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에고 한인 천주교회 전례분과 May 2011 

 

제 1독서 봉독자     

 

      입당 

• 제 1독서자가 복음서를 들고 사제 바로 앞에 서서 제대를 향해 행렬한다. 

• 행렬 자들과 함께 일렬로 서되,  봉독자는 제대을 향해 신부님 좌측에 서고 사제가 

제대를 향해 가운데 서서 인사할 수 있도록 카펫위에 서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가  제대를 향해 인사를 드리되, 1독서자는 말씀을 

들고 있으므로 약간 묵념으로 예의를 차린다. 

• 신부님께서 제대위로 올라가심과 동시에 봉독대로 올라간다. 

• 책을 봉독대 옆 선반위에 올려 놓고 내려와 제대를 향해 중앙에 서서 다시 제대를 

향해 (깊은 인사가 아닌) 묵념하는 정도의 인사를드리고 자리로 들어 간다. 

 

좌석 

• 제대를 향하여 왼쪽의자의 맨 앞줄 오른쪽 끝에 앉는다. 

 

봉독 

• 사순절 시기에는 자비송이 끝나고, 연중시기에는 대 영광송이 끝나고 신부님께서 

본기도를 마치시면 신자들이 “아멘” 하고 응송할때 바로 자리에서 제대앞  

중앙으로 나와 제대를 향해 멈추어서 예의를 갖추고, 봉독대로 올라가  성경과 

회중에게 인사를 드린다.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 마이크 거리를 조정하면서 여유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 회중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다음 봉독하기 시작한다. 

• 제 1독서의 타이틀부터 읽는다. (. 예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 그날의 독서를 소개 한 후 한 박자의 시간을 준 다음 말씀을 봉독한다. 

• 자신의 목소리가 모든 회중에게 잘 들리고 있는지 살피는 여유도 필요하다. 

• 성서 본문은 구두점을 따라 정확히 끊으며 유창하게, 의미가 정확하고 확실히 

들릴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면서 봉독해야 한다. 

• 봉독은 바로 하느님 ‘말씀’과 ‘사업’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 봉독를 마친 후 다시 한박자의 시간을 준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한 후 신자들이 “하느님…”하면 성경과 회중에게 인사를 드린다. 

• 제 2독서 봉독자를 위해 2독서를 펴놓는다. 

• 제대 중앙으로 내려와 제대를 향해 멈추어서 예의를 갖추고 자리로 돌아간다. 

 

퇴장 

• 마침 예식에서 신부님의 강복에 이어 파견이 끝나면 제 1독서자는 제대앞으로 

나와 입당했을때 그 자리에 선다 (퇴장시에는 복음서를 들고 나가지 않는다.) 

• 신부님과  전례 봉사자 모두 일렬로 제대를 향해 서서, 신부님께서 제대를 향해 

인사를 드릴때 함께 인사를 드린 후 복사단과 성체분배 봉사자들 뒤를 따라 

(신부님 바로 앞에서)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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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독서 봉독자 

 

미사전 

• 2독서 봉독자는 1독서 봉독자와  11시 50분에 제의방에서 그 주일의 전례 

봉사자들과 함께 기도를 봉헌한다.  

 

입당 

• 제 2독서자는 복음서를 들고 있는 독서자 바로 앞에서 (성체분배 봉사자 뒤)   

제대를 향해 행렬한다. 

• 행렬 자들과 함께 일렬로 서되,  봉독자는 제대를 향해 신부님 우측에 서고 사제가 

제대를 향해 가운데 서서 인사할 수 있도록 카펫위에 서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봉사자가  제대를 향해 인사를 드린다 

 

좌석 

• 제대를 향하여 맨 앞줄 왼쪽의자의 오른쪽 끝에 제 1독서 봉독자와 함께 앉는다. 

 

     봉독 

• 화답송 마지막 후렴이 다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제대 중앙으로 나와, 제대를 향해 

잠시 멈추어 예의를 갖추고 봉독대로 올라간다 

• 봉독대에 올라가 앞에놓인 성경과 회중에게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드린다.  

