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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탄절과 기독교 토착화 

이덕주· 

대부분 복읍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사를 서술하연서 그 부모인 요 

셉과 마리아의 결혼과 해산 이야기， 아기 예수의 베들레햄 마굿간 출생과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옹 목자들과 통방박사 이야기， 헤롯대왕의 유아 살해와 예수 

가족의 이집트 피난 둥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에 주목한 반면 예수 그 

리스도 생애와 사역의 신학적(철학적) 의미를 중요시한 요한복음 기자는 역사적 

기술을 생략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ho logos sarx egeneto kai 

skenosen en humin).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뿔꿇)을 

‘하나님의 말씀(logos)이 육신(sarx)이 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기독교 신학에 

서는 이를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이라 부른다. 이 사건이 기독교 신앙과 교 

리， 역사의 출발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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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즉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성육신 현상을 기독교 

선교역사에서는 ‘토착화’(土훌化， indigenization), 혹은 ‘문화화’(文化化， 

enculturation), ‘상황화’(狀況化， contextualization)라 부를 수 있다. 토착화 혹은 

상황화， 문화화란 그 지방과 민족에게 ‘낯설었던’ 복음(기독교)이 그들에게 ‘낯익 

은’ 문화를 통해 소개되고， 정착하는 사건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은 그 지방과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이러한 토착화 과정올 통해 

‘어색했던’(alien) 종교가 ‘익숙한’(familiar) 종교로 변한다. 토착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연 어느 종교든 그것은 ‘낯선’ 이방인들의 종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토 

착화 과정을 거쳐 2천 년 전 팔레스틴에서 발원한 기독교가 소아시아와 유럽， 아 

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전파되어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한 

신앙고백과 종교문화를 형성하면서도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 (una sanct 

ecclesia catholica) 전통을 유지 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복음의 토착화 역사라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 

면， 말씀(복음)이 교회를 통해 민족 상황에 수용→해석→적용되어 가는 과정올 서 

술하는 것이 교회사의 과제다. 이를 그립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토착적 신앙 

민족적 신앙 

복음적 신앙 

복음적이고 민족적 

이며 토착적인 신앙 

복음과 교회와 민족 이 세 가지는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여기 

서 복음(gospel)이란 기독교인들이 진리자체， 혹은 궁극적 관심과 지고가치로 여 

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체험과 고백올 의미한다. 이 복음에 대한 체험과 진 

술은 개인， 교파， 교단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성서 (scripture)와 처l험 (experience) ， 전통(canon)을 기반으로 한 성서중심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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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체협중심적 신앙， 전통중심적 신앙이 형성된다. 대채로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 

회는 성서중심적이고 오순절계통은 체험중심적이며 로마가톨릭교회는 전통중심적 

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신앙 양태 중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요소(성서와 체험과 전통)가 배타적 원리가 아닌 포 

용적 원리로 작용하여 서로 조화률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신앙 양태를 통칭하여 ‘복음적 신앙’(evangelical faith)이라 부를 수 있 

다. 

그리고 교회 (church)란 이런 복음(진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그리스도인) 

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즉 교회는 내적으로 복음 채험과 고백을 확인하고 외 

적으로 그 고백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복음 실천과 학산 행위를 

기독교에서 선교 혹은 전도라 부른다. 그리고 복음 실천과 확산(전파)의 외적 환 

경을 민족(nation)이라 한다. 복음이 전도(선교)의 내용(text)이라면 민족은 그 상 

황(context)이다. 민족상황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사회적 현실과 종교· 

문화적 전통이다. 기독교 복음(진리)올 정치·사회적 현실에 적용， 구현하는 과정에 

서 ‘민족적 신앙’(nationalistic faith)이 나타나고 복음을 종교·문화적 전통에 적 용， 

해석하는 과정에서 ‘토착적 신앙’(indigenous faith)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기독교 

인들의 정치·사회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민족적 신앙은 민족주의적 정치신학의 

기반이 되고1) 토착적 신앙은 종교·문화적 전통에서 기독교 복음을 해석하려는 문 

화신학의 바탕이 된다，2) 

이처럼 기독교 복음은 민족적 고유 상황에 적용되면서 복음적이고， 민족적이며， 

토착적인 신앙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기독교는 어느 민족， 이느 지역에 전파되든 

지 그 환경 가운데서 형성된 복음적이고， 민족적이며， 토착적인 신앙체험이 이루 

어지고 그 신앙의 고백과 적용의 결과로 ‘연결되연서도 구분되는’(continuus et 

separatus) ‘제 3의 전통’을 수립하게 된다. 즉 ‘복음적 신앙’을 통해서 세계 기독 

교전통과 연결되면서 민족 종교전통과 구별되며， ‘민족적 신앙’ 및 ‘토착적 신앙’ 

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 및 문화전통과 연결되며 동시에 세계 기독교 역사 및 문 

화 전통과 구별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목교의 토착화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는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from the alien to the familia r) 바뀌어 그 결과 

로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가 형성된다，3) 

1) 냥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서냥통， 안병무， 김용복 동의 ‘민중신 
학’이 그 대표적인 예다， 

2) 1960년대 이후 윤성범， 유통식， 변선환 등 감리교 신학자돌을 중심으로 전개된 ‘토칙화신학. 
이 그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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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음의 토착화 과정올 초기 한국교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교사 혹은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접한 토착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을 수 

용→해석→실천한 결과로서 복음적이고 민족적이며 토착적인 신앙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그 같은 증거를 한국 개신교회의 초기 성탄절 예배와 행사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 말씀의 성육신으로 해석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융 기념하고 축하 

하는 성탄절 행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기 독교의 토착화 과정올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교사들올 통해 소개된 성탄절 문확 

복옴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Christmas)은 기독교 

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례이자 문화이다. 이런 성탄절 의혜와 문화는 기독교인 

들을 통해 소개， 실행되었는데 성탄절 의례와 문화는 기독교인에겐 ’익숙한’ 것이 

지만 비신자들에겐 ‘낯선’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땅에서 성탄절 의례와 문화는 

복음올 전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하여 그툴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토착인 교인들에게 전달되연서 서서허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 

로’ 바뀌었다 

2.1 선교사 동네의 ‘낯선’ 성탄절 행사 

한국 땅에서 첫 번째 성탄절 행사는 1884년 10월 미국 공사관 전속의사 신분 

으로 한국때 처음 들어온 장로교 의료선교사 얄랜(H.N. Al1en)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알헨은 내한 2개월 후 정통 사택애서 한국에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 

았는데 12월 26일자 일기얘 이국에서 맞은 성탄절을 이렇게 기폭하였다. 

“어제는 성탄절이었다， 아내(1"빼ie)는 내게 멋진 자수공단 모자와 비단 케이스에 

넣옹 공단 넥타이 두 개를 주었는데 모두 아내 훌자 마련한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줄 

션물로 15달러짜리 멋진 실크 가훈율 일본 요코하마에 주문했는데 이당 초 일어난 정 
변I갑신정변] 때 다른 외국에서 옹 많온 우편물들과 함께 소설된 것 같다 .. 4) 

3) 한국 기독교의 초기 토착화 과정과 토확교회 형성에 대혜서는 이덕주， r한국 토착교회 형성 
사 연구J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2α)())， pp. 27-32 참죠 

4) H.N. A1len’sD빼， Dec. 26th, 1885(김원모 역. r구한말 격동기의 비사: 알웬의 일기J ， 단 
국대학교출판부， 1991. p.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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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렌 부부는 성탄절올 맞아 선물을 교환하고 저녁에는 정동의 미국공사관 직 

원인 버나도우(J.B. Bernadou) 대위와 포크(G.C. Foulk) 공사 7r족과 만찬 

(dinner)올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성탄절 행사를 마쳤다.5) 이로써 한국 땅에서 첫 

번째 성탄절은 외국인들끼리 1) 선물을 교환하고 2) 만찬올 즐긴 것으로 조용히 

끝났다. 외국인들만의 행사였다. 

