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FTH SUNDAY  

OF LENT 
March 21, 2021 

Rev. Msgr. W. Ronald Jameson 
Administrator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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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Fifth Sunday of Lent  

I am troubled. (John 12:27) 
Jesus was troubled? That’s putting it mildly. The Greek word John used here means to be greatly distressed or in 

fear and dread. It’s the same word used to describe the disciples’ reaction to a deadly storm at sea (Matthew 14:26). It’s the 
same kind of distress that King David felt as he wept over his slain son, Absalom (2 Samuel 19:1), and that Lot felt as he 
fled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Genesis 19:16). 

So what troubled Jesus so much? The realization that his “hour” had come (John 12:23). After spending so much 
time preaching and teaching, healing people and driving out demons, Jesus had now arrived at the time for his passion. He 
knew that agonizing torture and a slow, lingering death awaited him, and the thought of it filled him with dread. 

Yet Jesus also knew that, as terrible as it would be, the cross was necessary if he was going to save us from sin. It 
wouldn’t be easy, it wouldn’t be pretty, but it was necessary. So rather than shrinking back, he placed himself in God’s 
hands and trusted that his Father would see him through it. He loved us too much to walk away. 

We all face times when we feel troubled. It could be because we are witnessing a loved one suffering, or it could 
be as we face our own suffering. It’s painful, it’s challenging, but it’s unavoidable. If that describes you today, know that 
you are not alone. Jesus has his arm around you and is holding you close. He knows what it’s like to feel so distressed that 
you want to run away. And because he knows, he can comfort you and help you. 

Jesus endured the cross because he knew that his death would reveal the depths of God’s love for us—and for you. 
Let that love surround you and sustain you today. 

“Lord, teach me to open my heart to your love. Jesus, I need you today.” 
Jeremiah 31:31-34            Psalm 51:3-4, 12-15            Hebrews 5:7-9 

The WORD Among Us
 

Epiphany Mourns Monsignor Mosley 
 

Dear Epiphany Parish Family, 
  
It is with deep sorrow that I announce 
the passing of Monsignor Godfrey 
Mosley, who died on March 16th. This 
is a sad day for all who loved him, but 
we take comfort in our faith, knowing 
that he is now with the Lord. The date, 
time and location of his funeral will be 
forthcoming soon. In the meantime, 
please keep Monsignor and his family 
in your prayers. 
  
Be assured of my prayers for all of you 
at the passing of your Pastor. 
  
God bless, 
Fr. Anthony Lickteig 

Vicar for Clergy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March 20 
Vigil 

 
 

Sunday, March 21 
FIFTH SUNDAY 

OF LENT 
 

5:00 p.m. 
Rev. Msgr. Godfrey 

Mosley 
 
 

7:30 a.m. 
Rev. Msgr. Godfrey 

Mosley 
10:30 a.m. 

Rev. Msgr. Godfrey 
Mosley 

Monday, March 22 
 
 

7:30 a.m. 
Dongjoon Kim, Joseph 

 
Tuesday, March 23 

 
7:30 a.m. 

Family of Joseph Kim 
 

Wednesday, March 24 
 
 

7:30 a.m. 
Soo Jeong An 

Thursday, March 25 
THE ANNUNCIATION 

OF THE LORD 
 

7:30 a.m. 
Yun Young Sik, 

Joseph 
 

Friday, March 26 
 

7:30 a.m. 
Sr. Agnes Lee 

 



 
HOLY THURSDAY – April 1 

Mass – 7:00pm 
Adoration ends – 10:00pm 

(no 7:30am Mass) 
GOOD FRIDAY – April 2 

Stations of the Cross – 3:00pm 
Liturgy – 7:00pm 
(no 7:30 am Mass) 

HOLY SATURDAY – April 3 
Easter Vigil – 8:00pm 

(no 4:00pm Confession, no 5:00pm Mass) 
EASTER SUNDAY – April 4 
Masses – 7:30am and 10:30am 

 

 
GOOD FRIDAY HOLY LAND COLLECTION  

On Good Friday, April 2,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will take up the annual Pontifical Collection for the Holy 
Land. The challenges for Christians living in the Holy 
Land are great. Many have chosen to leave, and others 
continue to do so, depleting the Christian faith 
communities there and making the need of families that 
remain all the more urgent. The Good Friday Collection 
aids the ministry of the Holy Land Franciscans, who for 
800 years have nourished Christians in the Holy Land 
with presence, care, and service. Your support helps the 
Church to minister in parishes, provide Catholic schools, 
and offer religious education. It also helps to preserve the 
sacred shrines in the land where our faith was born. Please 
be generous as you are able. 

 
POPE FRANCIS’ EVANGELIZATION PRAYER 

INTENTION FOR MARCH: 

Sacrament of Reconciliation 
Let us pray that we may experience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with renewed depth, to taste the infinite 
mercy of God. 

