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 중 몸동작 

 

일어섬 
선다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은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세입니다. 일어서서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봉사할 마땅한 준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앉음 
미사 중에 자리에 앉는 것은 편히 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미사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절 
머리를 숙이거나(목례) 상반신을 굽혀 절하는 것(깊은 절)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무릎 꿇음 (장궤)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경배 자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람들이 더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궤를 설치하지 않은 성당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 중의 모든 동작과 자세는 미사 거행의 여러 부분이 지닌 참된 뜻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통일된 자세는 거룩한 
미사에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입니다. 또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각을 표현하고 길러줍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 42항 참조) 
 
♣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성당에선 일어섰다 앉았다 해요?” 
하느님 앞에서 필요한 건 여러 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부르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분주하게 있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경청해야 합니다. 물으면 
응답해야 되고, 감사하고 옳은 일에는 깊이 숙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정해진 몸동작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어서고, 잘 앉아 있고, 바르게 절하는 것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입니다. 
 
 
 
 
 
 
 
 



 

 
미사 중에 하는 인사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 인사에서 ‘주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며 그 축복을 전하는 의미입니다. 
기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하시기를 비네(룻기 2,4)” 
하는 인사가 나오며, 판관기에서는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판관 6,12)”라고 인사합니다. 신약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라고 인사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주님의 
현존을 빌어주며 인사하는 대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2 역대 15,2; 2 코린 13,13; 갈라 
1,3 참조). 
 
사제는 이렇게 인사 할 때에는 양팔을 벌리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팔벌림’을 통해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현존)을 일깨우며, 사제가 그 자리에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이때 신자들은 “또한 사제와 함께” 라는 말로 응답하며, 이는 
사제의 초대에 대한 응답과 주님 현존에 대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Q. 이때 신자들이 팔을 벌려도 되나요? 
A.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응답할 때, 말로만 응답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미사통상문(通常文, Ordinary of the Mass)에는 집전 사제 외에 양팔을 
벌린다는 규정(朱書, Rubic)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팔벌림’을 할 때가 
있습니다. 1) 각 나라의 정서에 따라서 2) 공동체의 지향에 따라서 3) 개인적인 원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팔벌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례법규는 최소한의 규정만 해 
놓은 상태이며,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중의 ‘팔벌림’도 가능합니다 (단,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동작을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