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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Apri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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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They both ran. (John 20:4)
When we are sick, we run to the doctor’s. When there is a big sale at a store, we run to the shopping mall. When
we see a little toddler fall down, we run to comfort him and pick him up. Today’s Gospel tells us that Peter and John ran as
well. They ran to the tomb on Easter Sunday, once Mary Magdalene told them that Jesus’ body was missing.
It seems that a lot of people ran to find Jesus. There was a Roman centurion, a demon-possessed man, and a woman
with a blood disorder. There was a fellow with leprosy, a woman known as a sinner, and the tax collector Zacchaeus. The
mother of a possessed child, a wealthy young man, and blind Bartimaeus also ran to him. And let’s not forget all the people
who crowded around Jesus at every town he visited.
Jesus once said, “Let th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prevent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Matthew 19:14). He also said,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11:28).
And “I will not reject anyone who comes to me” (John 6:37). It’s an open invitation. There are no conditions, no strings
attached. Jesus wants everyone to come to him, just as they are.
Today, as you celebrate the most important event in human history, accept Jesus’ invitation. Run to him. Don’t hold
back because you think you’re not worthy. Run to receive his overflowing mercy. Run to receive him as the Living Bread
at Mass.
When Peter and John ran to the tomb,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hope. On this Easter Sunday, let’s also place our
hope in the One who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Colossians 3:1). When we run to Jesus, we will find him. He has
risen. He is alive. He wants to help us just as much as he helped all those people who ran to him.
“Lord, I believe that you have risen. Thank you for calling me to your side!”
Acts 10:34, 37-43
Psalm 118:1-2, 16-17, 22-23
Colossians 3:1-4
The WORD Among Us
COLLECTIONS
April 7 Offertory Collection: $3,230.25
April 7 Maintenance Collection: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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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APRIL: For
doctors
and
their
humanitarian
collaborators in war zones, who risk their
lives to save the lives of others.

Please remember to return all CRS Rice Bowls to the
vestibule of the church.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and concern for the poor and needy amo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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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 SUNDAY CELEBRATION
Come to a special EASTER
SUNDAY FELLOWSHIP
today,
April
21,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Everyone is
welcome – all guests of
parishioners are cordially invited. If you would like to join
the First Sunday Fellowship Committee, kindly contact
our Chairperson, Dorothy H. Gray, at (202)723-1034.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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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e samples in the
vestibule of the church.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There will be a special Blessing and
Dedication Ceremony next Sunday, April 28,
immediately following the 10:30am Mass.

EASTER FLOWERS

Thank you to those who so generously gave donations
toward the purchase of the Easter flowers that adorn our
church. Their beauty reflects our joy in the celebration of
our Risen Lord Jesus Christ.
Grace Goodell
Dorothy H. Gray
Linda Gray
Donald and Sue Kwak Gross
Paul and Sharon Hillery
Jane Holahan
The Hong Family
Bark Ja Kim
Ki Han and Wha Chun Kim
David and Mary Ann Marshall
Charles Skuba
EASTER OCTAVE CONCER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nvites you to attend the annual Easter Octave
Organ Recital on Sunday, April 28, at 6:00pm in the
Great Upper Church. The organist for this recital will be
Clay Christiansen of Salt Lake City, Utah. This event is
free and open to the public and no tickets or reservations
are required. The Basilica offers free parking and is
conveniently located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Brookland-CUA Station of Metro's Red Lin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the Basilica at (202)526-8300.
2018 ANNUAL JUBILARIAN MASS
The annual Jubilarian Mass honoring
couples married 25, 30, 35, 40, 45, 50, and
51+ years will be celebrated on Sunday,
June 16, at 2:00pm, at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Please use
the forms located at the back of the church to register.
Names of jubilarians must be submitted to the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Office by Friday,
April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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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t too late to
make a pledge or donation – simply drop your Annual
Appeal envelope in the collection basket at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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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pril 20
THE EASTER VIGIL IN
THE HOLY NIGHT

8:00 p.m.
Special Intention
(no 5:00 p.m. Mass)

Sunday, Apri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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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Monday, April 22

