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 장소: 성당 마당(예식상의 위치는 성당 입구 성모상 앞)
▶  교우들은 5분 전에 사무실 앞에서 각자 나뭇가지를 들고

자리한다.
 
 

2. 미사
▶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후 행렬을 지어 사제와 교
우들은 성전에 입장한다. 주례는 제단에 분향하고, 교우
들이 모두 자리할 때까지 기다린 후, ‘본기도’로 미사를
계속한다.

 

3. 봉사자
▶ 해설, 독서(2), 성가대,
▶ 복사(3) : 십자가, 향, 향합,
▶ 수난 복음: 예수님(사제, 제대), 해설, 기타 군중들(독서대)

      ▶ 입구에서 나뭇가지 전달 및 정리
                               – 2명 , 남은 가지는 행렬 후에 성당 로비에 정
리

 

4. 준비사항
▶ 제의실: 제의(홍), 십자가(장식 된), 향합, 장갑(3)

       ▶ 촛방: 숯피울 도구, 향로
▶ 기념식 예절상: 예식서, 성수, 사제용 나뭇가지 

나뭇가지, 엠프 시설, 마이크(2-주례, 해설), 보
면대

▶ 제대: 미사경본(본기도 부분), 성주간 예식서(수난복음), 초
(6)

▶ 제단: 십자가 꽂이, 향걸이
       ▶ 독서대: 무선마이크
       ▶ 제의실: 숯피울 도구
       ▶ 수난복음 봉사자: 성주간 예식서
 

5. 성가
▶ 사제가 마당으로 나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 예식 후 성전으로 행렬할 때: ‘히브리 아이들이’
▶ 행렬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가톨릭 성가 10번
▶ 예물 준비(340, 216번), 성체(170, 152번), 파견(119번)

 



6. 기타
▶ 예식 10분 전에 ‘수난 복음 연습’ 후에 마당으로 이동.
▶ 복사는 신자들이 행렬을 위해 성전을 나가면 제대에 촛불

을 켜놓는다.
      
      
7. 분향
  • 복음 전    • 입당시     • 봉헌예물 축성 때    • 거양성체 때
 

【미사 10분 전】
  - 미사 전 기도 : 40주년 기도.
  - 수난복음 중 ‘모든 이가 함께 하는 부분’ 연습
  - 나뭇가지를 들고 성전 입구로 나가 행렬 대열에 참여하길
안내함.
 
(미사 전 기도 후)
해설 : 찬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우리 구원
을 위한 주님의 수난과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을 본격
적으로 기념하기 때문에 성주간이라 합니다. 한해 가
운데 가장 거룩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
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과 그분의 수난
을 동시에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사는 제1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
념식’, 제2부는 ‘미사’로 거행됩니다.
제1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은 성전 입구에서
진행되며, 기념식 중에 나뭇가지의 축복식을 거행합니
다. 그러므로 모두 나뭇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후 이어지는 제2부 미사에서는 ‘수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 묵상합니다. 특별히 수
난 복음은 교우분들과 함께 봉독됩니다.
교우분들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부분을 연습해 보겠습
니다.
매일 미사책  167쪽을 펴 주십시오. 수난 복음 안에서
동그라미 두 개 부분(◎)이 함께 하는 부분입니다.

 
수난 복음 군중 부분(나해)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수난 복음 연습 후)
해설: 잘 하셨습니다. 수난 복음을 봉독할 때, 잊지 마시고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위해 모두 성전입구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겠
습니다. 기념식 중에 나뭇가지 축복이 있으니, 각자 나



뭇가지를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는 성
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서는 성전에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모두 성당
입구로 이동해 주십시오.

 
복사단: 해설 후 신자들이 성전을 빠져 나가면

▶ 복사는 제대의 초에 불을 켠다.
▶ 향로에 숯을 피워놓는다.(그 전에 미리 준비)

       ▶ 예식 시간이 되면, 종을 친다.
       
 

제 1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제1양식: 행렬)

(종소리가 울리면)
해설: 오늘 예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

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과 그분의 수난
을 동시에 기념 합니다. 죄의 압박에서 우리 인간을 구
원하시고자 당신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주님께 대한
희망의 환호와 죄로 인한 배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시다.

