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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3주일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
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
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
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
소서.
◎ 알렐루야.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
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9월 11일

연중 제24주일

집회 36,21-22 참조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
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
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
소서.

시편 51(50),3-4.12-13.17과 19(◎ 루카 15,18 참조)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
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
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
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
기셨네.
◎ 알렐루야.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
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
늘에 피신하나이다.

9월 15일

한가위

시편 67(66),7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
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시편 67(66),2와 4ㄱ.5ㄷ과 6.7-8(◎ 7)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
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
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
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시편 126(125),6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
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
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
시고, 술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
나이다.

9월 18일

연중 제25주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
원이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르
짖으면 내가 들어주고, 영원토록 그
들의 주님이 되어 주리라.

시편 113(112),1ㄴㄷ-2.4-6.7-8(◎ 1ㄴ과 7ㄴ 참조)
◎ 불쌍한 이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
○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누가 우리 하느
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
○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를 한자리에 앉히시네. ◎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
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
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
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시편 119(118),4-5 참조
주님,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
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
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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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
오로와 동료 순교자
들 대축일

거룩한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
여 이 세상에서 피를 흘려,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았네.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
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
느님의 아들을 찬양하네.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
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
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
희는 행복하리니, 하느
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9월 25일

연중 제26주일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
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
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
비를 베푸소서.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
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
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
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
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
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
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
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
로가 되나이다.

9월 29일

성 미카엘, 성 가
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시편 103(102),20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
사들아,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분 말씀을 따르는 힘센 용사들아.

시편 138(137),1과 2ㄴ.2ㄱㄷ과 3.4-5(◎ 1ㄷ)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
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
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시편 103(102),21
◎ 알렐루야.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 알렐루야

시편 138(137),1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
나이다.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
르나이다.

10월 2일

연중 제27주일

에스 4,17②-③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
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
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1베드 1,25 참조
애가 3,25
◎ 알렐루야.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 주님의 말씀은 영원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
다.
◎ 알렐루야.

10월 9일

연중 제28주일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
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
시옵니다.

시편 98(97),1.2-3ㄱㄴ.3ㄷㄹ-4(◎ 2)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
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
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1테살 5,18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
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
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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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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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10월 16일

연중 제29주일

시편 17(16),6.8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시편 121(120),1-2.3-4.5-6.7-8(◎ 2 참조)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
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
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히브 4,12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
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
내네.
◎ 알렐루야.

시편 33(32),18-19 참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
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
리신다.

10월 23일

연중 제30주일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
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시편 34(33),2-3.17-18.19와 23(◎ 7ㄱ)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
기셨네.
◎ 알렐루야.

시편 20(19),6 참조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
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10월 30일

연중 제31주일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
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
서.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
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
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요한 3,16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
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
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
셨네.
◎ 알렐루야.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
다.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주님 안에서 다 함께 기뻐하세.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축제를 지내세. 천
사들도 이 큰 축제를 기뻐하며, 하느
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시편 24(23),1-2.3-4ㄱㄴ.5-6(◎ 6 참조)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
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마태 11,2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알렐루야.

마태 5,8-10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
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
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
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

날

짜

11월 2일

11월 6일

전 례 력
위령의 날

입당송

화답송

복음환호송

1

1테살 4,14; 1코린 15,22 참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
셨듯이,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
시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시편 27(26),1.4.7과 8ㄷ과 9ㄱ.13-14(◎ 1ㄱ 또는 13)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또는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
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
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
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
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마태 25,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
라.
◎ 알렐루야.

요한 11,25-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
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2

4에즈 2,34-35 참조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
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시편 116(114-115),5-6.10-11.15와 16ㄱㄴㄹ(◎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
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
두 거짓말쟁이.”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
신 아버지, 찬미받으소
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
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4에즈 2,35.34 참조
주님, 당신은 자애로우시니, 당신 성
인들과 함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3

로마 8,11 참조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
으키신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
도 다시 살려 주시리라.

시편 23(22),1-3.4.5.6(◎ 1 또는 4ㄱㄴㄷ)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
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필리 3,2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늘에서 구세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기다리네.
◎ 알렐루야.

