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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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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SECOND SUNDAY OF LENT
February 25, 2018
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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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Lent
Here I am! (Genesis 22:1)
Abraham must have felt trapped. He had already given up so much to follow the Lord, and God had blessed him
richly. So logic would tell him that he would be blessed if he obeyed the Lord this time. But this was the hardest thing God
could possibly ask of him: to kill his son with a knife and burn his corpse in ritual sacrifice. Could God really want that?
But Abraham had already told God, “Here I am!” (Genesis 22:1). He had committed himself, and there was no backing out.
Try to imagine that three-day journey to the place of sacrifice. The silence, the awkward answers to Isaac’s
questions, the agonizing over what he was about to do. How many times did Abraham almost turn around and head back
home? But somehow, Abraham trusted that God would still fulfill his promises. So when he arrived at the place, Abraham
told his servants, “We will . . . come back to you” (Genesis 22:4). Even then, he trusted that both he and Isaac would return.
Notice, when the angel intervenes, Abraham again repeats the only thing he had said to God so far: “Here I am”
(Genesis 22:11). These words must have sounded much different now, three harrowing days later, as he was on the verge
of doing the unthinkable to his son. Imagine the fear, the exhaustion, even the anger, in his voice. Yet even now, as his grip
on his faith was fragile at best, he held on and trusted.
We all have times when God seems to be asking the impossible of us: to accept a terminal illness or permanent
disability; to resolve a bitter, long-standing conflict; to give up on a treasured dream. Abraham’s response, “Here I am,”
may feel like the hardest thing to say. But this story tells us that God still loves us and is still offering us his grace.
So if it feels like you’re barely hanging onto your faith, remember Abraham. Remember that God is still with you.
And even if the unthinkable occurs, repeat what Abraham said to God: “Here I am” (Genesis 22:1, 11).
“Here I am, Father. I trust that you will never abandon me.”
Psalm 116:10, 15-19
Romans 8:31-34
Mark 9:2-10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February 11 Offertory Collection: $3,232.00
February 11 Maintenance Collection: $883.00
February 14 Ash Wednesday Collection: $522.9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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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INTENTION for FEBRUARY
Universal: Say “No” to Corruption
That those who have material, political, or
spiritual power may resist any lure of
corruption.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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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parish@georgetownepiphany.org or
(202)965-1610.

COLLECTION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This weekend, February 24-25,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a special second collection for
the Church in the Developing World. This collection is
directed toward the Church in Latin America,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Africa. It supports evangelization,
the education of clergy and laity, youth ministry,
catechesis, social service programs, and church
construction and renovation. The faithful in these areas
are often limited in what they can contribute, so your
generosity will provide support for areas of ministry we
often take for granted in our archdiocese.
GOOD FRIDAY COLLECTION FOR THE
HOLY LAND
On Good Friday, March 30,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annual Pontifical Collection
for the Holy Land. The challenges for Christians living in
the Holy Land are great. Many have chosen to leave, and
others continue to do so, depleting the Christian faith
communities there and making the need of families that
remain all the more urgent. The Good Friday Collection
aids the ministry of the Holy Land Franciscans, who for
800 years have nourished Christians in the Holy Land
with presence, care, and service. Your support helps the
Church to minister in parishes, provide Catholic schools,
and offer religious education. It also helps to preserve the
sacred shrines in the land where our faith was born. Please
be generous as you are able.

