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카 성야
1. 예식의 개요
 

1.1. 제1부 빛의 예식
▶ 예식 장소: 성당 입구
▶ “그리스도 우리의 빛”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인사 – 분

향

▶ 두 번째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후에 모든 교우들 초에
불 붙임.

▶ 촛대에 파스카 초를 꽂으면 성당 전등 켜기.
 

1.2. 제2부 말씀의 전례
▶ 1~7독서: ‘독서’- ‘화답송’ - ‘기도’
▶ 구약성경 독서(1~7독서) 후, 파스카 초에서 제대초로 불

붙임.
▶  제대초 불 붙인 후, 대영광송.(제대초-대영광송-본기도-

서간)
   ▷ 대영광송 선창 후 타종. 이후 오르간 반주.

     ▶ 서간 독서 후 사제의 선창으로 ‘알렐루야’
 

1.3. 세례 예식
▶ 세례수를 축복할 경우 /

▷ 독서대 옆(파스카 초 앞)에 성수 항아리 마련.
▶ 세례 갱신식: 성수 뿌림

▷ 전신자 초에 불 붙임.
 

1.4. 성찬의 전례
▶ 평소와 동일

 
2. 봉사자

▶  해설 / 독서(독서 수에 맞춰) / 보편지향기도 / 예물 봉헌 /
성가대

▶ 초 심지 봉사자(다수)
▶ 복사(4) : 향로, 향합, 초(2)

       ▶ 성당 전등 on/off 봉사자
 
 
3. 준비사항

▶ 제의실: 제의(백), 향 set, 행렬 초, 장갑(4)
▶ 제단



▷ 제대: 백색초(6), 예식서, 미사경본, (성작과 성합은
주수상에)

▷  주수상: 성작, 성합, 복사용 초(4), 사제용 초(1), 초
심지(제대초, 세례갱신 초 켤 때 사용), 끄개,
손씻는 물, 수건

             ▷ 주수상 옆: 향로걸이, 숯피울도구
             ▷ 독서대: 독서집, 부활찬송

▷ 독서대 옆: 파스카 촛대, 성수 항아리. 바가지, 성수
반, 소금
             ▷ 제대 아래: 종

▶ 해설대: 랜턴
      ▶ 성당 뒤 예물봉헌상: 성합, 주수 set

▶ 성당 입구(빛의 예식)
▷ 예식 탁자: 예식서, 부활초, 향덩이, 무선마이크, 손

전등, 연필, 심지, 끄개, 집개(숯 옮길), 라
이타(비상용)

▷ 화로와 숯
       ▶ 심지 봉사자용 심지
 
4. 성가

▶ 세례 서약 갱신 후(67), 예물 준비(136, 130, 138),  
성체(129, 132, 특송, 128, 131), 파견(134)
▶ 미사곡, 화답송, 복음 환호송

▷ 대영광송 선창 후 타종. 이후 반주.
 
5. 분 향
   • 부활초 행렬 시 ① 통로 뒤편  ② 중앙  ③ 제대 앞
   • 부활찬송 시  
   • 복음낭독 시 
   • 봉헌예물 축성 때   
   • 거양성체 때
 

[전신자 성가 연습 - 성가대]
-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 대영광송 사제 선창과 타종 후 함께 부르는 부분, 복음환호
송, 신앙의 신비여(부활시기), 파견 알렐루야

 

[미사 5분 전 안내]
해설: 이제 곧 ‘파스카 성야’ 미사가 거행됩니다. 거룩한 예식

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확인해 주십시
오. 
오늘 전례는 1부 빛의 예식, 2부 말씀 전례, 3부 세례
전례, 4부 성찬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준비하신 초는 빛의 예식과 세례서약갱신 때 두
번 사용됩니다. 촛불을 켜실 때에 예식 중 복사들이 나



누어주는 심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초는 촛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신앙의 신비여 응답은 매일 미사 23 쪽 ⓷ 양식입니다.
  파견 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
야 알렐루야”  노래로 하며 신자들은 노래로 응답 해 주시
면 됩니다.

 
 

[성당 안팎의 모든 불이 소등되면]
해설: 오늘 밤 우리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경축하
는 희망과 승리의 부활성야 예식을 거행합니다.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부활은 어둠과 죽음
의 세상을 빛과 생명의 세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빛으로, 새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
다.