 

2021 ANNUAL APPEAL 
The 2021 

Annual 
Appeal is 
here! This 

year’s theme is Seeking Christ to remind us in this time 
of hardship and need that Christ is the source of the 
healing, unity, and love that we all seek. Through our 
collective support of the Annual Appeal, we strengthen 
the Body of Christ that is our local Church, and we sustain 
her many charitable works that serve the spiritual and 
other needs of all those within and beyond our parish 
boundaries. Please consider a commitment to the 2021 
Annual Appeal this weekend at home or in-person. 
Your gift will be credited toward our parish goal. Learn 
more about the Annual Appeal at appeal.adw.org or give 
now at http://give.adw.org/.  
 

EPIPHANY CATHOLIC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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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COVID-19 UPDATES 
The Archdiocesan 
website,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is 

updated regularly with information, available at 
adw.org/coronavirus. This includes a link to live stream 
Masses and prayers available at adw.org/live-streamed-
masses-and-prayers/. In addition, The Catholic Standard 
is currently available online at cathstan.org. As a 
reminder, the dispensation issued by Archbishop 
Gregory from the obligation to attend Mass during 
this time remains in effect.

Collections 
March 14 Offertory Collection: $826.00 

March 14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102.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CELEBRATING 

THE BLACK HERITAGE OF 
EPIPHANY CATHOLIC CHURCH 

(All photos and text, courtesy of Dorothy H. Gray and Linda Gray – thank you!) 
 

 

 
 

The church altar as it was originally built. 



 
 

The original rectory, with Fr. Schafer, the first Pastor of Epiphany.

 

 
 

The first choir of Epiphany, in 1925.

 

 
 

Dedication of the church bell, in 1927. 



 

 
 

The congregation in the 1940s. 
 

 
 

Sunday school teachers in the 1940s. 



 
 

This is the May Procession in 1945, including the Knights of Saint John and the Ladies Sodality. 
 
 

 

 
 
 
 

 
 
 
 
 
 

Father Chester C. Ball, SSJ, (at left) was the first 
Black pastor of any Roman Catholic Church in 

Washington, D.C. Under his leadership, the parish 
flourished. The Annual Bazaar began under Father 
Ball’s tenure, and was a major fundraiser for the 

church. Under his leadership, the needed repairs to 
the church, parish hall, and kitchen of the rectory 
were completed. Many church ministries grew in 

number and participation. Father Ball was the 
Pastor of Epiphany from 1952-1958. 

 
 
 
 
 

 



 
 

Father Ball and one of the men’s groups of Epiphany. 
 

 
 

Father Ball celebrating the wedding of Dorothy Harris Gray and Parks Gray, Sr. 



 
 

Monsignor Mosley with Founding Members’ Families at the Dedication of the Church Plaque. 
 

 
 

Mass celebrating church history with Founding members’ families. 



 

 
 

Monsignor Mosley and the Dodson Family. 
 

 
 

Celebration of the installation of the Church Plaque. 



 
 

 
 

Monica Roche and Neville Waters III. 
 

 
 

Monsignor Godfrey Mosley, the second Black Pastor of Epiphany,  
at the dedication of the Church Plaque. 

 
 



 

 
 

Monsignor Godfrey Mosley and the first Black Archbishop Wilton D. Gregory at Epiphany in 2020. 
 

 
 

Monsignor Mosley, Archbishop Wilton D. Gregory, and parishioner Dorothy H. Gray. 
 
 

To read an article from Holy Trinity Catholic Church’s website, about slavery, 
race, and segregation in their parish (which features Epiphany Catholic 

Church), click here: https://trinity.org/holy-trinity-history/. 
 



  

 

입당송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

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

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

시옵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31,31-34 

화답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히 만드소서. 

제2독서      히브리서   5,7-9 

 

복음 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요한   12,20-33 

영성체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

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

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공현 천주교회주님 공현 천주교회                                                                                                                                                                                                        

◎ 기도부탁드립니다  본당 사제이신 Msgr. 

Godfrey Mosley께서 3월 16일에 선종하셨습니다. 몬시뇰의 

평화의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

도부탁드립니다. 7월 사제인사때까지 본당 사제 대행을 해주

시는 Msgr. Ronald Jameson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 헌금 및 기부금 안내  에피파니 성당에 

헌금 및 기부금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

에 있는 Online Giving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

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

(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한국어 미사 재개 안내  3월 28일(주일)부

터 오전 9시 한국어 미사를 재개합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미사를 집전해 주시는 반홍철 토마스 신

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2021 Annual Appeal 

올해 워싱턴 대교구 모금의 주제는 

“Seaking Christ”입니다. 대교구 모든 본

당을 통해 모아지는 모금 전액은 교구를 

통해 신학생들과 부제, 수도자 양성과 교

육, 생명수호 행사, 자선단체를 통해 도움

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워싱턴 대교구 교구장님의 모금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금에 참여하실 분들은 워싱턴 대교구 웹사이

트(www. adw.org)를 방문하여 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

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0212021년 년 33월 월 2121일 사순 제일 사순 제55주일 미사 전례주일 미사 전례 