1885년 생탄절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1885년 봄과 여름 장로교의 언어 

우드(H.G. Underwood)와 헤론0. Heron) 가족， 감리교의 아펜젤러 (H.G. 

Appenzeller)와 스크핸튼(W.B. Scranton) 가족이 들어와 서울 정동에 자리 잡고 

한국어를 배우며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선교사역올 준비하였는데 그 해 성탄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록은 없지만 1884년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들끼리 선물을 교 

환하고 만찬을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한국인들은 성탄절 의례나 문화 

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1886년 성탄절도 역시 정동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치러졌는 

데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아펜첼러의 일기를 통해 밝혀지는 1886년 성탄절 행사 

는 우선， 성탄 전야인 12월 24일 저녁 ， 미국 공사관 데니 (O.N. Denny) 부인이 

주최한 만찬이 정동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에서 열렸던 바， 선교사와 외국인 공사 

와 관리 가족 20여 명이 참석하여 선물을 교환하고 만찬과 놀이를 즐겼다.6) 여기 

까지는 ’외국인만의 잔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성탄절) 성탄절 이틀 후02월 

27일) 아펜젤러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성탄절은 밝고 유쾌했다. 우리는 [성탄절] 오전 11시 내가 사는 곳에서 예배률 드혔 
다. 뱅커(B띠lker)씨가 설교툴 했는데 아주 훌륭했다. 여기서 스크랜튼(Scrnaton) 부 

인이 금요일[12월 24일] 오후에 자기 아이[학생]들에게 성탄목(Christmas tree)을 주 

었다는 사실올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 자리에 우리 선교부 식구들과 교인들도 참석 

했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스크랜튼 박사(Or. Scranton) 부인이 그 다음날 딸 
(Augusta)에게 성탄목올 주었는데 다른 외국인 아이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7) 

1886년 성탄절에는 외국인들끼리의 선물교환과 만찬 외에 (비록 외국인들만의 

집회였지만) 성탄축하예배가 베풀어졌으며 또 다른 성탄 문화인 ‘성탄목’(뿔꿇木， 

Christmas tree)이 등장하였다. 즉 정동에서 여학교(이화학당)를 시작한 스크랜튼 

(M.F. Scranton) 대부인이 자기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탄목을 선물로 주었고 그 며 

5) op. cit. 
6) H.G. Appenzeller’s Diary, Dec. 27th, 1886. 
7) lbid 



48 종쿄와 문화 

느리 스크랜튼(W.B. Scranton) 부인은 두 살짜리 딸에게 성탄목을 마련해 주었 

다. 성탄목에 선물 주머니(양말)가 달려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스크랜 

튼 대부인에 의해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성탄 문화가 한국 여학생들에게 소개된 

셉이다. 이런 식으로 성탄절 문화는 외국인 영역 안에서 서서히 한국인틀에게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1887년 성탄절에는 그 문이 좀 더 넓게 열렸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참석하 

는 토착인 교회가 설립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즉 그해 9월 28일 언더우드는 정 

동의 자기 집 사랑채에서 한국인 최초 장로교회(오늘의 새문안교회)를， 아펜젤러 

는 10월 9일 남대문 안 ‘베델예배당’에서 한국인 최초 감리교회(오늘의 정통제일 

교회)를 각각 조직하였으니 선교사들은 내한 2년 만에 비로소 토착민올 위한 종 

교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토착민 교인들이 1887년 성탄절 예배와 문 

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마침 1887년 성탄절은 ‘주일예배’를 드리 

는 일요일이었다. 아펜젤러의 성탄절 일기다. 

“성탄절! 오늘 아칭 딸 아이(Al ice) .2} 피터 쿠퍼 (Pet er Cooper) , 8) 이임세 ， 최갑길 

(이 두 어린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률 위해 일하러 온 아이들이대을 위해 걸어두었던 

선물양말이 비었다. 토요일 저녁 때 이 아이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률 들려주었는 

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에 모두 흥미진진하였다. 모두 선물올 받고 기뻐했으며 산타클 

로스를 좋은 사랍으로 여긴다. 아내(Ella)는 내게 금 시계중과 직접 환 손장갑 한 확 

융 주었다. 냐는 온제 티수푼(6개)올 준비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성탄절 예배 

는 회중들로 가득 갔는데 길모어CGi l lllOre)씨의 설교는 짧았지만 내용은 핵심적이었 
다 " 9) 

정통 선교사 집에서 열린 성탄전야 파티에 외국인 어린아이들 뿐 아니라 선교 

사 집에서 일하는 한국인 소년들도 초대받아 참석한 것이 눈에 띤다. 성탄목과 

선물주머니(양말) 대상에도 한국인 소년들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외국인들 사 

이에 선물 주고받는 것과 외국인교회의 성탄절 예배도 여전하었다. 그런데 1887 

년 성탄절에 아펜첼러는 외국인교회 성탄예배 외에 ‘베댈 예배당’에서 한국인 교 

인들올 위해 성탄예배를 별도로 드렸다. 아펜젤러의 증언이다. 

“[성탄절l 오후 2시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했다. 이건 굉장한 일로서 설명이 펼 

요하다. 나는 셜교문을 쓰지 않고 매서인 최씨에게 요접만 진술하여 그가 적당하게 한 

8) 그 무렵 서울에 들어와 건축 사업올 하던 미국인 쿠퍼(C.H. Cooper)의 아들로 추정된다. 김 
원모 역 r구한말 격동기의 비사: 알렌의 일기J ， p. 23. 

9) H.G. AppenzelJer’s Diary, Dec. 25th. 1887.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 49 

국말로 쏘도록 했다. 설교문을 만드는데 시간이 약간 걸려기는 했지만 냐는 설교 사역 

올 이런 식으로나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올 기뻐한다. 셜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 

절로 재목은 ’그의 이름올 예수라 하려라.’ 였다" 1이 

세례식을 겸해 드련 1887년 성탄절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1) 

1) 찬송 

2) 세례식(김명옥) 

3) 기도(스크핸튼) 

4) 마태복음 2장 낭독 

5) 누가복음 본문 낭독(스크랜튼) 

6) 설교 

7) 주기도 

8) 찬송(내 주를 가까이 ) 

9) 축도 

이로써 비록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도한 것이지만 한국인들을 위한 성탄절 예 

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888년 봄， 영아소통과 명동성당 건축사건으로 수구세 

력이 주도한 한국정부가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금하는 칙령을 발표하여 

한동안 종교집회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사업까지도 위축되었는데 그 때문에 공 

개적인 종교활동이 불가능하여 1888년 성탄절 행사는 전처럼 정동 ‘선교사 동네’ 

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조용하게 치려졌다. 감리교의 경우. 한국인 집회가 열리던 

남대문안 ‘베델예배당’이 폐쇄되고 남녀가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으로 나뉘어 은밀 

하게 종교집회를 유지한 관계로 한국인들의 공개적인 예배 참여와 활동은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이미 정통 선교사 통네에서 발원된 성탄절 의례와 문화는 ‘밀가루 

반죽의 누룩처럼’ 한국인 사회에 조용하게 확산되어 나갔다. 

