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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회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알아야 하
는 문화적 지식을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관점에서 기술ㆍ분석하는 것이
다. 종교 언어는 상황ㆍ맥락과 언어 사용 간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내부자적 관점에서의 경험적인 연구가 크게 요청되는 영역
이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에서의 기본적ㆍ전반적인 언어 사용 규범을 탐
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질문은 크게 1) 대예배의 구조, 2) 주요 말장르의
구조와 사용, 3) 교회에서의 중심적 주제와 언어 사용 간의 관계이다.
1)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고 가장 문화적 중요성이
크며 형식적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의례인 대예배를 중심으로, 예배가 어
떠한 말사례들로 나뉘는 말상황이고 이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여 전체
구조를 이루는지 기술ㆍ분석한다. 본 연구 대상 교회의 대예배에서는 총
24단계의 구별되는 말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크게 ‘부르심-세우심보내심’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예배의 원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순서들
을 이 틀에 따라 구조적으로 정렬하면 예배의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르심 (예배로의 부름 - 찬양 - 대표기도) - 세우심 (성경 봉독 - 설교
- 마무리기도 - 봉헌 - 봉헌기도) - 보내심 (파송). 또한, 본 연구는 예배
를 관통하며 이루어지는 “아멘”의 사용 규칙을 살펴 이것이 예배의 구조와
어떠한 체계적인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아멘”의 기능은 크게
말사례의 종결 표지, 대화 인접쌍, 청자반응신호로 나타난다.
2) 교회의 주요 말장르로는 ‘말씀’, ‘기도’, ‘찬양’이 발견되었다. ‘말씀’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화자가 되는 모든 메시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행 장
르로 파악할 수 있는 설교의 수사적 장치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설교에서
는 병렬 기법과 대화참여 구조의 역동적인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중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 성격이 구체화될수록 대화참여 구조는
현실 관계와 유사하게 조정되고, 이는 설교의 격식성을 낮추는 기반이 된
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되는 말장르로서, 하나님이 궁극
적인 청자가 되는 말하기이다. 예배/집회에서의 기도는 11가지 하위장르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3가지 대조 차원에 의하여 5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
다. 이들 범주를 형식성이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정렬할 때, 이것은 사
회화가 심화되고 “순종”의 정도가 “깊어지는” 스펙트럼과 궤를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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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각 범주별로 형식적 특성을 살피면, I, II 범주(‘주
기도문’ 류와 ‘대표기도’ 류)는 텍스트의 계획성이 높은 범주들로서 병렬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II, IV 범주(‘통성기도’와 ‘방언기도’)는 텍스
트의 즉흥성이 높은 범주들로서 반복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지막
V 범주에는 ‘침묵기도’가 포함된다. 기도 장르에서는 극존칭의 말단계가
주되게 나타나는데, 회중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말단계의 등급도 궤를 같이
하여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찬양’은 “멜로디가 붙은 기도”로, 노래라
는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의 특수한 하위유형이다. ‘참여자’ 특히
‘연령’ 요인은 다른 장르에서도 사용상의 변이를 낳는 데 주되게 작용하였
는데, 찬양 장르에서는 분류, 구조적 특징, 사용상 특징 모두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요 말장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평가 규준은 ‘신 중심’적인 말하기를 ‘인간 중심’적인 말하기보다 높이 평
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ㆍ해석은 (하위)장르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
나나 전반적으로 신에게 “순종”하는 말하기가 추구된다.
3) 교회에서의 중심적 문화 주제로는 “순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행위
성에 대한 관념, 도덕적 가치관, 감정적 태도, 언어 사용의 방식 등 여러
문화적 층위에 걸쳐 나타나는 중심적인 가치이다. “순종”의 가치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의 언어에 대한 가치관은 “내가 아닌 성령이
하는 말하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교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주제로서의 “순종”과, 신앙 내러티브에서 나
타나는 ‘하나됨’과 공동체에 대한 강조, 한국의 토착화된 기도 양식으로 여
겨지는 ‘통성기도’가 상호연결되어 한국 개신교의 특성을 형성하고 이를
재강화하는 측면을 주되게 살핀다.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종교적 세계를 재생산하는 데 언어가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살피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
어적ㆍ인지적 세계 그 자체로서의 종교적 세계가 긴밀히 탐구되며, 초월적
인 종교적 세계가 현실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매순간 의미를
얻고 되살아나는 풍부한 문화적ㆍ언어적 삶의 영역임이 잘 드러난다.

주요어: 종교 언어, 한국 기독교 (개신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의사소통
의 민족지학
학번: 201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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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이론적 배경
의사소통의 민족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은 언어를 단순히
지시적 명제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맥락 속에 위치한 사회적ㆍ문화적
행동으로 파악하여, 언어 사용에서의 유형화된 체계를 발견하고 여타 사회
적ㆍ문화적 유형 체계와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한 마디로 말하기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ㆍ분석을 시도하는 이론적 분과이다
(사빌-트로이케 2009[2003]: 1). 이는 이상적인 문법체계로서의 언어
(langue)와 실제 발화되는 말/말하기(parole)를 분리하고 이 중 추상적이고
폐쇄적인 언어 체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형식언어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실, 유능한 사회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뿐 아니라 상황, 사회관계, 목적에 따라 어떻게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화적 지식까지 필요하다. Hymes는 이
를 Chomsky의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에 대응하여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Hymes 1971)이라고 규정한다. 이상
적ㆍ추상적이고 단일한 화자가 인간 본성의 일부로 가지고 있으리라 상정
되는 문법적 지식으로서의 ‘언어 능력’은, 실제 사회적 삶에서 구체적인 화
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적 지식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
에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형식언어학에서 이론적으로 배제되었던 언어 사
용의 사회적ㆍ문화적 맥락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인류학
및 민족지학에서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언어 사용의 유형이 이루는
그 자체로서 문화적인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이 이론적 분과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집단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변이어에 대한 사용과
해석의 규범을 공유하는 공동체”(Hymes 1972: 54)로서의 언어공동체
(speech community)이다. 즉 동질적이고 추상적인 사회를 상정하는 형식
언어학과 달리, 여러 언어 자원이 균질하지 않은 분포를 보이고 언어 목록
에 대한 사용 및 해석의 규범이 사회구조적인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
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동체를 상정한다. 맥락지어진 언어 사용으로서
의 말하기를 기술ㆍ분석하는 구체적인 분석 단위는 3가지로, 말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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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situation), 말사례(speech event), 말행위(speech act)가 그것이
다(Ibid.: 56-57). 말상황은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획지어진 또
는 통합된 행위들”로, 말이 행해지는 기본적 맥락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말사례는 “언어 사용의 규칙 또는 규범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되는 행위
들”로, 의사소통 행위의 기술에서 그 기본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말행위란 개별 말사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지칭한다.1) Hymes는 말사
례를 구성하는 총체적 구성성분들에 대한 발견적인 모형으로 SPEAKING
모형2)을 제안한 바 있다(Hymes 1972: 58-65; 왕한석 1996: 32).
이처럼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유형화된 행동으로서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을 취하게 되면, 더 이상 언어는 형식언어학에서 가정하듯이 지시적 기능
만을 가지는 관념의 매개물이 아니라 그 발화 혹은 부재 자체가 하나의 사
회적 의미/기능을 띠는 ‘행위’가 된다. Hymes의 의사소통의 민족지학과
SPEAKING 모델에 단초가 된 Jakobson(1960: 353-357)에 따르면 언어
의 기능은 크게 6가지로, 지시적(referential) 기능, 감정표현적(emotive)
기능, 명령적(conative) 기능, 친교적(phatic) 기능, 시적(poetic) 기능, 메
타언어적(metalingual) 기능이 있다. 여기에 Hymes(1962: 115-124)에 의
1)

Hymes가 제시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파티(party)라는 말상황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말사례에 해당하고, 그 대화 중 행해지는 농담은 말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말사례는 단일 말행위에 의해 조직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 개의 말행위
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왕한석 1996: 31).
2) <SPEAKING 모형>
1. Setting: setting(말하기의 자연적 배경)
scene(장면에 대한 문화적 정의)
2. Participants: speaker or sender(화자)
addressor(화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hearer or receiver or audience(청자)
addressee(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전달되는 대상)
3. Ends: purposes-outcomes(관습적으로 인지되는 목적)
purposes-goals(개인적인 전략)
4. Act Sequence: message form(말이 표현되는 방식)
message content(말의 내용)
5. Keys(어조, 태도, 예의 등과 같은 표현적 요인들)
6. Instrumentalities: channels(구두, 서면, 신호기 등에 의한 말의 전달 방식)
forms of speech(언어, 방언, 말씨체 등의 언어표현 양식들)
7. Norms: norms of interaction(말과 관련되는 특정 행위 및 자질)
norms of interpretation(참여자에 의한 상호작용 규범의 해석)
8. Genres(시, 소설, 속담, 욕 등의 전통적 장르 범주)
이 모든 구성성분들은 어느 말상황에서든지 분석적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개별 말사
례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왕한석 199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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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시적 기능과 분리된 것으로서 맥락적(contextual) 기능이 추가되었다
(왕한석 1996: 28-29).3) 이러한 언어의 기능은 어떤 한 말사례를 구성하
는 요인들이 상대적 중요성 면에서 서로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특정한 사
회적 맥락에서의 상대적 중요성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과연 어
떠한 말사례의 구성요인 혹은 언어의 기능이 두드러지는가 하는 것은 연구
자에 의해 미리 가정될 수 없고 문화내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황ㆍ맥락 속에서 언어의 기능을 보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민족
지학 연구들은 종교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일상과 구별되게 인식되는 일정한 상호작용, 텍스트적 실천, 말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는 종교 언어(Keane 1997a: 48)는 언어를 ‘행위’로 파악하고
자 하는 학문적 노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영역으로(Ibid.: 56),
종교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도로 정교화된
언어 사용의 유형 체계가 나타나는 장이다. 이 같은 관점은 Subanun 사회
에서 종교 의례가 진행되는 단계들의 맥락적 틀을 살피고 그에 대한 언어
적ㆍ인지적 구분체계를 기술ㆍ분석하였던 Frake(1964)의 연구와도 관련된
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인지인류학(cognitive anthropology) 관점에서 이
루어진 연구이지만 종교 의례가 진행되는 단계들의 문화내적인 맥락적 틀
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서의 목표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언어 사용의 유형을 밝히고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ㆍ맥락에 대
한 틀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서의 노력은, 사람들의 머
릿속에 존재하는 언어적 지식체계로서 상황ㆍ맥락에 대한 구분법 및 인지
구조를 명료히 드러내고자 하는 인지인류학에서의 노력과 많은 부분 상호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전통에서 이루어진 종교/의례 언어에 대한 대표적
인 연구로는 Sherzer(1974, 1990, 2001[1983]), Gossen(1974)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Sherzer의 1983년 연구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장에서
쓰여진 최초의 언어민족지 책이라는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그는 의례 언
3)

각 언어의 기능은 말사례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성분들과 비교적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보인다(Bauman & Sherzer 1975: 99).
말사례
구성성분

1. 화자

2. 청자

3. 말 형식

4. 경로

5. 코드

6. 화제

7. 세팅

기능

1. 감정
표현적

2. 명령적

3. 시적

4. 친교적

5. 메타
언어적

6. 지시적

7. 맥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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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비롯하여 Kuna 사회의 말장르들을 총체적으로 살피었다. 그의 연구
에서는 말사례, 역할, 장르, 연행 등 말 사용의 맥락적 요소들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언어적ㆍ사회적 삶의 양상이 잘 드러나는데, 여기서 의례 장르에
따라 참여자들의 역할, 능력 및 연행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언어 사용 및 해석을 둘러싼 맥락적 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또한 Gossen(1974)의 연구는 “열”(heat)이라는 메타포가
Chamula 사회의 말 범주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언어
사용, 생애주기, 농사주기, 개인적 축제, 정치적 권력, 경제적 지위, 세계관
등 문화의 제 측면을 관통하는 기준이 됨을 밝힌다. 그의 연구를 통해 언
어 사용의 유형 및 가치관이 해당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문화적 주제
(cultural theme)와 긴밀한 관련을 맺음을 알 수 있다.
특수한 종교/의례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사용되는 종교 언어는 고도로
발달한 유표적ㆍ의식적인 언어 사용 양식을 강하게 보이는 까닭에(Keane
1997a: 48), 그것의 형식적 특성을 기술ㆍ분석하는 데에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쏟아 왔다. 이러한 민족지 연구 성과들을 통해 밝혀진 통문화적인
형식적 특성4)을 바탕으로, Du Bois는 의례 언어의 4가지 기본 원리를 제
안한다(Du Bois 1986: 322). 즉, 일상 언어와의 사회적 상보성, 가능한 표
현 범위의 제약, 음성/문법/의미 차원의 병렬, 매개성이 그것이다. 그는 의
례 언어가 말 형식 자체에 근거 및 권위를 내재하는 특성(self-evidence)
을 지님으로써 말에 대한 책임과 통제력이 현존한 근거리의 화자가 아닌
시공간적ㆍ존재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 존재에게 돌려지게 된다
고 보았다.
이 같이 높은 종교적 권위ㆍ가치를 부여받는 독자적인 형식으로서, 종교
언어는 정형화ㆍ관습화된 담화 생성 패턴으로서의 말장르(speech genres)
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구분되는 말장르가 어떠한 구조 및 사용
4) Du Bois에 따르면 의례 언어의 주요한 특성으로 의례 상황변이어(ritual register), 고
어적인 요소(archaistic elements), 차용적인 요소(borrowed elements), 완곡어법과 은
유(euphemism and metaphor), 의미의 불명료성(meaning opaqueness), 의미적-문법
적인 병렬(semantic-grammatical parallelism), 유표적 음성 자질(marked voice
quality), 유창성(fluidity), 억양의 제약(intonational restriction), 통체적 지식(gestalt
knowledge), 개인 의지의 부인(personal volition disclaimer), 전환사 회피(shifter
avoidance), 조상 모델(ancestral model), 매개된 언어(mediated speech) 등을 들 수
있다(Du Bois 1986: 317-320). 한편, 보다 일반화된 목록으로 Bauman(1977: 16)을
참조할 수 있다: 특수한 코드, 비유적 언어, 병렬, 특수한 준언어적 자질, 특수한 관습표
현(formula), 전통에의 호소, 연행 능력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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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가지는지 기술ㆍ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틀로는 민족시학
(ethnopoetics) (Hymes 1996, 2004[1981])을 들 수 있다. 민족시학은
구술 연행의 틀을 형성하는 문화내적인 장르 문법을 기술ㆍ분석하고자 하
는

학문분과로서,

담화를

행(lines),

구(verses),

연(stanzas),

장면

(scenes), 행위(acts)의 운문적 분석 단위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들 간의
체계적 관계가 이루는 내적인 시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Hymes
2004[1981]: 150). ‘행위’와 ‘장면’은 각각 내용상의 장소 및 행위자의 변
화와 조응하는 분석 단위이다(Silver & Miller 1997: 128). ‘구’는 규정가
능한 단일한 언어 자질 세트에 의해 직접적이고 일관되게 표시(mark)되는
기본 단위로서, ‘행’이 파악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연’을 구성하는 단위
가 된다(Hymes 2004[1981]: 151). 행, 구, 연은 통문화적으로 2와 4 혹
은 3과 5라는 숫자에 기초하여 위계적으로 정렬되는데(Hymes 1996:
166), 이때 행들 간의 관계는 Jakobson(1960: 358)이 보편적인 시적 조
직의 원리라고 명한 등가성의 원리(principle of equivalence)에 기초해 있
다. 그에 따르면 “시적 기능은 등가성의 원리를 선택(selection)의 축으로
부터 결합(combination)의 축 안으로 투영시킨다.” 즉 등가적 요소의 반복
과 변이가 시적 구조의 문법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로써 “등가성은 시
퀀스(sequence)의 구성적 장치로 승격된다.”
그런데 상황지어진 행위로서 언어를 보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듯이
종교 언어의 형식적 특성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이 이
루어지는 상황ㆍ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곧 말 형식은 그 말
을 해석할 특정한 맥락적 틀을 지시(key)할 수 있고 그 맥락적 틀 속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일정한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종교/의례
텍스트가 고정된 의미로 미리 존재하여 사후적으로 맥락에 집어넣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사회 맥락 속에서 매순간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자 연
행(performance) 그 자체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더
불어 해당 발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
타의사소통적(metacommunicative)

틀(frame)

(Bateson

1972[1956]:

