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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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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Stop condemning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Luke 6:37)
Jesus couldn’t have been more clear. If you want to avoid condemnation, don’t condemn other people.
Let’s say you see a rumpled, grizzled person sleeping on a park bench. You wonder how he got there. You wonder
why he isn’t trying to fix his life. You begin to wish he weren’t there. You feel a kind of aversion to him, and you take a
wide berth around him as you walk by. Jesus says, “Don’t condemn him.”
Or you are listening to the news when a story about a politician you don’t like comes on. You feel your shoulders
tighten, and you think of all the ways this person is corrupt and misguided. You recall the evil policies he or she has
supported, and you feel disgust for this person. Jesus says, “Don’t condemn.”
Or you learn of a teenager who is pregnant out of wedlock. You begin to think of how her parents must have failed
in their job. Unkind labels for this young woman pop into your head, and you think of how you would never let yourself
fall into such a horrible sin. Jesus says, “Don’t condemn her.”
To the best of your ability, put aside harsh judgments and condemning thoughts. If not for the other person’s sake,
then for your own sake. Try to rise above the realm of judgment, where everyone gets what’s coming to them—because
everyone in that realm will be judged harshly. Even you.
Instead, step into the realm of God’s mercy. Move into the realm where everyone is invited to forgiveness and
treated with love, dignity, and generosity. Even you. Give the gift of forgiveness,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ive the gift
of a second chance—or a third or fourth or hundredth—and it will be given to you. Give the gift of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it will be given to you.
Even if you don’t want to give, do it anyway. Jesus commands it, and he promises eternal rewards to those who do.
“Lord, help me to be merciful as you are merciful.”
1 Samuel 26:2, 7-9, 12-13, 22-23
Psalm 103:1-4, 8, 10, 12-13
1 Corinthians 15:45-49
The WORD Amo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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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
February 10 Offertory Collection: $3,451.00
February 17 Offertory Collection: $3,199.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BENEFACTORS
We are deeply grateful to those who remember Epiphany
Catholic Church in their wills. These bequests go a long
way to keep our Parish functioning smoothly. We are also
deeply thankful for the many gifts of appreciate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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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FEBRUARY: For a generous
welcome of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of
enforced prostitution, and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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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EEKEND, February
23-24.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Elizabeth
Shaughney at (301)853-4574 or shaughneye@adw.org.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generosity in making the
2019 Annual Appeal a success!
FIRST SUNDAY HOSPITALITY
Volunteers are needed on the First
Sunday of the month, when there is an
opportunity to share food and
fellowship with other parishioners. If
you would like to get involved, please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Our next gathering will take
place NEXT SUNDAY, March 3,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All are welcom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Ash Wednesday is March 6, which marks the beginning
of Lent. There will be a blessing and imposition of ashes
at 7:30 a.m. Mass and 7:00 p.m. Mass. (Please note: there
will be NO Eucharistic Adoration that day.)
LENTEN REGULATIONS
As Catholics, we are obligated to observe special
regulations during the Lenten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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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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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your family’s cardboard CRS Rice Bowl from the
vestibule of the church, beginning March 6, and don’t
forget to download the CRS Rice Bowl app! May these
40 days of Lent better prepare us to encounter ourselves,
our neighbors, and our God.
LENTEN FOOD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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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The food collection will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end, March 30-31. When you come to Mass that
weekend, please leave your donation in the vestibule at
the back of the church.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and
concern for the poor and needy amo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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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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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day, February 23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Februar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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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Monday, February 25

7:30 a.m.
Joseph Caponio

Tuesday, February 26

7:30 a.m.
Lucy Coelho

Wednesday, February 27

7:30 a.m.
Soo Jeong Am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February 28

5:30 p.m. – 6:30 p.m.
7:30 a.m.
Virginia Sulowski

Friday, March 1

7:30 a.m.
Daniel S. Duane

BLESSED…
WOMEN’S RETREAT
Please join Something Greater Ministries
for an uplifting day away with our Lord featuring
author and parishioner
Melissa Overmyer
and three-time Grammy-winner
Ashley Cleveland
for the
Blessed...
Women's Retreat
April 10 or 13
Franciscan Monastery of the Holy Land in America
1400 Quincy Street NE, Washington, D.C.
9:30am-2:45pm
talks, award-winning music, Mass, lunch
tour of Church, Stations of the Cross in garden
and Holy Land gifts
filling up fast! space is limited!
join us and be blessed among women…
to register:
www.somethinggreater.net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5

성체성가

봉헌성가

513

마침성가

48 (2,3절)

제2독서

코린토 1서 15, 45-49

복 음

루카 6, 27-38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26,2.7-9.12-13.22-23

165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
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2019 Archdiocesan Appeal

올해로 50

번째를 맞이하는 워싱턴 대교구 모금의 주제는 “Our Faith.
Our Hope. Our Mission”입니다. 대교구 모
든 본당을 통해 모아지는 모금 전액은 도움
이 필요한 전교활동에 사용됩니다. 오늘은
모금액 책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
운 사람이 되어라” (6,36).