2.2 선교사 동네의 성탄잔치 

이처럼 정동의 선교사 동네에서 시작된 성탄절 행사는 토착민들의 호기심올 

10) Ibid. 

11) J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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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일으켰고 선교사들은 이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구체적인 예로 1893년 성 

탄절에 노블(W.A. Noble) 부인이 시도한 한국인 부녀자들을 위한 ’성탄 잔치’를 

들 수 있다. 노블 부인의 1893년 성탄절 일기다. 

“오늘은 우리에게 제일 기쁜 날이기 때문에 며칠 전 우리 어학선생올 시켜 이곳 주 

변 부인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청중한 초청장을 쓰게 했다. 나는 그것을 우려 집 

마당에 붙어있는 한국인 집들에 보냈다. 모두 아홉 집이었는데 부인이 한 집에 한 명 

이상은 있다. 주일[12월 24일l에는 얘오개I아현l로 가서 그곳의 부인들도 [성탄절]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올라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했다. 내가 초청한 사랑보 

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겠다는 의사률 보이므로 나는 중앙에 큰 탁 

자를 놓고 거기에 땅콩과 오렌지 • 케이크 둥올 진열해서 부인들융 맞을 생각이었다. 
우리는 훌(W.J. Hall) 가족이 갖고 있던 작은 오르간과 내 한글 찬송가， 그리고 누가 

복음서를 가져다 놓았다" 12) 

노블 부인은 선교사와 외국인들끼리 하였던 ‘성탄 잔치’에 한국인들을 초청하 

기로 하고 미리 초청장을 만들어 주변에 사는 부인들에게 톨렸고 담임하고 있던 

애오개교회(현 아현감리교회) 교인들도 초청하였다. 초청장올 받은 부인들의 반응 

은 기대 이상이었다. 초청장올 받지 못했음에도 소문올 듣고 참석하겠다는 이도 

많았다. 노블 부인은 큰 흘에 탁자를 준비하고 서양식 과자와 음식올 준비하였다. 

그런데 성탄절 날 약속시간 훨씬 전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한국인 집에 시계 

가 없었던 탓이기도 했지만 서양인 집을 구경한다는 생각에 한국 부인들이 서둘 

러 온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은 아이들도 많았다. 아이들올 제외하고 어른 

만 50여 명에 이르렀다. 결국 추운 겨울에 손님들을 밖에 세워둘 수 없어 노블 

부인은 예정보다 앞당겨 모임을 시작했다. 그날 모임에 대한 노블 부인의 증언이 

다. 

”이들 대부분은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 

이었다，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틀은 조용하게 주의를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고 어떤 사랑은 바닥에 앉았다. 우리 방이 

넓어 모두 수용할 수는 있었지만 상자 속에 물건올 쌓아놓듯 사랍들이 포게 앉아야만 

했다.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려고 싶었다. 내가 오르간 뒤에서 말하는 통안 그들은 내 얼굴을 뚫어 

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훌 부인이 들어왔고 나는 오르간올 치연서 찬송올 불렀 

다. 그들온 대부분 오르간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틀이라 대단히 좋아했다 " 13) 

12) The Journals o[ A쩌ttie Wilkox Noble 1892-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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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인들에게 선교사 부인이 치는 오르간 소리는 낯설지만 매혹적이었다. 

그들 눈과 귀에 선교사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했다. 노블 부 

인은 토착 부인들의 이런 관심과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후에 나는 목자들 주변을 비춘 빛과 천사들이 찬송했다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 

었고 혼신을 힘올 다해 말씀을 셜명해 주었다. 그들은 알아듣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 

님이 우리 아버지며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형제인 것을 설명한 후에 내가 기도하고 훌 

부인과 합께 주기도를 하였다. 나는 기도할 때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다과를 나누어 주었는데 가난한 이방 부인네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올 보고 우리 마음도 한없이 기쨌다 .. 14) 

지금까지 선교사 통네에서 이루어진 성탄절 행사가 선교사와 외국인， 선교부 

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선교사 운영 학교 학생， 그리고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면 노블 부인의 성탄 잔치는 처음으로 불신자를 염두에 둔 행사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초청올 받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노 

블 부인은 성탄 잔치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 성탄 및 기독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올 두었다. 노볼 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초청받아 온 토착민 

부녀자들은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선교사들이 나누어주는 과자와 선물을 

기쁘게 받아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토착민들은 선교사 동네 성탄절 행사에 초청을 받아 가서 서양인 

들의 성탄 문화를 접하였다. 이국적인 장식으로 가득 찬 방에서 듣는 낯선 노래 

와 성경 이야기， 처음 악어보는 서양과자는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 

나 한국인들에게 성탄절은 아직 ‘낯선’ 서양 문화였다. 성탄절 준비와 집례를 외 

국인 선교사들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한국인들은 성탄절 문 

화에서 여전히 손님이고 구경꾼[觀客]이었다. 

3. 토착교인들의 성탄절 해석과 적용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해 배타적이 

고 공세적이었던 사회 분위기가 18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서면서 눈에 띠게 바 

13) lbid. 

14) J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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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었다. 특히 1894년 갑오농민혁명과 청일전챙， 1895년의 올미사변(명성황후시해 

사건)과 아관파천， 을마의병운동에 이르는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선교사들이 관여 

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치외법권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민중 

계충이 생명율 보호받기 위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교회는 급속한 숫적 증 

가률 이룩했다 15) 이제 한국사회에서 선교사들의 선교와 기독교인틀의 전도 활똥 

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의례와 문화에 대한 토착 

교인들의 적극적인 해석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했다. 

3.1 토착교인들의 성탄절 해석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의례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해석 작업이 이루 

어졌는데 성탄절 문화도 마찬가지였다. 그 구체적인 예를 1897년 성탄절에서 찾 

아볼 수 있다. 토착 기독교인들울 대상으로 발행하던 〈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 실 

련 “구세주의 탄일”이 란 논셜이다. 

“홍서양 사용을 물론흥고 생일날융 당흉여 깃버창지 아니리는 업싼며 산?회가 날 

때얘 뽕나무 활과 쑥대살노 ξ방애 쏘는거슨 그 9회가 자걷셔 잘되기흩 축원흥이오 

부모의 생신애 잔채를 배셜흥고 빈객율 청흉여 연락훌은 부모의 안강창심융 촉수홍이 

나 그거슨 사흘마다 주괴 집에 깃용이오 나라 황상의 만수성절과 태깐연하의 천슈경절 

융 당흥여 백영틀이 국피훌 달며 동훌융 켜셔 일제히 깃버흥옹 전국인민이 님군의 안 

슈무강창싱울 경축홍이냐 이거슨 나라마다 백생들이 제 닝군융 위홉이라" 16)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올 축하하는 성탄의 의미를 생일축하 문화로 성명하고 

있다. 그 중에도 이 나라 백성이연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생일촉하， 온 백 

성이 “국기를 달며 퉁불올 켜서” 축하하는 임금의 생일에 비유하였다. 즉 당시 

고종황제의 생일인 ‘만수성절’(홈끓뿔節)， 황태자의 생일인 ‘천수경절’(千뚫慶節) 

같은 국경일 문화에 비유하였다. 그러면서 성탄절은 이런 국가적 경축일보다 상 

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다른 나라 님군의 탄생일은 본국 신민의 경축홍바 업거니와 련하만국에 무흔남녀 

로유흉고 일심으로 감샤흉며 옹션히 깃분날은 구셰쥬의 탄일이라. 님군의 단신과 부 

모의 생신으로 비교훌 수 업고 흔녀의 툴날이나 국가의 독립일노 또혼 상대훌수업늑니 

15) 차재명. r조선얘수교장로회사71J ， (새푼안교회， 1928), p. 29; 한국기옥교역사연구회연 r한 
국 기독교의 역사 μ， (기독교문사， 1989), pp. 253-258. 

