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란?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교회가 정식으로 공인한 교회의 의식(예식). 
 
 

전례력 
 
1. 전례시기: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 기     간 내     용 색    상 

대림 4 주간 기다림 자색, 보라색 

(속죄, 회개) 

성탄 성탄 전야 ~ 주님공현대축일(1/3) 기쁨 흰색 

(정결, 영광, 기쁨) 

연중 주님세례축일 ~ 재의 수요일 전 공생활 묵상 녹색, 연두색 

(성령, 희망) 

사순 재의 수요일(2/10 경) ~ 부활대축일 전 기다림 

(수난, 죽음) 

자색, 보라색 

(속죄, 회개) 

부활 6 주간; 부활대축일 ~ 성령강림대축일 기쁨 흰색 

(정결, 영광, 기쁨) 

연중 삼위일체대축일,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 등 연중시기 계속 

공생활 묵상 녹색, 연두색 

(성령, 희망) 
 

*그 외의 제의 색상 

분홍색:  설레임, 희망 (대림 3 주: 장미주일, 사순 4 주) 

금색: 성대하고 특별한 지향의 미사를 거행할 때 (첫미사, 착좌 등) 

적색: 피, 순교, 성령 
 
2. 성월 (한국천주교회주교회의) 

3 월 성요셉성월 ㅡ 5 월 성모성월 ㅡ 9 월 순교자성월 ㅡ 10 월 묵주기도성월 ㅡ 11 월 위령성월 

*미국천주교회에는 성월이 없다.  
 
3. 대축일 및 기념일 

의무대축일(Holy Days of Obligation) > 대축일  >  의무기념일  >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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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미국천주교회주교회의 (8 번) 한국천주교회주교회의 (6 번) 

주일 All Sundays 모든 주일 
1/1 Solemnity of Mary of God (O or X)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3/27 Easter Sunday 부활대축일* 
5/8 The Ascension of the Lord 주님승천대축일 
8/15 The Assumption of Mary 성모승천대축일 
11/1 All Saints Day 모든성인대축일은 의무대축일이 아님 
12/8 Immaculate Conception of  

Blessed Virgin Mary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은 

의무대축일이 아님  
12/25 Christmas 예수성탄대축일 
 
*부활 날짜는 춘분이 지난 후 오는 보름 이후에  오는 첫주일로 정해진다.  예) 2016/3/20 춘분 

ㅡ 3/23 보름ㅡ 보름 후 첫주일 3/27. 매년 3/22~4/26 사이에 지켜진다.  
 
 

미사 
 
1. 어원 

초기 원시 교회에서는 ‘빵 나눔,’ 2-3 세기에는 ‘감사 기도, 감사,” 4 세기에는 ‘제사, 봉헌, 

집회’ 등으로 불려왔다가 5 세기부터 라틴어 Missa 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Missa 라는 말은 

로마시대 일반 사회에서 ‘재판이 끝났다’ 혹은 황제나 제후, 고관대작들을 알현한 뒤 

알현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이를 가톨릭이 받아들여 미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파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마음가짐  

제사를 드리는 외적 행위인 만큼 내적 마음도 겸허하고 충성되고 성실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다.  
 
3. 미사(제사)의 역사  

구약: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사악. 카인과 아벨의 제물. 이스라엘인들의 

잘못과 속죄를 위한 제사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파스카(Pascha) 예식  신약: 예수님의 최후만찬과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파스카 축제 

(성찬례)   예수님 사후 초기 소공동체: 일반 식사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성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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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  일반식사와 구분하여 성찬례 거행. 이즘 성찬례 전에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당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자 성경봉독(말씀의 전례)을 함.  7 세기에 거의 지금과 

같은 형태 완성  1545 년 트렌트공의회 전례 쇄신에 의해 1570 년 통일미사경본 출간  

1969 년 2 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전례 쇄신 
 
4. 오늘날 미사의 구조 
 

시작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예식 

입당송 

인사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 

1 독서 

화답송 

2 독서 

복음환호송(알렐루야*) 

복음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향기도 

예물준비 

신자봉헌 

사제의 기도(예물기도, 

감사송, 거룩하시도다**, 

성찬제정문과 축성문, 

거양성체, 성령청원, 

일치기원, 죽은이를 위한 

전구) 

마침영광송 

아멘 

영성체예식(주님의 기도, 

평화의 예식,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 묵상, 

영성체후 기도) 

강복 

파견 

퇴장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뜻 

**거룩하시도다: 히브리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  
 
5. 미사의 중요요소 
 

1) 참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성찰, 참회. 회개란 마음을 돌리는 것. 
 

2) 독서와 복음: 1 독서는 구약성경, 2 독서는 신약성경의 서간, 복음은 공관복음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독서의 배열은 3 년 주기(가, 나, 다해)로 이루어진다. 가해는 마태오, 

나해는 마르코, 다해는 루카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은 각 해에 모두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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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부활, 대림, 성탄 등 특수 전례시기에는 성경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별 읽기를 하고, 

연중시기에는 연속 읽기를 한다. 1 독서는 복음서의 내용에 따라 선정하고, 2 독서는 연속 

읽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3) 예물 봉헌: 초대교회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예물을 신자들이 준비해온 것을 

상징한다. 사제는 제대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며 그대로 재현한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물은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을 상징한다. 포도주와 

물을 섞는 행위는 하느님이며 인간인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나타낸다. 

손씻음은 내면의 정화를 위한 열망이다. 예물 봉헌시 성체는 오른쪽, 성혈은 왼쪽. 
 

4) 분향: 향이 피어오름은 교회가 바치는 예물과 기도가 하느님 앞으로 올라감을 상징한다. 
 

5) 봉헌금: 초기 각종 수확물이나 봉헌물이 상징화되어 금전으로 정착되었다. 교회 유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된다. 
 

6) 성찬제정문과 축성: 실체 변화 
 

7) 평화의 인사: 성체 모실 준비를 한다. 일치의 상징. 
 

8) 영성체후 묵상: 성체를 영한 후 절대 침묵. 묵상 또는 성가 를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이밖에  앉음, 일어섬, 침묵, 응답, 인사 모두 미사 안에서 고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례봉사자의 역할 
 
1. 성가대, 복사, 해설자, 독서자, 예물봉헌자 

- 충분한 연습시간 확보. 전례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봉사하는 마음 

- 미사 중 최소한의 움직임, 최대한의 도움 

- 차질없는 진행 

- 정확한 발음, 해당 성경구절에 관한 정확한 의미 인식 및 표현 

- 봉헌자는 전 신자 대표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 

- 마이크, 음향 등 각종 도구 사용의 정확한 숙지 
 
2. 전례봉사자의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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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든 전례봉사를 통하여 개인의 영적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성화를 

통하여 전례봉사는 힘을 얻게 된다. 
 

전례봉사 

공동체 차원 개인 차원 

공동체 봉사 개인의 성화 

- 미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 

- 주례사제를 도움 

-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 전례적 분위기(경건, 환호, 감사, 찬미, 

묵상)를 도움 

- 전례적 의미 재발견 

- 말씀의 재조명 

- 마음가짐의 변화 

- 영적인 성숙,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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