필리 3,20-21 참조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
리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
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시리라.

묵시 1,5.6 참조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맏이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
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
기를 비나이다.
◎ 알렐루야.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
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연중 제32주일

시편 88(87),3 참조
시편 17(16),1.4ㄷ과 5-6.8과 15(◎ 15ㄴ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
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계명의 길 꿋꿋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
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
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4

영성체송

날

짜

전 례 력

입당송

화답송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
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
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
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시편 98(97),5-6.7-8.9(◎ 9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
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
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
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루카 21,28 참조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
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
다.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
일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
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
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
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
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
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
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
를 주시리라.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시편 25(24),1-3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
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
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
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
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
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시편 122(121),1-2.4-5.6-7.8-9(◎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
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
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
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
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
서.
◎ 알렐루야.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
매를 내리라.

12월 4일

대림 제2주일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
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
치리라.

시편 72(71),1-2.7-8.12-13.17(◎ 7ㄴㄷ 참조)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
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
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
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
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
라보아라.

12월 11일

대림 제3주일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
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
셨다.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이사 35,4ㅂ 참조)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
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
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
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
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
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
다.
◎ 알렐루야.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
시리라.

5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날

짜

12월 18일

12월 25일

전 례 력

입당송

화답송

복음환호송

대림 제4주일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
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
이 피어나게 하여라.

시편 24(23),1-2.3-4ㄱㄴ.5-6(◎ 7ㄷ과 10ㄷ 참조)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
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마태 1,23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
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고 하리라.
◎ 알렐루야.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
리라.

밤 시편 2,7
미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시편 96(95),1-2ㄱ.2ㄴ-3.11-12.13(◎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
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
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
의 영광을 보았네..

낮 이사 9,5
미사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 3ㄷㄹ)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
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
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
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
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
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
라. 오늘 큰 빛이 땅 위
에 내린다.
◎ 알렐루야.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
마다 모두 보았네.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
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시편 128(127),1-2.3.4-5(◎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
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
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
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
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
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예수 성탄
대축일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
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
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
셉의 성가정 축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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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
아 대축일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
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
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
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
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
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히브 1,1-2 참조
히브 13,8
◎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
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
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
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1월 8일

주님 공현 대축일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
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
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
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
라.

1월 9일

주님 세례 축일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
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
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ㄷ-10(◎ 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
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
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
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
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요한 1,32.34 참조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
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1월 15일

연중 제2주일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
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
서.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ㄷ-9.10(◎ 8ㄴ과 9ㄱ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
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
시나이다. ◎

요한 1,14.12 참조
시편 23(22),5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
○ 말씀이 사람이 되시
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
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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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주일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
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
가 그분 성소에 있네.

시편 27(26),1.4.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
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
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
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
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
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
리라.

시편 90(89),2.3-4.5-6.12-13.15와 16(◎ 17ㄴ)
◎ 주님,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
니다. ◎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
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시편 145(144),2 참조
◎ 알렐루야.
○ 나날이 주님을 찬미
하고, 영영 세세 주님의
이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설

날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1월 29일

연중 제4주일

시편 106(105),47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
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
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
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시편 146(145),6ㄷ-7.8-9ㄱ.9ㄴ-10(◎ 마태 5,3)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네.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
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
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
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마태 5,12ㄱㄴ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
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
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
서.

2월 5일

연중 제5주일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
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
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시편 112(111),4-5.6-7.8ㄱ과 9(◎ 4ㄱ)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
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
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
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
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
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
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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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연중 제6주일

시편 31(30),3-4 참조
주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
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
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시편 119(118),1-2.4-5.17-18.33-34(◎ 1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
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
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
신 아버지, 찬미받으소
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
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2월 19일

연중 제7주일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
다.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
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
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
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1요한 2,5 참조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시편 9,2-3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
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2월 26일

연중 제8주일

시편 18(17),19-20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
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시편 62(61),2-3.6-7.8-9ㄱㄴ(◎ 6ㄴ 참조)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히브 4,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
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
낸다.
◎ 알렐루야.

