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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14, 2018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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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register online, or use the registration forms in
the vestibule.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parish@georgetownepiphany.org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Samuel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1 Samuel 3:5)
Learning to hear God’s voice isn’t always easy. Just ask Samuel. But this story has three pieces of encouraging news for all
of us.
First, it’s okay to struggle and get it wrong. Samuel occasionally missed God’s voice as well, even years after this event (1
Samuel 16:7). We’re all still learning how to tune into the Spirit.
Second, God was very patient with Samuel, even when he didn’t catch on immediately. The Lord is patient with us too. He
keeps sending messages our way, even though he knows we will likely miss some of them in the commotion of life.
Finally, the last bit of news might come as a surprise. You’re probably hearing from the Lord already; you just may not
realize it yet.
Here’s something to consider: why did Samuel run to Eli when God called him? Perhaps God’s voice sounded more
“natural” than he presumed, so he looked for a natural source. Imagine how thrilled Samuel must have been to discover that
it was God calling him all along.
The same is true for us. God doesn’t usually speak to us with an audible voice. Rather, he often chooses natural means,
including our consciences and our imaginations. Sometimes our thoughts and feelings—even mental images we see—have
their source in God.
Keep that in mind as you go to Mass today. If you feel your heart being moved—even if it’s by only one phrase from the
homily—don’t chalk it up to your own emotion. Take note. It could be the Spirit stirring within you. If a thought flashes
across your mind like “That person seems anxious,” it could be that the Lord is asking you to comfort them. Likewise, if
the name of a coworker pops into your mind during the prayers of the faithful, you might take that as a cue to pray for them.
As you keep leaning into him, trust that the Lord will give you ears to hear his voice.
“Lord, I’m honored that you speak to me. Help me to tune into what you’re saying.”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January 7 Offertory Collection: $4,313.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Maintenance Collection: $893.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pray for tho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who are most in need of our special intentions:
David Harris, Mary Kelly, Madelyn Cabatic, Frances
Sadowski, Joseph Caponio,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Religious Minorities in Asia
That Christians, and other religious minorities
in Asian countries, may be able to practice
their faith in full freedom.
As we welcome a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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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ollment forms are
available the back of the chu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the Parish Office at (202)9651610, or write to parish@georgetownepiphany.org.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AT EPIPHANY
Epiphany
will
host
the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from February 11 to February 24.
Evening meal coordinators are already in place.
Beginning in January, volunteer sign-up sheets will be at
the church entrance. Volunteers are needed to assist the
coordinators with hospitality and meal preparation/clean
up. Please support our local outreach efforts.
COLLECTION FOR CHURCH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This weekend, January 13-14,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a second collection for Church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This collection supports
home mission dioceses in this country that are unable to
offer their people basic liturgical, pastoral, and service
ministries without outside help. It also supports
vulnerable Black and Native American communities with
funds for parish support and evangelization needs.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PLEASE NOTE THAT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ON WEDNESDAY, JANUARY 17.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We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our
Season of Giving. St. Ann’s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is most grateful for your financial support
and generous donations of “Wish List” items. We are also
especially grateful to Dorothy Gray, Season of Giving
Chairperson, and Linda Gray, who organized the giving
campaign. Because of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we
can proudly say that our campaign was a success.
SECOND ANNUAL HOLY FAMILY
CELEBRATION
Join fellow Catholic couples and families for a Holy
Family Celebration on Saturday, February 17, from
1:30pm to 6:30pm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This half-day celebration will feature an inspiring
talk for couples by nationally recognized writer and
speaker Msgr. Charles Pope, Mass and Consecration to
the Holy Family, and fun catechesis for children and
teens. The cost of attendance is $15 per couple and $30
for a family of three or more, which includes a meal after
Mass. This event is sponsored by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e DC State Council of the Knights of
Columbus, and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Register at: www.holyfamilycelebration.eventbrite.com.
SAVE THE DATE: FIRST ARCHDIOCESAN
INTERCULTURAL CONFERENCE
On Saturday, April 21,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host the First Archdiocesan Intercultural Conference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The diversity in
our local Church provides new and exciting opportunities
to strengthen our evangelization efforts, as well as new
opportunities for encounter and accompaniment. This
conference, sponsored by the Office of Cultural Diversity
and Outreach, will help participants grow in the
knowledge of the role of culture in the process of faith
transmission. Additional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in
the coming weeks. If you have any questions, call
(301)853-5335 or e-mail culturaldiversity@adw.org.
WORLD MEETING OF FAMILIES:
IRELAND 2018
The Archdiocesan Office for Family Life will participate
in the World Meeting of Families 2018 in Dublin, Ireland.
The 11-day pilgrimage will be from August 17 to August
27, and includes: official registration to the World
Meeting of Families, visits to Knock Sanctuary,
Kylemore Abbey, the Cliffs of Moher, Bunratty Castle,
Folk Park, and a cruise on Lough Corrib, with non-stop
roundtrip flights from Washington Dulles to Dublin and 9
nights in 3* and 4* hotels. This pilgrimage will be an
important and joyful way to prepare for participation in
the World Meeting of Families.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gister, go to www.adw.org/wmof2018 or call the
Archdiocesan Events Office at (301)853-4561.

