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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SUNDAY OF EASTER
April 30, 2017
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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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Sunday of Easter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Luke 24:31)
Don’t you wish you could have been there when Cleopas and his friend were walking to Emmaus? Wouldn’t it
have been exciting to hear Jesus interpreting the Scriptures and to see the look in their eyes when they recognized
hi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Well, in a sense, we can be there. Even today, two thousand years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word can cause
our hearts to burn and bring us to the place where we recognize him. How is this possible? Because the Scriptures
do more than teach us about Jesus—they reveal him to us!
As many times as we hear the Scriptures read at Mass, it’s good to be reminded that they aren’t just words on a
page. As St. Paul taught, they are “living and effe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Hebrews 4:12).
Inspired by God, they are filled with his presence. They have the Spirit’s own power to bring us his wisdom,
peace, and joy. All it takes is listening with faith.
Cleopas and his friend had to walk a long way with Jesus before they recognized him, and sometimes we do too.
So be patient with yourself. When you hear the Scriptures proclaimed at Mass, try to imagine that you are there
in the middle of the action—in Galilee, in Jerusalem, or wherever the story takes place. Imagine that you can hear
Jesus speaking to you. Put aside distractions, and listen for what he may want to say to you personally.
You may not “hear” anything right away. You may not hear anything at all! But that’s okay because the Holy
Spirit is still at work in you, just as he was working with the Emmaus disciples every step of their journey. He is
always pouring out his grace, even when you can’t feel it. All you have to do is try your best to keep an open
heart. Over time, you will recognize him.
“Holy Spirit, help me to recognize Jesus in his word today. Lord, let your word touch my heart so that you can
use me for your glory!”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April 23 Offertory: $4,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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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e give up for Lent truly
does save lives, and the sacrifices we make enable us
to be better prepared to encounter ourselves, our
neighbors, and ou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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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INITY DOME COLLECTION On
Mother’s Day weekend, May 13-14, our parish will
participate in a national collection to complete the
Trinity Dome, the crowning jewel of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located in Washington, D.C., before its
100th anniversary. Also known as
America’s Catholic Church, the
National Shrine has been a
century in the making, built by
and for the faithful of our great
nation in honor of our Blessed
Mother, the patroness of the United States. Please
give generously and become a part of Mary’s Shrine
by helping to bring about the completion of her
Churc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trinitydome.org or www.nationalshrine.org.

COFFEE, COOKIES AND COMMUNITY
Volunteers Needed On the First Sunday of every
month, there is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Please consider
becoming a HOSPITALITY MINISTRY
volunteer for these meaningful mornings.
Volunteers are needed to organize (set up and clean
up), and volunteers to bring in their favorite finger
foods are essential! We hope to see you at our next
gathering on Sunday, May 7,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MINISTRY OF LECTORS Lector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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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LADY
OF
FATIMA:
100th
ANNIVERSARY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pparitions of the Blessed Virgin Mary in Fatima,
Portugal, the Catholic Standard is sponsoring a
pilgrimage to the holy site on the exact date of the
famous “miracle of the sun.” The Marian shrines
pilgrimage from October 11-20 also includes visits
to Lourdes, Guadalupe, Zaragoza, and Madrid. Call
1-800-777-7432 for details.
"The Life of a Swiss Guard: A Private View"
Through Sunday, May 21, a free exhibit entitled
"The Life of a Swiss Guard: A Private View" is now
open to the public a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400 Michigan
Ave., NE). It reveals the daily lives of the members
of the military corps that for centuries has guarded
the Vatican and the pope. Inaugurated at the Vatican,
the exhibit contains military uniforms, armor, and
ceremonial items used by the Swiss Guard. It also
features the works of photographer Fabio Mantegna,
who followed intermittently for two years the
members of the world’s oldest and continually active
military. The Basilica is open daily from 7am-7pm
and offers ample free parking. It is conveniently
located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BrooklandCUA Station on Metro's Red Lin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the Basilica at 202-5268300.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pril 29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pril 30

Monday, May 1
St. Joseph th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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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sday, May 2
St. Athanasius

7:30 a.m.
Josefina S. Austria

Wednesday, May 3
ST. PHILIP
ST. JAMES

7:30 a.m.
Susanna Hwang

THIRD SUNDAY OF
EASTER

5:30 p.m.-6:30 p.m.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May 4

Friday, May 5

7:30 a.m.
Mrs. Yoo
Joseph Choi
Mr. Kim
7:30 a.m.
Joseph Han
Gemma 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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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SURVEY TO SHARE WITH POPE
FRANCIS Pope Francis wants to hear from you! In
preparation for an international gathering of Bishops
(Synod) next year, Pope Francis wants your input on
the topic of Young People, the Faith, and
Vocational Discernment. People of all ages,
Catholics and non-Catholics, are invited to give their
feedback on how the Church can engage and support
youth and young adults in making major life
decisions. To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survey,
please visit www.SharewithFrancis.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34

