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간 전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부활 전 주일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기념하며, 성지가지 축복과 예루살렘 입성 
기념 행렬을 합니다. 성지가지는 집으로 가져가 십자고상에 거치하고, 다음해 사순시기 
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미사 중엔 수난복음 낭독을 통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성지주일 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성삼일이라 합니다. 성삼일 동안의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전례라 할 
수 있으며, 그 시작은 “주님 만찬 저녁미사”(목요일)입니다. 
 
이 미사는 최후만찬을 기념하며, 사순기간 동안 하지 않았던 대영광송도 하게 됩니다.  
미사 중에는 “발씻김 예식”(세족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미사 후에는 성체는 일반감실이 아닌 “수난감실”로 
옮김으로써 감실을 비웁니다. 그리고 성당 안 십자가상을 천으로 가리고, 제대를 깨끗이 
치웁니다. 감실, 십자고상, 제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움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이 때부터 
부활성야미사 전까지 대영광송도 하지 않고, 어떤 악기도 연주하지 않습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념하며, 일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단, 주님 
수난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이 예식은 말씀의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날은 금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성토요일(예수 부활 성야 미사) 
성야미사는 부활초를 축성하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성당 안의 어떤 불도 
없습니다.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을 뜻하며, 희망 없는 죽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후 부활초 입당과 함께 불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성야 미사 때에 
사제나 부제는 “부활찬송(Exsultet)”를 노래하고 노래가 끝나면 독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떻게 계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활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또한 미사 
중에는 “세례서약갱신”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 때 한 결심을 갱신합니다. 
 

 

 

 



 

 
전례 시기: 예수부활대축일 

춘분이 지난 첫번째 만월 바로 다음에 있는 주일을 부활 대축일로 정합니다. 부활 

대축일 이후 8일을 ‘부활 팔일 축제’라 하여 평일도 마치 부활 대축일처럼 지내게 

됩니다. 부활 대축일부터 50일이 부활시기이며, 총 7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부활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을 성령강림대축일로 

지냅니다. 이 시기에는 부활 삼종기도를 합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Easter)’는 원래는 튜튼족이 숭배하였던 여신의 이름으로 

보통 4월에 이스터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이교도 축제는 

부활 축제로 대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온전히 부활절의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부활절에 

자주 등장하는 토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는 부활절에 집들을 방문하며 착한 

아이들에게 계란과 과자를 전해주는데, 원래 토끼는 이교 문화에 자주 등장하던 

동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교문화의 상징이었던 토끼가 부활을 알리는 

‘계란 배달부’가 된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