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 SCHEDULE

THE MOST HOLY TRINITY
June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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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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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202) 965-1610

Parish@GeorgetownEpiphany.org

Georgetown Epiphany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he Most Holy Trinit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you.
(2 Corinthians 13:13)
Any time we try to think about the Holy Trinity, we can feel stumped. This doctrine of our faith tells us that there
is one God who eternally exists as three distinct Persons. But how can God be both one and three at the same
time?
While our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has advanced and deepened over the centuries, this dogma of our faith
will always remain a mystery. We believe that God is one—one in substance, one in essence, and one in nature.
We also believe that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are consubstantial, that each of them is God, whole and
entire.
At the same time, we also believe that God is three “Persons.” This doesn’t mean that God is three distinct,
independent individuals, as human beings are separate persons. No, the distinction between Father, Son, and Holy
Spirit doesn’t rest in their autonomy, but in the “relationship of each Person to the others”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52). In other words, God exists in a relationship of love—a love that he invites us to share.
Finally, we believe that God created us in his image and likeness. This means that he created us to be relational
as well. Jesus’ command to love God and one another means that he wants us to strive to be united with each
other. He wants us to be at one so that the world can have countless witnesses to the love of God.
So on this great day of celebration, let God’s love become your love. Let it move you to forgive those who have
hurt you. Let it move you to speak a kind word, offer a blessing, and care for those in need. Let it move you to
put aside divisions in your family. Let it move you to become a brighter light shining the love of God in a world
darkened by sin and division.
“Father, Son, and Spirit, help me to put on love.”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June 4 Offertory Collection: $2,612.31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Monthly Maintenance Collection (June): $1,075.00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Elizabeth
Williams, and Anna-Stina Ericson.
As summer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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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S PENCE COLLECTION On the
weekend of June 24-25,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Peter’s Pence second
collection. Gifts to this annual collection
help the Holy Father support victims of
war, oppression, natural disasters, and
others most in need of assistance. In
responding to those who are suffering,
Our Lord teaches us, “Amen, I say to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se least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Matthew 25:40). In his 2016 Urbi et
Orbi address, Pope Francis declared, “The Lord . . .
enables us to see with his eyes of love and
compassion those who hunger and thirst, strangers
and prisoners, the marginalized and the outcast, the
victims of oppression and violence.” Our
participation in this collection gives us an
opportunity to be a witness of Our Lord’s love and
mercy for the vulnerable and suffering around the
world. Please give generously as you are able.
Pope Francis’ Prayer Intention for June:
NATIONAL LEADERS That national leaders may
firmly commit themselves to ending the arms trade,
which victimizes so many innocent people.

SUMMER FOOD DRIVE Epiphany has an
opportunity to live the Gospel by participating in the
4th ANNUAL “SUMMER IN THE CITY”
CAMPAIGN, which is sponsored
by the John S. Mulholland Family
Foundation and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e food collected during this vital
drive will aid the parish food
pantries with the highest demand, all of which are
located in inner city Washington, D.C.: St. Thomas
More, St. Francis Xavier, St. Luke, and Holy Name.
This summer’s goal is to collect 80,000 food items.
The most needed food items are:
 CANNED TUNA
 CANNED CHICKEN
 DRY CEREAL (Cheerios, Bran Flakes)
 CANNED VEGETABLES (Green Beans,
Peas, Carrots, Corn)
 SOUP (Hearty Varieties Are Best)
 CANNED FRUIT (Any Kind)
 PEANUT BUTTER AND JELLY (In Plastic
Containers Only Please!)
 BAKED BEANS (Cans)
 RICE (Any Size)
 DRIED PASTA (All Shapes)
 PASTA SAUCE (In Plastic Containers Only
Please!)
Grocery bags are available this weekend, June 1011, and can be found in the vestibule of the church.
Your generosity and ca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eed will be greatly appreciated. Please return
your filled bags next weekend, June 17-18.
The 9th ANNUAL QUO VADIS CAMP for young
men in high school who want to learn about
discerning a call to the priesthood, will be held at
Mount St. Mary's Seminary, July 16-19, in
Emmitsburg, Maryland. There will be daily Mass,
prayer, talks, sports, an opportunity to talk to priests
and seminarians, and more. For all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go to vocations@adw.org. For additional
information and to register, go to www.dcpriest.org.
The FIAT DAYS CAMP for young women in high
school who may be considering consecrated life,
will be held June 29-July 2, at Mount S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aryland. Additional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registration is open at
www.bmorevocations.org.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une 10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Jun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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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HOLY
TRINITY

Monday, June12

7:30 a.m.
Special Intention

Tuesday, June 13
St. Anthony of Padua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June 14

7:30 a.m.
Special Intention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Jun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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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June 16