177-193, 222; Goffman 1974)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상의 관점
을 흔히 연행 중심적 접근(performance-centered approach) (Bauman
1975)이라고 하는데, 즉 종교/의례 언어의 텍스트 범위를 넘어서 실제의
언어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특정한 연행 틀을 바탕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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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틀 분석 연구(frame analysis) (Goffman 1974, 1981)는 미시적ㆍ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틀(frame)의 변화를 바라보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
을 제공하여 준다. 즉 의사소통 과정이 어떠한 참여 및 이해의 틀에 바탕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미시적인 참여 구조
(participation framework)의 틀 자체가 능동적으로 협상되고 역동적ㆍ유
동적인 입장의 변화(footwork)가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Goffman은 ‘화자’ 등이 단일한 말 역할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될
수 있는 말 역할의 복합이라고 보고 그 역할의 분화와 분배를 다루었는데,
대표적으로 화자(speaker)는 말의 근원(principal), 작성자(author), 실행자
(animator)로 세분될 수 있다. 이 같은 분화는 종교/의례 언어에서 주요하
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Petalangan 사회에서의 주술 주문
(magic spell)의 연행과 행위성(agency)에 대한 문화적 관념을 다룬
Kang(2003)의 연구를 통해서도, 현행의 연행자는 주문을 발화하는 실행자
(animator)일 뿐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author)은 조상이라고 여겨지고 궁
극적으로 초월적 존재가 그 말의 근원(principal)으로 설정되는 대화참여
구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Petalangan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부인
하고 대신 신에게 능동적 힘을 돌리면서, 조상 전래의 주문에 내재한 힘을
빌려 자기자신을 ‘욕망’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고 이로써 다른 이에 대한
설득ㆍ회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을 통해 살핀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민족시학, 틀 분석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언어인류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제도화된 종
교 상황 특히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유형을 살펴보
고자 한다. 다른 종교/의례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신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규범이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
은 어떤 구조를 보이며, 그것은 어떻게 종교적 권위를 획득하고 또한 이를
재강화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의례와 말장르는 어떠한 맥락적 틀을 형
성하고 그 구조와 사용 양식은 어떠한 유형 체계를 보이는가? 또 종교적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각기 어떠한 말 역할을 맡으며, 어떠한
모습의 참여 구조가 높은 종교적 가치를 부여받는 것으로서 추구되는가?
종교 언어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을 비롯하여 언어 사용의 맥락적 틀을 살
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언어 사용의 유형 및 기능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으로, 종교적 실천에서 언어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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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는지 살피는 내부자적인 관점에서의 경험적이고 총체적인 연
구가 크게 요청되는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유형에 관한 연구는 현실적인
필요성ㆍ중요성 또한 가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절반 가량이 종교
를 가진 가운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신자 수가 많다.5) 그중 개신
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쉽고 활발하고 역동적인 언어 사용의 양상이 나
타나는 종교적 장으로서, 한국인의 사회적 삶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덩어리
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다. 더욱이, 주위의 곳곳에서 소규모의 ‘개척교회’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대형교회 11개
중 10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2007년 기준)6) 한국에서 개신교
는 일상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듯 문화
적 중요성을 가지는 교회의 언어 사용에 관하여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한 종교 중 하나인 개신교
에서 어떠한 언어 사용의 규범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어떻게 종교적 세
계를 재생산하는지 경험적으로 살피고자 하며, 이는 한국의 종교 언어 영
역 중 한 가지 커다란 부분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 언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괄하고 이러한 연구의 흐
름 속에 본 연구의 위치를 자리매김해보고자 한다. 언어인류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언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개종에 수반하는 언
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많이 다룬 까닭에, 넓은 의미의 언어이데올로
기(language ideology) (Woolard 1992)의 시각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졌다. 그런데 기독교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새로이 제기된
연구 분야로서, Cannell(2006a: 12)에 따르면 기독교는 과거에 주로 식민
주의의 영향력 및 근대성의 주입과 동일시되어(예외적으로 Comaroff &
Comaroff 1991), 기독교와 관련된 연구라 하더라도 대개 동질적으로 상정
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화의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해 살피는 경우가 대부
5)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 - 성/연령/종교별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47,041,434명 중 종교 있는 사람이 24,970,766명(53.08%)이고, 불교 10,726,463명(전
체 중 22.80%, 종교인 중 42.95%), 개신교 8,616,438명(전체 중 18.31%, 종교인 중
34.50%), 천주교 5,146,147명(전체 중 10.93%, 종교인 중 20.60%)이다.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검색일: 2013년 6월 3일)
6) Lampman, J., 2007(March 7), "How Korea Embraced Christianity",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http://www.csmonitor.com/2007/0307/p14s01-lire.html 검색일: 201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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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서구 사회뿐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지역ㆍ
교파에 따라서 문화특수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연구될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즉 현대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종교적 신념체계의
한 갈래를 이루며 사회의 다른 측면과 활발한 상호관련을 보이는 기독교에
대하여, 추상ㆍ보편ㆍ단일한 영향력으로서가 아닌 개별 사회에 따라 역사
적으로 특수하고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으로서 복수의 ‘기독교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기독교 그 자체에 대한 인류학 연
구’(anthropology of Christianity for itself)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Robbins 2003; Cannell 2006a).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기독교 언어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체로,
개별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실천을 언어 사용을 중심으
로 바라보고, 그 바탕이 되는 명시적 신념 및 암묵적 전제를 살핀 연구들
이다. 즉 언어를 실천의 양식이자 관념의 대상(Keane 1997b: 676)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Bauman(1974)은 ‘말’을 ‘육신의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침묵’을 통한 ‘내면의 성령’(Inner Light)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미국 퀘이커교를 살핀다. 반면 Coleman(1996)이 살펴본 스웨덴 오순절교
회는 말에 ‘물성’을 부여하고 반복을 통해 그 힘이 ‘몸’에 축적된다고 본다.
이들은 수행적(performative) 힘을 지니는 현세구복적 기도를 장려하고 심
지어 보디빌더 예수상을 그리는 모습을 보인다. 또 다른 한편, 여러 연구
들은 비서구 사회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물질 및 말의 교환에 관한 관념
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다룬다(Robbins 2007; Keane 2002). Robbins는
Urapmin 사회의 개종 후 신의 말로서 ‘진실성’이 담보되는 말이 등장하면
서 재물의 교환과 말의 교환이 유비 관계이자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되는 양
상을 밝힌다. 이에 따라 ‘공개적’인 ‘진실’한 말이 인간관계에서 새로이 ‘매
개’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보인다(Robbins 2001, 2007). Keane(1997b)은
Sumba 사회의 개종한 개신교인들이 토착 의례에서의 말 형식의 준수 및
물질 교환을 수행적ㆍ주술적인 우상숭배(fetishism)로 보고, 대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 내면의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을 살핀다. 이
들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자유’ 의사에 기반하여 ‘근대적’이고 ‘도덕적’인 자
기변혁을 추구하는 근대성 담론에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독교 언어에 대한 이 같은 여러 민족지 연구들은 언어에 대한 가치관
이 몸에 대한 인식, 물질 및 교환에 대한 관념, 근대성에 대한 이해 등 사
회 전반의 가치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언어 구조 및 사용 방식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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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는 일정한 틀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실로, 종교에서 언
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큰 연구 주제가 될 뿐 아
니라 해당 종교의 세계관, 나아가 해당 사회의 세계관 제 측면과 얽혀 있
는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어 사용의 의미가 그 전제가 되는 가치관
및 언어이데올로기를 참조하지 않고서 이해될 수 없듯이, 실제 언어 사용
의 문법에 대한 분석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이데올로기의 연구는 그 구체성
과 깊이가 얕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검토한 종교 및 기독
교 언어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좇아, 형식적 특성을 기술ㆍ분석하는 것에
서부터 문화적 관념 및 가치관의 측면을 탐구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의례와 장르가 어떠한 문법으로
연행되는지 그 구조와 사용상의 특징을 기술ㆍ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언어 사용의 유형을 관통하는 문화적 주제가 무엇이고 여기
에 어떠한 한국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
는 종교적 관념/권위/질서를 재강화시키는 데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ㆍ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 언어에 관하여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를 검토해
보겠다.

우선

한국

장로교와

순복음교회의

언어이데올로기를

비교한

Harkness(2010, 2011)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계층적 위
치와 개신교 교파, 그리고 언어이데올로기 간의 체계적인 관련성이 다루어
졌다. 이에 따르면 두 교파는 공통적으로 말의 ‘이동성’을 상정하지만 교파
에 따라 그 방향의 우선성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틀과 개신교 교파에서의 특성이 기호학적으로
연관지어졌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큰 틀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교회 내부로 들어가 유능한 구성원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규범을 기술ㆍ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신교와
불교의 기도문을 비교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있다(강현석 2012). 이 연구
는 국내 사회언어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왕한석 2010:
73-75) 중 하나인 종교 언어에 대한 첫 연구라는 의의를 가지지만, 실제
연행 과정을 보기보다 탈맥락화된 기도문에 한정하여 보았다는 한계가 있
을 것이다. 한편, 국내 신학계에서도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여겨진다. 단적으로, 언어를 수행적인 ‘행위’로 보는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 (Austin 1962; Searle 1969)을 바탕으로 ‘방언’(glossolalia)을
‘언어’라고 규정한 인상적인 연구가 있다(유명복 2012). 또 다른 예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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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이야기’(narrative)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고찰한 설교학의 연구가
있으며(전창희 2010, 2012), 예배와 교회음악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살피고 교회음악의 형식과 기능을 신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도 찾을 수
있다(조기연 2011). 그런데 기독교 언어에 대한 신학에서의 접근은 대체로
‘무엇이 종교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질문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이처럼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교회공동체의 내부
자들에게 ‘무엇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가’ 하는 질문을 주요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즉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실제 어떠한 언어 사용의 유형이 나타나
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관이 존재하는지를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경험
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일상과 다른 교회라는 종교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는가’이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입장에서
이를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라는 언어공동체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유능한 사회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용 및 해석에 관하여 어떠한
문화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될 것이다. 곧, 본 연구는 한
국 개신교 교회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종교적 언어 사용의 유형을 기술ㆍ
분석하고, 내부에서의 적절한 언어 사용의 규범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차적
인 목적을 가진다. 나아가 언어 사용 및 언어에 대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서 종교적 관념 및 세계가 재생산ㆍ재강화되는 구체적인 과정
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한국’ ‘개신교적’ 특성이 형성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 중에서도 교회에 온
신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화되어야 하는 의례의 구조 및 사용,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주요 말장르의 운용 규범을 중심으로 언어 사용 유형
을 기술ㆍ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대예배의 의사소통 유형: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예전(禮
典)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대예배를 중심으로, 의례의 전체 말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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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말사례들로 나뉘어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지, 또 개별 말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적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III장
에서 전체적으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제시될 것인데,
실로 “교회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예배의 단계를 해석할 적절한 이해의
틀을 갖추어간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므로, 대예배의 단계 구분법 및 실제
의 연행 과정에 대한 기술ㆍ분석은 본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ㆍ기본적인 과
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예배의 원형(prototype)이 되는 기
본적인 유형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천주교와 다른 사용 방식을
보이는 개신교에서의 “아멘”의 사용 규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배 전체를 관통하며 이루어지는 “아멘”의 여러 기능을 구분하여 적절히
사용ㆍ이해하는 것은, 교회 성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의사소통능력 중
하나일 것이다.
2) 주요 말장르의 구조 및 사용상의 특성: 교회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말장르를 찾고, 그 형식적/구조적 특성 및 실제 사용상의 특성을 기술ㆍ분
석하는 작업이 IV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의 주요한 말
장르로 ‘말씀’, ‘기도’, ‘찬양’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말씀’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화자가 되는 모든 말하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교말씀’에 주목
하여 보는데, 설교의 전체적인 구조적ㆍ형식적 패턴을 파악하고, 사용상의
패턴의 차이를 낳는 맥락적 요인을 발견하여 이것이 미시적인 대화참여 구
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볼 것이다. 다음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되는 말장르로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청자가 되는 모든 말
하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배 및 집회에서의 기도로 한정하여 보는데, 기
도가 어떠한 분류법을 형성하는지 살피고 하위장르의 구체적인 형식적 특
성의 차이를 기술ㆍ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도 하위장르의 형식성의 정도
와 교회에의 사회화의 정도가 일관되게 상관되는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멜로디가 붙은 기도’로, ‘참여자’라는 맥락적 요인이
하위장르의 분류ㆍ특성ㆍ사용 모두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말장르이다. 구체
적으로 찬양/찬송의 연행에 맥락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참여 양
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이 말장르들의 형식적 특성뿐 아니
라 실제 맥락과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 성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될 것이다.

- 11 -

3) 한국 교회의 문화적 주제와 언어 사용 유형 간의 관계: 종교 영역에
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 및 언어에 대한 가치관은 종교적 관념 및 가치관과
긴밀한 연관을 이루는 것이다. V장에서 본고는 우선 한국 교회의 전 영역/
층위에서 일반적인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로 “순종”이 주요하게 나
타남을 밝히고, 이것이 언어 사용 및 장르 규범에 관한 가치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의 주요한 신앙 내러티브와 한
국의 토착화된 기독교 신앙 양태가 어떻게 “순종”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주
제로써 체계적으로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한 언어 사용의 유형 전반을 통합적ㆍ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한국 개신교의 특
성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언어 사용의 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곧, 신앙 내용과 형식을 긴밀히 연관짓는 능력이 한국 교회에서의
근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함을 보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교회라는 제도화된 종교적 상황에서
실제 언어 사용의 양상을 관찰하고 그 유형 체계를 기술ㆍ분석함으로써,
종교적인 언어 사용에 관한 한 가지 비교문화적 사례를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 사용의 한 가지 양식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종교 언어는 초월적인 저 세계(other world)와 현실의 이 세
계(this world) 간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의미의 중재ㆍ타협 과정으로서,
종교적 관념을 기반으로 언어가 사용되고 또 이러한 구체적인 말 사용을
통해 종교적 관념이 재강화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구조화의 과정이 일
어나는 장이다. 종교적 세계는 실로 이러한 언어 사용을 통하여 구체적이
고 가지ㆍ가시적으로 경험되게 되며, 따라서 종교 언어는 명제적ㆍ지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수행적ㆍ창조적 기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Silverstein
1976 참조). 물론 종교적 관념체계와 언어 사용의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
로 연관되는지는 개별 종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문
화내적 시각에서 언어 사용의 규범을 발견할 것이 강하게 요청된다. 본 연
구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또는 넓게는 언어인류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한
국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의 규범 및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첫 민
족지 연구로서, 종교적 실천의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이 내부자적으로 어떻
게 이해되고 기능하는지를 탐구한 경험적 연구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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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서울 관악구 성현동(구 봉천2동)에 소재한 ‘봉천감리교회’7)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봉천감리교회는 1965년 11월 창립한 교회로, 봉천
동 일대가 1963년에 서울로 편입되어 개발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지역에 세워진 거의 초창기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20년 전까지
는 봉천동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한다. 현재는 매주 대
예배에 약 250명 정도가 참석하는 ‘도시 중형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 이
교회는 지역 일대가 재개발되어 멀리 이사를 간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1년 이상 꾸준히 출석하는 교인이 43%를 차지할 정도로 교인들의 충성
심이 높고, 오랜 기간 확립해 온 안정적인 교회 체계를 갖춘 곳이다.

이

렇듯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34년간 목회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은퇴한 2대 목사의 노력이 컸다고 말해진다. 이 원로목사는 현
재에도 매주 대예배에 회중의 한 명으로서 참석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
에서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교인들은 대체로 보수적이
고 교회의 급격한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이상의 내
용은 본 연구자가 행한 인터뷰 및 김광년 2010: 38-41 참조). 따라서 이
같은 성격을 통해 보건대 이 교회는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의 전반적ㆍ기본
적인 언어 사용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들어맞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중형 규모의 정적이고 보수적인 성격
을 지닌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배의 예전(禮典)적인 틀을 준수하고
신성함ㆍ경건함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의례 및 말장르의
연행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위하여는 교회에서 의례가 이루어지는 실제의 과정을 살피고
목사 및 교인들이 어떠한 종교적 가치관 및 언어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이 교회의 여
러 종류의 예배/집회에 참석하고 교회에서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사소
통 상황에 어울리며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기간으로는 예비조사
가 2012년 5월 28일~6월 17일 동안, 본조사8)가 7월 29일~12월 2일 동
안, 보충조사가 2013년 5월 31일에 이루어졌다. 예비조사의 기간 동안에
7) 연구 대상 교회명은 실명으로, 기관장인 담임목사로부터 실명 사용을 허락받았다.
8)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았다. IRB 승인을 받
은 연구 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IRB No. 1208/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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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벽기도회를 중심으로 다른 예배/집회와 비교ㆍ대조를 통하여 교회의
전반적인 틀을 살피고자 하였고 특히 방언기도에 대한 인터뷰가 많이 이루
어졌다. 본조사 기간 동안에는 대예배와 청년부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의 종교적 생활 전반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연구자는 청년부에 소
속되어 여름수련회에도 참석하고 청년부가 ‘특송’을 준비하고 행할 때에도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였다. 또 한편, 어른들의 참석이 두드러지는 주중집
회에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열성적인 신자들이 참석하는 ‘화요중보기
도모임’,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에도 참석하여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목사ㆍ전도사, 장로ㆍ권사ㆍ집사 등 교회에서
의 문화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식적ㆍ비공식적 인터
뷰를 통하여 내부자적 인식을 보다 긴밀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충조사에서는 담임목사 및 사모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타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언어 사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 언어
의 사용 유형을 기술ㆍ분석하고 종교적 세계에서 언어가 어떠한 기능을 수
행하는지 경험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예배에서의 언어 사용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연행으로서, 일례로 대예배에서의 담임목사의 설교나 찬양대의 찬양
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는 연구자가 직접 참석한 예배에서 녹음ㆍ전사한 언어 자료 및 그 맥락ㆍ
행동에 대한 관찰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되는, 연
구자가 참석한 전체 예배/집회 목록은 <표 I-1>과 같다.
한편, 본 연구자가 교회 신자도 아니면서 이 같이 교회의 여러 예배/집
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관대히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주고 이번 연구를 계기로 신앙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하며 호의적으로 받아주었다. 이 교회는 전반적으로 가족적
이고 화목한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곳으로서 본 연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이 점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초반에 교인들 중에는 연구자가 혹
시 ‘이단(신천지)’이 아닌지 염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
교회에서의 예배 형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성/속 관념의 사회적 경합 과정
을 살핀 유원지(2010)의 서론에서도 언급되듯이,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접근에 대한 배타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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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연구 대상 예배/집회의 전체 목록
예배/집회 종류

참석 일자

대예배

6/3, 6/10, 6/17, 7/29, 8/5, 8/12, 8/19, 8/26, 9/2,
9/16, 9/30, 10/14, 11/11, 11/18, 11/25, 12/2

1부예배

6/3, 11/25

2부예배(청소년부예배)

