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강 미사(Missa) 

미사의 어원  

라틴어의 Mittere(파견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써 파견받은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사
(Missionary)나 유도탄(Missile)도 같은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로마 시대에 ‘Ite Missa est’라는 관용어는 법정에서 재판이 끝났다(그러니까 돌아가라), 또는 
교회의 거룩한 제사(聖祭)가 끝났으니 가거라(파견되어) 하는 뜻이었고 오늘날 미사는 가톨릭교
회의 거룩한 제사를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미사의 구성   

미사는 낭송부분과 노래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노래로 불리는 부분의 가사가 교회력에 맞춰 바뀌
는지의 여부에 따라 고유기도문과 미사통상문으로 나뉩니다.(표1)


미사통상문(Ordinarium)과 고유기도문(Proprium) 

미사통상문은 모든 미사에서 항상 같은 내용을 갖는 기도문을 지칭하며 키리에(자비송 頌), 글로
리아(대영광송), 크레도(신경-신앙고백), 상투스(거룩하시도다), 아뉴스데이(하느님의 어린양) Ite 
missa est(미사가 끝났으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유기도문은 교회력에 따라 가사가 변화하는 것으로 입당송(Introitus), 화답송, 복음 환호송(알
렐루야), 봉헌송(Offertorium), 영성체송(Communio) 등 미사마다 변하고 교회력에 따라 생략
되기도 하는 미사 고유기도문을 음악화 한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미사에 불리는 부속가도 고유
기도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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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곡 

미사곡은 미사통상문 중 5개의 기도문, 즉 자비송, 대영광송,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거
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가사로 하는 음악을 주로 지칭합니다. 때때로 통상문의 마지막 
부분인 ‘미사가 끝났으니’가 추가되기도합니다. 이렇듯 미사곡은 미사통상문만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작곡가에 따라서 화답송 봉헌송 등의 고유기도문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① 키리에(Kyrie 자비송)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집회행렬 때 부르던 것이 행렬은 없어지고 현재 
노래만 남은 것. 성삼위에 대한 공경으로 3번씩 3회 반복해 부르던 것을 제2차 바티칸공의
회의 전례개혁에 따라 2번씩 3회 반복으로 간소화되었다.


②    글로리아(Gloria 대영광송)는 교회의 오래된 성시(聖詩)로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노래(루가 2;14)에서 기원한, 성삼위에 대한 찬미의 노래이며 미사곡 중 가장 
활기차고 화려하다. 처음에는 성탄, 부활미사 때만 노래했으나 지금은 대림과 사순 시기를 제외
한 모든 주일과 대축일, 축일, 특별미사에서 부른다.


③ 크레도(Credo 신앙고백)는 성삼위 찬미라는 점에서 글로리아와 비슷하며 성삼위에 대한 신
앙고백으로 신학적 내용에 따라 전반부는 성부께, 후반부는 성자께, 마지막은 성령께 대한 찬미
의 순으로 작곡되었다. 글로리아가 찬양으로 가득찬 밝고 화려한 음악인데 비해 크레도는 예수
님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묘사하기에 음악적인 면에서도 장중하고 드라마틱한 것이 특징. 

노랫말은 우리가 평소 미사중에 낭송하는 사도신경이 아닌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으로 
한다.


④ 상투스/베네딕투스

 상투스(Sanctus 거룩하시도다)는 천사의 찬미(이사 6;3)와 예루살렘 입성 때의 환호(마태 21;9)
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 전례문(典例文) 감사송의 말미와 연결돼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뜻이다. 

 베네딕투스(Benedictus 찬미받으소서)는 거룩하시도다(Sanctus)의 후반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데서 호산나’에 해당하는 노래. 신약성경에 나오는 즈카르야의 노
래(루카 1,68-79)를 일컫기도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1964년) 이전의 미사에서는 밀떡과 포도주의 聖변화 이전에 Sactus를, 
이후에  Benedictus를 불렀기 때문에 두 곡으로 각기 나뉘어 작곡됐으나 공의회 이후에 이 두 
기도문이 성변화 전에 하는 것으로 바뀌어 이후 Sanctus 한 곡으로 묶어서 연주하고 작곡하게 
됨. 

 

⑤ 아뉴스데이(Agnus Dei 하느님의 어린양)는 자비와 평화를 탄원하는 내용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에 대한 기도로 세 번 반복한다. 키리에와 같은 형식이지
만 평화에 대한 기원으로 보다 서정적이고 풍부한 표현을 담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섯 곡의 
기도는 키리에와 아뉴스데이를 양극에 놓고 크레도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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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곡의 종류 

CANTUS GREGORIANUS  

가톨릭 전례음악의 정수로 알려진 그레고리오 성가는 기도, 교리, 하느님과의 통교로 이루어지
며, 깨끗하고 청명한 아카펠라(무반주합창)로 지난 1500년 동안 집대성되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악기 반주 없이 오직 이들의 조화로운 목소리만을 사용하였습
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곡으로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멜로디 전개가 아름
다운 '천사 미사곡'은 중세의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감미롭고 부드러운 선율이 마치 천사들
의 합창인 듯 울려 퍼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전례의식의 본격적 성가로서 사도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사용
되고 있는 이 성가들은 전례와 일심동체의 관계에 있습니다.


레퀴엠(Requiem)

특별미사로 레퀴엠이 있다. 미사 전례의 순서를 따르지만, 글로리아와 크레도 대신 진노의 날을 
뜻하는 ‘디에스 이래(Dies Irae)’가 추가됩니다.

레퀴엠(Requiem)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위령미사)’때에 하느님께 죽은 
이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청하며 연주하는 전례 음악입니다. 

