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사목서신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인사하셨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아걸고 집 안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코로나 시대를 3
년 넘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게 닫아 걸은 문을 통
과하여 주님께서 건네시는 첫 마디는 바로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주님의 평화
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전례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구원 사
건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이 구원 사건은 우리 전례력(교회력)의 핵심인 성삼일(聖三日)에
일어났습니다. 성삼일(Triduum Sacrum)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밤으로 이어
지는 구원의 부활 사건 3일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성삼일 전례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전례는 그 구원사건을 되새기며, 우리 몸에 새겨서 살
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장치입니다. 부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은 단지 저승의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 안에서 새롭게 펼쳐야 할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기에 성
삼일 전례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고 누려야 하는 은총의 자리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성삼일 전례를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했고,
같은 십자가에 입을 맞추지 못했으며, 기쁨의 부활 인사를 나누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부
활절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했던 우리 동대문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귀한 보
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굳게 걸어 닫았던 문을 열고 무
덤으로 뛰어나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온
기와 기쁨을 마음껏 채우는 귀한 잔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월 14일(목) ~ 17일(일)은 성삼일 전례 및 부활대축일을 봉헌합니다. 함께 주님의 여정
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대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부활을 기대하며

대한성공회 동대문교회 사목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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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일 및 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성삼일(4월 14일, 15일, 16일) 성전에서 전례를 봉헌합니다. 다만 직접 참여하시기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동대문교회 유튜브 채널, 전교우 카톡방,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함
께 송출합니다.
† 성목요일(4월 14일) - 성찬제정 예식, 세족례
1) 오후 8시 – 성전에서 성찬제정예식과 세족례를 봉헌합니다.
2) 가정에서 방송으로 봉헌하는 경우 세족식(물을 담은 대야, 수건, 의자)을 준비합니다.
혼자 방송으로 봉헌하는 경우 십자가나 성물(묵주, 성화)과 세척도구를 준비합니다.
3)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교우께서는 세족례 순서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시거나 십자가
와 성물을 정성껏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금요일(4월 15일) - 주의수난 예식
1) 오후 8시 – 성전에서 주의수난 예식을 봉헌합니다.
2) 가정에서 방송으로 봉헌하는 교우께서는 미리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3)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교우께서는 십자가 경배 순서에서 준비한 십자가에 예를 올리고
기도합니다(이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 부활밤(4월 16일) - 부활밤예식
1) 오후 7시 30분 – 부활밤 저녁기도를 봉헌합니다.
2) 오후 8시 – 부활밤 예식을 봉헌합니다.
3) 가정에서 방송으로 봉헌하는 교우께서는 미리 양초를 준비합니다.
4)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교우께서는 새불축복식 순서에 맞춰 양초에 불을 켭니다.
† 부활대축일(4월 17일) - 부활대축일
1) 오전 7시, 9시, 11시 – 부활대축일 감사성찬례를 봉헌합니다.
2) 오전 11시 감사성찬례 중 세례성사(윤영기 교우)와 신자 영접식(김욱현 교우)을
거행합니다.
3) 부활을 축하하며 신구약 성서 전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와 부활 달걀을
선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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