6/3, 11/25

유치부예배

10/21

아동부예배

10/28

청년부예배

8/5, 8/19, 8/26, 10/21, 10/28, 11/11, 11/18,
11/25

주일오후예배

7/29, 8/19, 9/23, 11/4, 11/18, 11/25

수요성서연구

6/13, 11/14, 11/28

금요심야기도회

6/8, 8/31, 11/30

새벽기도회

5/28, 5/29, 5/30, 5/31, 6/4, 6/5, 6/6, 6/7, 6/8,
6/11, 6/12, 6/13, 6/14, 6/15

월삭새벽기도회

6/1

전교인 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6,
11/27, 11/28, 11/29

화요중보기도모임

10/23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

11/18

도가 빈번히 나타난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불신자’인 점은 전도를 하면
되는 요인으로서 그나마 수용가능하였는데(“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앙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본 연구
자의 의도가 왜곡되어 교회에 ‘이단’을 포교하려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면
출입이 원천적으로 거부당하였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 점을 전혀 알지 못
한 채 몇 개월간 참여관찰을 행하였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의 내부자적 시
각을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가 점차 신뢰를 얻어 이 같은 오해가 불식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받은 이 같은 오해는 개신교에 대한 접근 및 연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일 뿐 아니라, 실상 교회에서의 기
본적ㆍ핵심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교회↔세상’ 내지 ‘그리스도↔사탄/이단’, 혹은 보다 일
반적으로 말하여 ‘우리↔그들’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적’의 존재로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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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결속을 높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곧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에 대한 분명한 인지적인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이
러한 특성은 비단 종교적 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의
규범 및 가치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회에서는
일상과 다른 종교적 규범 및 가치관이 언어 사용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정교하게 발달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가 교회에
서의 구체적ㆍ경험적인 언어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적ㆍ문화적 세계에
접근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 타당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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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지 교회 개관

한국의 기독교9)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선 조선에 천주교가 최
초로 전해진 것이 서양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초기에 이것은 서양 학문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는
데,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개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0)
한편, 1880년대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개신교 선교 활동이 이루
어졌는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초기부터 미국식의 분파교회(sectarian
Church)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이덕주 2001[2000]: 33-86). 이때 장로
교(Presbyterianism)와 감리교(Methodism)가 선교의 큰 흐름을 장악하였
으며, 이 두 교파는 현재에도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주요한 교파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11)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교회는 감리교에 속한 교회로서,
감리교는 감독제를 시행하여 개교회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 대체로
안정된 목회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들 두 교파는 신학적
입장ㆍ관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지만 신자들이 교파를 바꾸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언어 사용의 전반적인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여겨지므로, 본 연구에서 기술ㆍ분석하는 언어 사용의
유형이 한국 개신교의 일반적인 모습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단, 교회를 관장하는 담임목사의 철학에 따라 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독
특한 예배 방침 등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부분에서 분명히 밝힐 것이다.
담임목사가 2009년 2~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예배/집회에서 총 400부
를 배부하여 203부 수거)에 따르면 본 교회의 성별ㆍ연령별 구성은 다음
9)

‘기독교’(Christianity)는 천주교(Catholicism)와 개신교(Protestantism)를 포괄하는 명
칭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표적으로 ‘기독교’가 ‘개신교’의 의미로 사용된다. 본고는
교회 내부에서의 어법을 따라 ‘기독교’를 ‘개신교’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며, 광의의 의
미로 쓰는 경우 문맥상으로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
10)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온 것이 한국 천주교의 기점으로
여겨진다. 이후 천주교는 종교 박해를 받아 조선 말기에 크게 위축되었다.
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발행한 『한국의 종교 현황』 pp. 38-55에 따르면 개신
교 각 교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체 신자 수가 12,010,657명으로 집계된 가운
데, 장로교 교파의 교단들에 속한 모든 신자 수가 6,265,018명(52%), 감리교의 교단에
속한 신자 수가 1,557,509명(13%)으로 나타난다.
(http://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fo/info02.html?boardId=NBRD-1000942
검색일: 201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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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김광년 2010: 41-42). 이를 2005년 인구총조사 ‘성/연령/종교별
인구’ 통계 자료12)와 비교하여,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본다.
<표 II-1> 연구지 교회의 성별ㆍ연령별 구성
2009년

성
별

연

봉천감리교회
(203명 응답)

내국인
(47,041,434명)

종교 있음
(24,970,766명)

개신교인
(8,616,438명)

남

39%

23,465,650명
(50%)

11,664,023명
(47%)

4,003,536명
(46%)

여

61%

23,575,784명
(50%)

13,306,743명
(53%)

4,612,902명
(54%)

0~20세

15%

12,739,360명
(27%)

6,074,349명
(24%)

2,574,677명
(30%)

21~30세

6%

7,426,398명
(16%)

3,595,864명
(15%)

1,304,552명
(15%)

31~40세

17%

8,252,137명
(17%)

4,004,836명
(16%)

1,463,329명
(17%)

41~50세

22%

7,936,822명
(17%)

4,561,796명
(18%)

1,409,387명
(16%)

51~60세

12%

4,785,595명
(10%)

3,007,996명
(12%)

845,582명
(10%)

61세 이상

28%

5,901,122명
(13%)

3,725,925명
(15%)

1,018,911명
(12%)

령
별

2005년

우선, 성별 구성과 관련하여 볼 때 이 교회는 전체 개신교에 비해 여성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인
구총조사의 통계치는 종교적 정체성에 관한 규범적ㆍ이상적인 응답임에 비
해, 담임목사에 의해 정리된 통계치는 실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교회의 『2012년 교인명부』를
보고 성별에 따른 집계를 해보니, 교회에 등록한 약 565명의 신자 중 남
성이 246명(44%)이고 여성이 319명(56%)으로, 개신교 전반에서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이 교회는 교회에 등록된 전체 남녀 성비의 면에
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13)
12)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검색일: 2013
년 6월 3일)
13) 또한 한국 교회 전반에서의 양상과 유사하게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와 남성들의 주요
직책의 담당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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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령별 구성을 보면 31세~60세까지는 연구지 교회와 개신교
전체의 비율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0~30세와 61세 이상
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적인 응답과
실제 참여 간의 괴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교인 명부에서 따로이
‘어린이’(영유아부터 초등학생), ‘학생’(중고등학생), ‘청년’(20대 젊은이) 정
보가 붙은 사람의 수를 세어보았는데, 182명(32%)으로 집계가 되었다. 즉,
등록한 교인 중 대략 0~31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32%가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 예배 참석 비율(21%)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여전히
개신교 전체에서의 비율(45%)에 비해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볼 때, 이 교회는 교회 전체의 신자 구성에서 어린 연령층의 비율이 낮
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교회의 ‘노화 현상’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 정체된 점과 더불어 한국 교회
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다. 본고의 논
의와 관련해서, 위 통계치는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최근의 변화된
양태가 아닌 다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언어 사용의 유형인 점을 연
령 구성 면에서 지탱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 한편, 뒤에서 밝히겠지
만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특히 말장르의 사용은 ‘참여자’ 특히 ‘연령’의 요
인에 따라 패턴이 달리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해 어린 회중(會衆)이
그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언어 사용의 방식으로 종교적 가치관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하여,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는 주의 깊은 고려라고 여겨진다.
한편,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대한 Kim(1990, 1993, 1997)의 연구에 따
르면 신자의 계층적 배경에 따라 교회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 달리 나
타난다. 다시 말해 계층에 따라 교회에 오는 사회적 목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회적 자원ㆍ인
맥ㆍ도움을 얻고 심리적 유대감을 얻고자 한다. 특히, 같은 지방에서 도시
로 이주해온 도시 하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 교회’가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경제적ㆍ사회적 자원을 갖춘 가운데 교
회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교회의
지적ㆍ경제적ㆍ사회적 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더
라도 위세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교회는 정치중립적
인 입장을 고수하며 중산층의 안정적 지위 및 경제적 부를 긍정하고 뒷받
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사회 전체의 계층적 분포와의 연관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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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교회의 위치 및 성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짐작하게 해주는 한 가지 자료로 ‘추수감사헌금영수기’(2012년 11월 4일
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헌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영수(領受) 사실을 알리는 전단을 대예배 주보에 첨부하여 배부하였다. 이
에 따르면 목사 가족을 비롯하여 233가구14)가 총 25,372,000원의 헌금을
냈는데, 이 중 9.4%의 가구가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을 헌금하였다. 이러
한 상위 10%에 드는 사람 중에는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주요한 ‘직
분’을 맡는 ‘장로’가 많다. 신자들이 많이 분포한 헌금액수는 순서대로
50,000원(24.0%), 100,000원(22.7%), 10,000원(16.3%)이다. 이와 더불
어, 담임목사가 행한 위 200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신자들의 학력은
초졸 10%, 중졸 20%, 고졸 28%, 대졸 31%, 대학원 이상 11%로 나타난
다(김광년 2010: 43). 전체적으로 이 교회는 Kim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두
극단적인 사회 계층의 중간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또 두 극단적
인 교회 양상의 중간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성ㆍ연령ㆍ계층 요인과 얽히면서 교회 안에서 새로이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바로 ‘직분’이다. 약 30세 이상의 세례 교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봉헌하고 봉사하며 신앙심을 인정받으면, 감리교의
경우 남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 단,
여성이 장로가 되는 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회에서 직분자
는 교회의 전체 세례 교인 수에 비례해서 조정ㆍ선출되는데, 장로는 교인
30명 중 1명, 권사는 15명 중 1명의 비율을 지키도록 권고된다. 이 교회
에는 시무장로가 8명(남 7명, 여 1명) 있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인
대예배에서 대표기도 및 봉헌집례를 하거나 성만찬예식에서 집례자를 보조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교회 제반의 운영에서 일정한 권한ㆍ의무를 가
진다. 위의 헌금액에서도 나타나듯이 교회의 장로는 대개 사회적으로도 일
정한 위치에 오른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장로의 직분은 교회 내에서 높은
위세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만큼 의무를 가지는 자리로 여겨진다. 이 같은
14) 헌금은 대체로 가구 단위로 집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헌금한 사람이 남자인 경우는 괄
호 속에 아내의 이름이 병기된다. 헌금한 사람이 여자인 경우는 남편이 교회에 잘 다니
지 않는 경우인데, 자녀들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아 괄호 속에 자녀들의 이름이 병기
된다. 단,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따로 헌금을 한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집계되지 않
고 독립적으로 표기된다. 본 연구자가 233가구라고 집계한 것은 이러한 중복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별도의 단위로 표기된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대략 233가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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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은 맡았다가 물러나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계
적으로 수여받으며 평생 지니는 ‘항존직’(恒存職)이다.
이상으로 교회 신자들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목회자/교
역자의 구성을 보면, 이 교회에는 2012년 현재 1명의 담임목사와 1명의
부담임목사, 1명의 심방전도사, 3명의 교육전도사가 있다. 이들은 교회에
서 목회를 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신자들을 관리하는 등 교회 조직과 운영
의 면에서 각각 일정한 분화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교회에
서의 언어 사용의 유형을 다른 사회문화적 체계와의 관련 속에서 기술ㆍ분
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자와 일반 신자들이 교회 전체의 생활
과 운영에서 각기 분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들이 예배/집회에 어
떻게 분포하고 어떠한 말 역할을 맡는지를 중심적으로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시공간의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시간(일주일)과 공간(교회 내의 공간)은 모두 동등한 위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시간ㆍ공간에는 더욱 성스러운 의미
가 부여되는데, 예배/집회의 분류는 이러한 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
는 것이자 종교적으로 유의미한 시공간 구분을 직조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집회, 시공간, 참여자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분포되는지, 또 예배/
집회가 어떠한 종교적 위상을 갖는지 개관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전체적 틀
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정기적인 예배/집회를 중심으로 개
관하고자 하며, 매주/매달의 정기 집회가 아닌 ‘특별새벽기도회’는 아래 목
록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한다. 우선,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모임을 포괄하
는 명칭은 ‘예배’ 내지 ‘집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더 적
절한 표제어(cover term)로 선정하기에는 어감상 무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예배 및 기도회’, ‘예배 및 집회’라는 식으로 두 가지 명칭을 함께 쓰면서
종교적 모임을 칭하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앞서 말하였듯 모임들을 가장 크게 구분하자면 ‘(주일)예배’와 ‘집회’로
나눌 수 있다. ‘주일예배’는 주일(일요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들이다.
교회에서는 한 주 가운데 일요일이 주일/안식일로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시간이며, 이 날 이루어지는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장소인 대
예배실/예배당에서 이루어진다. 이 교회에서 ‘주일예배’는 크게 ‘주일낮예
배’와 ‘주일오후예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위상이 더 높다. ‘주일낮예
배’에는 시간별로 ‘1부/2부/3부예배’가 있는데, 이 중 11시에 드리는 3부예
배 ‘대예배’의 위상이 가장 높고 모든 예배를 통틀어 참석인원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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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예배/집회의 분류 및 분포
시간

장소

참석
인원

설교

대표
기도

악기15)

1부예배

일7:30

대예배실

25명

목사

집사

건반

2부예배

일9:00

대예배실

50명
(+교사
5명)

목사/
전도사

중고등
학생

3부예배

일11:00

대예배실

250명

담임
목사

장로

유치부예배

일11:00

유치부실

전도사

ㆍ

건반

아동부예배

일11:00

소예배실

전도사

초등
학생

건반

분류

주일낮
예배

예
배
교회학
교예배

청소년부예배

청년부예배

집
회

20명
(+교사
5명)
30명
(+교사
5명)

드럼,기
타,베이
스,건반
오르간,
피아노

(2부예배와 청소년부예배를 겸해서 드림)

소예배실

20명

부목사

주일오후예배

일15:00

대예배실

90명

목사

수요성서연구

수19:00

대예배실

45명

목사

금요심야기도회

금20:30

대예배실

30명

목사

ㆍ

(변이)

