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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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THE BAPTISM OF THE LORD
January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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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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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Offices are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he Baptism of the Lord
All were asking in their hearts whether John might be the Christ. (Luke 3:15)
The people who had come to hear John the Baptist were expecting something explosive. A prophet had arisen who
would denounce all the enemies, all the “bad guys” who made life hard for everyone else. Maybe he was the Christ, the
Messiah, come to cast out the Romans and their henchmen and restore Israel to its former glory.
But then came Jesus. A small-town carpenter who spent his time with the powerless and the sinful. The Spirit came
upon him instead—not a fiery preacher calling out people’s sins, but a humble man preaching love of enemies. Surely
people were caught off guard.
Jesus came “to open the eyes of the blind,” not to cast the bad guys into hell (Isaiah 42:7). He came “to bring out
prisoners from confinement,” not to punish people for their sins (42:7). He came to take away our sins so that we could
learn to love one another—good guy and bad guy alike.
When you hear this reading today, close your eyes and picture the scene. Picture John immersing Jesus into the
Jordan River—a river that had received the sins of all who had come for baptism. Imagine Jesus accepting all of those sins
and every sin that they represent.
For the next three years, Jesus will bear these sins, along with the sins of everyone else he comes into contact with.
And still bearing those sins, he will teach us about his Father’s mercy, heal us from the wounds of sin, and deliver us from
whatever hatred and bitterness is stored up in our hearts. Then he will take all that sin, hatred, and bitterness to the cross,
where he will put it to death forever.
Today is the beginning of salvation for you and for everyone else, good guy and bad guy alike. So rejoice in this
salvation and ask Jesus to help you love as he loves. Ask him to help you love everyone.
“Praise to you, Jesus, for taking all my sins!”
Isaiah 42:1-4, 6-7
Psalm 29:1-4, 9-10
Acts 10:34-38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JANUARY:
That young people, especially in Latin
America, follow the example of Mary and
respond to the call of the Lord to
communicate the joy of the Gospel to the world.
COLLECTIONS
December 23 Offertory Collection: $3,566.50
December 24 and 25 Christmas Collection: $3,536.00
December 30 Offertory Collection: $3,064.00
January 1 Solemnity of Mary Collection: $5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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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 Kelly,
Madelyn Cabatic,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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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and
sign up today!

COLLECTION FOR CHURCH MISS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This weekend, January 12-13,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a special second collection for
Church Miss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This
collection supports mission dioceses in this country that
are unable to offer their people the basic pastoral
ministries of word, worship, and service without outside
help. It may also give grants to other dioceses in the U.S.
for particular projects, and to organizations and religious
communities engaged in missionary work. Second, it
provides vulnerable Black and Native American
communities with funds for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evangelization programs that would otherwise be in
danger of disappearing among these communities.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EPIPHANY SEASON OF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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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success!

THANK YOU
We would like to recognize and express
our gratitude to James and Christine
Payne, Alexander Payne, and Mary
Ann Marshall for so beautifully
decorating our church for Christmas.
MARTIN LUTHER KING, JR.
ANNUAL CELEBRATION
All are invited to the annual archdiocesan Celebration of
the Legacy of Dr. Martin Luther King, Jr. on Saturday,
January 19, at 4:30pm at St. Luke Catholic Church in
Washington, D.C. (4925 East Capitol Street). This
celebration of Dr. King’s life provides a special occasion
of renewed inspiration for courageous conversations that
help us build respect and solidarity within our
communities, bearing witness to God’s boundless love for
all the human family.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Office of Cultural Diversity and Outreach at (301)853 5335 or culturaldiversity@adw.org.
ARCHDIOCESAN MEN’S RETREAT
On the weekend of February 8-10, the Archdiocesan
Men's Retreat will be held at Priestfield Pastoral Center
in Kearneysville, West Virginia. The theme of the retreat,
directed by Fr. Dave Wells and Fr. Rick Kramer, is
“Man’s Vocation: Priest, Prophet and King”. This retreat
will provide you with time away to reconnect and
recharge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n your life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re will be Daily Mass,
Confessions, and Adoration. The cost is $235 for the
weekend, covering a double occupancy room (two double
beds and a private bath) and meals including dinner
Friday night; breakfast/lunch/dinner on Saturday; and
breakfast/lunch on Sunday. To register, please visit
2019adwmenretreat.eventbrite.com.
For
additional
questions, call the Archdiocesan Office for Family Life at
(301)853-4546.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host the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from
February 10 to February 17.
Beginning in January, volunteer
sign-up sheets will be at the church
entrance. Volunteers are needed to assist the coordinators
with providing hospitality to our homeless guests and
meal preparation/clean up. Please support our local
outreach efforts. Anyone wishing to volunteer should
contact Chris Rowe at cjrshopper@aol.com.
50th ANNUAL ARCHDIOCESAN APPEAL
The 50th Annual Archdiocesan Appeal will begin the
weekend of February 23-24. Stay tuned for details...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anuary 12
Vigil
Sunday, January 13
THE BAPTISM OF THE
LORD
Monday, January 14
Tuesday, January 15
Wednesday, January 16
No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January 17
St. Anthony
Friday, January 18

