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비송(kyrie) 

자비송과 말씀의 전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Kyrie eleison).” 이 짧은 기도문은 하느님과 인간의 근본적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하느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념(想念)에 대한 답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보다 더 

맞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 때에 이 자비송을 노래하며 우리 

각자의 간절한 염원을 포괄적으로 드러냅니다. 

자비송은 참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이란 남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대한 자신의 몫도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의 전례(독서와 복음낭독) 

하느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10,17). 그런 이유로 독서자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청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청각장애 등)가 있을 경우 성경책이나 미사 책을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자세보다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십사 더 많은 말을 하진 않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독서의 내용 

통상적으로 평일 미사에서는 2개의 독서(1독서와 복음서)만,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에서는 3개의 독서(1독서, 2독서, 복음서)를 낭독합니다. 1, 2독서는 주로 
구약성경의 본문 혹은 신약성경의 서간 부분이 사용되며, 모두 해당일 복음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신약의 4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를 읽습니다. 

독서와 복음서 

독서의 주기 

주일 세 독서는 3년 주기로 변하는데 ‘가해,’ ‘나해,’ ‘다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해’에는 마태오, ‘나해’에는 마르코, ‘다해’에는 루카 복음서가 읽혀지고, 요한 복음서는 
각 해에 모두 읽혀집니다. 평일은 2년 주기로 변하며 ‘홀수해’와 ‘짝수해’로 구분합니다. 

이처럼 독서말씀이 각 주기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배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를 모두 참석하면 
신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읽게 됩니다. 

독서 읽기를 통한 미사 준비 

우리는 매일미사책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사 때에 사용되는 독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기 전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는 것은 미사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준비와 노력을 통해 참석하는 이는 말씀의 
전례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되고 이는 이어지는 성찬의 식탁에 더 깊은 맛을 느끼게 
합니다. 
 

 

 



 

 

신앙고백(Profession of Faith) 

 

 

‘일반적으로 신앙고백이란 말이나 

행동으로,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규정한 바에 따라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사 중에 

하는 신앙고백은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경’을 사용합니다. 두 신경 

모두 그리스도교 핵심교리(천지창조, 

그리스도의 육화와 삼위일체, 최후심판, 

부활 교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미사 중에 하는 신앙고백은 믿을 교리를 

암송하며 되새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의 전례에 대한 ‘응답’의 의미도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체성사를 

시작하기 전에 독서들에서 들었고 

강론을 통해 해설된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함을 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란 그리스도교의 핵심교리를 담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며, 가톨릭 주요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기도문이 12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라는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 이유는 절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육화신비(降生, Incarnatio)에 대한 흠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Nicene Creed) 

사도신경 이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줄여서 “니케아 신경”이라 함)을 하기도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이단에 대해 그리스교를 옹호하고자 열린 니케아 

공의회(325)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에서 나온 결정을 모은 신앙 

고백문입니다.핵심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도신경과 차이가 없지만, 

호교론적(護敎論的) 입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도신경 보다 더 구체적이며, 풍부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이유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