jubilarian Celebration of
Marriage, honoring couples married 25, 30, 35, 40,
45, 50, and 51+ years, will be held Sunday, June 25
at 2:00pm a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Cardinal Donald Wuerl
will preside at the Mass.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to register by Monday, April 24.
MINISTRY OF LECTORS The Ministry of
Lectors proclaims the Word of God during the sacred
liturgy. Parishioners who participate in this special
ministry allow their voices to become the incarnate
Word of God for the gathered assembly at Mass. If
you would like to serve as a Lector,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either (202)965-1610 or
parish@georgetownepiphany.org, to provide your
contact information and the Mass time(s) you are
available.
COFFEE, COOKIES AND COMMUNITY On
the First Sunday of every month, there is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Come enjoy the company of old
friends, or discover the charm of making new ones.
Please consider becoming a HOSPITALITY
MINISTRY volunteer for these meaningful
mornings. Volunteers to organize (set up and clean
up) are needed. And, of course, volunteers to bring
in their favorite finger foods are essential! We hope
to see you at our next gathering on May 7!
POPE FRANCIS’ ONLINE SURVEY Pope
Francis wants your input about Young People, the
Faith, and Vocational Disc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visit www.SharewithFrancis.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pril 22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pri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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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Monday, April 24
St. Fidelis of
Sigmaringen
Tuesday, April 25
ST. MARK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April 26

7:30 a.m.
Joseph Caponio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April 27

5:30 p.m.-6:30 p.m.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April 28
St. Peter Chanel
St. Louis de Montfort

7:30 a.m.
Special Intention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April:
YOUNG PEOPLE
That young people may respond
generously to their vocations and
seriously consider offering
themselves to God in the
priesthood or consecrated life.
The FRANCISCAN MONASTERY PLANT AND
HERB SALE will take place Saturday, April 29
(9:00am-6:00pm) and Sunday, April 30 (8:00am3:00pm) at the Franciscan Monastery of the Holy
Land, 1400 Quincy St. NE, Washington, DC 20017.
Purchase organic herbs, annuals, perennials, fruit
trees, vegetables and Monastery-grown plants, while
enjoying food and craft vendors. Free garden tours
on the hour, Saturday, 11 a.m.-2 p.m. Sponsored by
the volunteer Franciscan Monastery Garden Guild.
Proceeds support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
gardens.
Information:
www.fmgg.org
and
gardenguild@gmail.com.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36

성체성가

188

봉헌성가

340

마침성가

135

제1독서

사도행전

제2독서

2,42-47

베드로 1서

1,3-9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20,26).

◎ 감사드립니다

◎ 금주의 미사 지향

성삼일 전례와 부활대축일 전례

요한

20,19-31

를 위해 수고해주신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복

< 위령미사 >

사단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 부활 백합 봉헌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부활 제대를 아름답게 장식한 백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합을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울뜨레야 4월 정기모임

오늘 9시 미사 후

당신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해보셔요.
그러면 더 큰 행복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당신이 좋은 일만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보다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
다. 성당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미사 때 헌금바구니
에 넣어 주시거나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추모종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고추 모종을 4월 30일에 나누어

드립니다. 해마다 모종을 마련해 주시는 한창영 미카엘 형제
님께서 감사드립니다.

◎ Rice Bowl

사순 시기에 모은 저금통을 성당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입구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
에 보내질 것입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예비자 교리는 지난 주 4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월 9일로 마치고, 2018년 성인 예비자 교리는 9월에 개강합
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예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봉
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채봉의 나를 좋아하기 연습 중에서... -

[ 교황님의 4월 지향 ]
일반 지향 :

독서자
제물봉헌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성소에 기꺼이 응답하며 사제직이
나 봉헌생활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기도합시다.

복

사

4월 23일(주일)

4월 30일(주일)

곽 수, 안기숙

박인주, 이현경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윤은식, 장소은

레이첼, 케롤린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허윤

류신형, 류나형

2017년 4월 23일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 (가해)
[ 4월 공동 기도문 ]
[ 아침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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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를 위한 기도 2 ]
○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사제들을 굽어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사제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언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지켜가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봉사를 본받고 실천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가난을 받아들여 자유롭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 낮추게 하소서.
○ 사제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하느님 백성의 길잡이가 되고
일치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 사제들이 모범이 되어
성실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 아멘.

[ 하느님의 자비 주일 ]

교

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4월30일 '하느님 자비
의 사도'인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1905~1938)를
시성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특별히 기념할 것을 당부했고,
이에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
님의 자비주일로 지내도록 했다.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Mary Faustina Kowalska)
수녀는 폴란드 출신으로 20살 때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
했다. 그 후 33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느님 자
비를 깊이 묵상하며 이웃에게 실천했다. 특히 수도생활을 하
면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시 같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해 '하
느님 자비의 사도'로 불리웠다. 이 체험이 기록된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나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는 전 세계에 하
느님 자비심을 알리는 메시지가 됐다.
교황은 시성식 강론에서 "자비의 메시지는 새로운 것
이 아니지만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때에 마리아 파우스
티나 수녀는 우리 시대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밝혔
다. 한편 교황은 이미 1980년에「자비로우신 하느님」회칙을
발표, "교회는 하느님 자비의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사람
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15항)"고 강조한
바 있다. 성녀 마리아 파우스타니가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 신
심의 핵심은 믿음과 실천이다.
하느님 자비를 얻기 위해선 하느님께서 자신의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나
는 나 자신을 너희들 믿음에 의존한다. 너희들 믿음이 크다면
그만큼 내 관대함도 한계를 모르게 된다." 또 말과 행동. 기
도를 통해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나는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된다. 나
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
동, 둘째는 말, 셋째는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아무리
돈독한 신앙을 가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
다."(일기 중에서)
성녀의 일기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자비 상본을 만들고, 자비 축일을 지내며 자
비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했다. 하느님의 자
비 상본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
다'라는 글이 새겨진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습
이다.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과
심장에서는 두 줄기 빛이 발하고 있다. 이는
예수께서 1931년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타나 당신 모습을
그려 전하라고 하신 데서 유래한다.
예수께서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의 축일로 지
내도록 요청하면서, 축일을 지내기 위해 고해성사와 영성체
를 하고 하느님 자비를 간청하는 성체조배 시간을 갖도록 당
부하셨다. 또 성 금요일부터 9일기도를 바치며 축일을 준비
하도록 했다.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후
3시에는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고 영광드리며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