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수난 예식
<준비사항>
 
1. 예식의 개요

▶ 오르간 반주 없음(첫 음 가능)
▶ 십자가 경배는 제대 정면 뒤편에서 시작.
▶ 십자가 경배 때에 헌금(해설)

 
2. 봉사자

▶ 해설, 독서(2), 성가대,
       ▶ 복사(2) : 주.부복사(초)

▶ 수난복음: 예수님(주례사제, 제대), 해설, 몇몇사람(독서대)
 
3. 준비 사항

▶ 제의실: 제의(홍)
▶ 제단:

▷제  대: 마이크, 성주간 예식서
▷독서대: 성삼일 전례독서, 무선마이크
▷제대앞: 십자가 꽂이, 부복용 쿠션
▷주수상: 제대보, 성체포, 빈성합(1), 성작수건, 물(주

수set 중)
▶ 수난감실 : 어깨보, 성체포, 방석, 감실열쇠, 초2(행렬용으

로 바꿔놓기)
        * 3시 십자가의 길 끝나고 수난감실에서 성전 감실로 성체를
모셔온다.
       ▶ 성전 입구: 경배용 십자가(보라색 천 씌움), 행렬용 초(2), 라
이타

▶ 봉헌금 바구니
 
4. 예식 전 할 일

▶ 수난 복음 연습(해설)
 
5. 성가

▶ 화답송, 복음 환호송
▶ 십자가 경배(비탄의 노래, 찬미가, 490번, 489번)
▶ 성체 성가(170번, 167번)

 

【 미사 전 안내 】

휴대폰 전원 확인.



- 십자가 경배 시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 안내

수난복음 다 함께 하는 부분 연습
십자가 경배 응답 부분 연습

 
해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 수난 예식’이 거

행됩니다. 거룩한 예식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식 중에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이 있
습니다.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 경
배’는 중앙 통로를 이용하여  한 명씩 하도록 하겠습니
다. ‘십자가 경배’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식 중에 지난 ‘성지 주일’처럼 수난복음을 봉독
합니다. 매일 미사 책   63 쪽부터입니다. 수난 복음 안
에서 동그라미 두 개 부분 (◎)은 신자분들이 함께 해 주
셔야 합니다.

 
◎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
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
오.”

◎ “그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
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
는 것이오.”

◎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
오.”
 
동그라미 안에 검은점이 있는 부분은 해설자와 다른
한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가대와 함께, 십자가 경배 때의 응답을 연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가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
상 구원이 달렸네’를 노래하면, 교우들은 ‘모두 와서 경
배하세’를 노래로 응답합니다. 이 응답 후, 모두 십자가
를 향해 깊은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우분들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부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매일미사  69쪽입니다.

      ◈ 성가대 함께 연습
 

<예식 전 해설>
해설: 오늘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

고 배척당하신 주님의 종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
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일 년 중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이 날, 우



리도 수난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
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의 결심을 다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입장하시는 사제를 침묵 중에 맞이합시다.

 

주님 수난 예식
▣ 입당 행렬
<제단 앞 도열>

                
제   대

                  복사       사제      복사    

 
 
 

▣ 사제 제대 앞 부복
사제는 복사들과 함께 입장, 제단 앞에서 엎드리고 침묵 중에 기
도한다.
사제가 일어나면 인사없이 바로 제단의 자리로 이동한다.
 

해설: (사제가 엎드릴때)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제가 일어서면)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제가 일어서면 복사는 방석을 정리한다.
 
▣ 기도(“기도합시다”없이)
† 주님 … 성자께서는 …. ◎ 아멘
 
 

제1부 말씀 전례
 

해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
다.
▣ 제1독서
- 화답송: 성가대
▣ 제2독서
-  복음환호송: 성가대 ← 복음환호송 때 수난복음 낭독 준비
▣ 수난복음
- 수난복음 봉사자는 제대에 인사하지 않고 독서대로 올라간다.  
(※ 초, 향, 인사, 십자 표시 없음. 시작과 마침은 수난복음 해설자
가 함.)
 
(수난 복음 해설자가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매



일미사 p. 65)를 읽으면)
해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제가 일어서면)
해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수난복음 후)
해설: 자리에 앉습니다.
 

▣ 강론
▣ 보편지향기도
(강론 후 사제가 제대로 향하실 때)
해설: 모두 일어서십시오. 교회는 오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와 함께 인류의 구원과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장엄 보
편지향기도를 바칩니다. 사제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
답하시면 됩니다.

 

보편지향기도 후 사제는 복사와 함께 성당 뒤편으로 가서 십자가
경배 준비 ←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복사는 초(초에 불 붙이기)를
들고 입구에 선다.
 

제2부 십자가 경배
 

▣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 (제1양식 가린 십자가를 보여주는
양식)
 

(사제가 복사와 함께 성당 뒤편으로 가는 동안)
해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의 십자
가 앞에 깊은 절을 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시
다. 사제의 선창에 화답하신 후 십자가를 향해 깊은 절을
합니다.
모두 뒤를 향해 서 주십시오.

 

초복사 1, 2는 초를 들고 십자가 뒤를 따른다.
 

- 성당 입구/ 중앙/ 제대 앞
+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세 번)
◎ 모두 와서 경배하세. (세 번)
 

경배용 십자가가 안치되고 행렬 초는 십자가 옆에 놓는다. 사제와



복사가 먼저 십자가 경배 후 헌금 바구니를 준비한다.
▣ 십자가 경배와 성지복구헌금(사제와 복사 십자가 경배 후)
해설:  우리도 구원의 십자가를 경배합시다.

중앙 통로를 이용하여 한 줄로 나오셔서 깊은 절로 경배
하시고,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십자가 경배 예절 동안 성가대에서 ‘비탄의 노래와 찬미
가’를 부릅니다.
(이어지는 성가 489, 490, 만약 행렬이 길어지면 추가한
다)

 

제3부 영성체
십자가 경배가 끝나면 복사는 헌금바구니를 정리하고 제대를 준비
한다.
복사들은 사제를 도와 제대포를 펴고 불을 붙인 촛대(양쪽에 1개
씩)를 올려놓는다. 
십자가와 경배용 촛대는 제대 밑에 그대로 둔다.
제대보가 펴지면 복사들은 성주간 예식서, 마이크를 제대 위에 가
져다 놓고,
빈 성합, 성체포, 성작수건, 손씻는 물 , 수건을 사제에게 가져다 드
린다.
 

▣ 영성체
(신부님 성체 영하실 때)
해설: 모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170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67)
 

영성체가 끝난 후 성체를 감실에 모시고 성합 정리(복사는 물, 성작
수건을 사제께 가져다 드림. 모든 제구는 주수상에 정리).
 

▣ 영성체 후 기도
▣ 백성을 위한 기도
† 주님, 주님의 백성이 … 우리 주 …. ◎ 아멘
 

(사제가 완전히 퇴장한 다음)
해설: 주님수난예식을 마칩니다. 내일 부활성야 미사는 저녁 8

시에 거행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