소예배실

30명

목사

ㆍ

무반주

대예배실

65명

담임
목사

ㆍ

건반

새벽기도회
월삭새벽기도회

평일
5:00
매월 1일
5:00

청년

드럼,기
타,베이
스,건반

일13:30

집사/
권사
집사/
권사

(변이)
건반

화요중보기도모임

화10:30

소예배실

20명

전도사

ㆍ

건반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

일10:00

관리실
지하 1층

10명

ㆍ

팀원

무반주

다. 한편, 주일에 이루어지는 ‘교회학교예배’는 한정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로서, 소예배실이라든지 교회 내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어른들에게 ‘대예배’의 참석이 의무적이듯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교
회학교예배’의 참석이 의무적이다. 즉 ‘교회학교예배’는 ‘주일낮예배’의 연
15) 예배에 따라 ‘말씀’, ‘기도’, ‘찬양’의 사용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뒤의 IV장에서
다룰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전반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교자’, ‘대표기도자’,
‘악기’의 간략한 정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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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에 따른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예
배들은 당연히 담임목사, 부목사가 설교 및 집례를 주관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예배인 ‘대예배’는 대부분의 경우 담임목사가 설교를 하고 부목사
가 사회/집례를 보는 형태를 띤다. ‘교회학교예배’는 대개 교육전도사들이
설교를 담당한다.
‘주중집회’로는 ‘수요성서연구’16), ‘금요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화요
중보기도모임’이 있다. ‘수요성서연구’와 ‘금요심야기도회’는 각기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시간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가
집례 및 설교를 본다. ‘새벽기도회’는 평일 새벽마다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의 집례/설교를 통해 소예배실에서 드려진다. 매월 1일에는 특별히 ‘월삭
새벽기도회’를 드리는데, 이는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고 평소의 새벽기도회
보다 조금 더 높은 중요성/의미를 부여받으며 반드시 담임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시각(새벽 5시)에 하는 집회이지만 새벽기도회에
비해 참석인원도 많다. 또 새벽기도회에 60~70대의 높은 연령층이 많다면
월삭새벽기도회에는 40,50대뿐 아니라 20대도 몇몇 참석하는 등 보다 회
중의 연령대 폭이 넓다. ‘화요중보기도모임’은 화요일 오전에 있는 모임으
로, 소예배실에서 심방전도사의 설교 및 인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개 50
대의 신앙심이 깊은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일 3
부예배 직전 시간에 신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새벽기도회, 화요중보기도모임의 인원
과 크게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아마도 이 집회에는 평일 집회에
오기 힘들어 참석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신실하여 주일에 일찍 와서 “열심
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요중보기도모임/교
회학교중보기도모임은 아무나 일상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팀에
속한 정해진 신자들이 참석하는 것이라는 특성이 있다. 대체로 교인들은
신앙심이 깊을수록 참석이 의무적인 주일예배뿐 아니라 다른 집회들에도
참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여러 집회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중첩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 수요성서연구, 금요심
야기도회에도 많이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6) ‘수요성서연구’라는 명칭은 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각 집회마다 특성을 부여
하고 ‘예배’라는 명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담임목사의 목회 입장에 따른 것이다
(김광년 2010: 72). 대개 다른 교회에서는 ‘수요예배’라고 불리는 시간대(수요일 저녁)
에 이루어지며, 이 교회에서도 일상적으로는 ‘수요예배’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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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주일의 상황만을 보아도 여러 예배에의 중복적인 참석이 어떠
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 1부예배, 2부예배는 대체로 3부예배에 참
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경우로 다소간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논외로 한다. 3부예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시 즈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점심(‘애찬’(愛餐))을 먹고 교회 내 곳곳의
공간(애찬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소예배실, 유치부실, 교회 앞의 벤치, 중
보기도실 등등)에서 다른 신자들과 담소를 나눈다. 사람들은 대개 서로 알
고 지낸 지 몇 십 년이 된 사이로서 끈끈한 유대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친교 및 교제를 나누다가 상당히 많은 수가 오후 3시에 있는 오후예배에
참석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50~70대 정도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그렇게까지 신앙심이
투철하지 않으며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대
예배에만 참석하고 곧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교회공동체 내에
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주 주일에 모여
대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오후예배까지 드리는 일정은 매우 자연스
러운 것이다. 이들에게 교회공동체는 신앙의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이 된다고 보인다.
이상으로 예배/집회가 각기 어떠한 맥락적 분포를 보이는지, 그리고 사
람들의 참여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예배/집회
들이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지는 점을
사회적 분포의 측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위상에
따라서 예배/집회에의 참여가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예배나 집회의 형
식 자체도 다르게 이루어진다. 즉 가장 중요한 예배인 ‘대예배’가 종교적으
로 가장 의미 있는 ‘주일’날 ‘대예배실’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자들을 회중
으로 삼아 드려지는 가운데, 또한 가장 완성도 높고 예전(禮典)적인 예배
형식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전반적인 언어 사용의 유형을
기술ㆍ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여러 예배/집회들 중에서도 ‘대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의 의례 연행에 관한 문화적 지식을 살펴보는 것이 유
용하리라 본다. 이 같이 ‘대예배’를 중심으로 의례의 구조 및 사용을 살피
는 것은 대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의례일 뿐 아니라, 교회 신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고 최초로 사회화되어야 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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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예배의 의사소통 유형
1. 대예배의 구조
1) 대예배의 말상황
‘대예배’는 일요일(‘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로, ‘주
일공(동)예배’, ‘주일낮예배’, ‘어른예배’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일공동예배’
는 동일한 시간에 모든 교회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라는 뜻
으로, 개교회 및 교파의 차원을 넘어 예배의 공교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교회들이 제각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일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같은 의미/위상을 가지는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다. ‘주일낮예배’는 주일 오전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뜻이다. 대예배는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주일낮3부예배’로서,
1부예배와 2부예배도 같은 ‘주일낮예배’이지만 이들은 3부예배의 변이형
및 약소화된 형태로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어른예배’는 참여자의 연령층과
관련된 다소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이와 대비되는 ‘교회학교예배’에서는 일
정하게 나누어진 연령대의 학생들을 회중(會衆)으로 다소 축약된 예배가
드려지고, 신앙 내용 및 예배 형식에 관해 직접적 교육이 많이 행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런 한편, 대체로 30대 이상의 신자(‘어른’)들이 참석하는
‘대예배’에서는 예배자들이 이미 예배 형식을 숙지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가장 예전(禮典)적이고 완성도 높은 예배가 이루어진다.
‘예배’는 ‘드리다’ 혹은 ‘하다’라는 동사와 공기한다. 목사는 엄밀히 말해
‘예배하다’라는 표현이 중복적이지 않고 맞는 표현이라고 설교하였으나 신
자들은 이 표현이 탈맥락적으로 쓰일 때 다소간 어색해하였다. ‘예배드리
다’라는 표현이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올려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바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즉 신에게
존경과 숭배의 의미를 표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주
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주일지키다’, ‘주일성수(聖守)한다’라고도 한다. 이는
기독교인의 성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의 본령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1부
예배, 2부예배, 오후예배로 갈음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예배에 출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즉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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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신앙의 핵심에 대예배 출석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라는 위상을 지니는 대예배는 교회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큰 ‘예배당’(혹은 ‘본당’, ‘대예배실’)에서 이
루어진다. 다른 주일예배들이나 수요ㆍ금요집회 등도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대예배 때는 2층까지 회중석이 다 차고 오르간이 연주되고 찬양대석이 채
워지는 등 예배당의 주요 부분들이 본연의 기능을 다 수행한다. 더불어 대
예배 때에는 가장 많은 수의 예배위원이 투입된다. 대표기도자, 봉헌집례
자를 비롯하여 안내위원 5명, 헌금위원 9명이 있는데, 이 중 대표기도자만
매주 달라지고 다른 역할은 한 달 주기로 교체된다. 누가 어떠한 역할을
맡을지는 교회 차원에서 계획되어 통보되는데, 대체로 이에 따르며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 안내위원들은 예배당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
며 교인들을 반기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금위원들은 예배 중 봉헌
시간에 헌금함을 돌리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하여 가운을 입고 회중석의 정
해진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대예배의 대표기도자와 봉헌집례자는 반드시
장로가 맡는데 이 두 사람도 가운을 입고서 강대상 위의 정해진 자리에 가
서 앉는다. 한 마디로 대예배는 모든 자원이 다 동원되어 최대로 그 기능
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교역자뿐 아니라 일정한 역할을 맡은 신자들에
의해서도 고도로 주의와 정성이 쏟아지는, 교회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때이다.
예배위원을 맡지 않은 신자들은 대체로 오전 10시 30분 즈음 교회에 도
착하여 한 주 만에 만나는 다른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배당에 들어간
다. 이때, 이들은 예배당 앞에서 주보와 헌금봉투를 받고, 개인 소지의 성
경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챙기기도 한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우선 각자 조용히 기도를 해야 한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느라 다소 시끌벅적한 예배당 밖과 달리, 예배당 안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50분쯤 되면 가운을 입은 오르간 반주자가 착석
하고 전주를 연주한다. 가운을 입은 찬양대원들도 찬양대석을 채우고, 가
운을 입은 지휘자 또한 지휘자석에 앉는다. 피아노 반주자도 가운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는다. 55분쯤 되면 가운을 입은 목사, 부목사, 대표기도자,
봉헌집례자가 강대상 아래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강대상 위로 올라간다.
우선 각자의 의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한 후에 자리에 앉는다.
58, 59분 정도에 오르간 전주가 끊기고, 부목사가 집례석에 서면 스크린에
‘예배에로의 부름과 기원 - 집례자’라는 글씨가 뜬다. 이어 찬양대가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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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한다.
이 모든 일련의 행동 규범들을 통해 예배의 준비 단계가 구성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역할 배치 및 행동 규범 하나하나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곧
있을 예배의 시간적 경계를 형성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끝난 후에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배가 끝나면 찬
양대원들은 찬양대석에 앉은 그대로 가운을 훌훌 벗고 평상복이 되어 지휘
자의 지도에 맞추어 찬양 연습을 한다. 간혹 예배 직후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예배당 내의 어느 회중석에서 선교회 회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
다. 예배 직전의 예배당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예배 직후 예배당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르르 퇴장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소란스럽다. 다시 말해 분석적인 표현으로 의사소통의 자연적ㆍ물
리적 배경(setting)은 동일할지라도 문화적 장면(scene)은 다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예배당이라는 물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대예배의 문화적 장면이 어떠한 말사례의 단계들(stages)
로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Hymes의 SPEAKING 모델을 통해
그 맥락적 구성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한 주 동안 이
루어지는 예배 중에서는 대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만)찬
예식’ 같은 ‘성례(聖禮)’ 또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의식이다. 이
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의 예배 중에 ‘성만찬예식’을 거행하였다.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예전으로서 이때 신자들은 성별(聖
別)된 떡(빵)과 포도주(포도주스)를 줄지어 나가 받아먹는다. 이러한 ‘성만
찬예식’을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이나, 본 연구는 교회
의 주요하고 대표적인 정기 의례로서 대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일
반적이고 기초적인 기술ㆍ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
는 ‘성만찬예식’은 일단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대예배를 이루는 개별 말사례를 살피기에 앞서 연구 대상 교회의 예배당
의 모습을 그림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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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예배당 1층

<그림 III-2> 예배당 2층

1.
2.
3.
4.
5.
6.

강대상
회중석
헌금위원석
지휘자석
찬양대석
유아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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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강단 1
강단 2
강단 3
스크린
오르간
피아노
건반
드럼
꽃꽂이

성경, 촛불
- 설교강단
- 사회석/집례석
- 중앙강단/광고석

‘강대상’은 예배당의 다른 공간에 비해 보다 성스러운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이다. 평소에도 이곳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으며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도 꺼려진다. 예배의 주요 말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강대상 위에 오르는
데, 대예배를 위해서는 언급하였다시피 설교를 하는 담임목사, 사회/집례를
보는 부목사, 대표기도를 맡은 장로, 봉헌 시간의 인도를 맡은 장로가 오
른다. ‘회중석’은 회중이 앉는 자리이다. 대예배를 드릴 때 1층에는 좀 더
나이 들고 신실한 신자들이, 2층에는 좀 더 젊은 연령층의 신자들이 앉는
경향이 있다. ‘헌금위원석’은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
위원들이 앉는 고정된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지휘자석’은 찬양대를 지휘
하는 사람이 앉는 곳이고, ‘찬양대석’은 찬양대원이 앉는 자리이다. ‘유아
실’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예배당과 유아실 사이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로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유아실 내에는 텔
레비전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예배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배당의 주요한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십자가’와, 그
아래 놓인 ‘성경’과 두 개의 ‘촛불’이 예배당의 핵심에 놓여 있다. ‘강단’
1,2,3은 각기 다른 말사례에서 다른 말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
는 교단이다. 번호 순서대로 그 중요도의 위계가 지어지는데 자세한 사항
은 이하에서 살필 것이다. ‘스크린’은 예배 순서를 알리고 찬양 악보ㆍ가사
혹은 기도문을 띄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오르간’, ‘피아노’는 대예배 중
에 찬양 반주를 하거나 말사례 간의 경계를 짓는 데 사용되는 악기이다.
반면 ‘건반’, ‘드럼’은 대예배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 악기이다. ‘꽃꽂이’는
강대상 위에 위치한 장식이자 하나님께 드려진 헌화로서 매주 새로이 교체
된다.
이상으로 대예배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 의례인지, 그리고 대예배의 말
상황이 어떠한 물리적ㆍ사회적 배경 속에 놓여 있는지 그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다. 다음 항에서는 대예배라는 의례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루는
‘예배 순서’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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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예배의 단계별 말사례
연구 대상 교회에서의 주보 및 인터뷰를 통해 인지되는 대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주

13. 성경 봉독

2. 예배에로의 부름

14. 찬양

3. 기원

15. 설교

4. 경배찬송

16. 마무리기도

5. 공동의 기도

17. 사도신경

6. 침묵기도

18. 찬송

7. 용서의 말씀

19. 봉헌

8. 삼위영가

20. 봉헌기도

9. 대표기도

21. 파송의 말씀

10. 주기도송

22. 결단찬송

11. 성도의 교제

23. 축도

12. 광고

24. 후주

위 예배 순서는 대예배를 이루는 개별 말사례의 차원에 대응할 것이다.
SPEAKING 모델을 통해 볼 때, 개별 말사례를 규정짓는 맥락적 구성성분
은 ‘참여자’(participants), ‘장르’(genres), 그리고 ‘예배 순서상의 위치’라
는 세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구별된 개별 말사례는 각각 어떠한 ‘목
적’(ends)을 달성시킨다고 여겨지고, 서로 다른 ‘규범’(norms)의 적용을 받
는다. 또한 개별 말사례는 일정한 ‘경로’(channels)를 통해 전달되고, 특정
한 ‘화조’(keys)를 통해 표현된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맥락적 구성성분에
따라 각각의 말사례들을 기술한다. 특히 말사례의 경계를 지시하고 해석의
틀을 암시하는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s) (Gumperz 1982)를
살핌으로써 대예배를 이루는 일련의 의사소통의 국면들이 어떻게 분절되면
서 또한 연결되어 전체 예배 구조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겠다.
1. 전주 : 예배 순서에 포함되지만, 정확히는 예배 직전의 준비 단계를 구
성한다. 예배 시작 10분 전 즈음부터 오르간 연주자가 전주를 연주하고,
회중은 착석하여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경건한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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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도록 한다.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한편, 서로 다른 시각에
교회에 도착하는 신자들을 맞이하고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2. 예배에로의 부름 / 3. 기원 : 이 두 단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포괄하여 ‘예배에로의 부름과 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참여자’와 ‘장르’의
요인이 달라지므로 서로 다른 말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전주가 끝나면 스
크린에 ‘예배에로의 부름과 기원 - 집례자’라고 뜨고, 집례자가 집례석에
서고, 찬양대가 기립하여 찬송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된다. 이때 찬송은 개
회를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입례송’으로 매주 고정된 것이며,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동반된다. 찬송이 끝나면 집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회중
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말씀을 읽는다(‘예배에로의 부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주 달라진다. 이 말사례에서 궁극적인 화자(speaker)는 하나님이
고 집례자는 전달자(addressor)이며, 눈을 감고 이를 듣는 회중은 청자
(audience)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집례자의 어조는 엄숙하고 경건하다.
바로 이어서 집례자는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한다(‘기원’). 그
런데 이때의 집례자는,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하는 회중의 대표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말사례에서 궁극적인 화자는 집례자와 회중
을 포함한 예배자 전체이다. 따라서 집례자는 이 말사례에서도 전달자의
역할을 맡는다. 회중은 복합적인 말 역할을 맡는데, 이 기도의 궁극적인
화자임과 동시에 집례자의 기도를 듣는 일차적인 청자가 된다. 이 기도를
듣는 궁극적인 청자(addressee)는 하나님이라고 이해된다.
4. 경배찬송 : 집례자가 두 손을 위로 올리며 일어서라는 손짓을 하면 회
중이 전원 기립하여 찬송을 부른다. 찬송가 몇 장을 부를지는 주보에 적혀
있어서 각자 찬송가집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스크린에 악보와 가사가 띄
워지므로 그것을 보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사례는 ‘참여자’ 요인이 복잡
하지 않아, 화자는 예배자 전원이고 청자는 하나님이다. 찬송이라는 장르
로써 연행되며, 오르간과 피아노가 동원된다. 이 말사례의 목적은 명칭에
서도 잘 드러나다시피 신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다.
5. 공동의 기도 : 집례자가 “다 함께 죄의 고백을 공동의 기도로 드리시겠
습니다”라고 하면 다 같이 운율에 맞추어 주보 및 스크린에 적힌 기도문을
읽는다. 이것은 매주 교회에서 작성한 기도문으로, 그 내용은 대개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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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다.
이 말사례에서도 화자는 예배자 전원이고 청자는 하나님이다.
6. 침묵기도 : 스크린에 ‘침묵기도 - 다같이’라는 글씨가 뜨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침묵기도를 한다.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연속적ㆍ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각자 침묵기도 하
는 내용 역시 ‘공동의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 단계에서는 소리내어 공동으로 기도하고 이 단계에서
는 소리내지 않고 개개인이 기도한다는 점만 다를 뿐, 화자ㆍ청자 및 죄를
고백한다는 목적 또한 동일하다. 이 단계에서 반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7. 용서의 말씀 : 집례자가 “이제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한다. 집례자
는 하나님을 대언하여 용서의 말씀을 읽고, 회중은 계속 눈을 감고 이를
듣는다. 용서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주 달라지나, ‘죄 사함의 확신’
을 얻는 목적은 동일하다. 이 말사례에서 궁극적인 화자는 하나님이고 집
례자는 전달자이며, 청자는 예배자 전원이다. 집례자의 어조는 매우 엄숙
하다. 스크린에는 ‘용서의 말씀 - 집례자’라고 띄워져 있다.
8. 삼위영가 : 삼위영가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즉
성부ㆍ성자ㆍ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담은 찬송가이다.
이렇듯 성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찬송가는 ‘송영’(頌詠) 혹은 ‘영광송’이라고
도 한다. 이 찬송은 모든 교회의 대예배 순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경건성ㆍ신성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앞의 순서와 연결되어, 용서를 받은
회중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서서 찬송을 부른다. 이때 집례
자를 비롯하여 강대상 위의 담임목사와 두 장로도 모두 십자가를 향해 섬
으로써 중요한 예배 순서임이 맥락적으로도 지시된다. 이 말사례에서 화자
는 예배자 전원이며 청자는 하나님이다. 스크린에 악보와 가사가 띄워져서
보고 부를 수 있으며,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동반된다. 찬송이 끝나면
집례자가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며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회중과 찬양대는
전원 착석한다.
9. 대표기도 : 집례자가 “이 시간 ㅇㅇㅇ 장로님께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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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 후 물러나 자신의 자리에 앉고, 대표기도를 맡은 장로가 집례석
에 선다. 장로는 회중을 대표하여 자신이 작성해온 기도문을 읽고, 회중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에 동참한다. 이때, 단순히 대표기도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궁극적인 화자는 예배자 전체이며, 대표기도자는
전달자의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다. 회중은 동시에 대표기도자의 기도
를 듣는 일차적인 청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기도의 마지막뿐 아니라 중간
중간에도 “아멘”으로 화답한다. 물론 기도의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다.
스크린에는 ‘오늘의 기도 - ㅇㅇㅇ 장로’라는 글씨가 띄워져 있다.
10. 주기도송 : 대표기도자가 물러나 앉고 집례자가 다시 집례석에 선다.
스크린에 악보와 가사가 띄워지고,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모두
찬송을 부른다. ‘주기도송’은 ‘주기도문’에 곡조를 붙여 만든 곡으로, 가사
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기도문’과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주기
도문 내지 주기도송은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로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고 본이 되는 기도이자, 교회의 예배/집회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순서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사례에서 화자는 예배자 전원
이고 청자는 하나님이다.
11. 성도의 교제 / 12. 광고 : 두 단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동일한 말사례의 서로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광고’를 하는
것도 사실 ‘성도의 교제’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포괄적 명
칭으로 주보에 ‘성도의 교제’라고 기재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17) 그러
나 본 연구자는 ‘광고’라는 말장르 고유의 ‘알림’의 목적에 주목하여 둘을
서로 다른 말사례로 분리하고자 한다. 즉 여기서는 ‘성도의 교제’를 ‘친교’
를 독려하는 좁은 의미의 ‘성도의 교제’로 새길 것이다.
주기도송이 끝나면 집례자가 “이 시간 담임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시간
을 인도해주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물러난다. 담임목사는 강대상 아래의
광고석으로 내려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말을 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
17) 그런데 이 교회에서 대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집회에서는 두 단계를 포괄하여 ‘광고’라
는 명칭이 사용된다. 즉 전체적으로 ‘광고’의 측면을 부각시켜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광고’라는 다소간 사무적인 명칭에 비해 ‘성도의 교제’라는 명칭이 대예배에 참
석한 회중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종교적 신성함과 경건함
을 추구하는 대예배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명칭이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 33 -

