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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3, 2019
Monsignor Godfrey Mosley

(Korean)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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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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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Love never fails. (1 Corinthians 13:8)
Many people—scholars and everyday believers alike—consider today’s first reading to be the greatest chapter in
all of Scripture. Using just thirteen verses, Paul gave us a beautiful description of love that we could spend a lifetime praying
about.
Simple and succinct, Paul puts love where it belongs: on the top of the list. Speaking in tongues like the apostles,
prophesying like Isaiah, understanding the mysteries of faith like St. Thomas Aquinas, giving away everything we own like
Mother Teresa—it means nothing if love is not involved.
Paul also acknowledges that none of us love perfectly. Using analogies, he calls our love childish. It’s as if we were
looking at life through a dark, distorted mirror. Paul acknowledges, in other words, that we all make mistakes. We all use
bad judgment. We all hurt other people—especially our loved ones. We try our best, but sometimes our best just isn’t good
enough. Not yet, at least.
Like Paul, St. Peter also puts love at the top of the list. He sees love as being the most powerful force in the world.
It’s so powerful, in fact, that it “covers a multitude of sins” (1 Peter 4:8).
Love understands all of this and can heal all of this—even the mistakes and poor judgments that are more a matter
of bad choices than sins. If you have been hurt, remember that your love can bring healing, both to yourself and to the one
who hurt you. Even if your love is partial or tinged with some regret or a bit of anger, it can still make a difference. Jesus
always sees the love, and he always blesses it.
Love is not about being perfect. It’s about trying our best and asking forgiveness when we fall.
In prayer today, ask Jesus to fill you with the desire and the strength to love with the same love that he has for you.
Try to be quick to love, quick to forgive, and quick to ask forgiveness. Remember, love always wins.
“Lord, teach me to love more deeply each day.”
Jeremiah 1:4-5, 17-19
Psalm 71:1-6, 15-17
Luke 4:21-30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FEBRUARY: For a generous welcome of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of
enforced prostitution, and of violence..
COLLECTIONS
January 27 Offertory Collection: $4,022.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lease pray for these members of our parish family:
Mary Kelly, Madelyn Cabatic, Anna Staszewicz, Thomas
Peters, Veronica Chang, Risa Daniels, Steven Kery, Anna
Marie Kim, Mary Lou Lynch, and Elizabeth Williams.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Maintenance
Collection THIS WEEKEND, February 2-3.
Please give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Please prayerfully contemplate enrolling in Epiphany
Catholic Church’s Secure Automatic Electronic
Offertory Program to ensure that your gifts to
Epiphany will always be received.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and sign up today!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host
the Georgetown Ministry Center
Winter Shelter from February 10 to
Februar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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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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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SUNDAY HOSPITALITY
Come share food and fellowship at a
Coffee Social, THIS SUNDAY,
February 3, in the Parish Hall,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Hospitality Committee,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All
are welcome!
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AFRICAN-AMERICAN AND AFRICAN FAMILY
Sunday, February 3, will mark the 30th year of 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African-American and African
Family, founded in 1989 by Fr. Jim Goode, OFM. This
year's theme, “... And is Still Blessed Assurance”, invites
us to come together in prayer in solidarity with our
African-American and African brothers and sisters for
their families and their needs. A resource aid for this
occasion, which contains a prayer composed by Fr.
Goode, suggested activities to celebrate the day, and a
catechetical reflection by Therese Wilson Favors, former
Director of the Office of African-American Catholic
Ministries for the Archdiocese of Baltimore, is available
at Solid Ground Ministry (solidgroundmin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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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NNUAL
ARCHDIOCESAN APPEAL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is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its Annual Appeal with the theme of “Our
Faith. Our Hope. Our Mission”. Contributions to the
Annual Appeal are 100% designated to ministries that
carry out the mission of the Church – Commitment
Weekend will take place February 23-24.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Elizabeth Shaughney at (301)8534574 or shaughneye@adw.org.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generosity in making the 2019 Annual Appeal a
success!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February 2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Februa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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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February 4

7:30 a.m.
Soo Jeong Am

Tuesday, February 5
St. Agatha

7:30 a.m.
Joseph Caponio

Wednesday, February 6
St. Paul Miki and
Companions

7:30 a.m.
Stanislawa Indyka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February 7
Friday, February 8
St. Jerome Emiliani
St. Josephine Bakhita

5:30 p.m. – 6:30 p.m.
7:30 a.m.
Deborah Gallaghar
Tucker
7:30 a.m.
Natalia Duane

HOWARD UNIVERSITY
CONCERT
Epiphany Catholic Church will proudly
host the Howard University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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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OLD! ADORATION AND CONFESSION
Behold the face of God every Thursday evening from
7:00pm-8:00pm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in Washington, D.C. (3900 Harewood Road NE). During
this time, there is Adoration with prayerful music, silence,
and Confession. Behold! is hosted in collaboration with
parishes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For more
information, visit jp2shrine.org.
THE ART OF PRAYER
Taking place on Sunday evenings from 6:00pm-7:00pm
at the Saint John Paul II National Shrine in Washington,
D.C. (3900 Harewood Road NE), The Art of Prayer
includes a presentation on interior prayer, time for silent
meditation, and a sung Sunday Vespers service. For more
information,
visit
jp2shrine.org
or
email
pastoral.programs@jp2shrine.org.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6

성체성가

172

봉헌성가

340

마침성가

49

제1독서

예레미야서 1,4-5.17-19

제2독서

코린토 1서 12,31-13,13

복 음

루카 4,21-30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
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
셨다. ◎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

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유아세례식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4,26).