복음화 지향 : 회해의 성사 

우리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

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 교황님의 교황님의 33월 기도 지향 월 기도 지향 ]] 

금주의 축일을 축하합니다금주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  

김수영 레아 (축일: 3월 22일) 

김지현 루퍼트 (축일 : 3월 27일) 

[ [ 성삼일 전례와 부활 대축일 미사 ]] 

  1) 성 목요일(4월 1일) - 주님 만찬 미사: 밤 7시 

  2) 성 금요일(4월 2일)  

 - 십자가의 길: 낮 3시 

 - 주님 수난 예식: 밤 7시 

* 4월 1일과 2일 아침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3) 성 토요일(4월 3일)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밤 8시  

  4)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4일) - 아침 9시 (한국어) 



  

 

20212021년 년 33월 월 2121일 사순 제일 사순 제55주일주일  ((나해나해)                      )                        

예 전에는 이 축일을 성모 영보聖母領報 대축일

Annuncia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이라고도 

했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성모희보聖母喜報, 성공회에서는 

수태고지受胎告知라고 한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동정 마리아를 찾아가 구세주의 어

머니로 선택받았음을 알린다. 성모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

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천사의 

아룀을 받아들였다. 천주의 모친이 되는 특은을 받으신 성모

님을 모든 이가 '영원히 복되신 분'으로 칭송한다. 

이날 쓸 수 있는 세례명은 다음과 같다. 

 아눈치아타Annunciata(여) / 눈치오Nuntius(남) : '예

고,알림을 받은'이란 뜻으로 성모님께 대한 세례명이다. 

 안칠라Ancilla :여종,하녀maid를 뜻하는데, 성모님의 

겸손한 대답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에 대한 이름이다. 

 콘체토Concetto(남) / 콘체타Concetta(여) : 이태리어

로 '잉태된'을 뜻한다. 이 이름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

리아 대축일(12월 8일)에도 쓸 수 있다. 

 빌지니아,비르지니아Virginia '동정녀,처녀'를 뜻함 

이 날과 관련이 있는 이름인데, 세례명보다는 주로 수도명으

로 쓴다. 

 아나빔,아나윔Anawim 히브리말로 '가난한 자, 없는 

자, 억눌린 자'를 뜻한다. 자신을 비워 하느님을 채운 성모님

을 닮고자 하는 이름으로 쓸 수 있다. 

 피앗Fiat 라틴말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를 뜻한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한 성모님의 대답과 겟세마니 동산

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www.pauline.or.kr 

[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 ] 축일 축일 33월 월 2525일일 

1. 성당 출입 안내 

 성당에 들어오는 문은 성당 건물 왼편에 있는 옆문을 

이용하여 주시고, 미사가 끝난 후에는 정문을 통해 건물 밖으

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사는 아침 9시에 시작하여 9시 40분에 마치고, 9시 

45분까지 성당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0시 30분 미사

를 위한 환기 때문입니다).   

 미사 전과 후 성당내 입구(주보를 나누어 주던 곳과 안

내하던 곳)에 모여있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 마스크 착용과 손세척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당 입구에 마련된 손세정제를 

반드시 사용하고 입장하시고, 미사가 봉헌되는 동안에는 마

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 장갑을 끼신 

분들은 성체를 영하는 시간에는 장갑을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3. 성가책과 주보 

 성가책과 주보는 비치하지 않습니다. 독서와 복음 말

씀등 미사 전례에 관한 내용은 ‘매일미사’책이나 스마트폰의 

가톨릭 ‘굿뉴스’ 혹은 ‘매일 미사’ 앱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보

는 당분간 프린트하지 않습니다. 본당 웹사이트

(www.georgetownepiphany.org)에 매주 올려 놓았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성당 좌석 

 성당에 앉는 자리는 그린 테잎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앉아주시고, 개인끼리는 6피트(2m) 거리를 유지

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 미사 전례 

 미사 중에는 독서자와 복사, 성가가 없이 진행됩니다.

집전 사제가 입당송과 영성체송, 독서와 복음 말씀을 모두 봉

독합니다. 미사 참례자들은 신자의 합송 부분(’◎’ 표시)을 마

스크를 쓴 채 응답합니다. 

6. 영성체 모시기 

 영성체는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

시고, 비신자들은 강복을 받기 위해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머

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체를 모시기 위해 제대 앞으로 나오실 때는 6피트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마스크를 쓴 채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나서 손으로 성체를 

[ [ 한인 공동체 미사 참례 지침 한인 공동체 미사 참례 지침 ] ] 20212021년 년 33월 월 2121일 현재일 현재 

받아 옆으로 2,3걸음 가서 마스크를 벗고 성체를 영하고 난 후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입으로 성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일 헌금 

 주일 헌금 바구니는 성당 첫번째 자리 앞에 놓여있습

니다. 미사 전이나 영성체를 모시러 나가실 때, 미사 후 원하

시는 때에 헌금을 바구니에 직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에피

파니 웹사이트에 가시면 Online Giving이 있으니, 이 방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s://www.georgetownepiphan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