겠습니다. 우리 앞뒤옆 성도님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면 회중은 주위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거나 손을 맞
잡으면서 제시해준 대로 인사를 나눈다(‘성도의 교제’).
이어 담임목사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서두를 열면서 교회
소식을 알린다(‘광고’). 교회 소식에는 교회 행사를 비롯하여, 교인들의 애
경사, 입원, 개업, 이사, 수상, 군 입대 등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이 언급된
다. 이 내용은 주보 및 스크린으로도 전달된다. 만일 상을 당한 교인이 있
는 경우 회중과 더불어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 교인 중 아이를 출산하여
처음 예배에 데려온 경우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한다. 또한, 새로 교회에 등
록한 신자가 있는 경우 이를 환영하는 말사례가 추가된다. 즉 회중 전체가
찬양을 부르는데, 피아노 반주가 동원되고 스크린에 악보와 가사가 띄워지
며, 목사와 회중은 손바닥을 하늘을 보도록 하여 축복의 손 모양을 취하면
서 찬양하기도 한다. 그런데 광고 시간에 이루어지는 기도, 찬양 등 구별
되는 말사례들은 별개로 인식되지 않고 교우 동정을 알리는 ‘광고’에 전체
적으로 포함된다고 여겨진다. 광고가 끝나면 목사는 “이상으로 교회 소식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강대상 위의 자신의 자리로 올라간다.
‘성도의 교제’ 및 ‘광고’ 시간은 의사소통 과정에 하나님은 참여하지 않
는다는 점, 그리고 다른 말사례에 비해 격식성이 약함이 강대상 사용을 통
해서도 표현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곧, 이 말사례에서 담임목사는 강대
상 아래의 중앙강단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가깝고 친근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때 담임목사의 어조 또한 설교 때보다 덜 무겁다.
13. 성경 봉독 : 집례자가 다시 집례석에 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ㅇㅇ ㅇㅇ장 ㅇㅇ절로
ㅇㅇ절까지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날 성경 봉독할 권ㆍ장ㆍ절의 위
치는 주보 및 스크린에도 적힌다. 회중이 성경 구절을 찾는 동안 찬양대가
간주곡을 부른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임하길 간구하는 짧은 찬송으로,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따른다. 이어 집례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성경 봉
독을 하고, 회중은 각자 성경을 눈으로 읽으며 집례자의 말을 경청한다.18)
집례자의 말이 맺어질 때 모두 “아멘”이라고 말한다. 이 말사례에서 궁극

18) 대예배 외의 예배/집회에서는 합독, 교독 형태로 회중의 참여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대예배의 성경 봉독 시간에는 집례자 혼자만 봉독함으로써 종교적 엄숙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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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화자는 하나님이고 집례자는 전달자이며, 청자는 예배자 전원이다.
14. 찬양 : 집례자는 집례석에서 물러나 자신의 자리에 앉고, 찬양대가 기
립하여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찬양을 부른다.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동원되는데, 스크린에는 악보와 가사가 뜨지 않고 제목만 뜬다. 이 찬양은
마치 대표기도자의 대표기도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 즉 찬양대가 회중을
대표하여 일종의 ‘대표찬양’을 하는 것으로서, 이 말사례의 궁극적인 화자
는 예배자 전체이고 찬양대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회중은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일차적인 청자이다. 물론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
다. 찬양이 끝난 후 회중은 “아멘”이라고 외치는데, 이때 박수는 치지 않
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므로 회중
은 박수로써 찬양대를 칭찬하는 관객이 되기보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함
께 찬양에 동참하도록 한다. 찬양이 끝나면 지휘자와 찬양대는 착석한다.
15. 설교 / 16. 마무리기도 : 목사가 가장 크고 중요한 강단인 설교석에
서서 설교를 한다. ‘설교한다’는 표현은 ‘말씀 전한다’, ‘말씀 증거한다’, ‘말
씀 선포한다’라고도 한다. 설교는 봉독한 성경말씀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데, 말씀이 쓰일 당시의 맥락과 현재 전해지는 맥락 간의 간격을 메우고
말씀의 내용을 쉽게 풀어 전하는 목사의 연행 능력이 크게 요청된다. 그런
데 이때 목사 개인의 생각이 담긴다고 여겨지면 안 되고 ‘정통’ 그대로 하
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여겨져야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는다. 즉 설교의 궁
극적인 화자는 하나님이고 목사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인식된다. 회중은
청자로서, 설교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설교를 하는 동안 스크
린에는 설교의 제목이 띄워져 있다. 설교는 보통 30분 정도 행해진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목사의 말은 설교의 끝과 마무리기도의 시작을 동
시에 지시한다. 마무리기도는 설교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
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무리기도는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
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때,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에 동참하
는 회중을 대표하여 목사가 기도하는 모양새를 띠므로 마무리기도의 궁극
적인 화자는 예배자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목사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마무리기도의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으로, 이들은 기도 마지막과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기도의 궁극적인 청자는 물론 하나님이
다. 이상과 같이 ‘참여자’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설교’와 ‘마무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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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개의 말사례로 볼 수 있으나, 대개 포괄적으로는 ‘설교’만이 언급된
다. ‘마무리기도’는 ‘설교’ 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순서로서, ‘설교’
순서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7. 사도신경 : 목사가 설교석에서 물러나 강대상 위의 자신의 자리로 돌
아가고 집례자가 집례석에 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스크린에 사도신경이 띄워지고 다 같이 사도신경을 읊는다. 화자
는 예배자 전원이고 청자는 하나님이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비슷하게
권위 있는 고정된 텍스트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예배/집회에서 중요한 순서
이지만, 말행위의 유형의 면에서는 ‘기도’가 아닌 ‘고백’으로 이해된다. 즉,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들의 본이 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18. 찬송 : 집례자가 두 손을 위로 올리며 일어서라는 손짓을 하고, 회중
및 찬양대 전원이 기립한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을 부른다. 이 단계에서 부르는 찬송은 그 주의 성경 봉독 및 설교말
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선정된다.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따르고, 스크
린에 악보와 가사가 띄워진다. 화자는 예배자 전원이고 청자는 하나님이
다. 찬송이 끝나면 집례자가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며 앉으라는 손짓을 하
고, 회중 및 찬양대는 전원 착석한다.
19. 봉헌 : 스크린에 ‘봉헌’이라는 글씨가 띄워지고, 봉헌 시간을 인도하는
장로가 강대상 아래의 중앙강단에 내려와서 봉헌의 말씀을 읽는다. 이는
성경 구절 중 봉헌과 관련되는 말씀을 읽으며 봉헌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다른 예배/집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보다 격식적인 절차이다. 읽
는 말씀은 매주 달라진다. 이때 궁극적인 화자는 하나님이고 봉헌집례자는
전달자의 역할을 맡으며, 청자는 예배자 전체이다. 봉헌집례자가 봉헌의
말씀을 읽는 동안 헌금위원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 서서 고개 숙이고 눈
을 감고 말씀을 듣는다. 앉아 있는 회중도 눈을 감고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끝나면 헌금위원들이 회중석을 다니면서 헌금함을 돌린다. 이 교
회의 헌금함은 둥근 나무 테두리가 둘러 있고 자주색 천으로 되어 있는 큰
주머니이다. 회중석의 사람들은 주보와 함께 받은 헌금봉투에 예배 중 미
리 헌금을 넣어두었다가, 이 시간에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다. 헌금을 하는
동안 오르간 간주가 이루어지며, 예배당 문이 열린다. 회중석을 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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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1층과 2층에 배치되었던 헌금위원 9명은 예배당 1층의 문 밖에서 두
줄로 열지어 선다. 제일 앞에 선 사람이 한데 포개어진 헌금함들을 받쳐
들고 있다.
예배의 집례자/사회자가 두 손을 올리며 일어서라는 손짓을 하면 회중과
찬양대 전원이 기립하여 봉헌 송영을 부른다. 오르간, 피아노 반주가 따르
고, 스크린에 악보, 가사가 띄워진다. 그동안 헌금위원들이 가운데로 열지
어 입장하고, 예배당 문이 닫힌다. 헌금함은 봉헌집례자에게 전해지고, 봉
헌집례자는 이를 담임목사에게 전하며, 담임목사는 이를 십자가 아래의 헌
금제단에 놓아둔다. 입장한 헌금위원들은 강대상 아래에 가로로 한 줄로
늘어선다.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봉헌’ 시간은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즉, 봉헌의 말씀을 읽으며 장로가 봉헌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국면, 헌금함을 돌리며 봉헌을 하는 국면, 모두 일어나 찬송을 부
르며 십자가 아래 헌금함을 바치는 국면이다. 각각은 구별되는 맥락적 구
성성분과 행동 규범을 가진 별개의 말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나누어 부르는 말은 따로 없고 전체적으로 ‘봉헌’ 시간으로
인지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다는 목적이 동일하
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 봉헌기도 : 담임목사는 회중을 등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 두 손을 든
채로 기도를 한다. 이때 손바닥은 아래 내지 앞을 향하게 하는데, 이러한
‘강복’(降福)의 손 모양은 담임목사의 ‘봉헌기도’와 ‘축도’에서만 보여지는
것으로 사제의 권한으로 행하는 ‘축복기도’를 뜻한다. 봉헌기도를 하는 동
안 강대상 위의 두 장로와 집례자 또한 십자가를 향해 서 있다. 이렇듯 강
대상 위의 사람들까지 십자가를 향하는 때는 ‘삼위영가’를 부를 때와 ‘봉헌
기도’를 할 때가 유일하다. 강대상 위의 이들과, 강대상 아래에 한 줄로 늘
어선 헌금위원들을 비롯하여, 기립한 예배자 전원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데 봉헌기도의 화
자는 전체적으로는 예배자 전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축복기도’이기도 하
다는 점에서 담임목사의 역할은 다른 말사례와 조금 다르게 인식된다. 즉
이 말사례에서 목사는 단순히 대표자/전달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
고, 신과 성도의 중간에 선 사제로서 성도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봉헌기도의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으로, 이들은 기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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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과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물론 기도의 궁극적인 청자는 하
나님이다. 이 말사례 동안 스크린에는 ‘봉헌기도’라는 글씨가 띄워져 있다.
봉헌기도가 끝나면 찬양대가 짧은 찬송(‘헌금송/봉헌송’)을 부르고, 오르
간ㆍ피아노 반주가 따른다. 그동안 회중은 각자의 기도를 하고, 헌금위원
들은 회중석으로 돌아가고, 강대상 위의 장로들은 자신의 의자 앞에 선다.
집례자는 집례석에 그리고 담임목사는 가장 큰 설교대에 선다.
21. 파송의 말씀 : 목사가 “파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주
보 및 스크린에 목사와 회중이 교독 형태로 주고받을 문장이 주어진다. 이
말사례는 그날 설교말씀과 관련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 보내어
져서도(‘파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목사가 권고하고, 회중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이 말사례 가운데
목사의 차례에서는 궁극적인 화자는 하나님이고 목사는 전달자이며 회중은
청자라고 할 수 있다. 회중의 차례에서는 화자는 회중이고 청자는 하나님
이라고 할 수 있다.
22. 결단찬송 : 예배자 전원이 어깨ㆍ가슴께에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축복의 손 모양을 하고 찬송을 부른다. 여기서 손 모양의 의미는 다
른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것보다는 축복을 받는 것에 가깝다. 이 교회에서
결단찬송은 매해 교회의 표어에 맞게 정해지는 일종의 주제곡으로, 예배
후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신앙을 이어나가고 굳건히 세울 것을 함께 ‘결
단’하는 목적에서 불리어진다.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동원되고, 스크린에
악보와 가사가 띄워진다. 화자는 예배자 전원이고 청자는 하나님이다.
23. 축도 : 회중 모두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춘다. 집례자는 뒤로 물러나 서고, 목사는 양 손을 거
대하게 들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복을 내려주는 모양새를 한다.
축도는 사제권을 가진 목사가 성도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의 일종이
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선포’
하고 복이 내려오는 것을 선언(‘강복선언’)하는 행위이다. 축도는 여러 미
사여구를 동반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

교통하심이, 오늘 설교말씀대로 살기

를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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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19) 이 말사례에서 화자는
사제권을 가진 목사 혼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신도는 축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이며,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동시에, 축도를 하는 힘의 원천이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하
나님은 궁극적인 근원이기도 하다. 축도는 예배의 절정을 이루며, 이때 목
사의 어조는 대예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엄숙하고 장엄하다. 예배자 전원
은 축도 마지막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한다. 이 말사례가 이루어지는 동
안 스크린에는 ‘축도’라는 글씨가 띄워져 있다.
24. 후주 : 축도가 끝나면 예배당 문이 열리고, 찬양대가 짧은 찬송을 부
른다. 이것은 축도에 감사하는 응답의 노래(‘축도송’)이자 예배의 끝을 지
시하는 매주 고정된 찬송으로, 여기에는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따른다.
그동안 강대상 위의 사람들은 목사, 부목사, 두 장로의 순으로 내려와 예
배당에서 퇴장한다. 이때, 목사와 부목사는 회중석 한가운데 통로를 사용
하고, 잠시 시간 간격을 두고 내려오는 두 장로는 양쪽 가의 통로 중 하나
를 사용한다. 회중은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대로 선 채 각자
의 기도를 한다. 찬양대의 찬송이 끝나면 예배가 최종적으로 마쳐진다. 회
중이 퇴장하는 동안 얼마간 오르간 후주가 이어진다.
지금까지 기술한 대예배의 단계별 말사례들의 구성과 주요 특징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1>과 같이 된다.

19) 축도의 모범은 성경(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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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예배에로의
부름

기원

경배찬송

공동의 기도

침묵기도

용서의 말씀

삼위영가

2

3

4

5

6

7

8

9

참여자

인사

광고

10 주기도송

11 성도의 교제

12 광고

S:목사, H:회중

S/H:회중
알림

친교

인간의 부족함
고백,
대표기도 보완

찬송

대표기도

S:회중, H:하나님

성도를 대표해
장로가 기도함

S:회중, AR:대표기도자, H:회중,
AE:하나님

기도

대표기도자가 작성해
온 기도문을 낭독, 회
중은 기도하는 자세
로써 동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곡조를 붙인
찬송, 주기도문은 가
장 권위 있는 기도문
목사가 제시해준 대
로 주위 성도와 인사
목사와 회중 간의 의
사소통으로 신성성의
정도가 다소 떨어짐

기독교 교리 핵심을
노래함, 웅장한 순간

말

말

노래,악기

말

노래,악기

말

용서 확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침묵

말

운율 맞추어 읽으며
기도

눈 감고 침묵, 말씀을
들음

노래,악기

말

말

악기

경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

주보ㆍ성경을 소지하
고 예배당에 들어오
면 조용히 각자 기도,
예배 분위기 형성
눈 감고 침묵, 말씀을
들음
눈 감고 침묵, 기도에
동참함

규범

기도하는 자세

회개

회개

경배

예배 시작,
회중 초청
성령의 임재를
기원

예배 준비

목적

S:회중, H:하나님

S:하나님, AR:집례자, H:회중

S:회중, H:하나님

S:회중, H:하나님

S:회중, H:하나님

S:회중, AR:집례자, H:회중,
AE:하나님

S:하나님, AR:집례자, H:회중

ㆍ

(궁극적인) 화자(speaker, S),
전달자(addressor, AR),
(일차적인) 청자(hearer, H),
궁극적인 청자(addressee, AE)

찬송

말씀

기도

기도

찬송

기도

ㆍ

전주

말사례

장
르

1

번
호

착석.
집례

담임목사가
에 섬

목사가 “교회 소식
입니다”라고 말함

친근,
덜 격식적

광고석

집례자가 다시 집례
석에 섬

회중ㆍ찬양대
대표기도자는
석에 섬

회중 기립, 강대상
위의 사람들도 모두
십자가 향해 섬

회중 기립

회중 기립

회중 기립

회중 기립

찬양대 기립

집례자가 집례석에
섬, 찬양대 기립

ㆍ

맥락화 단서

친근,
덜 격식적

ㆍ

글 읽듯이

ㆍ

엄숙,경건

ㆍ

글 읽듯이

ㆍ

엄숙,경건

엄숙,경건

ㆍ

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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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기도

말씀

찬송

기도

ㆍ

20 봉헌기도

21 파송의 말씀

22 결단찬송

23 축도

24 후주

찬송

S:하나님, AR:봉헌인도자, H:회중

찬송

18 찬송

19 봉헌

S:회중, H:하나님

고백

17 사도신경

ㆍ
예배 마침

축복의 말씀
선포

회중은 기도하는 자
세, 담임목사는 강복
의 손 모양
축도 직후 회중은 개
인기도, 강대상 위의
사람들 퇴장

축복의 손 모양

회중은 기도하는 자
세, 담임목사는 강복
의 손 모양
목사와 회중이 교독
형태로 말을 주고받
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성도
에 대한 축복
설교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금 다짐
신앙 결단

감사하는
예물 봉헌

예물 봉헌

마음으로

찬양대 찬양을 경청
하고 아멘으로 화답
단순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이라고 여겨짐
기도하는 자세, 기도
에 동참
운율 맞추어 읽으며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집례자가 성경봉독을
하고 회중은 성경을
찾아 눈으로 따라 읽
음