7:30 a.m.
Kyung Seo Han

Tuesday, April 23

7:30 a.m.
Joseph Caponio

Wednesday, April 24

7:30 a.m.
Dorota Brusniak

Eucharistic Adoration
Thursday, April 25

5:30 p.m. – 6:30 p.m.
7:30 a.m.
Lila Pronczuk

Friday, April 26

7:30 a.m.
Soo Jeong Am

MEN’S DISCERNMENT DINNER
All single men, college age and up, who are practicing
Catholics, are invited to attend a Men’s Discernment
Dinner held at Saint John Paul II Seminary on Sunday,
May 19, from 5:00pm to 8:30pm. The evening will
include Mass, dinner, and a chance to discuss the
priesthood with priests, seminarians, and other young
men from the Washington, D.C. area.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Fr. Mark Ivany, Director of
Priest
Vocations,
at
(202)636-9020
or
vocations@adw.org.
Register
online
at
www.DCpriest.org.
2019 CATHOLIC HIGH SCHOOL FAIR
What better way to be prepared and informed? Especially
designed for rising 7th and 8th grade students,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hosts Catholic High School
Fairs each year to help families plan for the future. The
events feature exhibits from all of the Catholic high
schools in the Archdiocese. Come and learn more about
the Catholic high schools in the Archdiocese, the
admissions process, scholarships, and financial aid.
Saturday, April 27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1:00am-2:00pm
Visit www.adwcatholicschools.org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eserve your space. Registration is free.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130

성체성가

138

봉헌성가

129

마침성가

136

제1독서

사도행전 10,34ㄱ.37ㄴ-43

제2독서

콜로새서 3,1-4

화답송

부속가

매일 미사 217쪽

복음 환호송

복음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
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20,9).

축하드립니다!!!
어제 부활 성야 미사 때 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받
은 새 영세자와 견진자께 축하드립니다.
< 새 영세자 >
박영민 아셀라, 심윤영 보나, 이혜진 스텔라,
장우철 바오로, 장지운 대건 안드레아, 조상민 레오
주연수 테레사, 주용석 윌리엄, 한경서 스텔라

< 어린이 영세자 >
김도훈 안토니오, 김하은 플로라,
주성우 야고보, 주성희 로사

< 성인 견진자 >
구본석 막시밀리안 콜베, 권혁신 토마스 아퀴나스
길주현 프란치스코, 김후경 율리엣다, 주지의 헬레나
채수정 소화 데레사, 최진경 소화 데레사

◎ 첫 영성체

오늘 미사 중에 중에 첫 영성체를 모

시는 어린이들에게 축하합니다.
권성언 요한, 홍재욱 미카엘

◎ 유아세례

오늘 미사 중에 유아세례를 받는 아

기들에게 축하합니다.
최지안 헬레나, Constance Charlene Hae-in Person

요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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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드립니다

성삼일 전례와 부활대축일 전례
를 위해 수고해주신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복
사단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 백합 봉헌

부활 제대를 아름답게 장식한 부
활 백합을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사제관 앞 성모상 주
변에 “기념 정원”을 마련합니다. 기념 벽돌 크기는 4”×8”이
며, 글자는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신청은 본당 웹
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4월 28일(주일) 11시 15분에 축성식이 있습니다.

◎ 바오로딸 도서선교

4월 28일 (주일) 9시 미사
전 후 신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바오로딸 수녀님들이 방문하
여 도서, CD, DVD 전시 및 판매를 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 바
랍니다.

◎ 본당 레지오 마리애와 함께 하는 <봉헌을 위한 33일간
의 준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회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
여 바랍니다.
* 기간 : 4월 28일(주일) - 5월 30일(목)
* 봉헌일: 5월 31일(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 준비물 : 교재 (책자 혹은 웹사이트), 묵주
4월 21일(주일)

4월 28일(주일)

금주의 성경읽기 (2019년 4월 21일∼4월 27일)

독서자

기창원, 김미정

윤장렬, 서재용

- 탈출기 27 - 40장 / 마태오 13장, 14장 -

제물봉헌

에피파니 D 소공동체

에피파니 D 소공동체

※ 성경읽기와 구약필사에 관해서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복

사

허 윤, 임준석

류나형, 장소은

10시 30분(주일)

10시 30분(주일)

2019년 4월 21일 주님 부활 대축일 (다해)
[ 성경의 세계 ] 부활 시기

부

[ 성경의 세계 ] 부활초

부

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다. 3세기까지는 공적

으로 지내던 유일한 축일이었다. 처음에는 부활 주
일 밤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축제를 벌였다. 부활 시기

활초는 성토요일 빛의 예식 때 등장한
다. 죽음을 뜻하는 어둠을 누르고 빛

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초가 처

의 첫 출현이다. 이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팔일 축제가 첨가
되었고 12세기부터는 6주간이 더해져 부활 시기는 50일

음 만들어질 때 재료는 밀랍(蜜蠟)이었다. 밀랍
은 벌이 자신의 집을 만드는 물질이다. 자연에

로 늘어나게 된다.