LENTEN FOOD DRIVE
An annual tradition since the visit of His Holiness, Pope
Benedict XVI, our Lenten Food Drive fast approaches.
Local food pantries are experiencing a great demand for
food. To help replenish supplies, Catholic Charities and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together are sponsoring a
Lenten Food Drive, in which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participate. Bags for food donations will be provided
the weekend of March 3-4. The food collection will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end, March 10-11. When you
come to Mass that weekend, please leave your donation
in the vestibule at the back of the church. If you would
like to make a monetary donation, please make a check
payable to “Catholic Charities” and place it in the
collection basket.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and
concern for the poor and needy among us.
CRS RICE BOWL
Join Epiphany Catholic Church, and nearly 14,000
Catholic commun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in a
special Lenten journey of encounter with CRS Rice Bowl.
You can pick up your family’s cardboard CRS Rice Bowl
from the vestibule of the church. CRS Rice Bowls must
be returned by Sunday, April 8.
FIRST SUNDAY EASTER CELEBRATION
Please celebrate Easter with us, at our next First Sunday
Fellowship, on Easter Sunday, April 1,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Everyone is welcome – all
guests of parishioners are cordially invited. If you would
like to volunteer to decorate, bring refreshments, help set
up/clean up, or join the First Sunday Fellowship
Committee,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CATHOLIC CEMETERY STATIONS OF THE
CROSS ON GOOD FRIDAY
This prayerful walk through the mystery of Christ’s
Passion and Death is a spiritual work of mercy for the
souls at the cemetery who await their own fulfillment in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You are invited to pray
the Stations of the Cross at Mt. Olivet Catholic Cemetery
(1300 Bladensburg Road NE, Washington, D.C.) at
12:00pm on Good Friday, March 30. For more
information, call (202)399-3000 or visit ccaw.org.
SEE “TOMB OF CHRIST” IN LENT
This Lent, journey virtually to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the place of the crucifixion and burial of
Christ. “The Tomb of Christ” at the National Geographic
Museum (near St. Matthew’s Cathedral, Washington,
DC) is an immersive, 3-D exhibit based on the historic
2016 restoration of Jesus’ tomb. See the cave walls of
Jesus' tomb, hidden for centuries, and test technology
used in the restora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nationalgeographic.org/dc/exhibitions/tomb-of-christ.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February 24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Februar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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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SUNDAY OF
LENT
Monday, February 26

7:30 a.m.
Joseph Caponio

Tuesday, February 27
Wednesday,
February 28

7:30 a.m.
Cusostomo and
Topasna Families
7:30 a.m.
Ellie Becker

Eucharistic Adoration

5:30 p.m. – 6:30 p.m.

The Light is ON For You
Confession
Thursday, March 1

5:45 p.m. – 6:15 p.m.

Friday, March 2

7:30 a.m.
Special Intention

Stations of the Cross

7:00 p.m.

7:30 a.m.
Special Intention

STATIONS OF THE CROSS
Make a spiritual pilgrimage and
walk with Christ on His journey of
suffering towards death, on Friday
evenings during Lent at 7:00 p.m.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bless you,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LENTEN REGULATIONS
Ash Wednesday and Good Friday are days of complete
fast (eating 1 full meal only, as well as 2 smaller meals
that do not equal a full meal) and abstinence (refraining
from eating meat). The Fridays of Lent are days of
abstinence only. The law of abstinence binds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14th year. The law of fast binds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18th year until the beginning of
their 60th year. All are bound to the law of penance,
especially during Lent.
To receive a statement of your 2017 contributions to
Epiphany Catholic Church, please make a request at
parish@georgetownepiphany.org. Thank you.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72

성체성가

176

봉헌성가

216

마침성가

119

제1독서

창세기

22,1-2.9ㄱ.10-13.15-18

제2독서

로마서

8,31ㄴ-34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마르코

9,2-10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라”(9,7).

◎ 금주 2차 헌금

◎ 금주의 미사 지향

화답송

복음 환호송

오늘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교회

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

3월 4일에 본당을

< 위령미사 >
* 황화순 수산나 / 봉헌: 이 안나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노숙자 쉼터 봉사

◎ 울뜨레야 2월 정기모임

녁 ∼ 25일(주일) 아침까지 2주동안 Georgetown Ministry

오늘 미사 후 성가

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반

3월 31일(예수 부활 대축

일 성야 미사 때 입교 성사(세례, 성체, 견진성사)를 받을 예

지난 2월 11일(주일) 저

Center에 등록된 노숙자들이 본당 지하 친교실에서 머물렀습
니다. 노숙자 쉼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짐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비자들은 대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 성모회 소식

