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 주년 기도문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주 하느님, 생명과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를 통해 교회와 바오로가족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의 100 년의 역사를  

지혜의 손길로 이끄셨으며,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저희 모두가 성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나이다. 
 

가경자 마드레 스콜라스티카 리바따의 모범을 따라,  

사도요 제자가 될 오늘의 성소자들을 보내주소서. 
 

저희 모두가 하느님 백성의 왕다운 사제직을 통해 살아있는 전례가 되고,  

당신의 말씀과 성체의 무한한 원천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당신 현존의 예언이 되게 하소서.  
 

저희 안에 당신 얼굴을 관상하려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의 역사를 걸어가며 순례하는 동안  

당신 친히 시작하신 모든 업적을 완성시켜 주소서. 
 

저희 모두가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와 성 바오로, 모든 성인 성녀들을 따라,  

당신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천상 거처에 도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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