7:30 a.m.
Special Intention

LECTOR MINISTRY Lectors are needed to help
proclaim the Word of God during the
Sacred Liturgy. If you would like to
serve as a lector,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either
parish@georgetownepiphany.org or (202)965-1610,
to provide the Mass time(s) you are available.
HOSPITALITY MINISTRY Volunteers are
needed on the First Sunday of every month, when
there is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If you would like to get
involved in these meaningful mornings,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either (202)965-1610 or
parish@georgetownepiphany.org.
OUR
LADY
OF
FATIMA:
100th
th
ANNIVERSARY To mark th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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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call 1-800-7777432 for details.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81

성체성가

499

봉헌성가

512

마침성가

83

제1독서

탈출기

34,4ㄱㄷ-6.8-9

제2독서

코린토 2서

13,11-13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
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3,17).

◎ 울뜨레야 6월 정기모임

◎ 금주의 미사 지향

6월 18일 9시 미

요한

3,16-18

사 후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 생미사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박숙자 마리 골롬바 / 봉헌자: 엠마우스 성공반

◎ 주일학교 여름 방학

오늘 초중고 주일학교가

* 김박자 리오바, Batbald Dagva

마지막 교리로 6월 18일부터 방학을 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

/ 봉헌자: 김 마리 말가리다

안 교리를 지도해 주신 교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
립니다. 주일학교 교리는 9월에 개강합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R.C.I.A.)

2017-2018 년 예

비자 교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

< 위령미사 >
* 김봉기 프란치스코 / 봉헌자: 김영기, 베르트렁 르노
* 황화순 수산나 / 봉헌자: 이 안나
* 황화순 수산나, 한심숙 요셉, 길순자 젬마,

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
다.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
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불쌍한 연옥영혼들 / 봉헌자: 한 안나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

참여 바랍니다.

다. 성당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미사 때 헌금바구니

◎ 복사 단원 모집

주일 미사 때 전례를 도와

에 넣어 주시거나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를 보조해는 복사 활동을 원하는 첫 영성체를 모신 3학
년-10학년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 교황님의 6월 지향 ]
일반 지향 : 국가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무기 거래
를 종식시키는데에 흔들림 없이 힘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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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사

6월 11일(주일)

6월 18일(주일)

곽 수, 안기숙

박인주, 박예린

에피파니 D

에피파니 D

오채영, 류나형

장희정, 장채민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장소은

류신형

2017년 6월 11일 삼위일체 대축일 (가해)
[ 삼위일체 대축일 ]

믿

을 교리로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聖父), 성자
(聖子), 성신(聖神)의 세 위격(位格)으로 되어 있다는
삼위일체를 특별히 기념하는 날로 성신강림 대축일 후 첫 번
째 일요일에 지켜진다. 4세기경 삼위일체 이단설을 주장하던
아리우스파에 대한 교회의 반박에 그 기원이 있으며, 리에즈
(Liege)의 주교 스테파노(Stephanus, 재위 : 903-920)에 의
하여 주장되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대림절 직전의 일요일
에 기념되기도 하였다. 특별히 영국에서 널리 지켜졌는데 이
는, 성심강림 대축일 후 첫 일요일에 캔터베리 대주교로 축성
(祝聖)된 성 토마스 베케트(St. Thomas Becket, 11181170)가 바로 그 날을 영국에서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축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334년 교황 요한(Joannes) 22세
에 의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날이 교회에 도입되어, 1910
년 교황 성 비오(St. Pius) 10세에 의해 대축일로 선포되었고,
전세계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
날의 미사와 성무일도의 전례문은, 프랑스의 어떤 지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334년에 비
로소 교황청에 의해 인가되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유일하신 하느님은 3위, 즉 성부
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리스도교의 근본교리에
서 유래하였다. 하느님의 유일한 생명이 이 삼위에서 전개된
다. 성부는 자신 안에서 자기와 본질이 같은 영원의 '말씀'이
신 성자를 낳고 이 2위에서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사랑이
신 성령이 발생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본질의 일체성(一體性)
은 알 수 있으나 3개의 하느님의 위격의 차이는 파악할 수 없
으며 다만 신앙으로써만 인간은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생명
의 신비를 인정해야 한다.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 그리스
도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한다. 무한하신 하느님은 유일하시나,
고독하신 목석과 같은 분이 아니시며, 받아들이고 내어주시
는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위격이시다. 그는 피조물을 필
요로 하지 않고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을 피조물에게 나누고자
하셨다. '나'라는 인간은 언제나 '너'라는 자와의 관계에서 살
고 있으므로 하느님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최대의 계명이라는
것과 인간 인격의 최고 완성은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날 모든 신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www.catholic.or.kr

[ 6월 공동 기도문 ] 예수 성심 성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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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