예비자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있는 선발예식에

단체이며, 신자분들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2018년 회비는 각

참여하는 예비자들과 대부모님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해 주시

가정당 $100입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성모회는 성당 살림을 꾸려가는

는 성모회에 감사드립니다.
김주은, 석지영, 유태선, 이상류, 이제인, 원승현

[ 사순 시기 실천 사항 ]

장재규, 전종철, 최지은, 홍이슬
1) 등록식 - 2월 25일(사순 제2주일) 오전 9시 미사

1) 십자가의 길 - 사순 시기 동안에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
하며 공동체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봉헌합니다. 2월 16일

2) 선발예식 - 2월 25일(사순 제2주일), 오후 3시,
내셔널 슈라인 대성당 (DC)
400 Michigan Ave NE, Washington, DC 20017

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십자가의 길을 봉헌합니다.

2) 고해성사 - 사순 시기동안 주일 8시 30분-9시까지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3) Rice Bowl - 워싱턴 대교구에서는 사순 시기에 모은 자
선금을 기아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보냅니
다. 성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종이 저금
통을 가져가셔서 가족이 함께 모아 성당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주일)

본당 친교실 사용 일정
매달 첫째 주일
매달 셋째 주일

미국 공동체 친교 (10시 30분 미사 후)
미국 공동체 그룹모임
(10시 30분 미사 후 )

매달 넷째 주일

리투아니안 공동체 미사 (오후 12시)

독서자

윤장렬, 서재용

제물봉헌

에피파니 B

3월 4일(주일)
에피파니 B

윤은식, 류나형, 송정우
복

사

10시 30분(주일)
허 윤, 임민석

10시 30분(주일)

2018년 2월 25일 사순 제2주일 (나해)
[ 2월 공동 기도문 ]
[ 아침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성 가브리엘 포센티 ] 축일 2월 27일
27일

1

831년 3월 1일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법률가인 산테
포센티의 13남매 중 11번째로 태어난 성 가브리엘 포센

티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부유하고 신
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4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큰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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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에서 자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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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에서 예수 고난회에 입회하여 수련자가 되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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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나가 콜레라로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
고 그의 부친이 스폴레토의 세액 사정관으로 임명되자 그는
예수 고난회에 입회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곳의 예수
회 대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매우 지성적이며 능력이 뛰어났
고, 문학과 예술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
에는 깊은 신앙심과 성모님에 대한 신심, 가난한 사람들에 대
한 높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1856년 9월 21일 마체라타 부근의 모로
1857년 9월 22일 첫 서약을 하면서 그에게는 '성모 통고의
가브리엘'이라는 수도명이 주어졌다. 그는 이때부터 사소한
일에서도 완덕을 얻으려는 특별한 노력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의 밝은 성품, 기도 정신,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규칙 엄
수,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으려는 열망이 그의 모
든 생활에서 빛을 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짧은 수도생활에
도 불구하고 높은 완덕을 닦을 수 있었다.
1861년에 소품들을 받은 그는 대품을 받을 준비를 계
속하였지만 6년 동안의 수도생활로 체력이 소진되어, 1862
년 2월 27일 이탈리아 테라모 지방의 이솔라 델 그란 사소에
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수도회가 이솔라 델 그란 사소에서 운영
하는 피정의 집 성당에 안치되었으며,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 이후 그의 무덤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성녀

[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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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젬마 갈가니가 그에게 기도함으로써 치유된 일도 있었다.
그는 1908년 5월 31일 로마의 바티칸 대성전에서 교
황 성 비오 10세로부터 시복되었고, 1920년 3월 13일 교황
베네딕투스 15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아브르초 지방의 수호
성인이며, 청소년, 특히 수련자와 신학생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가톨릭 활동에 참여하는 젊
은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다.

www.pauline.or.kr

[ 교황님의 2월 지향 ]
일반 지향 : 부패의 유혹을 물리치기
물질적, 정치적 또는 영적 힘을 지닌 이들이 온갖 부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