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신령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아멘. 

성녀 파우스티나의  

하느님 자비심에 바치는 오단 기도  

1.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 

2. 매 단의 시작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3. 묵주알마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4. 모두 바친 후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세 번) 
 

“예수님, 저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성 암브로시오의 미사 준비 기도 
 

자애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죄인이오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좋으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의 잔칫상에 나아가나이다. 

저는 몸과 마음을 수많은 허물로 더럽히고 

생각과 말을 삼가지 못하였나이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엄위하신 주님, 

저는 가련한 몸으로 곤경에 빠져 

자비의 샘이신 주님께 급히 달려가나이다. 

주님께 치유를 받고자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님의 보호에 몸을 숨기나이다.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구원자 주님을 뵙고 비로소 숨을 내쉬나이다. 
 

주님, 

주님께 저의 상처를 보여 드리며 

제 부끄러움을 드러내나이다. 

저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알고 있어 

두렵기 그지없사오나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바라나이다. 
 

영원하신 임금님,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자비 가득한 눈으로 저를 굽어보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비의 샘이시니 

죄 많은 저, 가엾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형틀에서 봉헌되셨나이다. 

주님의 고귀한 피를 찬미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상처에서 거룩한 피가 흘러나와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셨나이다. 
 

주님, 

주님 피로 속량하신 

주님의 피조물을 기억하소서. 

제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나이다. 
 

인자하신 아버지, 

제가 지은 모든 죄와 불의를 없애 주시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합당하게 모시게 하소서. 

부당한 제가 바라오니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모시어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깨끗이 씻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 내고 

좋은 마음을 되살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원수들의 계략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아 

저의 영혼 육신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