16) “구세쥬의 탄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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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륭에 깃분때는 이날이 예일이라" 11) 

이어서 성탄절이 황제 생일인 만수성절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 

다. 

“엇지창야 그러창뇨. 당효에 구셰쥬의 강생향심이 아니더연 억죠창생의 최악을 엇지 

대속훌 수 잇÷며 죄를 속흥지 아니섯시면 우리가 엇지 형벌을 연흥리요. 반F시 소마 

다[소돔] 아마랍I고모라]의 형벌이나 홍슈의 란올 두 번 맛날지라. 그런즉 예수씨의 

오심으로 만민의 죄흘 버셔나 죽은 자- 다시 살고 병든 자- 곳칭올 엇엇시니 그런 리 

치를 아는 사흠은 구셰쥬의 탄강일을 위가 아니 깃버향며 위가 아니 갑샤흉리오" 18)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토착 교인들의 성탄축하 행사가 추진되었다. 그 구체 

적인 예를 〈그리스도신문〉이 보도한 서울 연동교회 교인들의 1897년 성탄절 행 

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나간 스므닷새날 예수 성탄일에 련통 례배당에셔 수백명 남녀 교우들이 모히여 상 

쥬피 례배창며 찬용흥며 예수의 강생향심올 감샤캉고 또 남녀 학당 9 해들의게 과추와 
혜울을 주며 남녀 교우의게 음식으로 대접흉고 또 그날 아춤에는 내의÷ 파이팅 

(lVh i t ing)피셔 여러 가난혼 내쿄우들을 청향야 모흐고 여러 가지 대한응식으로 풍쩡 
하게 대접흉고 또 스무나혼날오후에는 녀학당을 쥬장창는 도퇴(Doty) 부인피셔 그 학 

원들올 모흐고 깃브게 노는대 학원들의게 례물도 만히 주고 외국 과깐와 여러 가지 표 

흔거슬 만히 주엇다더라" 19) 

아직은 선교사들이 주도한 연동교회에서는 성탄 축하예배에 참석한 교인과 학 

생들에게 과자와 선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친교 음식올 합께 나누었다. 특기할 것 

은 여선교사가 가난한 여성 교인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한 것이니 소외계층을 

위한 성탄절 자선행사가 비로소 소개되었다. 

같은 해(1897년) 정동교회의 성탄절 행사도 비슷하였다. 정통교회는 10년 가 

까이 남녀 교우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897년 가을에야 비로소 

정동에 서양식 벽돌예배당을 건축함으로 성탄절 예배는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새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었다. 정동교회의 성탄절 행사는 12월 24일(금요일). 성탄 

전야 행사로 시작되었다. 

17) Ibjc/. 

18) Ibjc/. 

19) .. 성탄경축" <그리스도신문> 1898.1.6. 



54 종교와 문화 

”이십÷일 하오 다숫시에 교우들이 새 회당에 모혀셔 괴이혼 그립율 구경훌 터인대 

문표 일천 장융 미리 논隔어 교흉 형예와 교외 친구들을 다 청창야 찬미흉고 피도혼 

후에 아편셜라 목싼가 장간 론셜흥고 여러 사홉이 깃분 l?&으로 연보혼 돈이 남녀 합 

창여 이섭요원이라. 수션흔 후에 피이는 그립율 F미잇게 잘돌 구경창고 닐곱시즘 되 
야 파흉니라" 20) 

성탄 전날 저녁에 모여 구경한 ‘기이한 그럽’은 선교사들이 미국애서 가져 온 

환퉁(幻燈， filmslide)을 위미한다. 교회에서는 환등회를 춘비하고 1천여 장 입장 

표률 발행하였는데 교인과 불신자를 가리지 않았다. 간단한 기도회 후에 헌금(연 

보)을 실시하여 25원을 모았는데 이것은 그 다음날 있올 가난한 교우를 위한 구 

채바 명복으로 거둔 것이었다. 

그리고 정동교회 교인들은 12월 25일(토요일) 오전애 성탄절 예배를 역시 새 

예배당에서 드렸다. 

”이십오일 이날용 우려 구셰쥬의 탄신이라. 요션 열시에 교종 형예와 주매들이 다 

깃부고 감샤혼 I? g으로 새회당얘 모혀셔 찬미 피도향고 아연껄라 목÷가 심년션얘 션 

도혼 론설을 다시 낡어툴니는대 그 분명혼 말승과 명령흔 언론이 라치애 합당흥고 추 

호도 흔착이 업셔 듯는 이가 다 귀률 기우리며 피이히 녁이더라. 그 후에 교우 노병션 

씨가 론셜흥되 구셰쥬에 탄신이 셰계상에 예일 큰 명일이 되는거손 구셰쥬피셔 만국만 

민의 죄를 대욕창샤 빗는 자로 흉여공 영생융 엇게 흉심이라 창고 각기 일심으로 하난 

닙의 은덕올 찬송좋고 열두시냐 되야셔 짜융니라" 21) 

1897년 정똥교회 성탄절올 맞아 아웬첼러 선교사가 행한 셜쿄는 10년 전， 즉 

1887년 성탄절에 ‘베댈예배당’에서 한국인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행한 ‘한국말 셜 

교’， 즉 “마태복음 1장 21절을 내용으로 한 ‘그의 이름을 에수라 하리라.’는 설 

교"22) 본문이었다. 이런 아펜첼러의 셜교 후에 토착 전도인 노병선(盧炳善)이 나 

와 ”구세주의 탄신이 세계상에 제일 큰 명일이라"는 주제로 연셜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주도， 독점하였던 성탄절 의례에 토착 교인 

틀이 참여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토착 교인들의 주채적 참 

여는 성탄절 구재활통와 야간 예배당 장식에서 더올 확실하게 드러났다. 

“오후애 전날 연보흔 돈으로 남녀교우 중 번한흔 사즙과 병든 이플융 흔풍이 잇게 

20) “청통 새회당에셔 행혼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7.12.29. 
21) !bid.‘ 
22) 주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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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창야 구체창고 저녁 닐곱시에 학원들이 배재학당 회당 압회 퉁불 수백 개률 컷는 

대 그 중에 예일 큰 십깐퉁 혼 개를 E든러 금주로 광죠통방 녀l 글자를 써셔 공중에 놈 

히 훌고 q해들을 실과를 주어 깃분 날올 표흥니라" 앙) 

성탄 전야， 환등회에 앞서 실시하여 모은 헌금(25원)으로 교회의 가난한 교우 

들을 구제하였으며 그날 밤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배재학당에서 정동교회에 이어 

지는 길에 수백 개 등(燈)을 달았다. 그중에 ‘십’(十)자를 새긴 십자등(十字燈) 하 

나를 크게 만들고 백지애 한자로 ‘광죠통방’(光照東方) 네 글자를 새겨 성탄과 기 

독교 선교의 의미를 일반인들에게 알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인들이 성탄을 

축하하는 문화 행사의 하나로 교회와 학교 앞에 ‘수 백 개 등’을 내걸었다는 점이 

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바， 임금님의 탄신일을 맞아 백성들이 “국기를 달며 등 

불을 켜서” 축하하는 국경일(國慶日) 문화의 수용을 의미하였다. 