Saturday, January 13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January 14

7:30 a.m.
Epiphany Parish
9:00 a.m. Korean
10:30 a.m.
Epiphany Parish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January 15

7:30 a.m.
Special Intention

Tuesday, January 16

7:30 a.m.
Special Inten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January 17
St. Anthony
NO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January 18
Friday, January 19

NO EUCHARISTIC
ADORA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QUO VADIS "SHADOW DAY"
On Friday, January 26, young men who are juniors or
seniors in high school are invited to join the Office of
Priest Vocations for a special Quo Vadis “Shadow Day”
at Saint John Paul II Seminary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Experience a “day in the life” of a
seminarian by joining them for Mass, Adoration, meals,
class, sports, etc. Please register at www.dcpriest.org, and
please e-mail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MEN’S DISCERNMENT RETREAT
Cardinal Wuerl invites men in their 20s, 30s, or 40s who
are open to a call to the priesthood to attend a discernment
retreat led by priest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he retreat will be held on the weekend of February 2-4,
at Saint John Paul II Seminary in Washington, D.C. The
weekend will offer time away from your daily routine and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prayer and reflection to
examine God’s call. There is no cost to attend.
Registration is now open at www.dcpriest.org. E-mail
vocations@adw.org with any questions.
MONTHLY TELEPHONE ROSARY
Join the Archdiocesan Council of Catholic Women
(ACCW) to pray the Rosary on the 4th of each month at
8:00pm. Everyone is welcome. Call (605)468-8016,
access code: 357090#. Questions? Contact Carol Monaco
at csmonaco@verizon.net.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62

성체성가

506

봉헌성가

217

마침성가

6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3,3ㄴ-10.19

제2독서

코린토 1서 6,13ㄷ-15ㄱ.17-20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
가 그분에게서 왔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
께 묵었다(1,39).

◎ 금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화답송

복음 환호송

오늘은 미국내 선교활동을 돕는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선교활동에 제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교구와 본당을 후원하는 사목에 쓰여집니다.

◎ 대림/성탄 시기 자선 안내

St. Ann’s Center

1,35-42

< 위령미사 >
* 황화순 수산나 / 봉헌: 이 안나

◎ Youth Rally & Mass for Life

1973년 미국에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 기증품을 봉헌해 주신

낙태가 합법화 됨에 따라 시작된 생명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워싱턴 대교구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미사와 행진이

◎ 울뜨레야 1월 정기모임

1월 28일 9시 미

사 후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9일(금) 아침 10시에 Verizon Center
(DC)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같은 시간에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1725 Rhode Island Ave., NW) 에
서도 미사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낙태로

◎ 레지오 마리애 소식

레지오에서 성물보급 활

희생된 태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동의 일환으로 ‘기적의 패(메달)’을 나누어 드립니다. 관심 있
으신 분들은 9시 미사 후 지하 친교실에 마련된 안내 테이블
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1월 18-25일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주간’입니다. 가톨릭과 타종교인들
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
니다.