     모두 일어서시어 뒤를 향해주십시오.
 

복사단 제의실에서 출발

(진행) ←  향로 · 향합 – 초복사(초심지 준비) – 사제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초복사1

예절상

  

초복사2 화로 향로

 사제 향합  
< 성당입구 >

 
* 향합복사: 부활초받침
* 초복사2: 랜턴, 예식서
 
 

사제의 인사와 권고

- 불축복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이 불을 ＋ 거룩….
◎ 아멘.
(불 축복 후)
해설: 사제는 부활초에 십자가를 긋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자인 알파를, 십자가 밑에는 끝 자인 오메
가를 쓰고, 십자가 양 옆에 올해의 연수를 씁니다. 그리



                    초복사1              
  (진행) ←    향로      부활초(사제)   향합
                    초복사 2              

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입으신 다섯 상처를 의미하
는 다섯 개의 향덩이를 부활초에 꽂습니다.

 

- 부활초의 상징 새김

사 제
  (1)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십자의 종선을 새기
며>
  (2) 시작이요 마침이시고  <십자의 횡선을 새기며>
  (3) 알파이며  <Α를 새기며>
  (4) 오메가이시고 <Ω를 새기며> 
  (5) 시간도  <올해의 첫 숫자를 새기며>
  (6)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둘째 숫자를 새기며>
  (7) 영광과 권능이  <셋째 숫자를 새기며>
  (8)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마지막 숫자를 새기며>
  ◎ 아멘.

 

- 향덩이 꽃음

이어 사제는 초에 파놓은 구멍에 향 덩이를 하나씩 꽂으며, 십자 종
선 위에서 아래로 세 개를 꽂고, 다음으로 횡선 왼쪽부터 꽂고, 오른
쪽을 꽂으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1) 주 그리스도님,  <십자의 제일 위에 꽂으면서>  
  (2) 거룩하시고  <가운데에 꽂으면서>
  (3) 영광스러우신 상처로  <종선 아래에 꽂으면서>  
  (4) 저희를 지켜주시고  <횡선 왼쪽에 꽂으면서>
  (5) 보살펴 주소서.  <횡선 오른쪽에 꽂으면서>
  ◎ 아멘.
 

- 부활초 점화 
 †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저희 마음과 세상
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부활초 점화 후 화로속의 숯을 향로에 넣는다.
향로에 향을 넣은 후 부활초를 사제에게 건넨다. 행렬준비를 한
다.
 

<복사 행렬>
 
 
 



 
 

▣ 행렬
(부활초를 사제가 건네받으면 곧바로 해설 시작)
해설: 이제 빛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부활초가 앞서서 어두

운 성당 안으로 들어서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 외
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신 후 깊은 절을
합니다.

 
성전 문에서 첫 번째 노래 후 향복사 향침
† 그리스도 우리의 빛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활초가 성당 중간쯤에 도착하면 부활초를 높이 들고 두번째 노
래함. 향 복사 향침.
† 그리스도 우리의 빛
◎ 하느님 감사합니다.
 
향합복사는 두번째 노래 후 부활초에서 불 댕겨서 심지봉사자와
신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심지 봉사자들 중앙통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복사가 부활초에서
불을 댕기면 신속히 심지에 부활초 불을 댕겨 신자들에게 나누어
준다.(2층 성가대 - 심지봉사자)
 
부활초가 제대 앞에 도착하면 사제는 신자들을 향하여 뒤돌아서
서 부활초를 높이 들고 세 번째 노래함. 향 복사는 향침.
† 그리스도 우리의 빛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부활초 꽂음(성당안의 모든 불을 켠다.다만 제대 초는 켜지 않
는다)
초복사는 주수상에 초를 두고 제단 위 등을 켠 후 자리로 이동.
사제는 부활초를 촛대에 꽂는다.
 

- 분향  향복사는 분향 준비. 사제는 부활 찬송집과 부활초에 분
향한다. 
 

(사제가 부활초에 분향한 후)
해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 왔습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위대
한 사랑과 승리의 기쁨을 온 세상에 우렁차게 선포하
고 감사의 부활 찬송가를 부릅니다.

