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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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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ithout parables he did not speak to them. (Mark 4:34)
Did you know that you are quirky? It’s true. The fact that you are taking time out to read these words—and, most
likely, to read the Scriptures from today’s Mass—sets you apart as unusual. Not too many people set aside time for prayer,
after all.
But your quirkiness doesn’t end there. Do you go to Mass on Sundays? How odd! You could be sleeping in, like a
lot of other people. Or getting up early to go fishing. Or any number of other things. Even if you went to Mass yesterday,
that’s a peculiar way to spend a night off. There are restaurants to visit, movies to see, and TV shows to watch. But there
you go, gathering with a bunch of other quirky people to sing to God and eat his Body and drink his Blood.
It gets worse. Do you forgive people from the heart—or at least try to? Do you try to see God in the people around
you? How about going into a small booth and telling a man all of your sins? Who does those things?
Of course, you’re not really quirky. You’re only doing what God created you to do: love him and love your neighbor.
But to many people, you are a mystery. And that’s exactly how Jesus wants it.
St. Mark tells us that Jesus himself spoke in riddles and parables to the people around him—he even mystified his
closest disciples! This was part of his strategy: to provoke his listeners to think more deeply about God and about their lives.
He wanted to awaken in them a hunger for God so that they would come ask him for more. Then, when they were ready, he
could open their hearts to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Mark 4:11).
So keep being quirky! Love. Forgive. Pray. Give. Then, when someone asks why you are the way you are, tell them
you’re just trying to be like Jesus. Who knows? You may win them over.
“Jesus, help me to reflect your love today.”
Ezekiel 17:22-24
Psalm 92:2-3, 13-16
2 Corinthians 5:6-10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June 3 Offertory Collection: $4,684.00
June 3 Maintenance Collection: $1,044.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who
are most in need of our special intentions: Bishop
George Murry, SJ, David Harris, Mary Kelly, Madelyn
Cabatic, Frances Sad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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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Social Networks That social
networks may work towards that inclusiveness which
respects others for their differences.
PETER’S PENCE SPECIAL COLLECTION
On the weekend of June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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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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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5th ANNUAL
“SUMMER IN THE CITY” CAMPAIGN
This Summer Food Drive, taking place June 23-24, is
sponsored by the John S. Mulholland Family Foundation
with the support of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and will aid the highest demand parish
food pantries in inner city Washington, D.C. Items most
needed include:
Cheerios cereal
bran flakes cereal
canned vegetables (carrots, green beans, peas, corn)
canned baked beans
rice
pasta
pasta sauce (cans or plastic containers)
peanut butter and jelly (plastic containers)
canned fruit
canned hearty soups
canned tuna
canned chicken
*Special grocery bags will be distributed this weekend,
June 16-17. Your generosity and ca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eed will be greatly appreciated.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UMMER SCHEDULE CHANGES
NO EUCHARISTIC ADORATION
until Wednesday, September 5
NO 12:00pm LITHUANIAN MASS
until Sunday, September 30
NO FIRST SUNDAY HOSPITALITY
until Sunday, October 7
MARRIAGE RETREAT
Solving the Mystery of Prayer in Your Marriage
July 13-14, 2018
This retreat is for married couples who would like to feel
more comfortable praying together. Learn practical tips
about your own personal prayer style. Increase feelings of
trust and intimacy in your marriage as you develop the
spiritual side of your relationship as you employ concrete
tools and advice from our team of Catholic priests and
married couples. You will experience a mixture of talks,
questionnaires, time for personal reflection (individually
and with your spouse); Eucharistic Adoration, celebration
of the Mass, and time for Confession are all included. This
is a two-day retreat, but you do not stay overnight. There
will also be time to socialize with the other participants,
but this program is about the couple, and no one will be
put on the spot to share with the group. The registration
fee includes the workshop fee, all materials, plus meals
throughout the weekend. Cost to attend: $265 per couple.
Our Lady of Bethesda Retreat Center, 7007 Bradley
Boulevard, Bethesda, Maryland 20817.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egister
www.ourladyofbethesda.org or call (301)365-0612.
CATHOLIC WOMEN: MARIAN
ART TOUR
On Wednesday, July 11, join the
Archdiocesan Council of Catholic
Women in taking a tour of Marian art at
the National Gallery of Art (601
Constitution Avenue NW).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gallery at 10:00am, the tour will begin
at 10:15am in the Rotunda of the West Building. Look for
women wearing blue scarves. The tour is free, but
donations to support the Josephite Seminary Service
Project will be accepted. The tour group size is limited to
20 people, so RSVP early by calling/texting Cindy Perry
at
(301)220-3291
or
e-mailing
her
at
cindy.perry@hotmail.com.
2018 CARDINAL’S ANNUAL APPEAL
Thank you to all of our parishioners who have made their
gift to the 2018 Cardinal’s Annual Appeal. If you have
not yet made your commitment, it is not too late to help
Epiphany meet our goal. Visit appeal.adw.org to learn
more and donate!