시편 13(12),6 참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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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송

그외의 축일들
날

짜

전 례 력

날

짜

전 례 력

9월 8일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11월 9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9월 21일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12월 3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9월 29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12월 8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 대
축일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

10월 7일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12월 27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10월 28일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봉헌 생활의 날)

11월 1일

9월
순교자 성월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
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
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
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0월
묵주기도 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1월
위령성월

시편 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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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성탄과 관계된
Hymn

관계 기도문
Angels from the Realms of Glory
A Boy Is Born in Bethlehem
A Christmas Carol
A Great and Mighty wonder
As with Gladness Men of Old
Ave Maria
Away in a Manger
Brightest and Best
Christians Awake salute the Happy Morn
Come, all ye Shepherds
Come, Ye Lofty
Coventry Carol
Cradled in a Manger, meanly
Deck the Halls
Ding Dong Merrily on High
Earth Today Rejoices
From the Eastern Mountains
Gentle Mary Laid Her Child
Glory be to God on High
Go tell it to the Mountain
God is Love
God Rest Ye Merry Gentlemen
Good Christian Men Rejoice
Good King Wenceslas
Hark the Herald Angels Sing

Here Is Joy For Every Age
Hymn for Christmas Day
I Saw Three Ships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Joseph Dearest, Joseph Mine
Joy to the World
Lo! He comes with Clouds Descending
Love Came Down at Christmas
Maker Of The Sun And Moon
O Christmas Tree carol
O Come All Ye Faithful
O Come O Come Emmanuel
O Holy Night
O Little Town of Bethlehem
Once in Royal Davids City
Silent Night
The Angels Song
The First Noel
The Gloucestershire Wassail
The Holly and the Ivy
The Manger Throne
The Wassail Song
Unto Us A Boy Is Born
We Three Kings of Orient are
While Shepherds W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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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평신도 주일 관련

관계 기도문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부속가
1. 아들예수 높이달린 십자곁에 성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2. 섧고설운 슬픔고통 성모성심 칼에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3. 독생성자 수난하니 여인중에 복된성모 애간장이 다녹네.
4. 아들수난 보는성모 맘저미는 아픔속에 하염없이 우시네.
5. 예수모친 이런고통 지켜보는 우리죄인 누가울지 않으리?
6. 십자가의 아들보며 함께받는 성모고통 누가슬퍼 않으리?
7. 우리죄로 채찍모욕 당하시는 아들예수 성모슬피 보시네.
8. 기진하여 버려진채 죽어가는 아들보고 애처로이 우시네.
9. 사랑의샘 동정성모 저희들도 슬퍼하며 함께울게 하소서.
10. 그리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제마음에 불이타게 하소서.
11.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맘속에 주님상처 깊이새겨 주소서.
12. 저를위해 상처입고 수난하신 주님고통 제게나눠 주소서.
13. 사는동안 십자고통 성모님과 아파하며 같이울게 하소서.
14. 십자곁에 저도서서 성모님과 한맘으로 슬피울게 하소서.
15. 동정중의 동정이신 성모님의 크신슬픔 저도울게 하소서.
16. 주님상처 깊이새겨 그리스도 수난죽음 지고가게 하소서.
17. 저희들도 아들상처 십자가위 흘린피로 흠뻑젖게 하소서.
18. 동정성모 심판날에 영원형벌 불속에서 저를지켜 주소서.
19. 그리스도 수난공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20. 이몸죽어 제영혼이 천국영광 주예수님 만나뵙게 하소서.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1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
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2
○ 하느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에게 베푸신 특은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땅의 평신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부어주시어 스스로 교회의 터전을 닦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 발전에
앞장서 자랑스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소서.
● 주님, 주님께서는 이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를 내시고 이 겨레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그 거룩하고
빛나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시대 평신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늘 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
여 이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위령성월 관련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 주님, 주님께서는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며 은혜를 갚으라 하셨나이다.
● 세상을 떠난 아버지(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아버지(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또한 저희는 아버지(어머니)를 생각하여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 아멘.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느님,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온 저희 형제와 친척, 친구
와 은인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새해 관련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
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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