▣ 파스카 찬송
† 용약하여라,……   ◎ 아멘.



 

제2부 말씀 전례

말씀의 전례 권고

† 형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해설: (사제의 권고가 끝나면) 촛불을 끄고 앉으십시오. 지금
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 제1독서, 화답송 짧은 독서를 한다. 
해설: (화답송 후) 모두 일어서십시오.
† 기도합시다. ... 비나이다.    ◎ 아멘.
해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제3독서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생략, 바로 화답송)
- 화답송 : 성가대
해설: (화답송 후) 모두 일어서십시오.
† 기도합시다. ... 비나이다.    ◎ 아멘.
해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제7독서/화답송
해설: (화답송 후) 모두 일어서십시오.
† 기도합시다. ... 비나이다.    ◎ 아멘. (모두 서 있는다.)
(사제의 기도 후 복사가 제대초를 점화 하는 동안)
해설: 참된 구원을 준비하고 약속하던 구약의 시대는 지나

고, 이제 구원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제단에 밝혀지는
촛불과 같이 빛의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
원된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의 종과 오르간을 울리면서
천주 성삼께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 제대초 점화 : 부활초에서 불을 댕겨 제대 초 점화 (향복사 2명)
                제대 불을 붙이는 동안 복사는 타종 준비를 한다.
- 대영광송
◈ 성가대: 제대 초가 모두 켜지고, 해설이 마치면 ▶ 대영광송
    사제 선창 후 오르겐 연주와 함께 타종 (시종 복사 2명)
 

▣ 본기도
† 기도합시다 …. ◎ 아멘.
해설: 모두 앉으십시오.
 

▣ 서간 독서
 

해설: (서간 독서 후) 모두 일어서십시오.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사제 선창 후 신자 알렐루야, 3번)



- 3번째 사제 알렐루야 선창 후 향복사들은 분향준비, 부활초가
있으므로 초복사는 없다.
◈ 성가대: 알렐루야(서간 화답송)
 
 

▣ 복음 (복음서 분향)
- 강론

제3부 세례 전례
 

세례식

이후

해설: 이제 세례서약 갱신 예식이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
십시오.
 
 

▣ 세례 서약 갱신(119쪽)
- 세례식 후 복사가 부활초에서 불을 댕겨 심지봉사자들과 신자들
에게 전달.
(심지봉사자들은 제단 앞에 미리 대기함)
- 복사는 사제용 초와 복사들 초에 불 켜서 복사들과 사제에게 전
달.
 
(신자들의 초에 불이 거의 켜지면)
해설: 모든 신자는 세례 때 마귀와 유혹을 끊어 버린다고 약

속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죄와 죽음에 죽고 생명으
로 부활하리라는 우리의 믿음을 다지며 세례 서약을
갱신 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 새롭게 합시다.
◎ 예, 끊어버립니다/ ◎ 예, 믿습니다.
† 우리 주 예수 …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사제는 성수반에 성수를 담는다.
 

- 성수 뿌림
해설: 사제가 통로를 지나며 성수를 뿌릴 때 고개를 숙이고
성호를 긋습니다. 성가 67번입니다.
 

(성수 예식이 끝나고 사제가 제대로 올라갈 때)
해설: 촛불을 꺼 주십시오. 보편지향기도가 이어집니다.
▣ 보편지향 기도(신경 없음)

제4부 성찬 전례
 

▣ 예물봉헌



(예물봉헌 후 사제가 제대로 올라가면)
해설: 모두 앉습니다. 봉헌 성가는 136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30, 138 번
 

제대분향, 사제분향, 신자분향
(헌금 봉헌이 끝나고 향복사가 사제께 분향 후, 제대 앞으로 나올
때)
해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 거룩하시도다
▣ 거양성체 - 분향
▣ 신앙의 신비여(부활시기 것)
▣ 영성체
해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129번입니다. 이어지
는 성가 132번
 

▣ 영성체 후 기도
▣ 공지사항
▣ 장엄 강복
▣ 파견 예식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
야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해설: 파견성가는 134 번입니다.
 

(성가 후)
해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
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 속에 안녕히 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