• 마이크의 거리가 적당한지를 살피면서 거리 조정을 하는 여유를 갖는 자세도 

필요하다. 

• 그날의 독서 타이틀을 읽는다. (예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 그날의 제 2독서를 소개 한 후 한 박자의 시간을 준 다음 말씀을 봉독한다. 

• 자신의 목소리가 모든 회중에게 잘 들리고 있는지 다시 마이크소리를 살핀다. 

• 성서 본문은 구두점을 따라 정확히 끊으면서  유창하게, 의미가 정확하고 확실히 

들릴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면서 봉독해야 한다. 

• 봉독은 바로 하느님 ‘말씀’과 ‘사업’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 봉독를 마친 후 다시 한 박자의 시간을 준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한후 신자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하면 성경과 회중에게 인사를 드린다. 

• 제대 중앙으로 내려와 제대를 향해 멈추어서 예의를 갖추고 자리로 돌아간다. 

  
  



 

샌디에고 한인 천주교회 전례분과 May 2011 

 

보편 지향 기도 선창자 

 

준비 

• 미사해설서에 있는 기도문을 드려도 되고, 필요에 따라 기도문을 준비해도 된다. 

• 새로 기도문을 준비할 때는 지향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회 

2) 세상 구원 

3) 도움이 필요한 이들 

4) 지역 공동체  

 

• 새로 준비했을 경우 기도문을 사전에 전례부 봉사자들에게 알려주고, 준비한 

기도문을 미사전에 봉독대에 미리 갖다 놓는다. 

 
 

좌석 

• 제단을 향하여 맨 앞줄 왼쪽의자의 오른쪽 끝쪽에 앉는다. 

  
 

선창 

• 신앙 고백이 끝날 무렵 (마지막 단락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부분이 

응송될때)  자리에서 제대 중앙으로 나와, 제대를 향해 잠시 멈추어 예의를 갖추고 

봉독대로 올라간다 

• 신부님께서 보편 지향 기도로 초대의 기도가  끝나면 한박자의 시간을 주고 

기도문을 선창한다. 

• 기도문을 다 읽은 후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까지)  사제를 향해 몸을 

돌려 신부님께서 마침기도를 마치실때까지 기다린다. 

• 신부님의 마침 기도가 끝나면 교우를 향해 봉독대 오른쪽으로 내려와  봉독대  

밑에서 예물봉헌자들의 봉헌이 마칠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를 향해 멈추어서 

예의를 갖추고 자리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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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봉헌자 

 

미사전 

• 11시 50분에 제의방에서 그 주일의 전례 봉사자들과 함께 기도를 봉헌한다.  

 

좌석 

• 빵과 포도주가 있는 탁자 바로 뒤에 앉는다. 

 

봉헌  

• 신앙 고백이 끝날 무렵 ( 마지막 단락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부분이 

응송될때)  자리에서 나와 빵과 포도주가 있는 탁자로 나간다. (보편지향 기도 

봉헌자가 자리에서 나와 제대로 향할때 동시에 움직인다.) 

• 예물봉헌자는 예물(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탁자 앞으로 나아갔을 때 탁자밑에 

있는 예물 바구니에 예물을 미리 봉헌한다. 

• 제병그릇과 포도주병을 받치는 작은 쟁반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올 준비를 

한다. 

• 보편 지향 기도가 끝나면 바로 가운데로 나와 서 있다가 미사 해설 봉사자가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제대를 

향해 나아간다.  

• 신부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인사를 드리고, 신부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빵과 

포도주를 차례로 드린다.  

• 빵과 포도주를 신부님께 드린후 한 발짝 물러서서 예물 봉헌자 두 분이 같이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 자리로 간다. (뒤 돌아설 때 예물 봉헌 자 두 분이 

서로 마주 보는 쪽 즉 서로 안쪽을 향하여 뒤로 돌아 선다.) 

• 작은 쟁반은 탁자밑에 놓고 교우분들을 위해  예물(헌금)바구니와 탁자를 준비 

해놓고 자리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