<표 III-1> 대예배의 단계별 말사례

S:목사, H:회중, AE:하나님

S:회중, H:하나님

1) S:하나님, AR:목사, H:회중
2) S:회중, H:하나님

S:회중/목사, AR:목사, H:회중,
AE:하나님

S:회중, H:하나님

S:회중, H:하나님

말씀대로 살도
록 간구
신앙 고백,
설교 보완
주신
말씀에
감사

S:회중, AR:목사, H:회중,
AE:하나님

기도

16 마무리기도

성도 교육

S:하나님, AR:목사, H:회중

말씀

15 설교

찬양

S:회중, AR:찬양대, H:회중,
AE:하나님

찬송

14 찬양

S:하나님, AR:집례자, H:회중

말씀

13 성경봉독

성경 말씀을
읽음/들음

악기

말

노래,악기

말

말

노래,악기

말

노래,악기

말

말

말

노래,악기

말

ㆍ

가장 엄숙
하고 장엄

ㆍ

글 읽듯이

엄숙,경건

ㆍ

엄숙,경건

ㆍ

글 읽듯이

설교석

회중 기립

회중 기립, 담임목사
가 설교석에서 강복
의 손 모양

회중 기립

회중 기립, 담임목사
가 설교석에 섬

집례자가 집례석에
섬
회중 기립하여 찬송,
찬송 후 착석
봉헌인도자가 중앙
강단에 섬
헌금위원들이 재입
장할 때 회중 기립
회중 기립, 담임목사
가 십자가 아래 헌
금제단에 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목사가
에 섬

변화 폭이
큼
경건

찬양대 기립

ㆍ

엄숙,경건

담임목사가 강대상
위로 다시 올라오고,
집례석의 집례자가
“하나님 말씀을 봉
독합니다”라고 말함

3) 대예배의 단계 간의 관계
<표 III-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예배는 기립ㆍ착석 규범이나 강대상
강단의 사용 규범 등을 통하여 예배 순서들을 덩어리짓거나 분리시켜 이해
하도록 하는 맥락화 단서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예배 순서들은 개별 항목
들이 일렬로 늘어선 단선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순서와
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순서와는 다소 단절된 관계를 이룸으
로써 예배가 진행되는 절차와 단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항에서는 대예
배가 어떠한 과정적인 말사례의 다발들로 이해될 수 있는지 각 단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예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또한 예배의 원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순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예배를 크게 ‘부르심-세우심-보내심’의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인터뷰 및 김광년 2010: 72-77 참조). ‘부르
심’은 성도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단계이다. 앞서 본 대예배 순서에서
10번째 순서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세우심’은 성도에 대한 교육과 성도
간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회공동체에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이다. 11
번째부터 20번째 순서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은 말
씀으로 무장한 성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는 단계이다. 21번째 순서 이후가
이에 해당한다.
사실 예배의 의미, 목적 및 순서에 대하여 교단 차원에서 혹은 그보다
더 큰 조직의 차원에서 예전적인 방침이 있다. 그럼에도 예배의 순서는 교
회마다 조금씩 달리 구성된다. 이것은 예배의 세부적 순서 및 배치가 다분
히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와 교회 원로들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의 구조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점을 좇아, 과연 어떠
한 언어적ㆍ비언어적 장치들이 위와 같은 말사례의 묶음들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는 것이 대예배의 전체적인 구조와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예배 순서들을 체계적으로 덩어리짓고 이
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 규범들(특히 회중의 기립ㆍ착석 규범과
강대상 강단의 사용 규범) 가운데 어떠한 맥락화 단서를 연결의 의미로,
또 어떠한 맥락화 단서를 단절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부르심’에 들어가는 말사례들을 보면 그 목적들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은(1,2,3단계) 성도가 하나님 전(殿)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4단
계) 회개하고(5,6단계) 용서를 받으며(7단계), 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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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돌리는(8단계) 흐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르심’의 단계에서
는 회중의 기립ㆍ착석 규범이 두드러지는데, 구체적으로 전체 10단계 중
4~8단계에 걸쳐 요구된다. 그런데 바로 동일한 4~8단계의 일련의 목적들
(‘경배-회개-용서-감사’)이 ‘부르심’의 단계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기립ㆍ착석 규범은 이러한 예배 순서들의 목
적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즉 이 부분을 통
하여 회중이 기립 규범이 예배의 덩어리를 나누기보다 예배 순서의 목적들
을 연관지어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대표기도(9단계)는 위 흐름을 다시금 반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여
러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기도, 특히 회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대표기도는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ㆍ
찬양하고, 죄를 고백ㆍ회개하고, 소원을 간구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
다. 마태복음 등 성경에서 이러한 모범적인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며,
사실 모범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가장 잘 정리되어 전해진다. 담임목사
는 대표기도 후에 주기도송(곧 주기도문)(10단계)을 배치한 까닭으로, 인간
이 하는 대표기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반면, 주기
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기도임을 들었
다. 즉 대표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
백하고 또한 이를 극복,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
표기도는 주기도송에 대하여 비교적 권위가 약하고 모방/종속적인 위상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물론 대표기도를 하는 장로는 회중의 대표로 선 사람
이므로, 성도들 중에서는 높은 권위를 부여받고 무거운 책무를 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말사례의 배치 및 이해/해석을 통하여는 인간의 권위를
신의 권위보다 아래에 위치시키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며, 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숨어있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세우심’의 단계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고, 설교, 봉헌 등이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광고가 그 첫 순서가 됨으로써, 목사가 강대상 아래의 가장
작은 중앙강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부르심’에서 ‘세우심’으로의 전체 틀의
전환을 지시하는 맥락화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우심’의 단
계 전반을 살펴볼 때, 말사례들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맥락화 단서가 바
로 강대상 강단의 사용임을 발견할 수 있다. 광고는 목사가 강대상 아래의
중앙강단(강단 3)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되고, 설교는 강대상 위의 가장
큰 설교대(강단 1)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된다. 봉헌은 봉헌함이 중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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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하여 십자가 아래의 헌금제단으로 전달되고 목사가 그곳 즉 강대상
한가운데에서 회중을 등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지시된다. 그런데 강대상 강
단의 사용이 이처럼 정교하게 세분되는 것은 이 교회의 다소 특수한 양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교회에서 이 교회처럼 세 개의 강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용 규범은 이 교회에서도 주일예배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수요ㆍ금요집회에서는 강대상 아래의 중
앙강단이 설교석ㆍ집례석ㆍ광고석의 기능을 겸하여 사용되었다. 즉 이 경
우에는 강단이 미분화적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또 사용되는 하나의 강단이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고 회중에 가까이 있는 ‘친근한’ 중앙강단인 점을 통
해, 이들 집회가 상대적으로 격식성이 떨어지는 집회라는 점이 효과적으로
지시된다고 보인다.
한편, 강대상 아래의 중앙강단이 다소간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목사
의 다음과 같은 해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봉헌을 인도하는 장로가 왜
집례석이 아닌 광고석을 사용하는 것인지 연구자가 목사에게 묻자, 목사는
봉헌예물을 바치는 과정의 통로에 중앙강단이 있어 편의상 그러한 점도 있
는 것 같고 또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우선 장로들
이 대표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설교대(강단 1)는 목
사가 설교와 축도를 하는 설교대이므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집례석(강단
2)에서 대표기도를 한다. 그런데 봉헌 인도는 그보다 중요도가 덜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서, 강대상 아래의 중앙강단(강단 3)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 관습은 담임목사가 이 교회에 청빙되어 오기
이전부터 이곳에 존재하던 것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강대상 강단은 성스러움의 의미와 긴밀히 연관되고 위계지어
지는 장소/도구로서, 그 사용은 예배 순서가 성/속 관념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 알리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능한다. ‘광고’(11,12단계)는 성
도에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를 독려하는 시간으로 ‘광고석’(강단 3)에서 이
루어진다. ‘설교’(15,16단계)는 목사가 사제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시간이자 성도를 교육하는 시간으로 ‘설교석’(강단 1)에서 이루어진다. ‘봉
헌’(19단계) 시간의 인도는 대표기도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여겨져 ‘집
례석’(강단 2)이 아닌 ‘중앙강단’(강단 3)에서 이루어진다. 끝으로 ‘봉헌기
도’(20단계) 시간에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가운데 선 사제로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 사실은 그가 물리적으로 ‘십자가 아래’ 서서 십자가(하나님)와
회중을 매개하는 것을 통해 지시되고 또한 도상화(iconize)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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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내심’의 단계는, 성도를 일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종교적 의
례를 진행했던 것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즉 교회의 가치관을 다시금 배우고 굳게 다진 성도를 교회 밖의 ‘세상’으
로 보내고, 성도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에 기독교 신앙
을 전하는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하는 단계인 것이
다. 이 단계로의 전환은 “파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접적인 언
설로써 지시된다. 더불어 이때 목사는 다시 가장 큰 설교대(강단 1)로 이
동해오는데, 이러한 강대상 사용의 양상도 맥락화 단서가 된다. 즉 하나님
을 대신하여 성도를 세상에 보내는 자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 자리
(강단 1)에 다시 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ㆍ성격과 강단 사용 간의 조응
은 ‘보내심’의 단계 중 축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축도는 ‘보내심’
단계의 핵심이자 또한 예배 전체에서 가장 신성성이 높은 예배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중요한 설교대(강단 1)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그 중요성이 표현되고 강
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집회에서 축도가 이루어
질 때에는 설령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여도 축도를 반드시 큰 설
교대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의 언설은 정확히 말하면, 대예배처럼
전체 자원/도구를 이용할 정도로 크고 중요한 예배이고 강단 간의 분화된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설교대가 ‘설교’, ‘축도’
등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주요한 말사례에서 이용될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기립ㆍ착석 규범을 살피면 ‘세우심’과 ‘보내심’ 단계의 경계에 걸쳐
서 회중의 기립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회중의 기립과
착석이 말사례들의 덩어리를 구별하는 데에 크게 기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찬송(18단계)을 부를 때 한 번 일어났다 앉은 후로, 봉헌함을 바칠
때부터 예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회중은 계속 서서 예배를 드린다. 즉,
이렇듯 기립을 요구하는 건 앞서 ‘부르심’의 단계에서도 생각해보았듯 결
국 예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해당 예배 순서의 목적을 더욱 강조하여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인 것이다.20)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고(18,19,20단계) 세상으로 보내어진 후에도 하나님 말씀대
로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강조하며(21,22단계) 그렇듯 진정으로 하나님
20) 기립 규범을 ‘강조’의 의미로 이해할 때, 찬양대의 기립에도 일관된 이해가 가능하다.
곧, 2,3단계, 14단계에서 회중은 착석한 채 찬양대만 기립하는데, 이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대표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맥락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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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성으로 살고자 마음을 다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는 사
실을 강조한다(23,24단계). 강대상 사용의 규범이 신성성의 정도와 관련되
어 말사례들을 더 큰 덩어리로 나눠 묶고 ‘부르심-세우심-보내심’이라는
신학적 관점에 입각한 예배 흐름과 조응하는 것이었다면, 회중의 기립ㆍ착
석 규범은 그러한 흐름의 예배 순서 중 특정한 국면에서 회중의 강화된 집
중을 요구하고 말사례의 목적ㆍ성격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
더불어 이 교회에 특수한 예배 순서의 측면을 짚고자 한다. 우선 ‘광고’
가 예배 중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드시 모든 교회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광고’는 예배의 마지막 즈음(축도 바로 전)에 위
치하곤 한다. 이 교회에서도 주일오후예배나 수요집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의 마지막 즈음에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담임목사는 이처럼 대
예배에서 가운데 순서에 ‘광고’를 위치시킨 이유로, 다소간 신성함과 경건
함의 정도가 약한 ‘광고’를 뒤에 위치시키면 예배 마지막에 회중들이 받고
나가는 감동과 은혜가 적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인터
뷰 및 김광년 2010: 74). 즉 이 같은 배치는 예배의 다른 순서에 비해 비
격식적인 측면이 큰 ‘광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회중이 ‘설교-봉헌축도’로 이어지는 신성성의 고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순서ㆍ배치도 이 교회에 특수한 모습
이다. 이 교회에서는 대예배에서 설교 전에 ‘주기도문’을 하고 설교 후에
‘사도신경’을 하는데,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대예배에서 이 순서가 반대이
다. 이 교회도 현 담임목사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설교 전에 ‘사도신경’을
하고 설교 후에 ‘주기도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대예배가
아닌, 예컨대 새벽기도회 같은 경우나 유치부ㆍ아동부예배의 경우,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 대신 ‘주기도문’을 외
우고 끝난다. 담임목사는 대예배 순서를 특별히 현재와 같이 배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총체로서 ‘설교’
내용은 그중 일부의 주제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 즉, 마치 앞서 ‘주기도
문’과 ‘대표기도’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이, ‘사도신경’과 ‘설교’의 관
계도 ‘원형과 모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자신의 ‘설교’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종교적 교리의 핵심을 담은 ‘사도
신경’으로써 자신의 설교를 보완하고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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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불완전성과 신의 완전성에 대한 담임목사의 명시적인 언설에서도
드러나듯이 예배가 진행되는 구조에서는 성/속과 관련된 종교적 가치가 중
요한 준거점으로 작용한다. 무엇이 더 성스럽고 덜 성스러운가? 무엇이 종
교적으로 더 우위에 있고 무엇이 더 아래에 있는가? 무엇이 더 ‘신’적이고
무엇이 더 ‘인간’적이며, 이러한 종교적 신성함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배의 순서들의 위상 및 연결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은 ‘부르심(경배-회개)-세우심(교제-말씀-감사)보내심(결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체 구조를 도표
로 그리면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대예배의 구조
층위 1
신학적
관점

층위 2
목적

경
배
부
르
심

예
배
순
서

회
개

교
제
세
우
심

말
씀

감
사
보
내
심

결
단

층위 3
말사례
( 신 중심 ----- 인간 중심 )
1 전주
2 예배에로의 부름
3 기원
4 경배찬송
5 공동기도
6 침묵기도
7 용서의 말씀
8 삼위영가
9 대표기도

10 주기도송 ←
11 성도의 교제
12 광고
13 성경 봉독
14 찬양
15 설교

16 마무리기도 
17 사도신경 ←
18 찬송
19 봉헌
20 봉헌기도
21 파송의 말씀
22 결단찬송
23 축도
24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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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화 단서
(강대상 사용)

집례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모두 - 십자가 향해
대표기도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담임목사 - 광고석
담임목사 - 광고석
집례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담임목사 - 설교석
담임목사 - 설교석
집례자 - 집례석
집례자 - 집례석
봉헌인도자 - 중앙강단
담임목사 - 헌금제단
담임목사 - 설교석
담임목사 - 설교석
담임목사 - 설교석

위의 도표21)에서 굵은 글씨로 처리한 부분은 예배 목적을 강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중의 기립 규범을 표시한다. 이탤릭체로 처리한 부분은
말사례의 덩어리를 구분짓는 주요한 강대상 사용 규범을 표시한다. 그리고
화살표는 9단계가 10단계에 대하여, 15단계가 17단계에 대하여 ‘원형-모
방’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표시한다. 이때, 10,17단계는 모두 고정된
텍스트(‘원형’)를 가진 권위 있는 말사례들이고, 9,15단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일지라도 인간에 의해 쓰여진 텍스트(‘모방’)에 바탕한 말사례들이다. 한
편, 광고석에서 이루어지는 11,12단계는 다른 단계들에 비해 신성성의 정
도가 약한 단계들이다. 이 점을 표에서의 위치로 표시하였다. 이 같이 광
고가 예배 중간에 위치한 것은 상술하였듯 이 교회의 특수한 양상인데, 비
록 다른 순서들에 비해 신성성의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런데 위 도표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인상적인 점은 ‘부르심’의 단
계에서는 담임목사가 말사례의 전면에 등장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즉
‘부르심’의 단계에서 우선 집례자와 회중 중심으로 말사례들이 연행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갖추어진 후에야, 담임목사가 나와 매 예배
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례 순서들을 연행하고(‘세우심’) 높은 신성성
을 지니는 축도를 행하여 예배의 대미를 매듭짓는다(‘보내심’). 이렇게 볼
때 말사례의 묶음들은, 종교적 가치ㆍ권위를 지니는 강대상의 사용 규범과
상호재강화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목사의 등장ㆍ연행과 관련되어 목사의
종교적 권위를 재강화하는 관계까지 아우른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말사례
및 그 묶음, 도구, 참여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그 종교적 기능ㆍ의미를
상호지시하고, 궁극적으로 종교적 신성성의 재형성ㆍ재강화를 이루는 구체
21) 참고로 이 교회에서 ‘성만찬예식’은 17단계와 18단계 사이 즉 ‘말씀’이 주요한 목적인
단계와 ‘감사’가 주요한 목적인 단계 사이에 들어간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보기에 이것
은 예배 흐름에 따른 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르가 교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배
려이기도 하다고 보인다. ‘성만찬예식’은 찬송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기도로 끝난다. 따
라서 대예배에서 사도신경(17단계)을 외운 후 ‘성만찬예식’을 하고 찬송(18단계)을 부르
면, ‘고백-(찬송-…-기도)-찬송’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르가 중첩되지 않고
등장할 수 있다. 앞 항의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 예배 순서는 장르가 거의 겹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번갈아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배려는 담임목사의 다음 인터뷰 내
용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담임목사는 ‘여러 형식의 기도를 다양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작년까지 대예배에 통성기도를 포함시켰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가 수행된 연
도부터 대예배에서 통성기도가 제외되었는데, 이는 기도의 가치 또는 위상에 대한 인식
과 관련된 내용이다. 본고의 IV장 3절의 해당 부분에서 이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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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대예배의 구조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예배의 핵
심적인 순서 곧 예배의 원형(prototype)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
예배는 예배의 원형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서, 예전성과 격
식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순서들이 많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 이 중
무엇이 핵심적이고 무엇이 다소간 부차적인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담임목사는 예배를 예배이게끔 하는 필수적인 순서들로 ‘경배와 찬양’, ‘기
도’, ‘말씀’, ‘봉헌’, ‘파송’을 들었다. 이를 위에서 살핀 전반적인 흐름에 맞
추어 재정렬해보면 ‘부르심(찬양-기도)-세우심(말씀-봉헌)-보내심(파송)’으
로 전체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찬양’, ‘기도’의 장르
는 서로 다른 목적ㆍ기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순서에서 여러 번 연행될 것
이다. 단적으로, 설교 후 기도와 봉헌 후 기도는 설교를 설교이게끔 봉헌
을 봉헌이게끔 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으로, 사빌-트로이케는 예비적 보고에서 미국 기독교 예배에 ‘예배
신호’(‘예배로의 부름’), ‘성경 봉독’, ‘기도’, ‘광고’, ‘설교’, ‘축도’의 말사례
가 포함된다고 하였다(2009[2003]: 39). 둘을 비교해보면, 비록 담임목사
와의 인터뷰에서는 누락되었으나 한국의 기독교 예배에서도 예배 시작을
알리는 ‘예배로의 부름’ 순서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봉독’과 ‘설교’는 담임목사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이라고 일컬어졌다고
생각된다. 실로 ‘설교’는 봉독한 성경말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성경 봉독’ 없이 ‘설교’가 있을 수 없고, ‘설교’ 없는 ‘성경 봉독’ 또한 생
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광고’는 담임목사에 의해서 예배의 핵심적인 순
서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실제 예배에서 ‘광고’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
배를 예배이게끔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
문이라고 보인다. ‘축도’는 대예배와 같이 중요한 예배일수록 반드시 등장
하는 높은 신성성을 지니는 말사례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예배에서 행
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축도를 할 수 있으므로
전도사가 집례하고 설교하는 예배에서는 축도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중요도 및 격식성이 다소
약한 새벽기도회, 수요집회 같은 경우 축도가 없고 대신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것으로 마친다. 생각건대 축도 혹은 주기도문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파송’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에서
‘찬송’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의아한데, 사빌-트로이케가 이를 단순히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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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간주곡 정도로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찬송’은 예배 순서 간의 경계를 잇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예배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말사례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예배의 원형을 이루는 순서들로 다음의 말사례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예배로의 부름(기원22)),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 파송(축도
혹은 주기도문23)).
위와 같이 파악한 핵심적인 예배 순서를, 대예배의 구조를 살피면서 파
악한 예배의 큰 틀(‘부르심-세우심-보내심’)에 맞추어 종합 정렬하면, 예배
의 기본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 부르심
1.1. 예배로의 부름(기원)
1.2. 찬송
1.3. 대표기도
2. 세우심
2.1. 성경 봉독
2.2. 설교
2.3. 마무리기도
2.4. 봉헌
2.5. 봉헌기도
3. 보내심
3.1. 파송
3.1.1. 축도
3.1.2. 주기도문

