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회 주일아침 성경공부 2009.4.12, 김성환 목사

교회력 (2009년) 
월 일 교회절기

2008년

11월

30 대림절기 첫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12월 7 대림절기 두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14 대림절기 세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21 대림절기 네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24 크리스마스 이브 예전색: 흰색 

25 크리스마스 (성탄일) 예전색: 흰색 

28 성탄주일 이후 첫번째 주일 예전색: 흰색 

2009년

1 월 

4 성탄주일 이후 두번째 주일 예전색: 흰색 

6 주현절, (또는 현현절)  성탄 후 12일 째, 1월 6일, 흰색

11 연중 주일 1 (예수님의 세례) 예전색: 초록색

18 연중 주일 2 예전색: 초록색

25 연중 주일 3 예전색: 초록색

2 월 1 연중 주일 4 예전색: 초록색

8 연중 주일 5 예전색: 초록색

15 연중 주일 6 예전색: 초록색

22 변모주일 예전색: 흰색 

25 (수요일) 재의 수요일 예전색: 보라색

3 월 1 사순절기 첫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8 사순절기 둘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15 사순절기 셋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22 사순절기 넷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29 사순절기 다섯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4 월 5 종려주일 예전색: 보라색

10 성금요일 예전색: 검은색

12 부활주일 예전색: 흰색, 춘분 후 만월 후 첫 주일 

18 부활절기 둘째 주일 예전색: 흰색

25 부활절기 셋째 주일 예전색: 흰색

5 월 3 부활절기 넷째 주일 예전색: 흰색

10 부활절기 다섯째 주일 예전색: 흰색

17 부활절기 여섯째 주일 예전색: 흰색

21 승천 주일 예전색: 흰색

24 부활절기 일곱째 주일 예전색: 흰색

31 성령강림 주일 예전색: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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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 삼위일체 주일 예전색: 흰색

14 연중 주일 11 예전색: 초록색

21 연중 주일 12 예전색: 초록색, 아버지 주일 

28 연중 주일 13 예전색: 초록색

7월 5 연중 주일 14 예전색: 초록색

12 연중 주일 15 예전색: 초록색

19 연중 주일 16 예전색: 초록색

26 연중 주일 17 예전색: 초록색

8월 2 연중 주일 18 예전색: 초록색

9 연중 주일 19 예전색: 초록색

16 연중 주일 20 예전색: 초록색

23 연중 주일 21 예전색: 초록색

30 연중 주일 22 예전색: 초록색

9월 6 연중 주일 23 예전색: 초록색

13 연중 주일 24 예전색: 초록색

20 연중 주일 25 예전색: 초록색

27 연중 주일 26 예전색: 초록색

10월 4 연중 주일 27 세계 성만찬 주일 (매년 10월 첫 주) 

11 연중 주일 28 예전색: 초록색

18 연중 주일 29 예전색: 초록색

25 연중 주일 30 종교개혁 주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11월 1 연중 주일 31 예전색: 초록색

8 연중 주일 32 예전색: 초록색

15 연중 주일 33 예전색: 초록색

22 예수 우리 왕 주일 예전색: 흰색

29 대림절기 첫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12월 6 대림절기 두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13 대림절기 세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20 대림절기 네번째 주일 예전색: 보라색

25 성탄주일 예전색: 흰색

27 성탄주일 이후 첫번째 주일 예전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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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력 (Church Calendar)
교회력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을 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탄주일과 부활주일을

두 기둥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림절 (待臨節, Advent, '대강절'이라고도 함), 예전색: 보라색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합니다. 성탄 전 4 주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교회역사에서는 507년 투르 공의회에서 대림절이 지정되었으며, 이때는 성탄 전 40일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9세기부터 성탄 전 4주간 지키고 있으며,한국교회에서는 천주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초 (Advent Candle Light)

대림절은 4주간 지키며, 각 주마다 다른 색상의 대림초에 불을 붙이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 첫째주: 1개 점화, 진보라색, 세상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와 경고)

• 둘째주: 2개 점화, 진보라색, 연보라색,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함.

• 셋째주: 3개 점화, 진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그리스도 탄생이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

• 넷째주: 4개 점화, 진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또는 모두 흰색이나 보라색), 마리아의 

그리스도 수태에 대한 기쁨.

주현절 (혹은 현현절, Epiphany)

예수님의 출현(혹은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은 일이나,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과 관계된 사건을 기념합니다. 12일간의 성탄주일을 지키고 난 

후의 첫날이기 때문에 매년 1월 6일에 지킵니다. 

사순절 (Lent)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이마에 재(Ash)를 바르며 

죄를 회개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시작되며,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 동안 

지킵니다. 이때 여섯번의 주일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46일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금식 등의 자기 절제와 회개를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Lent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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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소생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새생명(요한 3:16)을 

의미합니다. 

종려주일 (Palm Sunday)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위해 그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을 기념합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 금요일 (Good Friday)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성 금요일은 이 날을 

기념합니다. 성 금요일 전날 목요일은 'Maundy Thursday'라고 하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며 이때 처음으로 제정된 성만찬 예식을 기념합니다. 

부활절 (Easter)

부활절 또는 부활절기는 교회력 절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3월이나 4월 중 불규칙하게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활절의 날짜가 

히브리력의 유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Spring Equinox) 후 음력 첫 보름(Full Moon)이 지난 주일에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지만 보통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2009년 교회력에서는 

4월 9일이 춘분 이후 첫 보름이므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승천일 (Ascension Day)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성령강림주일/오순절 (五旬節, Pentecost)

성령강림주일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제 50'의 뜻을 지닙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보리로 만든 첫 빵을 바치는 날을 의미한 것인데, 유월절의 

이튿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강림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창립일로서 교회의 

4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탄일, 성금요일, 부활주일, 성령강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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