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시간 기도 The Forty Hours Devotion

성체 현시 Exposition

성체 조배 Adoration

강 복 Benediction

40시간 신심 기도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지속적으로 

성체조배를 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성사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심 기도에 

참여하여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 계신 그분의 신성한 

징표를 보게 됩니다. 40시간의 신심은 6세기 전 밀라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성 필립보 

네리, 성 가를로 보로메오, 교황 클레멘스 8세, 교황 클레멘스 

12세를 통해 서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의 4대 주교인 성 존 노이만(St. John Neumann)에 

의해 활성화되었고, 1866년에 미국 전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알링턴 교구의 40시간 신심 기도는 1974년 교구가 설립된 후 

널리 기념되었으며 많은 본당에서 중요한 신심 활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구 50주년으로 향하는 첫 번째 준비 기간 동안 

우리의 가톨릭 유산을 기억하면서 알링턴 교구의 모든 본당은 

40시간 신심기도를 함께 기념합니다.

개막 미사 Opening Mass

40시간 신심 기도는 개막 미사로 시작됩니다.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성체현시의 진정한 기원”(Eucharisticum 

mysterium, no. 3e)이기 때문입니다. 

O Salutaris Hostia · O Saving Victim

O salutaris Hostia, / Quae caeli pandis ostium:

Bella premunt hostilia, / Da robur, fer auxilium.

Uni trinoque Domino / Sit sempiterna gloria,

Qui vitam sine termino / Nobis donet in patria. Amen.

구원의 희생되시어 / 천국의 문을 여시는 주  /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니 /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 

비오니 주님 우리에게 /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아멘.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제대 위에 현시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조배는 공적으로 기도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며, 매일 미사 시간에는 중단됩니다. 

실제로, 성체 현시는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현존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며 “성체 성사로 완성에 이르시는 분과 함께 

우리를 영적 일치에 초대합니다.”(미사 밖에서의 거룩한 친교와 

성체조배 82).

40시간은 장엄 강복으로 끝납니다. 이 강복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은 성체강복을 받습니다. 

Tantum ergo Sacramentum(No193)

Tantum ergo Sacramentum / Veneremur cernui

Et antiquum documentum / Novo cedat ritui

Praestet fides supplementum / Sensuum defectui.

Genitori, Genitoque / Laus et jubilatio.

Salus, honor, virtus quoque / Sit et benedictio

Procedenti ab utroque / Compar sit laudatio. Amen.

 

지존하신 성체 앞에 / 꿇어 경배드리세 

묵은 계약 완성하는/ 새 계약을 이뤘네 

오묘하온 성체 신비 / 믿음으로 알리라.

영원하신 성부 성자 / 위로자신 성령께 

구원받은 환희로써 / 영광 찬미 드리세. 

무한하신 권능 권세 / 영원 무궁 하리라. 아멘.

구절 및 기도 Verse & Prayer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양식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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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찬송 On the Prayers & Hymns

성체를 감실에 모심 Reposition

찬미가 Divine Praises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성심은 세상의

모든 감실에서, 세상 끝날까지 매 순간 감사와 찬양,

흠숭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만물의 주님, 저희는 당신 앞에 경배합니다! 

지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 하늘의 모든 것도 당신을 경배합니다;

무한한 당신의 영역,  당신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오직 한 분이시며,  분리되지 않는 하느님,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40시간의 기도와 찬송은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톨릭 신앙의 아름답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구원을 위한 희생’과 ‘지존하신 성체 앞에’는 원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을 위해 작곡한 

찬미가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희생은 ‘성체 찬미가’(Verbum Super-

num Prodiens)에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성목요일에 성체를 

수난감실에 모시며 부르는 ‘입을 열어 찬미하세’(Pange Lingua 

Gloriosi)에서 온 것입니다.

 “오 하느님, 이 놀라운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 기도는 

또한 ‘지극히 거룩하신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위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본문에서 온 것이며 이 축일 미사의 본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신성한 찬양’(The Divine Praises)은 Fr. Luigi가 

이탈리아어로 작곡했으며 몇년 후 교황 비오 7세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Holy 

God, We Praise Thy Name)라는 의미의 테 데움(Te 

Deum)은 여전히 성무일도 독서기도 안에서 불려지고 있는 4

세기 찬송가입니다.  이는 Fr. Ignaz Franz에 의해 독일어로 

작곡되었고, 후에 Fr. Clarence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위에 소개되고 있는 (성체를 감실에 모시며 하는 기도문) 구절은 

‘Te Deum’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성사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느끼고 당신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교구설정 50주년 황금 희년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당신과 함께 기뻐함으로써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교구 황금 희년(50주년)의 첫 해 기도문 Diocesan Golden Jubilee Prayer for Year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