3.2 기독교인들의 국경일 행사 

실제로 이 시기 기독교인들은 국경일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충군애국’(忠君愛 

國)하는 민족의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고종황제의 생일(만수성절) 뿐 

아니라 태조(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립한 것올 기념하는 기원절(紀元節) 행사에 

도 적극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서재펼올 중심으로 한 진보적 인사들이 독립협회를 

창설한 직후. 1896년 8월 고종황제 탄신일올 맞아 독립협회 회원들이 서대문 밖 

모화관(후의 독립관)에 모여 경축행사를 갖기로 했을 때 서울시내 교인들이 그 날 

오전 주일 예배 때 “대군주 폐하와 조선인민을 위하여 하나님께 창마와 기도”룰 

드리고 오후에 열린 모화관 집회에도 참석하여 일반 군중과 함께 고종황제의 만 

수무강을 기원하였다.24) 그리고 1897년 8월 13일(음 7월 16일) 독립협회가 독립 

관에서 개최한 기원절 행사에 배재학생들이 나가 ‘애국가’와 ‘초선가’(朝활歌)를 

불렀고 아펜젤러와 윤치호가 연셜하었으며25) 그 해 8월 22일(음 7월 25일)의 고 

종황제 탄신일(만수성절)을 앞두고 〈죠션크리스도인회보〉는 논셜올 통해 “우리 

23) “청동 새회당에셔 행흔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7.12.29. 
24) <독립신문>， 1896.9.1. 

25) “피원절 경회" <죠션크리스도인회보> 1897.8.19. <독립신문〉은 이 날 배재학당 학생들이 
“오백여년 우리왕실 만세무궁 도우소서”는 내용의 찬송을 불렀다고 보도하였다. <독립신 
문> 18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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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는 더욱 국가 명령을 윤흥창여 하논님의 δ랑창시는 백성의 표를 온 셰상에 

밝히 증거홍거시니라."26) 촉구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과 국경일 행사는 1898년 8월 기원절과 만수성 

절 행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 행사률 〈대한크리스도인회보〉가27) 자세히 보 

도하였다. 우선 독립협회 주관으로 독립관에서 거행된 기원절 행사장 모습에 대 

해 “독립문 우헤는 국괴를 놓히 등고 압헤는 청총1지로 홍여문올 E 흘엇시며 황 

금대주로 피원경축이라 삭여 문 우헤 크게 붓첫고 목책올 스연으로 빌리창고 그 

안헤 교의 수 백 좌를 버려노코 츠일올 몹히 첫는지라 "28) 하였던 바 장식물로 

국기(國雄)와 푸른 솔가지[춤松]로 만든 흥예문(紅짧門). 그리고 금색으로 쓴 ’기 

원경축’(紀元慶祝)이란 간판이 등장하였다. 이날 기원절 챙사에 배재학당 학생과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한 주일 후에 있었던 고종황제 탄신일(만수성절) 축하행사에도 교인들 

이 적극 참여하였다. 우선 그날 오전 독립협회 주최로 독립관에서 거행된 ‘만수성 

절’에 관한 기사다. 

“만슈생쩔을 당흉매 사릉마다 깃분 ~g으로 닷토아 경축흥는 청성을 표훌새 독립 

협회 회원들은 독립관에 모히여 국괴를 놀히 흘고 황금 대주로 만슈생절 네 글-^}를 삭 

여 들어가는 문에 크게 붓첫시며 회원 수 견인과 각 학교 학도들이 각각 머리우헤 조 

회로 븐 흔 끗7지를 꼬첫스며 반공에 흔일을 눔히 치고 흉악소래가 진통흉는대 회원 

흉 혼 분이 경하 혹사률 연설흔 후에 학원파 학도들이 흔려l로 경축가를 노래창고 다과 

를 내여 장유와 로쇼가 창나도 빠진 이가 업시 다 먹고 오후 흥시에 폐회창엿시며 .. 29) 

경축식장 장식물로 국기(태극기)와 ‘만수성절’(萬壽뿔節)이라 쓴 간판이 등장하 

였고 참석한 시내 학교 학생들은 머리에 종이로 만든 꽃가지를 꽂았다. 이 날도 

배재학당 학생들이 예식에 참가해 경축가(慶祝歌)를 불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은 이날 독립관 집회 외에 서울시내 기독교인들이 그날 오후 별도로 축하 모임올 

가졌다는 점이다. 

’‘구셰교회 교인들은 그날 오후 세시에 장악원에 모히여 경축훌새 남녀 교우가 처소를 

26) “만수성절" <죠션크리스도인회보>. 1897.8.19. 
27) 아펜첼러가 발행했던 감리교회 기관지 〈죠선크리스도인회보〉는 한국정부의 ‘대한제국’ 선 

포(1897.10.12)를 계기로 1897년 12월 8일부터 제호를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바꾸어 
발행했다. 

28) “개국피원절"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9.l4. 
29) “대황예 탄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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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흥야 백포장으로 가온대를 막고 일체히 경축가률 노래흥여 션능향신 하능닙피 

대황예 폐하흘 위흉야 피도창고 본국 교우툴과 셔국 목스가 서로 감샤훈 뜻을 연셜흥 

는대 그 질거온 모양파 하혜창는 말승은 일필노 다 피록훌 수 업시며" 3이 

장악원(掌樂院)에31) 모인 기독교인들은 경축가를 부르고 황재의 만수무강올 위 

해 기도하였으며 ·충군애국’을 주재로 선교사와 토착교회 지도자들이 연설하였다. 

기독교인들의 만수성절 축하의식은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다. 

껴녁에는 배재학당에서와 달성회당에셔 각색 등을 흘고 남녀 교우가 일심으로 모 

히여 하늑님피 피도흥고 경축가률 노래창며 하논님올 공경향고 닙궁율 ξ랑향는 쥬장 

뜻올 론셜창고 깃분 I? S 으로 파흔지라. 우리는 천국인민이 혜마다 오놀을 큰 영일노 

알어 융군얘국흥는 목역융 피렴하기률 앵라노라. n 32) 

배재학당과 달성회당(현 상동교회)에서 열린 축하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다 

시 한 번 고종황제의 만수무강올 비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경천애군’(敬天愛:[;t) 

을 주제로 한 연설율 들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두 곳 모두 건물 밖애 ‘각색 둥’(各色짧)을 내걸었다는 점 

이다. 배재학당은 이미 1897년 성탄절에 ‘수 백 개’ 등을 내걸어 성탄을 축하하는 

의식을 표한 바 있다.33) 그런 등 내달기는 한국에서 만수성절 같은 국경일 행사 

때 총종 등장하는 낯익은 문화였다. 그것옹 또한 불교에서 매년 석가탄일(사월초 

파일)에 실시하는 ‘연퉁제’(훌燈奈) 문화와 연결되기도 했다. 이처럽 토착적 ‘연둥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올 배재학당의 성탄절 등 내달 

기에서 확인할 수 었다. 이런 식으로 선교사를 통해 복음에 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토착교인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4. 한말 기독교의 토착적 성탄절 문화 

19세기말 시작된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는 외세 ， 특히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30) lbid. 

31) 장악원은 조선시대 음악을 관장하던 정부기관으로 당시 명혀l방 종현천주교 성당(현 명동성 
당) 아래쪽〈현 서율 YWCA 근처)에 있었다. 