◎ 금주의 미사 지향
< 위령미사 >

* 설을 맞아 조상님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

오늘 미사 중

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 생미사 >

받는 아기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정선진 가브리엘라 / 봉헌: 정지은 아녜스

구준모 다니엘

◎ 성모회 소식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유다인들에게만

* 홍준석 바오로,김미경 안젤라 가정 / 봉헌: 김박자 리오바

지난 주 성모회 총회에 참여해

◎ 2018 세금 공제 서류

2018년 한 해동안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모회는 성당 살림을 꾸려가는

성당에 기부해 주신 도네이션이나 헌금에 관련한 세금 공제

단체이며, 회원들의 연회비(가정당 $100)로 운영됩니다. 성

서류(2018 Contribution Statement)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모회비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받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사무실로 (epiphanygeorgetowne@gmail.com, 202-965-

◎ 노숙자 쉼터 봉사

1610 - 화,수,목 근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주일) 저녁 ∼

17일(주일) 아침까지 Georgetown Ministry Center에 등록된

◎ Debut Recital

노숙자들이 본당 지하 친교실에 머물게 됩니다. 한인 공동체

nedy Center Terrace Theater에서 홍진선 마리아 청소년 오케스

는 2월 10일(주일)과 12일(화)에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도

트라 지휘자를 포함한 4명의 연주자 (Omer Quartet)의 현악 4중

움을 주실 분들은 류 토마스 형제님(thryou@gmail.com께

주 콘서트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www.kennedy-center.org (Young Concert Artists)를 참고

◎ 2019 Archdiocesan Appeal

올해로 50

2월 7일(목) 저녁 7시 30분에 Ken-

하시기 바랍니다.

번째를 맞이하는 워싱턴 대교구 모금의 주제는 “Our Faith.
Our Hope. Our Mission”입니다. 대교구 모든 본당을 통해
모아지는 모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전교활동에 사용됩니다.
모금액 책정은 2월 24일에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
랍니다.
레지오 마리애

수요일 아침 10시 30분

청년 기도 모임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초중고 주일학교

주일 9시 미사 후

성인 예비자 교리

주일 9시 미사 후

미국 공동체 친교실 사용

매월 첫째, 셋째 주일 11시 15분

2월 3일(주일)
독서자

최영일, 조은영

제물봉헌 이 요셉, 김 데레사 가족
복

사

2월 10일(주일)
박인주, 임도연
에피파니 C 소공동체

류신형, 임민석

류나형, 장소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임민석, 임준석

2019년 2월 3일 연중 제4주일 (다해)
[ 성녀 아가타 ] 축일 2월 5일

초

기 교회의 유명한 동정 순교자 중 하나인 아가타에 대
한 공경은, 혹독한 박해로 유명한 데치우스 황제 시절

그가 순교했으리라 추정되는 시칠리아 섬의 카타니아 지방에
서 시작되었다. 4세기 즈음부터 성녀에 관한 공경은 전 세계
교회로 널리 퍼졌고, 로마에는 성녀에게 헌정된 두 개의 대성
당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성녀는 시칠리아 팔레르모 지방의 카
타니아 출신으로 아름답고 부유한 귀족 집안의 처녀였다. 성
녀는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곳곳에서 들어오는 청혼
을 거절하였는데, 집정관이던 퀸티아누스라는 사람도 이 청
혼자 중 하나였다. 청혼을 거절당하고 격분한 퀸티아누스는
성녀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성녀를 체포하여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성녀를 매음굴로 끌고 가 타락시키려 하였으
나 성녀의 신앙을 이기지 못하였다. 배교를 강요하며 온갖 고
문을 하던 집정관은 끝내 가슴을 도려내는 악독한 고문까지
도 서슴지 않았다. 성녀는 이에 “잔인한 통치자여, 나의 몸을
이렇게 고문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도 여
인인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습니까?” 라며 그를 꾸짖었다.
이 전승에 따라 교회미술에서 성녀의 상징은 보통 한 쌍의 집
게로 묘사되거나 접시에 담긴 가슴으로 묘사되는데, 후일 이
것이 잘못 전해져 접시 위의 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금은
엉뚱하지만 성녀 아가타의 축일에는 빵을 축성하는 관습이
내려오기도 한다.
집정관은 성녀를 감옥에 집어넣고 음식물이나 치료를
전혀 주지 않았으나, 환시 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며 나흘 뒤에는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한다. 집
정관은 성녀가 다 나은 것을 보고 격분하여 다시 고문을 가하
고 감옥으로 보냈다. 성녀는 "주님, 저의 창조주시여, 당신은

[ 2월 공동 기도문 ]
[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 엎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나이다. 당신은 세
상의 사랑으로부터 저를 택하시고, 고통을 견딜 인내를 주셨
습니다. 제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 후 하느님께 갔다.
성녀는 시칠리아 팔레르모 섬 카타니아의 수호자이며
전통적으로 광부, 간호사, 대장장이, 산악 안내인등의 수호성
인이다. 특별히 근래에 들어서는 유방암을 비롯한 유방 질환
환우들의 수호자로도 공경받고 있다.

www.pauline.or.kr

[ 교황님의 2월 지향 ]
보편 지향 : 인신매매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폭력의 희생자들이 너그러운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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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