22) 교회의 다양한 예배/집회에 참여관찰한 결과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이름 아래 대개
‘기원’이 행해지고 있었다. 성경말씀을 읽으며 회중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순서는 대
예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다 신성함과 경건함이 높은 순서라고 생각된다.
23) 축도가 이루어지는 예배는 대예배와 같이 격식성과 신성성이 높고 예배 순서가 매우
복잡한 의례이다. 한편, 단촐한 예배에서부터 화려한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기도문이 낭
독되지 않는 기독교 예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도가 있는 경우라면 예
배 순서 중 앞선 어느 부분에 주기도문이 대체로 포함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0 -

2. 특징적인 언어 사용 규칙: “아멘”
대예배의 구조 및 예배의 핵심 요소는 교회에 처음 온 신자들이 우선적
으로 익혀야 할 의사소통의 규범으로서, 교회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탐구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어가는 가운데 신자들이 각 말사례에서
어떠한 행동 규범을 보이고 각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집례자에 의해
그리고 주보나 스크린 등에 의해, 친절하고도 명시적으로 안내된다. 따라
서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 당황할 수는 있어도, 적어
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일견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을 지
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의 적절한 의사소
통 규범을 지니는지는 적절한 때에 “아멘”을 할 수 있는지에서 보다 잘 드
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에 어느 정도 사회화된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의
사소통 규범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Amen)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반에
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
다”, “같은 마음입니다”와 같은 ‘동의’의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실제
사용을 보면, 의례가 보다 형식화되어 있는 천주교에서는 “아멘” 또한 정
해진 때에 회중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반면 개신교에서는
“아멘”의 사용 및 기능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개별 말사례를 맺는 표지(marker)로 기능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연행자와 회중 간의 인접쌍(adjacency pairs)
(Schegloff and Sacks 1973: 295; 본빌레인 2002: 146에서 재인용)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회중의 청자반응신호(back channel cues)
(Yngve 1970: 574; 본빌레인 2002: 147에서 재인용)인 경우이다. 첫 번
째와 두 번째는 천주교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해진 때에 발화되는 “아멘”이
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비교적 자발적이고 표현적(expressive)인 “아
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아멘”이 개신교의 가장 특징적인 사용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멘”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관습적으로 공유되는 규칙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세 층위의
“아멘”이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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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의 “아멘”과 같은 층위에 놓이는 변이형들을 또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개별 말사례의 종결을 지시하는 “아멘”을 보면, 애초에 말장
르 내에 종결의 표지로 “아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도의 경우
가 특히 그러한데, 부목사의 경우 초신자(初信者)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
면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맨 끝에 아멘만 붙이면 된다”고 독려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즉 “아멘”은 기도를 기도이게끔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배워야 하는 언어적 형식 중 하
나인 것이다. 이 같이 말장르의 형식적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층위
에서의 “아멘”은 회중뿐 아니라 연행자에 의해서도 대체로 함께 발화된다.
대예배에서 각 순서를 맺는 “아멘”이 사용되지 않는 때는, 2단계에서 3
단계로 넘어가는 때와, 6단계, 11,12단계, 15단계에서 16단계로 넘어가는
때, 그리고 전주(1단계)와 후주(24단계)뿐이다. 2단계에서 3단계는 연속적
으로 연결되어 ‘예배에로의 부름과 기원’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단계
는 ‘침묵기도’를 드리기 때문으로, 설령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를 맺으며
“아멘”을 할지라도 밖으로 소리내어 발화하지 않는다. 11,12단계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으로서 다소간 신성성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
문에 그러하고, 15단계에서 16단계로 넘어가는 때는 ‘설교’를 맺으며 ‘마
무리기도’를 시작하는 목사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우선적인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사용을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직전에 대부분
“아멘”이 등장한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할 두 번째 층위에서의 “아멘” 사
용과 연관된다. 한편, 찬송의 말사례 경우 가사 내에 “아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아멘”으로 맺어지지 않을 수 있다.
개별 말사례 끝에서 형식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 층위에서의 “아
멘” 사용은 종결 표지로서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청
자반응신호로서의 의미 또한 강하게 가진다. 예컨대 찬양대의 찬양이 끝난
직후에는 노래 끝부분에 “아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중
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 기대된다. 이것은 해당 말사례의 종결 표지의
보충이자 회중의 청자반응신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말씀을 읽는 모든
말사례,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말사례에서
도, 끝에 반드시 화답의 “아멘”이 등장할 것이 기대된다. 즉 예배의 각 순
서 말미에서 나타나는 “아멘”은 말사례의 종결 표지로서의 기능과 함께,
‘예견된 청자반응신호’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 인접쌍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아멘”의 사용을 보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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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목사와 회중이 주고받는 정형화된 대
화 세트를 이룬다. 목사가 특정한 종류의 말을 하면 회중은 당연히 “아멘”
으로 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띤다.
①

목사: 할렐루야!
회중: 아멘!

②

목사: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중: 아멘!
목사: ……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③

목사: ……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중: 아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대개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중의 집중을 끌고자 할 때나, 설교 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役事)가 일
어난 일에 대해 말한 후 이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혹은 광고 시간
에도 초두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목사가 “할렐루
야”라고 외치면 회중은 당연히 “아멘”으로 “순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처럼 인접쌍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아멘”은 목사가 회중의 참
여를 이끌어내는 것인 성격이 강하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되시길 주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경우는 설교에 주로 등장하는 문구이다. 설
교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소결을 맺을 때 강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목사가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고 회중이 “아멘”
으로 화답하는 인접쌍은 설교 내러티브의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는 “해라”
라는 명령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되시길 축원
합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 표현은 ‘축복기도’, ‘축도’ 경우와
유사하게 사제권을 가진 목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종교적 가치를 부여받는 표현이므로, 담임목사는 아무 때나 “축원합
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하려는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러
한 표현을 쓴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설교의 맨 마지막 문장은 강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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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축원합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4)
대개 설교의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에서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두 번째
층위에서의 “아멘” 사용 규범을 종합하면, 목사의 명령이나 소망에 대하여
회중이 동의의 표시로서 “아멘”할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강제되는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목사는 강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중의 참
여ㆍ집중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이 경우의 “아멘”은 ‘강제된 청자반응신호’
의 의미를 또한 갖는다고 보인다.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이다. 이
경우에는 앞선 두 가지 층위에 비해 회중의 선택적인 발화인 성격이 강하
다. 그럼에도 일정한 사용 규칙이 존재하는데, 우선 예배의 말사례들 가운
데 ‘대표기도’, ‘설교’, ‘마무리기도’, ‘봉헌기도’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 있
다. 또 ‘광고’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처음 예배에 참석한
신생아를 위해 목사가 기도를 할 때이다. 기도나 설교 중 청자반응신호로
서의 “아멘”은 문장 단위가 끝나는 시점에 등장한다. 다만 기도의 경우에
는 순접의 복문이 연결되는 부분에도 빈번히 등장할 수 있다(예컨대 ‘-고’
직후의 휴지에서).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은 앞선 두 가지 층위에서의
“아멘”에 비해 내용상의 제약에 더욱 민감한 편이다. 대체로 기독교 신앙
의 주요한 교리에 관한 내용이거나, 회중 전체에게 통용되는 어떠한 바람
을 간구하는 내용일 때 “아멘”이 등장한다.

<사례 III-1> 2012년 8월 31일 금요심야기도회 ‘설교마무리기도’ 中
a1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b1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
b2 이 금요심야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
b3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멘) //
c1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
c2
성령으로 충만한 /
c3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4) 이렇게 볼 때 인접쌍으로서의 “아멘”이 ‘설교’라는 말사례의 종결 표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설교 마지막 즈음에는 대체로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기 위하여
“축원합니다”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설교의 종결이 지시되지 않
고, “축원합니다”-“아멘”-“기도하겠습니다”의 세트가 갖추어져야 설교가 맺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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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2> 2012년 8월 31일 금요심야기도회 통성기도 후 ‘마무리기도’ 中
a1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아멘) //
b1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
b2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
b3
아버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멘) //
c1 세상을 따라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
c2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주여/아버지) /
c3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편, 다소간 자발적인 청자반응신호로 “아멘” 외에도 “주여”, “아버지”
와 같은 변이형이 존재한다. “주여”나 “아버지”는 대개 ‘믿음 좋으신 권사
님’ 특히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말해지는데, 보통의 “아
멘”보다 표현적(expressive)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대체로 탄식하
듯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어조를 띠며, “아멘”이 구문 사이의 휴지 가운데
어느 정도 공유된 ‘적절한’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라면, “주여”/“아버지”는
화자의 말과 중첩되기도 하고 훨씬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에 등장한다. 다
시 말해 “주여”/“아버지”는 “아멘”보다 화자 개인적인 성격이 더 큰 청자
반응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사례 III-1>, <사례 III-2>25)를 보면 “주여”/“아버
지”의 사용에 반드시 개인적인 요인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위 사례들은 시간, 장소, 참여자, 장르 등의 맥락적 요소가 동일한 가운데
예배 순서상 위치에서만 차이가 나는 두 기도의 일부분(기도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부분)을 살핀 것이다. 잠시 당시 상황에 대해 부연하자면, 교회에
서는 냉방 문제로 8월 한 달 간 금요심야기도회를 대예배실이 아닌 소예
배실에서 드렸고 금요심야기도회에서 연합속회도 같이 드렸다. 신자들을
작은 집단으로 묶은 속회들은 매주 주중에 모여서 ‘속회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철에 덥고 모이기 힘드니 금요기도회에서 연합으로 ‘속회’를 드리도록
25) 위 사례들은 민족시학(ethnopoetics) (Hymes 1996, 2004[1981])의 틀에 맞추어 정
렬되었다. 본고에서 민족시학의 틀에 맞추어 사례를 정렬하는 경우 알파벳 대문자는 연
(stanza), 소문자는 구(verse), 숫자는 행(line)의 단위를 표시한다. 또한 한 행의 종결은
‘/’, 한 구의 종결은 ‘//’, 한 연의 종결은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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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달의 금요심야기도회에 보통 30명 정도가 참석한
다면, 이때는 더 많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50명 정도)이 규모가 작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탄식처럼 흘러나오는
비공식적인 청자반응신호를 듣기가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었다.
위 사례들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우선 두 사례 모두에서 a1이 공통된 문
장구조 및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하나님+-감사합니다’는 기도를
시작하는 정형화된 문구이다). 그런데 <사례 III-2>에서만 “아버지”/“아멘”
이 동시다발적이고 탄식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아
멘”은 어조 자체가 ‘공식적’인 청자반응신호 “아멘”과 판이한 것으로, 비록
사용된 단어는 동일하지만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청자반응신호로 분류
할 수 있다. b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고’(1행)+‘-니’(2행)+‘-합니다’/‘-하
시옵소서’(3행)라는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그런데 <사례 III-1>에는 해당
구를 맺는 ‘공식적’인 청자반응신호 “아멘”만 나타나지만, <사례 III-2>에
는 구를 맺는 표지(marker)로서의 “아멘”뿐 아니라 행 경계인 ‘-고’, ‘-니’
에서 ‘비공식적’인 청자반응신호 “아버지”, “주여”도 등장함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구를 비교해보면, ‘-고’(1행)+‘-한’(2행)+‘-하시옵소서’(3행)
라는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발견된다. 3행 마지막에 c구를 맺는 표지로서
“아멘”이 등장하는 것도 양 사례에서 같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례 III-2>
에서만 1,2행 말미에 ‘비공식적’인 청자반응신호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사례 III-1>과 <사례 III-2> 사이의 예배 순서로는 찬송 한 곡과 통성
기도(5분 정도)가 있었다. 예배 순서상의 위치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맥락
적 요소들이 동일한 가운데, 두 사례에서 청자반응신호의 종류 및 빈도 면
에서 차이가 나타난 까닭은 찬송과 통성기도를 통해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례 III-1>이 설교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
리짓는 보다 격식적인 분위기에서의 기도였다면, <사례 III-2>는 통성기도
를 통해 격앙되고 고조된 분위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목사가 통성기도 직
전에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였던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금 간구하는 기도였
다.26) 이를 통해 볼 때, “주여”/“아버지” 같은 탄식의 청자반응신호는 기
26) 그런데 이러한 마무리기도들이 금요심야기도회에서 매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의 경우 기도회 마지막에 통성기도를 계속 하도록 하며 각자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날 월삭새벽기도회(9월 1일)가 있으므로 일부러 일
찍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목사가 예배 중 설명하였다. 즉, 본 연구자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기도회 자리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마무리기도를 비교ㆍ관찰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조사자로서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 56 -

본적으로 내면 신앙심의 고양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지표로 여겨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배 진행상의 고조된(“뜨거운”) 정도 곧 해당 말사례의
예배 단계상의 위상을 표현하는 ‘공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정리하면, “아멘” 사용은 전체적으로 세 층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말사
례의 종결 표지, 대화 인접쌍 구조, 청자반응신호. 그런데 첫 번째, 두 번
째의 경우도 청자반응신호의 의미를 아울러 가질 수 있는데 각각의 성격을
세분하자면 첫 번째 경우는 ‘예견된 청자반응신호’, 두 번째 경우는 ‘강제
된 청자반응신호’,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청자반응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 번째 층위에서는 “아멘” 외에 “주
여”,

“아버지”