32) “대황제 탄일" <대한크려스도인회보>， 1898.9.14. 
33) 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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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그 결과 일재의 침략과 지배 현실얘 대한 기독교인 

틀의 저항적 민족의식은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1894년 청 

일전쟁과 갑오개혁대 후반 들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야욕이 노골화되연서 

민족의 자주적 독립이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은 대한제 

국 수립과 고종황제를 지지， 후원하는 국경절(만수성절과 기원절) 행사에 적극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국경절 의식과 문화가 성탄절 문화에 홉수， 접목되 

어 토착적이고， 민족적인 양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4.1 인전지방 토착교인들의 성탄절 행사 

지금까지 살펴본 성탄절 행사와 문화는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이런 선교사와 서울 교인들의 성탄 

절 문화가 지방 교인들에게 전파되면서 보다 토착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률 인천지방 교회들의 1898년 성탄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인천 담방리교회(현 인천 만수교회) 교인들의 성탄절 빼배에 대한 〈대한 

크리스도인회보〉의 보도다. 

“성탄일에 인천 당방리 교회에서 남녀 교우들이 열싱히 연보한 돈이 사원 오심 천인 

데 처음으로 싱자기를 세우고 퉁 상섭륙 개롤 십자로 달고 회당 문 위에 태극기를 세 

웠으며 남녀 교우 합 요십 사인이 모었는데 전도 듣는 사랍운 이백여 명이요 속장 이 

근방씨가 기도하고 권사 복정채씨가 목사 조원시씨률 대신하여 누가복용 이장 일절로 

이심 사절까지 읽고 얘찬을 에풍여 하나님 성자께서 이 세상에 요신 뜻율 셜명하는데 

냥녀 교우 외 구경하는 사랍들이 재미있게 듣고 하님께 영광을 툴리더라" 34) 

2백여 명이 참석한 얘배의 순서률 토착교인들이 주로 담당하였는데 셜교도 선 

교사 ’조원시’(G.H. Jones) 대신 토확 천도인 복정채( ~표짖)가 맡았다. 성탄예배 

의 주도권이 선교사에서 토착교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배 중에 헨금 순서가 있었고 애찬(愛홈)도 나누었다. 예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탄절 예배당 장식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담방리교회 교인들은 성탄절을 맞아 

얘배당 출입문 위에 ‘십자기’(十字雄)와 ‘태극기’(太極雄)를 게양했고 ‘둥(燈) 36개’ 

를 십자 형태로 걸었다. 이런 둥 내걸기는 이미 서울 배재학당의 경우에서 확인 

한 바이다. 다음은 강화 교항동교회(현 강화교산교회) 성단절 모습이다. 

34) “인견 담방리교회 성단일 경축"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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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일 경축에 형제가 삼십 오인이오 자매가 삼십 칠인인데 본토 전도선생 김상립씨 

가 마태복음 이장 일절로 십이절까지 보니 얘창례를 베풀며 저녁 예배에 태극풍 삼십 

철개를 달고 형제자매와 외인까지 육철십 명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 

였더라" 35) 

교항동교회는 선교사 없이 토착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 외에 불신자 

들도 많이 참석했다. 토착 전도인 김상립(金商王)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였으며 예 

배 후에는 애찬을 냐누었다. 그리고 예배당 장식에서 특이한 점은 저녁 예배 때 

‘태극등(太極燈) 37개’를 내걸었다는 것이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태극동 37711 ’는 

앞서 담방리교회 교인들이 내건 ‘등 36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부평 굴재교회(현 인천 계산중앙교회) 성탄절 광경이다. 

“구주닝 탄일에 퉁불 이백 오십 개를 전후죠내에 달고 십자기와 태극기률 세우고 청 

송 홍예문을 세우고 방포 삼성 후에 화우에서 지포를 일시에 놓고 성기전을36) 을리며 

교인 남녀 오십 이 명이 모이매 사간 회당에 팍 차고 팔십 구 잔미를 노래하고 회중 속 

장 이영순씨가 누가복음 일장 이십 륙절부터 삼십 왈절까지 논설하고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천부 전에 기도하옵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며 성신올 받은 마음으로 

간중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미할 새 근처 여러 통네 사랍들이 남녀로소 없이 구경하여 

회당 문이 다 상하도록 틀어요며 하는 말이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 예수를 믿겠 

다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구세교회가 이렇게 옳은 줄을 올랐더니 이제 본즉 좋은 일이 

로다 하고 모든 교우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로 영화를 돌리더라" 37) 

굴재교회에서도 토착쿄인들이 예배와 행사를 주도하였는데 성전을 장식하면서 

등 250개와 함께 십자기와 태극기를 내걸었고 예배당 출입문에 푸른 솔가지로 

흥예문(tt짧門)을 만들어 세웠다. 소나무 가지로 무지개 모양의 흥예문을 만들어 

세운 것은 1898년 8월， 서울 독립관에서 거행된 기원절 행사장에서도 보였던 것 

이다.38) 그리고 굴재교회 성탄절 행사에서 특이한 것은 방포(放뼈)와 지포(紙뼈) 

등 국가적 경축행사에 등장하는 ‘군대’ 문화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유력한 구 

한국부대 군인출신이 굴재교회에서 출석하였거나 교회가 구한국 군인들의 지원을 

35) “강화 교항동교회 성탄일 경축"，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9.1.4. 
36) ‘성기전’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률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전후 문백으로 보아 조선시대 무 

기 가운데 하나인 ‘신기전’(j1jI機암， 여러 개의 불화살올 한꺼번에 쏘아 융라는 무개의 다 
른 표현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37) "부평 굴재회당에셔 성탄일 경륙"，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9.1.4. 
38) 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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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는 중거이다. 

이처럼 1898년 인천과 강화지방 교인들의 성탄절 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 성탄절 예배와 행사의 주도권이 선교사로부터 토착인 전도자와 교인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2) 따라서 성탄 예배(기도와 찬송， 성경낭독， 셜교l 헌금)를 

토착 전도인들이 인도하였다는 점， 3) 성탄절 예배 후에 참석자들이 애찬식으로 
친교를 나눈 점， 4) 교인들이 성탄절에 예배당을 장식하연서 태극기와 십자기를 

걸고 청솔가지 흥예문을 세웠으며 저녁에는 태극등과 일반 등 수 백 개 혹은 

36-37개를 내걸었다는 점， 5) 성탄절에 교인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대거 참석 
하여 관심과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토착교인들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예배와 행사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을 장식하고 행사를 주관했 

다. 이런 토착 교인들의 성탄절 장식과 예식은 앞서 서울 정동에서 선교사들이 

주도한 성탄절 행사와 비교할 때 서로 통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연도 많다. 역사 

적，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4.2 토착교인들의 성탄절 의식과 신앙 

우선， 인천 강화지방 교인들이 드린 성탄예배를 살펴보면 예배 인도자만 선교 

사에서 토착교회 지도자들로 바뀌었올 뿐 내용과 형식은 같았다. 찬송과 성경봉 

독， 기도와 설교， 헌금과 얘찬 등으로 이루어지는 성탄절 행사 내용은 서울 정통 

선교사 동네와 교회의 그것과 같았다 토착교인들이 선교사들올 통해 소개된 서 

구 기독교의 ‘성탄절 예배’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기독교 전례 중 가장 오랜 전통인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핵심인 ‘말씀의 성육신’ 사건을 되새겼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에 ‘십자 

기’를 내걸었고 등올 달 때도 ‘십자’ 형태로 달았다. 십자가 역시 세계 기독교 전 

통 가운데 가장 오핸 상갱이자 기호였다. 토착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복음적 신 

앙’올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토착교인들의 성탄절 장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과 강화 교인 

들은 예배당에 십자기 외에 태극기와 태극등도 합께 내걸었다. 이런 장식은 선교 

사들의 성탄 문화이l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태극기냐 태극등은 한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민족의식의 표현이었다. 이마 앞서 살펴보았듯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기독교인들은 독립협회가 독립관에서 주최한 기원절과 만수 

성절 축하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축하행사를 벌였 

다. 이런 민족주의적 축하， 기념현장에는 의례히 국기인 태극기가 등장하였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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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강화 교인들은 1898년 성탄절 예배당 장식을 하연서 십자기， 십자동과 함 

쩨 ‘태극기’， ‘태극등’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담방리교회 교인 

들이 내건 십자기 ‘36개’와 교항동교회 교인들이 내건 태극풍 ‘37개’의 숫자적 의 

미는 고종황제의 즉위(통치) 년도률 상징하는， ‘충군애국’ 의식의 표현이었다，39) 

한말 기독교인들은 고종황제의 탄신일(만수성절)에 등을 내걸고 황제의 ‘만수무 

강’을 비는 종교 집회를 가졌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절에도 태극기와 태극등 36(혹은 37)개를 통해 황재의 건강과 대한제국의 정치적 

안정을 빌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토착교인들은 성탄절올 통해 ‘민족적 신앙’을 

표현하였다. 