◎ 금주의 미사 지향
< 위령미사 >

* 이원길 벨라도 / 봉헌 : 이 안나
◎ 재의 수요일 미사

3월 6일은 사순시기가 시

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본당에서는 아침 7시30분, 저녁
7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본당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시는 분들
은 근교 성당 미사에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 2차 헌금

다음 주 3월 3일에는 본

◎ 사순 특강 안내

3월 10일(사순 제1주일)

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9시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특강

◎ 성인 예비자 교리반

이 마련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20일(토)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때 입교 성사(세례, 성체, 견진성사)를 받을

◎ 성지가지 수거 안내

예비자들은 대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

지 가지를 수거합니다. 3월 3일과 10일에 성당에 가져오시기

며, 기도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작년 성지 주일에 받은 성

1) 등록식 - 3월 3일(주일) 아침 9시 미사

◎ 성모회 소식

2) 선발예식 - 3월 10일(사순 제1주일), 오후 3시,

단체이며, 회원들의 연회비(가정당 $100)로 운영됩니다. 성

내셔널 슈라인 대성당 (DC)

◎ Memorial Garden 안내

성모회는 성당 살림을 꾸려가는

모회비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받습니다. 회비를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사제관 앞 성

나균자, 문수현, 이선규, 이윤영, 정지은

모상 주변에 “기념 정원”을 마련합니다. 기념 벽돌 크기는 4”

[ 교황님의 2월 지향 ]

×8”이며, 글자는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

보편 지향 : 인신매매

합니다. 본당 후원을 위한 정원 조성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폭력의 희생자들이 너그러운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레지오 마리애
청년 기도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초중고 주일학교

주일 9시 미사 후

성인 예비자 교리

주일 9시 미사 후

미국 공동체 친교실 사용

2월 24일(주일)

수요일 아침 10시 30분

매월 첫째, 셋째 주일 11시 15분

3월 3일(주일)

독서자

기창원, 김미정

윤장렬, 서재용

제물봉헌

에피파니 C 소공동체

에피파니 C 소공동체

허 윤, 송정우
복

사

10시 30분(주일)
장소은

10시 30분(주일)

2019년 2월 24일 연중 제7주일 (다해)
[ 2월 공동 기도문 ]

[ 성녀 이사벨라 ] 축일 2월 26일

성

루도비쿠스(Ludovicus, 8월 25일) 왕의 동생이자 루
이 8세(Louis VIII) 왕의 딸인 성녀 이사벨라는 여러

곳의 혼처를 거부하고 하느님께 동정을 서원하였다. 그녀는
주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중 그녀의 모친이 사망
한 뒤에는 파리(Paris)의 롱샹(Longchamps)에 성녀 클라라
의 수도규칙을 따르는 수도원을 세우고 엄격한 수도생활에
전념하였으나 수녀가 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원장 직책은 한
사코 거절하였다.
그녀는 1270년 2월 23일 롱샹의 수도원에서 선종하여
그곳 성당에 묻혔다. 1521년 교황 레오 10세(Leo X)는 롱샹
수도원에서 그녀의 축일 기념 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도록 승
인하였다. 1688년 1월 25일 롱샹 수도원의 수녀들은 그녀의
축일을 8일 축제로 지낼 허락을 받았고, 1696년에는 모든 프
란치스코회 수도원에서 8월 31일에 축일을 기념하도록 승인
을 받았다. 그들은 현재 9월 1일에 성녀의 축일을 기념하고
있다. 성녀 이사벨라는 이사벨(Isabel)로도 불린다.

[ 성 로마노 ] 축일 2월 28일

성
(Jura)

로마누스(또는 로마노)는 35세에 은수생활을 실천하
기 위하여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쥐라
산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카시아누스

(Cassianus)가 쓴 "사막 교부들의 생애"와 몇 가지 도구 그리
고 종자들을 가지고 갔다. 그는 움막을 짓고 기도하며, 땅을
일구어 파종하고 독서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야수와 사냥꾼
들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은둔소는 파괴되었다.
그즈음에 그의 형제인 성 루피키누스(Lupicinus, 3월
21일)가 은수생활에 합류했다. 이 두 사람은 콘다트(오늘날
의 생클로드, Saint-Claude)에 수도원을 세웠고, 자매들을
위해서는 보므(Beaume)에 수도원을 세워주었다. 이렇게 그
들 주위에는 많은 제자가 모여들자 성 로마누스가 원장으로
서 지도하게 되었다.
그는 기도시간 외에는 주로 노동을 하여 생계를 꾸렸
으며, 육식은 금했지만 달걀은 허용했다. 그리고 의복은 동물
의 가죽으로 손수 지어 입었다. 성 로마누스는 오늘날의 생모
리스(Saint-Maurice)를 순례했고, 테반 지역의 순교성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한 번은 그가 스위스 제네바(Geneva)에 갔
을 때 그곳의 주교와 시민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하여 자신도
놀랐다고 한다. 생을 마감한 성 로마누스는 보므 수도원에 묻
혔고, 성 루피키누스는 그보다 20년을 더 살다가 선종했다.

www.cathol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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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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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