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호경성호경성호경성호경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아멘. 식사 전 기도식사 전 기도식사 전 기도식사 전 기도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저희에게 강복하소서.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아멘. 식사 후 기도식사 후 기도식사 후 기도식사 후 기도전능하신 하느님,저희에게 베풀어 주신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아멘.성호경성호경성호경성호경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아멘. 식사 전 기도식사 전 기도식사 전 기도식사 전 기도주님 은혜로이,내려주신 이 음식과저희에게 강복하소서.우리 주 그리스도를통하여 비나이다.아멘. 식사 후 기도식사 후 기도식사 후 기도식사 후 기도전능하신 하느님,저희에게 베풀어 주신모든 은혜에감사하나이다.아멘.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기도합시다.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바르게 생각하고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아멘.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 )( )(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저희를 지켜 주시고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물리치지 마소서.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아침 기도아침 기도아침 기도아침 기도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아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저희 죄를 용서하시고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악에서 구하소서.아멘.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어여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아멘.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아멘.전능하신 하느님,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아멘.

저녁 기도저녁 기도저녁 기도저녁 기도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아멘.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잠깐 반성한다< .>하느님,제가 죄를 지어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작못을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아멘.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그르침이 없으시므로계시하신 진리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저버림이 없으시므로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한없이 좋으시므로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아멘.전능하신 천주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