 

◈ 성가대: 따름노래(호산-나 다윗의 자손--)
 
<입장 행렬 순서>
(진행) ←  향 - 십자가 - 향합 - 주례사제
 
 

<예절상 앞 도열>

탁자

향로,향합       주례사제                      

십자가                     해설자
 

                       

                         (회중들)
 
 

▣ 나뭇가지 축복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친애하는 …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 기도합시다.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 거룩하게 하시어 …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해설: 이제 사제께서 나뭇가지를 축복하십니다.
    생명과 희망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머리위로 높
이 들어주십시오. 
 
사제는 말 없이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성수를 뿌린 다음 신자들 사
이를 지나며 나뭇가지에 성수를 뿌린다.
초복사는 성수반을 들고 사제를 뒤따른다.
성수뿌림을 마친 후, 곧바로 분향준비를 한다.(복음 때 분향)
▣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음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주님 영광 받으소

서.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을 봉독한 다음 강론을 짧게 할 수 있다.>
 
▣ 행렬 준비
 
분향준비 
향을 향로에 넣고 행렬 준비가 끝나면 사제는 아래와 같은 말로 행
렬을 권고한다.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
시다.
 
(행렬 권고가 끝나면)
해설: 굳은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세로 행렬을 합시다. 행렬
순서는 십자가를 앞세운 복사들, 주례사제, 성가대, 신자
분들입니다.

 
◈ 성가대 -‘히브리 아이들’ 노래
 
성전으로 행렬
행렬 안내 해설을 하는 동안 행렬 준비를 하고 성가대가 노래를 시
작하면 행렬을 시작한다. 

(진행) ←  향 – 십자가 – – 향합 - 주례사제

 
신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행렬은 로비에서 잠시 기다린
다.
사제와 복사들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천천히 제대를 향하여 나아간
다.
 
◈ 성가대: 성가대가 성가대 석에 다다르면

▶  ‘히브리 아이들이’를 멈추고, 가톨릭 성가 10번을 부



른다.
 
(행렬이 시작되면 해설자는 (옆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먼저 들어
가고, 성가대 행렬이 성가대 석에 다다르면 바로 입당성가 안내)
해설: 성가 10번입니다.
 
사제와 복사들은 성당 제단 앞까지 행렬하고 제대 인사 후 보통 때
처럼 ‘제대 분향’을 한다.
십자가 복사는 십자가 틀에 십자가를 꽂고 옆으로 퇴장한다.
향복사는 사제의 분향 준비를 기다린다.
 
<제단 앞 도열>
 
                  

제  대

    
               ○ (십자가 틀)
              십자가  향합  주례사제  향로 
 
 
◈ 성가대: 사제가 제대 분향을 마칠 때까지 성가한다.
 
<제대 분향 후 본기도로 이어진다.>
 

제2부 미사
▣ 본기도
▣ 제1독서
- 화답송: 성가대
▣ 제2독서
▣ 복음환호송: 성가대
  - 복음 환호송 때 수난복음 낭독자는 독서대로 올라간다.
▣ 수난복음
  - 촛불도, 향도, 인사도, 책에 하던 십자표도 없이 읽는다.
  - 수난복음 시작 도입말과 마침‘주님의 말씀입니다’는 수난
복음 해설자가 한다.
 
(수난 복음 해설자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
셨다.”(매일미사 p.169)를 읽으면)
해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제가 일어서면)
해설: 모두 일어서십시오.
▣ 강론
 

< 이하 주일 미사와 동일>
▣ 신경



▣ 보편 지향 기도
▣ 예물 봉헌 (분향)
 
(예물봉헌 후 사제가 제대로 올라가면)
해설: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 성가는 340번입니다.
    

사제가 예물에 분향한 후 향로 복사는 사제에게 향을 치고, 제단
앞으로 나와 신자들에게 향을 친다.
 
(향복사가 사제께 분향 후, 제대 앞으로 나올 때)
해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 거룩하시도다
향복사는 제대 앞으로 나와 분향을 준비한다.
▣ 거양성체 (분향)
▣ 신앙의 신비여
▣ 주님의 기도 / 주님께 나라와  
▣ 하느님의 어린양
▣ 영성체
해설: 성체 성가는 170번입니다.
▣ 영성체 후 기도
▣ 공지사항
▣ 파견
해설: 파견 성가는 119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