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스스

부활주일 날짜는 해마다 달라진다. 유다인은 춘분 뒤

로 만들어낸다. 교회는 벌의 이 작업을 동정 잉태와 연관시켰

의 만월이 있는 니산(Nisan)달 14일을 파스카 축일로 삼았
다. 동방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날짜

다. 그리하여 밀랍으로 만든 초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

와 관계없이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파스카 축제 다음 주일
을 부활축일로 지냈다.

고 생각했다.
부활초는 4세기 이후 전례에 등장했다. 지금과 같
은 형태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55년에 있었던 교황청 전

부활 시기 전례의 특징은 기쁨과 찬미다. 제의 색도 환

례 개혁 때 비로소 통일된 모습을 갖추었다. 아무튼 부활초

희를 나타내는 흰색이다. 부활초 역시 기쁨의 상징이기에 50
일 동안 제대 옆에 둔다. 팔일 축제도 하루하루를 부활처

는 부활 전례 전체를 상징한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시공

럼 기쁘게 지내자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났

러 상징을 새겨 넣는다. 먼저 상하좌우로 십자가를 긋는

음을 알릴 때도 알렐루야를 두 번 반복한다.

다. 그리고 십자가 위아래에 희랍어 첫 글자와 끝 글자인 ‘알

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다. 부활초에는 여

초대교회 신자들은 팔일 축제 동안 일을 하지 않았

파와 오메가’를 표시한다. 묵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새기

다. 매일 전례에 참여했으며 가능한 흰옷을 입었다. 신영세자
들은 세례 때 입었던 흰옷을 그대로 입고 지내야 했다. 그러

는 것이다. 그리고 두 글자 사이에 해당 년 수(2018년)를 표

다 부활 첫 주일에 딴 옷으로 갈아입었다. 여기서 사백주일(?
白主日)이란 말이 생겨났다. 한자의 사(?)는 ‘풀 사’ 즉 해제

다. 그리곤 향 덩이 다섯 개를 십자가에 꽂는다. 예수님의 다

한다는 의미다.

시한다. 모든 시간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강렬한 염원이
섯 상처를 상징하는 행위다.
이후 사제는 부활초에 불을 붙이고 행렬을 시작한

2001년부터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

다. 부활초를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노래하면 주님께 감

로 지내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부활 제2주
일에 폴란드 태생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면서 이렇

사를 답한다. 행렬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게 부르도록 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 자비 신심을 널
리 전파하신 분이다. 그리고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로 지

(탈출 13,21). 따라서 사제가 든 부활초는 당시의 불기둥

낸다. 더 많은 성소를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
다.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73년부

마지막으로 부활 찬송을 노래한다. 죽음을 이긴 그리

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를 헤쳐 갔던 것을 상징한다
을 재현한 것이다. 교우들의 손에 든 촛불 역시 불기둥이다.

스도의 승리가 주제다. 부활 축제의 의미는 찬송가 속에 모

터 지내고 있다.

두 포함되어 있다. 복음 낭독 후 사제는 부활초를 성세수
에 담그면서 성세수를 축성한다. 이렇게 해서 보통의 물은 하

[ 부속가 ]

느님께 속한 거룩한 물로 바뀐다. 이후 부활초는 모든 전례에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서 제일 먼저 켜지고 맨 나중에 꺼진다. 그리고 성령 강림 대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축일까지 제대 옆에 세워둔다. 이후에도 세례식 때와 장례미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벌들은 밀랍 1kg을 만들기 위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해 5~6kg 정도의 꿀을 먹는다고 한다. 그런 뒤 뱉어 낸 부산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물을 이용해 만든 것이 밀랍이다. 오늘날 부활초는 파라핀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을 원료로 한 양초가 대부분이다. 파라핀은 석유에서 추출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한 화학물질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부활초 등장에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는 밀랍의 교훈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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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