5:00 p.m.
Special Inten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10:30 a.m.
Special Intention
7:30 a.m.
Grzegorz Bula
7:30 a.m.
Soo Jeong Am
7:30 a.m.
Joseph Caponio
No Eucharistic
Adora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7:30 a.m.
Special Intention

PLEASE NOTE THAT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ON WEDNESDAY, JANUARY 16.
HOWARD UNIVERSITY
CONCERT AND CHOIR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proudly host the Howard
University Concert and Choir, directed by Dr. Eric
Poole, on Sunday, February 17, at 5:00pm. Tickets are not
required, but a goodwill offering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All are welcome – please join us for this
wonderful evening of music!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now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Payments are by electronic check only; credit cards are
not accepted.) The cost is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to your
church in memory of someone special in your life.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81

성체성가

174

봉헌성가

510

마침성가

1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3,15-16.21-22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

화답송

복음 환호송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미국내 선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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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orial Garden 안내

이 열렸다 (3,21).

◎ 금주의 미사 지향
< 위령미사 >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이 안나

본당 사제관 앞 성

“새해엔 이런 사람이”

모상 주변에 “기념 정원”을 마련합니다. 기념 벽돌 크기는 4”
×8”이며, 글자는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
합니다. 본당 후원을 위한 정원 조성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Youth Rally & Mass for Life

1973년

미국에

낙태가 합법화 됨에 따라 시작된 생명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워싱턴 대교구의 연례행사로 1월 18일(금) 아침 10시
에 Capital Arena Center (DC)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미
사를 봉헌하고 대법원까지 행진이 있습니다. 이날 같은 시간
에 Cathedral of St. Matthew the Apostle(1725 Rhode Island
Ave., NW) 에서도 미사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
니다. 낙태로 희생된 태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1월 18-25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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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드립니다

St. Ann’s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 기증품과 기부금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13일(주일)

1월 20일(주일)

독서자

윤장렬, 서재용

김 마리나, 김영주

제물봉헌

에피파니 B 소공동체

에피파니 B 소공동체

류나형, 장소은

오채영, 임준석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임민석, 임준석

송정우

복

사

이해인 수녀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죽음을
오늘은
내일은
순례의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준비하는 사람,
지상에 충실히 살되
홀연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2019년 1월 13일 주님 세례 축일 (다해)
[ 주님 세례 축일 ]

[ 1월 공동 기도문 ]

리는 예수께서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느님께서 구원의(하늘이 열리는)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린다. 예수께서
는 비둘기의 상징으로 성령에 따른 하느님의 새 백성을 대표
하신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수님이 예언자
들에 의해 예언된 바로 그 주님의 종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한
다.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사적 세례가 제정되었다
는 것이 전통적 믿음이다.

[ 새해를 맞이하면 바치는 기도 ]

우

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접촉하여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세례는 그리스도교 세례의 원형이
되어 성사를 통해 각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
녀가 되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린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세례 축일로 끝난다.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www.catholic.or.kr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 성 안토니오 아빠스 ] 축일 1월 17일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

안토니오는 수도 생활의 창시자로 공경받는다. 그가
처음으로 은수자들을 한데 모아서 다소 산만한 형태이
긴 하지만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들에 대하
여 일종의 권위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고독하고 한적한 독수 생활을
동안 계속하였다. 그는 20세 때부터 남부 이집트의 고향
산을 찾아다니면서 고독한 생활을 즐겨하면서, 기도와
및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을 해왔다. 맹렬한 영적, 육적인
으로 한 동안 고생하였으나, 끝내 이를 극복한 뒤에, 그
에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한다.

오랫
근처
연구
유혹
주위

312년에 그는 좀 더 멀리 가서 콜짐 산의 동굴에 거처
하였다고 한다. 이 산은 홍해의 북서해안에 있는데, 이곳이 그
의 여생을 보낸 장소였다. 여러가지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성
안토니오를 찾아와서 충고를 청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를 살
피러 왔다. 말년에 그는 아리우스파 이단의 반대를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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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au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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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님의 1월 지향 ]
복음화 지향 :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
젊은이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
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