이 미사는 입당송(Introitus)의 가사가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주여, 저들에
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로 시작하므로 레퀴엠 미사 (Requiem Mass)라 불렀으며, 여기서 사
용된 곡은 레퀴엠이라고 하였습니다. 레퀴엠은 진혼곡(鎭魂曲)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는 장례미사나 그리스도교적 예식이 완성되지 않아 각 지역별로 여러 수도원
에서 전승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트렌토공의회를 통해 전 교회적 차원의 예절로 정리되어 공포되었는데, 레퀴엠 역시 초
기에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중심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후 15세기부터 그레고리오성가 선율을 
바탕으로 한 다성 레퀴엠이 등장하였는데, 가장 오래된 작품은 오케겜(Ockeghem)의 작품으로 
1470년경에 작곡되었습니다. 

17세기 이후 트렌토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장례 예식이 확정되면서, 전례문에 따라 레퀴엠이 작
곡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악으로도 발전하여 독창 ·합창 ·관현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작품도 
만들어졌습니다. 

모차르트(미완성), 케르비니, 베를리오즈, 베르디, 포레 등의 작품이 유명하며 브람스의 《독일레
퀴엠》, 힌데미트의 《레퀴엠》, 브리튼의 《전쟁레퀴엠》 등 교회의 전례와는 관계없는 연주를 위한 
레퀴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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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퀴엠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당송 (Introitus)
• 자비송 (Kyrie)
• 부속가 (Sequientia)

◦ Dies irae (진노의 날)
◦ Tuba mirum (놀라운 나팔소리)
◦ Rex tremendae (두려운 왕)
◦ Recordare, Ingemisco (자비로운 예수여 기억하소서, 지은 죄의 고통에 신음하
네)
▪ 작곡가에 따라 Recordare와 Ingemisco를 분리해 작곡하거나 한곡으로 
합쳐서 작곡하는 예도 있음.

◦ Confutatis maledictis (저주받은 자의 비명)
◦ Lacrimosa (눈물의 날)

• 봉헌송 (Offertorium)
◦ Domine Iesu Christe
◦ Hostias

• 상투스 (Sanctus)
• 하느님의 어린 양 (Agnus Dei)

◦ 레퀴엠에서 이 곡은 일반 미사에서의 'Miserere nobis(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
서)'가 'Dona eis requiem(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로 바뀌고, 'Dona nobis 
pacem(평화를 주소서)'는 '(Dona eis requiem sempiternam(그들에게 영원
한 안식을 주소서)'로 바뀐다.

• 영성체송 (Communio)
• Libera me
• In paradisum

라틴어 미사곡의 이름에 Solemnis가 붙어있으면 '장엄미사곡'이란 뜻으로서 대단히 긴 곡이 대
부분이고 장엄미사에 쓰입니다.

 

제목에  Brevis란 말이 있다면 "짧은 미사곡"이란 의미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창미사 
(노래미사)'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작곡가가 몇 개 또는 수 십곡의 미사곡을 작곡한 경우도 많아 제목이 따로 붙기도합니다.

예를들면 모차르트의 Coronation Mass라면 '대관식 미사곡'을 말하고

Missa brevis in Bb이라면 "짧은 미사곡 B플랫 장조"란 뜻이며

로시니 (Rossini)의 Missa Adeste Fideles라면 '성탄 미사곡'을 의미합니다.

 미사곡중에는 미사 전례를 위한 것이 아닌 순수 연주 목적으로 작곡된 곡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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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C%9E%85%EB%8B%B9%EC%86%A1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B%B9%84%EC%86%A1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C%86%8D%EA%B0%80
https://ko.wikipedia.org/wiki/%EC%A7%84%EB%85%B8%EC%9D%98_%EB%82%A0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B4%89%ED%97%8C%EC%86%A1&action=edit&redlink=1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88%AC%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B%8A%90%EB%8B%98%EC%9D%98_%EC%96%B4%EB%A6%B0_%EC%96%91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8%81%EC%84%B1%EC%B2%B4%EC%86%A1&action=edit&redlink=1


고유기도문(Proprium) 미사통상문(Ordinarium)

한글 명칭 라틴어 명칭 한글 명칭 라틴어 명칭

1. 입당송 introitus

2. 시작예식 Ritus initiale

3. 주님, 자비를 베푸
소서.
* 성수 예절로 2-3의 
예식을 통합할 수 있
다.

KYRIE

4. 대영광송 GLORIA

5. 본기도 collecta

6. 제1독서 prima lectio

7. 화답송
responsoriu
m 
graduale

8. 제2독서 secunda 
lectio

9. 알렐루야
(복음전 노래)

Alleluia
(Tractus)

(10 .부속가) (sequentia)

11. 복음 evangelium

12. 신앙고백(신경) C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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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통상문 부분에서 대문자로 쓰여진 부분은 미사통상문에서도 특히 미사곡이라 부르는 부
분을 표시


※ 10번 부속가는 9번 알렐루야에서 파생된것으로 알렐루야 이후에 노래로 부르는 것이 전통이
지만 오늘날의 미사에서는 편의상 순서를 바꾸어 알렐루야 앞에 낭송                           (표1)


13. 봉헌송
(예물준비성가) offertorium

14. 감사송 praefatio

15. 거룩하시다. SANCTUS+BEN
EDICTUS

16. 성찬기도 Prex eucharistica

17. 신앙의 신비 Misterium fidei

18. 마침 영광송 Doxologia

19. 주님의 기도 oratio dominica

20. 하느님의 어린양 AGNUS DEI

21. 영성체송 communio

22. 마침예식  

파견

Ritus 
conclusionis

Ite missa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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