또한 토착교인들이 성탄절 얘배당에 태극등이나 십자풍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내걸었는데 이처럽 수많은 풍으로 성전을 장식한 것은 불교 사찰에서 보았던 

연퉁(隊燈) 문화를 차용한 것이었다. 토착민들은 석가탄일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 

던 ‘연퉁’올 성탄절 예배당에서 보았다. 연둥에 끌려 구경 온 사랍들은 방포와 지 

포 촉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푸른 솔가지로 장식한 흥예문올 거쳐 ‘태극기’와 

‘십자기’가 게양된 얘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 모든 장식은 토착민들에게 ‘익숙 

한’ 토착적 문화 양식들이었다. 선교사틀의 서양식 성탄 장식(성탄목과 선물양말) 

과 달랐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어색하지 않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었다. 토착교인들은 이린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자신들얘게 익숙했던 토 

착적 종교 문화 양식올 벌어 성탄절을 장식하였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렇 

게 ‘토착적 신앙’을 표현하였다. 

이처럽 강화와 인천， 부평 지방 교인들은 1898년 성탄절을 통해 ‘복음적이고 

민족적이며 토착적인’ 신앙올 표현하였다. 이런 토착 교인들의 신앙 표현이 선교 

사들의 가르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착 교인들의 자연발생적인 행위를 

통해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토착 교인들이 주채적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올 보여주기 때문이다. 

5. 철론: 성탄절올 통해 나타난 복음의 토확화 

지금까지 살펴본 초기 한국교회의 성탄절 빼배와 행사를 그 내용과 형식을 비 

39) 고종'(l852-1919) 황제가 조선의 12대 왕으로 즉위한 것이 1863년이므로 1898년은 ‘즉위 
36년’ . 1899년은 ‘즉위 37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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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정 리하연 다음과 같다. 

연도 
성탄절 행사와 내용 신앙요소 

행사 내용 복음적 요소 토착적 요소 민족적 요소 

1884 선교사가족 선물교환，만찬 
성탄절 

외국인교회 
외국인교회 성탄예배， 

성탄절 
선물교환， 만찬， 성탄 성탄예배 

1886 모..， 

이화학교 성 한국 여학생툴에게 성 

단축하 탄목선물 

외국인교회 외국인교회 성단예배， 
성탄예배 

성탄절 성탄목， 선물교환 
1887 

정홍교회 성 성탄예배(찬송 기도 

탄절 성경 셜교) 
성단예배 

1892 
지역주민 초 여선교사가 지역 부녀 

성탄예배 
갱 성탄잔치 자초청 만창 

연풍교회 성 
성탄예배. 애찬식. 성탄 예배， 극빈 
여학생툴애게 선훌 충 교우틀얘게 음식 

탄절 
정 대접 

1897 성탄전야 환둥회， 얘 성단얘배(선교사 
배재학당 앞애 

정동교회 성 찬식， 성단예배， 헌금 와 토착 전도자 
십자둥과 퉁불 

탄절 을 실시하여 극빈자와 설교)， 구체활동， 
수 백 개 게양 

병약자 구제활풍 십자둥 

담방려교회 성탄예배(토확전도자 성탄예배， 
풍 36개 게양 

태극기， T c:r 

성탄절 인도)， 얘창식 십자기 게양 367~ 게양 
교항동교회 성탄예배(토학전도자 

성탄예배 
태극퉁 377~ 게 태극동 37개 

성탄절 인도)， 얘찬식 양 게양 
1898 

퉁 250개 게양， 
굴채교회 성 성탄예배(토확전도자 성탄예배， 청송 흥예문 셜 

태극기 게양 
탄절 인도) 십자기 게양 치， 방포와 지 

포， 성기전 발사 

1884년 알렌 선교사 가정에서 시작된 성탄절 행사는 처음에 외국인끼리 즐기 

는 ‘낯선’ 문화로 출발하였다. 서울 정통의 선교사 동네에서 시작된 성탄예배와 

잔치에 선교부에 관련한 한국인틀이 초청올 받아 참석하고 또한 토착인 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1887년부터 토착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탄예배가 드려지면서 

성탄절의 의미와 내용이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1892년 노블 부 

인이 지역 주민올 초청한 것과 같이 성탄절올 기해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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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고 성탄의 의미를 소개함으로 성탄절 행사와 문화는 불신자 사회에도 전파되 

었다. 이러한 초기 성탄절 예배와 행사의 주역은 외국인 선교사였고 한국인 학생 

과 교인들은 손님이거나 구경꾼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부흉하고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1895년 

이후에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1897년의 서울 연동교회와 정동교회의 성탄절 

행사에 보듯 성탄절 예배와 행사는 선교사와 토착교인들이 공동 참여로 이루어졌 

다. 특히 성탄절을 기해 극빈자를 위한 구제활동을 펼쳤는데 정통교회의 경우에 

는 그 목적을 위해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실시하였다. 그려고 배재학당에서는 그 

해 독립협회가 주관했던 기원절이나 만수성절 같은 국경일에 등장하였던 ‘동 걸 

기’ 현상을 성탄절 저녁 때 재현하었다. 서양의 성탄절 문화에 한국의 국경일 문 

화가 접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1898년 인천과 강화지역 교회들의 성탄절 행사에 이르러 토착교인들이 

주도하는 성탄절 예식과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선교사의 방문이 쉽지 않은 지 

방교회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들 인천과 강화지역 교회에서는 토착인 전도자 

들이 성탄예배를 인도했고 성탄절 장식도 토착교인들이 ‘우리 식으로’ 했다. 그 

결과 ‘복음적이고， 민족적이며， 토착적인’ 성탄절 문화가 형성되었다. 즉 성탄예배 

의 내용과 형식에서는 선교사들이 주도한 성탄예배와 다를 바 없는 ‘복음적’ 요소 

(성탄예배의 찬송과 기도， 성경낭독， 설교， 헌금， 애찬식， 십자기 장식 둥)를 담고 

있지만 성탄절 장식과 예식에서는 ‘민족적’ 요소(태극기와 태극등， 고종황제 즉위 

년을 상징하는 등불 개수)와 ‘토착적’ 요소(수 백 개의 둥불 장식， 청송 홍예문， 

지포와 방포 등)를 가미합￡로 서구기독교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종 

교문화와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한국교회 고유의 성탄절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 

냈다. 선교사들이 주도한 성탄절 의식과 문화에서는 ‘복음적 요소’만 나타난 반면， 

토착교인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토착적’이고 ’민족적’인 요소가 첨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착화의 주체를 선교사가 아닌 토착교인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연결되면서도 구분되 