성체성가

178

봉헌성가

512

마침성가

132

제1독서

사도행전

제2독서

2,14.22ㄴ-33

베드로 1서

1,17-21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
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 유아세례

◎ 금주의 미사 지향

오늘 미사 중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배세홍 스테파노, 최윤우 안드레아

루카

24,13-35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았다(24,31).

< 생미사 >
* 서재용 카타리나 가정 / 봉헌자: 김박자 리오바
< 위령미사 >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 “성령대회”에 초대합니다
◎ 다음 주 2차 헌금

다음 주 5월 7일에는 본

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고추모종

오늘 9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고

추 모종을 나누어 드립니다. 해마다 모종을 정성껏 마련해 주

미 동중부 성령대

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5월 28일(주일) 1:30pm-9pm
5월 29일(월) 9am-5pm
* 장소: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시는 한창영 미카엘 형제님께서 감사드리며, 형제님의 건강

*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현 팔로티 수도회 소속)

과 가족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문의: 443-717-0886

◎ 한인 공동체 야유회 안내

5월 21일(주일) 아

* 회비: $30 (5월 15일 이후: $40)

침 10시 30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성모회에서 점심을 준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일 아침 9시 미사는 성당에서
있으니, 미사 후 야유회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

[ 교황님의 4월 지향 ]
일반 지향 :

다. 성당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미사 때 헌금바구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성소에 기꺼이 응답하며 사제직이

에 넣어 주시거나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봉헌생활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기도합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고해성사

매주 수요일 5:30 - 6:30pm
매주 수요일 10:30am
주일 9시 미사 후 지하 교리실
9월 개강
주일 9시 미사 전

독서자
제물봉헌

4월 30일(주일)

5월 7일(주일)

박인주, 이현경

곽 수, 박예린

에피파니 C

에피파니 C

레이첼, 케롤린
복

사

10시 30분(주일)
류신형, 류나형

10시 30분(주일)

2017년 4월 30일 부활 제3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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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 성월 (5월) ]

5

월과 성모를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티야(스페인
의 중부의 옛 왕국)의 왕 알폰소 10세(1221∼1284). 그
는 5월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모가 우리에게 주는 영
적 풍요로움을 연결, 5월 한달간 특별히 마리아에 기도하자
고 권고했다. 이 때부터 5월을 성모의 달로 기념하는 전통이
서방교회 내에 차츰 자리잡기 시작했다. 성모성월이 구체화
된 것은 17세기 말. 1677년 피렌체 부근의 도미니코회 수련
원에 성모를 특별히 공경하는 단체가 생겨 5월을 성모께 봉
헌하는 축제를 마련, ‘성모호칭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 화관을 봉헌하는 등 성모 신심을 고취시켰다.
이런 형식의 성모신심 행사는 그 뒤 전 유럽 교회로 펴
져 나갔고, 여러 신학자들이 ‘성모성월’이라는 책을 내놓으면
서 이를 정착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후 성모 신심은 절정에 달했으며, 성모성월 행사는 공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
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또 성모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 마리
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
종했고,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간 성모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
주뵙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형(典
型)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교의 ‘신심’은 하느님이나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둠으로써 하느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는
인간의 경건한 태도와 자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심행위는
언제나 신심의 궁극적 대상인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증진하
고 풍요롭게 할 때만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성모 신심도 마찬가지다. 성모 신심은 일차적으로 마
리아가 성자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구원신비에 특별하고 탁
월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
하고 공경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
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지향해야 한
다. 성모 신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생활의 전부로 삼아 갈
아가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성모 신심은 성모가 합당한 공경
을 받음으로써 “성자가 옳게 이해되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
며 성자의 계명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교회헌장 66항)이다.
성모 신심의 대가인 성 루이 몽포르(1673∼1716)는
△성모공경이 그리스도께 대한 공경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
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심 없이 형식적인 신심 행
위 자체에 빠져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자신의 유익이
나 재난을 피하기 위해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행위
등이 잘못된 신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올바른 신심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듯 성모에게 완
전하게 의지하는 자세, 역경이 닥쳐도 변하지 않는 항구한 신
앙과 신뢰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 평화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