◎ 노숙자 쉼터 봉사

2월 11일(주일) 저녁 ∼

25일(주일) 아침까지 2주동안 Georgetown Ministry Center
에 등록된 노숙자들이 본당 지하 친교실에 머물게 됩니다. 도
움을 주실 분들은 류 토마스 형제님(thryou@gmail.com)께

◎ 생꿀 판매합니다

성가정 작은 자매회에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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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님의 1월 지향 ]

마르티나 수녀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지향 :
아시아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소수 종교 신자들
이 종교 생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
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주일학교
성인 예비자 교리

1월 14일(주일)

1월 21일(주일)

독서자

박수민, 김미연

한용빈, 김현주

제물봉헌

청년회

에피파니 A

류신형, 임민석

오채영, 송민경, 최예원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허 윤, 송민경

류나형, 송정우

수요일 5:30 - 6:30pm
수요일 10:30am
목요일 7:30pm 지하 친교실
주일 9시 미사 후 지하 교리실
주일 9시 미사 후 사제관 지하 교리실

복

사

2018년 1월 14일 연중 제2주일 (나해)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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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안토니오 ] 축일 1월 17일
17일

성

안토니오는 수도 생활의 창시자로 공경받는다. 그가
처음으로 은수자들을 한데 모아서 다소 산만한 형태

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들에 대
하여 일종의 권위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고독하고 한적한 독수 생활을 오랫 동안 계속하였다. 그는
20세 때부터 남부 이집트의 고향 근처 산을 찾아다니면서 고
독한 생활을 즐겨하면서, 기도와 연구 및 자급자족을 위한 노
동을 해왔다. 맹렬한 영적, 육적인 유혹으로 한 동안 고생하
였으나, 끝내 이를 극복한 뒤에, 그 주위에 제자들이 모여들
었다고 전한다.
312년에 그는 좀 더 멀리 가서 콜짐 산의 동굴에 거처
하였다고 한다. 이 산은 홍해의 북서해안에 있는데, 이곳이
그의 여생을 보낸 장소였다. 여러가지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성 안토니오를 찾아와서 충고를 청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러 왔다. 말년에 그는 아리우스파 이단의 반대를 촉구하
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만일 전승이 옳다면, 그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성 안토니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가 전해진 이유는 그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던 성 아타나
시오가 기록한 전기가 전하여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 책을 보
면, 사막의 은수자들이 환상이나 혹은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우며 영적인 사람임과 동시에 학문이
뛰어났으며, 하느님을 섬기는 생활이 엄격하였다고 한다.
성 안토니오는 사후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공
경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하느님의 종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성 안토니오는
"사막의 교부"로도 불린다. 그의 휘장으로 묘사되는 그림은
돼지와 종이다.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아멘.

[ 성 세바스티아노 ] 축일 1월 20일
20일

로

마제국 3백년 박해시대의 절정을 이루었던 때에 순교
한 성인은, 283년 경에 로마군인의 신분으로 순교자

들을 돕고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했다.
그가 신자임이 드러나자 황제는 죽을 때까지 화살을
쏘도록 명령하였고 그의 몸은 수십개의 화살로 꿰뚫려 죽은
사람처럼 버려졌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소생한 성인은 황제
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잔인한 행동을 비난했고 결국
사형선고가 집행되어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는 영광을 받았다.
군인, 운동선수, 궁수(활 쏘는 사람)의 수호성인이자
전염병의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다.

www.paulin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