는’(continuus et separatus) 제 3의 전통S로 뿌리를 내렸다. 
이와 같은 초기 토착 기독교인들의 ‘복음적이고 민족적이며 토착적인’ 성탄절 

의식과 문화는 복음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다. 선교 초기 선교사들 

을 통해 소개받은 성탄절 문화가 처음엔 낯셜고 어색한 ‘서구 문화’였지만 토착 

교인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종교·문화 전통에 ‘익숙한’ 양식을 취함으로 ‘우리 것’이란 인식을 갖게 되었다. 더 

욱이 성탄절 의례와 장식올 통해 한말의 정치·사회적 현실상황에서 ‘충군애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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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민족적 과제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함으로 기독교를 ‘매국’(賣國)과 ‘무 

군무부’(無君無父)， ‘서양 오랑케’의 종교로 펌하하고 배척했던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올 해소시켰올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민족운동의 효과적인 매체로 인식 

하도록 만들었다， 앞서 살며본 굴재교회의 1898년 성탄절 경우처럼， “동네 사람 

들이 남녀로소 없이 구경하여 회당 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며 하는 말이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 예수를 믿겠다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구세교회가 이렇게 

옳은 줄올 몰랐더니 이제 본즉 좋은 일이로다 "40) 하는 현상이 나타난 배경이다. 

이런 식으로 선교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올 통해 소개된 기독교는 토착교인들 

의 적극적인 복음 수용과 해석， 적용을 거쳐 ‘낯선 종교에서 익숙한 종교로’ 모습 

올 바꾸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치사회적 현실， 종교·문화적 전통 속에 

뿌리를 내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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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lien to Familiar: 
Indigenization of Christianity shown by the 

Early Christmas Celebrations in Korea 

Rhie. Oeok Joo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Indigenization(encultration or contextualization) of Christianity is 

formulated in the process of receiv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gospel 

in the national context by the native Christians. Therefore. as we can see, 

church history has three basic elements: gospel, church, and nation. 

Gospel is confession of the truth based on the Bible, religious experience 

and Christian tradition. Church is an assembly of the Christians who have 

experienced in gospel and participated in its propagation to the world. 

Nation is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and religio-cult따al context of the 

native people where the gospel is proclaimed and practiced by the church. 

From mutual combinations of these elements(gospel, church and nation} 
come out three types of faith. Firstly, the evangelical faith , which is based 

on biblical and canonicaJ approach to Christian tradition, results from the 

combination of gospel and church. Secondly, the nationalistic faith, which 

is based upon the positive participation in socio-political situation, from 

the combination of church and nation. And thirdly, the indigenous faith. 

which is expressed with the form of native culture and religion, from the 

combination of gospel and nation. So whenever/wherever gospel happens 

to be proclaimed. there naturally come the evangelical faith, the 

nationalistic faith. and the indigenous faith. AlI these faiths formulate ’the 

third tradition" of the native church in the process of conlinuus et 

separalus(continuation and separation) of her own native religious tradition 

as well as the world Christianity. And by this process of indigeniz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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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ty is transferred from the alien to the familiar religion for native 

people. We can find this indigenization process in the early Christmas 

celebrations in Korea. 

ln Korea the Christmas celebration culture, embracing of worsrup, 

Christmas tree with gift socks, dinner party and exchange of gifts, was 

introduced by the missionaries and foreign residents at the mission 

compound at Seoul in the middle of 1880s. In these days all blessings and 

greetings of the day were monopolized by foreigners. None of Koreans but 

the workers who served for missionaries' house were invited or partaken 

to the Christmas party. Fo아re잉igne밍r녕 Christmas celebration was very alien 

naturally to the Korean natives. However, the situation was changed after 

1887 when the native Korean churches were founded in Seoul. On the day 

of Christmas of 1887, H.G. Appenzeller preached his "first sermon in 

Korean" with a title, "Thou shall call his name Jesus" at the worship for 

the Korean congregation. The missionaries intentionally tried to get a 

chance to make native converts through the Christmas cults. So they 

invited Korean natives to their Christmas party and gave Christmas gifts 

and messages of Jesus Christ. By this way, the Christmas cult made 

Korean hearts open to the Christianity. And the Koreans a1so began to 

know the meaning of Christmas gradually and participated Christmas 

worship and party. But the foreign mlsslOnaries not Korean native 

Christians yet took the initiative role of Christmas celebration. The 

Koreans were just guests or sightseers. 

But it took not so long time that the Korean native Christians began 

to understand the Christmas message and celebrate it with their own 

styles. We can find it in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대한크리스도인회 

보) which reported the Christmas festivals of 1898 by the native Christians 

of the three Methodist churches in Icheon and Kangwha district. The 

Korean Christians celebrated the birth of Christ in praising, praying, 

offering, sermon of the local preachers and agape(sharing) dinner with the 

heathen sightseers. They also decorated their chapels with flags drawn of 

cross and taeguk(太흩)， built up the rainbow typed gate with pine tree 

branches at the entrance and hung the paper lanterns of hundreds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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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six(or thirty seven) inside of chapel at night. Not the foreign 

missionaries but the Korean native church leaders took the initiative role 

in these Christmas celebrations. Accordingly, we can see here the 

characteristic faiths of the Korean native Christians. 

At first, we can see their ’evangelìstíc faíth' ín their Christmas 

celebrating worshíp wíth síngíng hymns and carols, readíng the Bible, 
praying, offeríng, preaching, and provídíng the agape meal to the 

neíghbors. They also decorated the chapel by flags and paper lanterns 

drawn with a ’cross symbol'(十字) that ís common to the whole world 

Christian churches. Secondly, we can see their ’nationalistíc faith' in their 

Christmas decoration, such as flags and paper lanterns with the taeguk 

symbo l. Especíally the taeguk tlag(natíonal fJag) raised up on the top of 

church gate represented the nationalísm of the early Korean Christians 

who earnestly pray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sovereign power and the 

long lives of King with the thirty six or thirty seven(means the 

enthronement years of the Emperor) lanterns at the birth day of Chríst. 1n 

thís way, the Korean church connected to the Korean people’s natíonalístic 

hístory. Thirdly, we can also find their ’indigenous faith' in their exteríor 

decoration of the chapel such as raínbow typed gate with the branches of 

the green pine trees and fíring the gun power before celebration. The 

most ínterestíng scene was the hanging of hundreds and tens of paper 

lanterns inside and outsíde of the chape l. Thís scene was well known to 

Korean as the ’ yeondung’(練燈) festival whích was held at the Buddhíst 

temple at the Buddha’s birthday. It could be saíd that the early Korean 

natíve Chrístíans had adopted Buddha’s birhtday culture in decoratíng theír 

chapels at Christmas. In thís way the Korean Chrístianíty was connected to 

the Korean traditíonal relígion and culture. 

As above seen, the first Christmas cult which was held by foreigners 

in the mlsslOn compounds was very strange and alien to the Korean 

people. However, it was getting more and more familiar by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in the Christmas worships .and parties. As a result, they 

converted into Christianity . and could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hristmas and created the Christmas culture according to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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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ite traditional styles. So we could find out ’evangelistic, nationalistic, 

and indigenous faith' in their Christmas cult designated and prepared 

initiatively by the native Christians. By this way the Christianity was 

indigenized into Korean soil so it transformed from the alien to the 

familiar religion to the Korean people. 

Key words: Christianity, indigenization, encultration, contextualization, 

Christmas, missionary, nationalism, indigenous religion and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