Saturday, June 16
Vigil

5:00 p.m.
For All Fathers

Sunday, June 17

7:30 a.m.
For All Fathers
9:00 a.m. Korean
10:30 a.m.
For All Fathers

EL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June 18

7:30 a.m.
Damien Lee

Tuesday, June 19
St. Romuald
Wednesday,
June 20

7:30 a.m.
Soo Jeong Am
7:30 a.m.
Susanna Hwang

Thursday, June 21
St. Aloysius Gonzaga

7:30 a.m.
Leonor Caceres
de Diaz

Friday, June 22
St. Paulinus of Nola
St. John Fisher
St. Thomas More

7:30 a.m.
Clement Dominic
Pangallo

His Eminence Donald Cardinal Wuerl
Archbishop of Washington
requests the honor of your presence at the
Episcopal Ordination
of
Most Reverend
Michael W. Fisher
Titular Bishop of Tronto
Auxiliary Bishop of Washington
in the presence of
His Excellency
Most Reverend Christophe Pierre
Apostolic Nuncio to the United States
Friday, June 29, 2018
Solemnity of Saints Peter and Paul
2:00 p.m.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400 Michigan Ave NE, Washington, DC 20017
Reception to follow in Memorial Hall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8

성체성가

172

봉헌성가

513

마침성가

68

제2독서

코린토 2서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7,22-24

5,6-10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
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세상이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
진다”(4,31.32)

◎ 다음주 2차 헌금

6월 24일에는 교황님의

사목활동을 돕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Summer Food Drive

가톨릭 구호 단체와 함께

마르코 4,26-34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박숙자 마리 골롬바 / 봉헌: 이지수 카타리나

하는 여름 음식 도네이션 캠페인에 많은 참

< 위령미사 >

여 바랍니다. 음식을 담을 봉투를 오늘 나누

* 황화순 수산나 / 봉헌: 이 안나

어 드립니다. 봉투에 음식을 담아 6월 24일
에 성당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음식은 Cheerios Cereal, Canned vegetables, Canned fruit, Canned Hearty soups, Canned tuna,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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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anned chicken입니다.

◎ 울뜨레야 6월 정기모임

6월 24일 9시 미

사 후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일학교 여름 방학

지난주에 마지막 교리로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일년동안 교리를 지도해 주신 교리 선
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교리는 9월에 개강합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2018-2019년 예비자 교

[ 교황님의 6월 지향 ]

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

일반 지향 : 사회 관계망

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

사회 관계망이 다른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랍니다.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체현시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6월 17일(주일)

수요일 5:30 - 6:30pm
수요일 10:30am
여름 방학 중...

주일학교

9월에 개학합니다.

성인 예비자 교리

9월에 개강합니다.

6월 24일(주일)

독서자

윤장렬, 서재용

제물봉헌

에피파니 A

에피파니 A

복

사

송민경, 송정우

송민경, 류나형, 장소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최예원, 최장원

임민석

2018년 6월 17일 연중 제11주일 (나해)
[ 가톨릭 성인 ]

[ 6월 공동 기도문 ]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 축일: 6월 21일

[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성

알로이시오(1568-1591년)는 롬바르디아의 만토바
근교에 있던 가족 성(城)에서 태어나 부친의 대를 이
어 군인이 될 처지였으나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수도생활을 꿈꾸며 성장하였다. 한때 궁중생활을 하
였으나 귀족사회의 폭력과 방종에 크게 실망한 다음에 예수
회에 입회했다. 모범적인 수련자로서 생활하였고, 그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던 중 열병에 걸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선종하였다. 성 알로이시오가 남긴 자서전
과 편지, 영적 저술들은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이란 평가를 받
는다. 교황 베네딕도 13세에 의하여 '학생들의 수호성인'으로,
비오 11세에 의해서는 '가톨릭 청소년들의 수호성인'으로 선
포되었다.

성 토마스 모어 / 축일: 6월 22일

정

치인과 법률가의 수호자인 성 토마스 모어는 1478년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26세에 영국의회에 진출한 그
는 당대 최고 석학으로서 이단을 반대하는 논문과 신심 서적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51세에 재상이 된 모어는 왕비와 이
혼문제가 발생하자 성 요한 피셔 주교와 함께 이혼의 부당함
을 강력히 주장했고, 자신의 이혼을 반대하는 로마 교회와 결
별하고 교회의 수장이 되려는 국왕의 의지에 반대했다.
결국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국왕의 이혼 허가와 교
회를 반박하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고 재상직을 사임하였다.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불의한 왕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그
는 '국왕의 종이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는
신념으로 1535년 단두대 위에서 참수, 순교하였다. 토마스
모어와 요한 피셔의 시신은 런던탑 근처에 있는 성 베드로 아
드 빈쿨라 성당 안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성 요한 피셔 / 축일: 6월 22일

요

크셔에서 출생하여 캠브리지대학을 졸업한 후 모교 교
수로 재직하던 중에 로체스터의 주교가 된 그는 대단
한 학문과 교양을 지닌 학자였다. 청빈하고 엄격한 종교적 삶
을 추구하며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였으며, 당시에 횡행하
던 이단으로부터 가톨릭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저술활동
을 했다. 캠브리지 대학교 명예 총장에 선출되기도 했고, 헨
리 8세의 총애를 받았으나 왕비와 이혼문제가 발생하자 재상
이던 토마스 모어와 함께 이혼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고,
자신의 이혼을 반대하는 로마 교회와 결별하고 교회의 수장
이 되려는 국왕의 의지에 반대했다.
요한 피셔는 재판정에서도 결혼은 절대로 풀 수 없다
고 당당히 선포했고, 1년 간 런던 탑에 수감되었다. 결국 국
왕에 대한 반역죄목으로 1535년 6월 17일 참수형을 당했다.
런던 다리에 내걸린 요한 피셔의 머리가 생전의 모습과 같이
살아 있는 듯 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자,왕은 그 머리를 템
즈 강물에 던져버렸다. 성 요한 피셔는 성 토마스 모어와 함
께 1882년 12월 20일 시복된 후 1935년 시성되었다.

www.paulin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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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