같은

변이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다

더

표현적

(expressive)인 까닭에 다소간 개인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변이형
의 사용이 단순히 개개인에게만 달린 것은 아니고,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신앙심이 “뜨거워지는” 양상과 궤를 같이 하면서
나타나 예배 단계상의 위상을 지시하는 공적인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언어 형식은 동일할지라도 실제 예배 맥락에서 다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아멘”을 적절히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 전체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신앙 내러티브에 따르면
“아멘”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와 명령,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곧 기독교 신자로 점차 사회화되어 예배의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고 적절
히 “아멘”하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제대로 “순종”’하는 방
법을 익히게 되는 것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한 개인이 기독
교 신자로 충분히 사회화되고 기독교 신앙, 교리 및 교회에서의 의사소통
규범에 대하여 이해도가 깊어졌음이 적절한 “아멘” 사용 및 해석을 통해
지시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교회에서의 주요 의례에 관하여 적
절한 이해의 틀을 갖추고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위해 어떠한 의사소통능력
이 필요한지를, 예배의 구조 및 특징적인 청자반응신호의 사용 규칙을 통
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예배의 서로 다른 순서에서 여러 의미와 기
능을 띠고 사용되는 주요 말장르의 구조적 특징 및 사용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더불어, 이들 말장르에서의 가치관을 관통하는 핵심에도 “순
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가 존재함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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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말장르의 중요 특성
1. 개관: 언어적 특징
예배에서의 각 순서는 예배라는 커다란 말상황을 이루는 구체적인 하위
단계로서의 말사례로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주의 말 사용과
관습적으로 구별되는 형식적 특성을 지니는 개별 말장르(speech genres)
(Hymes 1972: 65)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때, 말장르는 일정한 산물로서
의 고정된 텍스트 형식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담화 생산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전수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가지는 사용 및 해석 틀
(Foley 1997: 359; Bakhtin 1981, 1986 참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장에서의 주된 과제는 담화 내용을 어떠한 틀로 표현하는 것인지 또
이를 어떠한 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틀형성 장치’(framing
devices)에 대한 탐구가 된다. 이처럼 특정 장르에서의 말 형식 자체에 대
한 조작 및 운용의 문법을 살피는 것은, 언어의 지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기능, 특히 언어의 시적 기능(poetic function) (Jakobson
1960)에 주목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말장르를 발
견하고, 그것의 구조적 특성 및 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피면서 예배의 핵심적인 순서를 정리해본 결과,
‘찬송’, ‘기도’, ‘성경봉독’, ‘설교’ 등을 주요한 범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는 추수감사절 기관별예술제(11월 4일) 때 어떤 찬양을 부를
지를 정하는 청년회(다니엘청년회)의 회의 자리(8월 26일)에 참석할 수 있
었는데, 이때 의논 끝에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하여 <교회스타
일>27)을 부르고 영상을 찍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개사하는 과정을 참여관
27) <교회스타일>
평일에 바쁘지만 기도하는 청년
말씀 한 절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청년
주일 되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청년
그런 믿음 있는 청년
우린 다니엘
찬양 땐 너만큼 열광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 끝나기 전에 아멘 때리는 다니엘
예배당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다니엘
그런 다니엘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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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결과 노래가사의 전체 틀은 유지한 채 ‘교회 정체성’을 드러내는 키
워드(기도, 말씀, 주일, 믿음, 찬양, 아멘, 예배당)를 중심으로 개사가 이루
어졌는데, 여기서 ‘말씀’28), ‘기도’, ‘찬양’이 교회의 특수하고 중심적인 말
장르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부자적인 인식은
청년들에 의해서만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개사
한 노래를 가지고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노래를 연행하려는 상황적 맥락이 전 교인들이 모이는 집회
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개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말장르가
예배의 원형으로 상정된 핵심적인 예배 순서와 맞아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그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말씀’, ‘기도’, ‘찬양’ 각각의 장르적 특성과 연행상의 특성
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말씀’을 가장 폭넓게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궁
극적인 화자가 하나님이고 사람 혹은 사물이 전달자/매개자가 되는 모든
종류의 메시지이다. ‘기도’는 궁극적인 청자가 하나님이 되는 모든 말하기
이다. ‘찬양’은 ‘멜로디/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기도의 특
수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9)
<표 IV-1> 주요 말장르의 정의

참여자
경로

‘말씀’

‘기도’

‘찬양’

궁극적인 화자:
하나님
(모든 경로)

궁극적인 청자:
하나님
말ㆍ침묵

궁극적인 청자:
하나님
노래

세 가지 주요 말장르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수한 종교적 상황변이어
(registers) 및 관습화된 표현(formulae)이 사용된다. 신을 호칭ㆍ지칭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성령’, ‘주’, ‘여호와’,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대
표적으로 ‘갈급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단을 쌓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
28) 개사한 노래에서 ‘말씀’은 ‘성경 구절’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상
세히 밝히겠지만 ‘말씀’은 ‘성경 구절’, ‘설교’, ‘기도 중 하나님의 응답’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한편, 연구 대상자들은 “말씀, 기도, 찬양”이라는 말 범주의 고정된 세
트를 익숙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각 범주는 비교 가능한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이하에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른 말장
르들과 같은 층위에서 비교/대조할 수 있는 ‘말씀’의 층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29) 이 같은 정의의 적절성은 앞 장의 <표 III-1>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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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役事)하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다’, ‘영육 간에 강건하다’, ‘열심을 내
다’, ‘우리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주님’, ‘우리 예물을 열납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다’, ‘십자가
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기름부어지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다’, ‘강권적으로 역사(役事)하시는 주님’, ‘30배 60
배 100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다’, ‘은혜 나누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등의 일반적인 표현 예를 들 수 있다.
미국 신령주의자 교회(spiritualist church)의 넓은 의미의 은어(jargons)
를 연구한 Zaretsky(1972)의 연구에서와 같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교회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교회에 사회화
된 정도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Zaretsky의 연구에서는 동
사 및 특정 어휘를 영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하고 신자의 사회
화된 정도에 따라 은어 사용의 양상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등 이 같은
논의가 보다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회에
서는 은어 사용과 사회변수와의 뚜렷한 연관성이 잘 발견되지 않았다. ‘축
원합니다’라는 말을 안수 받은 목사만 쓸 수 있는 것 정도가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휘 사용의 사회적 제약이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교회에서의 용어에 친숙하지 못한 측면은 있었는데, 이에는 비단 사회화
정도뿐만 아니라 위의 예시에서 드러나듯 교회 용어 중 한자어와 고어(古
語)가 많은 것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교회의
용어에는 천주교에 비해서 훨씬 한자어와 고어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어휘뿐만 아니라 통사면에서도 고어체가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성경말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
여, 어찜이뇨? 일어나라’”(설교말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찬양) 등을 들 수 있다. 즉 ‘-하오니’, ‘-하사’, ‘-하매’, ‘가로되’,
‘가라사대’, ‘-도다’, ‘-느니라’, ‘-지어다’, ‘-하시옵소서’, ‘-하옵나이다’ 등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고어투의 용언활용어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경말씀에서 그 정도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찬
송과 기도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고 보인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나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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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목소리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대적인 문체를 사용
하는 편이다.
또한 수동태의 조어 및 문장구조도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자기됨”,
“하나됨”, “변화되어지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찬양) 등
이다. 설교 중에는 수동태의 발화가 성경 본문의 명백함을 강조하는 방식
으로 많이 쓰이는 듯한데(“-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등), 전반적으로 수
동태의 사용은 힘의 원천을 인간 화자ㆍ청자 외부로 돌리는 신앙 내러티브
와 궤를 같이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생각된다. 기도 중에는 수동태가 신이
무언가를 허락해주고 인도해주고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문장구조와 함께 쓰
이면서, 힘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하는 우리 봉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한편, 수동태는 일정 정도 격식성을 높이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고 보인다
(예컨대 11월 25일 대예배 설교 中 “우리 교회가 전교인 전가족 특별새벽기도
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바로 비상명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와,

같은 날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이루어진 2부예배 설교 中 “교회에서 특별기
도라고 하는 건 비상기도라는 말이에요”를 비교해보아도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말장르에서의 말단계(speech levels)의 분포를 보면,
초월적인 존재를 청자로 상정하는 까닭에 특히 기도와 찬송에서 극존칭의
종결어미 ‘-하(시)옵소서’, ‘-하옵나이다’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단,
유치부/아동부/청소년부/청년부예배와 같이 화자 혹은 청자의 연령대가 낮
은 경우에는 기도에서 일상적인 존칭의 종결어미 ‘-해주세요’, ‘-해요’가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찬송/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라고 여겨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말하는 형식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탄,
감정, 다짐,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 형식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실로 여러 단
계의 말단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도다’, ‘하오’, ‘-하세’ 등의 종결어미도 나타난다. 그럼에도 종결어미의 차원에서
연령 요인과 관련한 대략적인 분포를 말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보는데, 즉
회중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요’, ‘-해’의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특히 후자의 반말은 신과 대화하는 형식이 아닌 개인의 정서ㆍ생
각을 표현하는 형식인 경우에 주로 등장할 것이다). 설교는 대중을 상대하
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므로 기본적으로 높임의 말단계가 취해진다(‘-하십시
오’, ‘-합니다’, ‘-하세요’, ‘-해요’). 다만 유치부/아동부예배의 경우 낮춤의
말단계가 나타나기도 한다(‘-해’). 이처럼 참여자가 대체로 낮은 연령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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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기도ㆍ찬송 및 설교에서 말단계가 낮아지는 것은, 이를 통해 이들
에게 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여기서
의 말단계의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 말단계의 구분과 대표적 종결어미

말단계
말단계
말단계
말단계

1
2
3
4

명령형

의문형

서술형

청유형

-하(시)옵소서
-하십시오
-하세요
-해

-하옵니까
-합니까
-하세요/-해요
-해

-하옵나이다
-합니다
-해요
-해

-하십시다/-합시다
-해요
-해/-하자

ㆍ

즉, 기도는 일반적으로 극존칭의 말단계(말단계 1)를 보인다. 이와 함께
의문형, 서술형에서는 ‘-합니까’, ‘-합니다’의 종결어미(말단계 2)가 빈번히
나타나기도 한다. 설교는 일상적인 존댓말(말단계 2,3)을 사용한다. 한편,
기도를 하는 화자ㆍ청자의 연령대가 20대 이하로 어린 경우 일상적인 존
칭의 종결어미(말단계 3)가 나타날 수 있다. 설교를 듣는 청자의 연령대가
10대(초반) 이하로 어린 경우에는 존댓말(말단계 2,3)뿐 아니라 반말의 말
단계(말단계 4)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이 정도로 전반적인
분포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용상과 이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은 해당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교회에서의 주요 말장르는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나타난다.
이 세 장르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수한 종교적 상황변이어가 사용되는데 한
자어와 고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어휘뿐 아니라 통사적 측면에서도 고어
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통사적으로 수동태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
이 있다. 한편, 말단계의 측면을 보면 ‘기도’에서 극존칭의 종결어미가 나
타나는 것이 특징적인데, 또한 ‘말씀’, ‘기도’, ‘찬양’ 각각에서 참여자의 연
령대가 낮을수록 말단계가 조금씩 낮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주요 말장르의 형식상의 전반적인 개관을 다루었다면, 이제 각 말장르의
구체적인 장르적 특징 및 연행 맥락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즉 각 말장르가
운용되는 문법을 기술ㆍ분석하고, 연행 맥락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연행에 대한 평가규준과 가치판단
적인 부분도 아울러 보고자 한다. 이로써 기독교인이 우선적으로 익혀야
할 주요 말장르의 언어 사용 유형을 기술ㆍ분석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의사
소통능력이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62 -

2. ‘말씀’
1) 구조적 특징
‘말씀’은 앞 절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궁극적인 화자가 하나님인 모든
메시지이다. 따라서 성경에 적힌 말도 ‘(성경)말씀’이고, 예배 중 집례자ㆍ
인도자가 성경 구절을 읽는 것도 ‘말씀’이며,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
씀을 전하는 설교도 ‘(설교)말씀’이다. 모두 하나님이 궁극적인 화자이고
인간/사물이 매개가 된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자 개개인이 기
도 중 응답을 받는 것도 “말씀 받았다”라고 말한다. 예컨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를 하던 중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말씀’에는
복잡한 의미의 층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선 본 절에서 앞으로 논할 ‘말
씀’의 층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는 ‘기도’, ‘찬
양’과 비교/대조를 이루는, 주요한 말장르 중 하나로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화를 생성하는 일정한 패턴 및 연행 틀을 가지
는 ‘설교말씀’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른 하위범주인 ‘성경
말씀’은 성경 텍스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배 중 이것을 그대로 읽는
‘용서의 말씀’, ‘봉헌의 말씀’ 등의 시간도 성경 텍스트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이므로, 연행 장르로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의 층위로는 ‘설교말
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설교는 ‘성경 봉독 - 설교 - 마무리기도’라는 시퀀스 속에서만 비로소
성립된다. 성경 봉독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설교가 목사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서, 성경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회중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어
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말씀이 회중에게 잘 전해지는 것은 단지 목사
의 설교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변화되
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설교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뉘는 구조를 띤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담
임목사 및 교육전도사의 말에 따르면 “원 포인트” 설교도 있고 “쓰리 포인
트” 설교도 있는데, 전자는 통으로 된 이야기로서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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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졸거나 잠깐 놓치면 설교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
후자는 서론-본론-결론 식으로 다소 딱딱하게 짜여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
해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 주보에 실린 ‘지난주 설교 요약’을 보면
전체적인 설교 제목 아래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로 소제목을 달아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큰 덩어리로 된 메시지 아래 작은 덩어리로
된 메시지들을 나누어 정리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
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사례 IV-1> 2012년 8월 5일 주보에 실린 ‘지난주 설교요약’(7월 29일)
하나님의 에이스
- 사도행전 13장 20~23절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1. 다윗은 속사람이 합격한 사람입니다. (에이스로 부르심)
2. 다윗은 믿음생활이 합격한 사람입니다. (에이스의 훈련과정)
3. 다윗은 회개생활이 합격한 사람입니다. (에이스로 쓰임 받음)

한편, 앞 장에서 살핀 “아멘”의 사용규칙 중 인접쌍, 특히 목사가 “……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말하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
하는 대화의 인접쌍은 설교의 구조를 나누는 표지(marker)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사례 IV-2> 2012년 7월 29일 대예배 ‘설교’ 中
1. 목사 : ……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어린이30)부터 우리 모
든 성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 그 속사람이
불합격되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절히 축원드립니다.
2. 회중 : 아멘.
3. 목사 : 다윗은요, 그의 믿음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격이었을 것이라
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었습니다. ……
30) 이 날은 예배가 전가족예배로 드려져 1부, 2부예배 및 교회학교예배들이 없었다. 따라
서 대개 어른들이 참석하는 대예배에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도 모두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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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단락과 2단락을 통하여 설교의 구조 중 첫 번째 이야기(‘다윗은 속
사람이 합격한 사람입니다’)가 맺어지고, 3단락에서 두 번째 이야기(‘다윗
은 믿음생활이 합격한 사람입니다’)로 내용이 전환된다. 이처럼 내용 중 일
부분에 대하여 소결을 맺는 중요한 지점에서 회중으로부터 ‘강제된 청자반
응신호’를 이끌어냄으로써, 회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하도록 하고
또 설교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목사와 회중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한편, 인접쌍으로서의 “아멘”은 설교의 전체 골격을 구
성하는 기능 외에 설교의 메시지가 절정으로 치달아갈수록 그 위상의 면을
지시하고 강조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거
듭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례 IV-3> 2012년 7월 29일 대예배 ‘설교’ 中
1. 목사 :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
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 회중 : 아멘.
3. 목사 : 오늘 함께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믿음 좋은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회중 : 아멘.
5. 목사 :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 회중 : 아멘.
7. 목사 :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이 우리를 볼 때 ‘참― 좋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 회중 : 아멘.
9. 목사 : 다윗 그는 겉모양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합
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죄를 지었지만 그의 회개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 회중 : 아멘.
11. 목사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시기를, 하나님 보실 때 ‘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 회중 : 아멘.
13. 목사 :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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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단락에 걸쳐 목사는 자신의 축원이 회중에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1단락은 전체를 지칭하고 3,5,7단락은 그것의 구체적인 일부인데 연
령순으로 점차 올라가도록 한다(‘어린이-학생/청년-성도’). 9단락은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다. 앞서 <사례 IV-1>의 주보에서 제시하였듯 소
제목 내용을 한 번씩 짚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1단락에서 설교의 주
제목을 다시금 짚는다. 그런데 한편으로, 11-12단락에서의 “아멘” 인접쌍
은 다른 설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설교의 끝을 지시하는 “기도
하겠습니다”(13단락) 바로 앞에 거의 항상 등장하는 구조이다(즉, “축원합
니다”―“아멘”―“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1~10단락까지는 설교가 절
정으로 가고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메시지를
강조하는 장치로서 “아멘” 인접쌍 구조가 사용되었고, 마지막 11-12단락
은 이런 기능에 더하여 13단락과 함께 쓰이면서 설교의 종결을 지시하는
기능 또한 함께 가진다.31)
한편, 본 연구는 설교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분석적 접근 중에
서도 장르 틀을 지시하는 수사적ㆍ형식적 특성을 살피는 데 보다 집중하는
이론적 관점을 취한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도 설교의 여러 수사적 장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1,9단락)이라는 관습적인 표현을 쓰는 돈호법(頓呼法)
이 있다. 이것은 새로이 이야기를 전환하는 지점이나, 이야기의 소결을 맺
는 부분의 머리에 등장하여, 회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한다. 상술
하였듯 “축원합니다”도 이야기의 소결을 맺는 부분의 말미에 등장하거나,
설교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에서 거듭 등장하여, 말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
을 한다. 또,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의법(設疑法) 내지 문답법(問答
法)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인
다(6월 13일 수요성서연구 설교 中 “여러분,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춤, 춤이라고 하는 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춤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몇몇 사람들이 대답하려고 하자) 제가 대답하라
고 질문해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중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춤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이것은 사실 가치중립적인
것입니다. 악하게 쓰이면 춤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쓰이면 춤이
굉장히 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화를 들거나 다른 것
31) 보다 자발적인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도 설교에서 다수 나타난다. 그런데 아래에
서 살필 점층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의 구조를 구성하는 기능은 다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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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유ㆍ은유하는 기법도 많이 쓰인다(11월 25일 대예배 설교 中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 쉬는 심장의 박동입니
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 기도의 호흡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불
가능해집니다. 물에 빠져 실신한 사람을 건져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공호흡
입니다. 신앙생활에 병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죽은 기도를 살
려내는 것입니다. …… 기도는 밥 먹듯이 하루 세 번,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
라, 코로 숨 쉬듯이,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물에

빠져 실신한 사람 : 인공호흡 = 신앙생활에 병든 사람 : 죽은 기도를 살려
내는 것’).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의 신빙성과 권위를 높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9단락)라고 간단하게 나왔지만 보
다 구체적인 인용 구절을 들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조의 기능을 부여하
기도 한다(가령 9월 2일 대예배 설교 中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포
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
성들은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권의 비
유를 통해서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시대에서 읽는다면 포도
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빙성과 권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

로는 어원을 들어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즉 성경 원문의 단어가 무엇이었
고 당시 맥락에서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이처럼
우리말 성경뿐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등 원문으로 된 성경을 인용함으
로써 설교자는 해당 설교의 권위를 높일 뿐 아니라 자신이 종교적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내보일 수 있다고 보인다(8월 12일 대예배
설교 中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굽힌다,
특별히 마음을 굽힌다, 내 마음을 굴복시킨다, 내 마음을 낮춘다, 비천해진다, 라
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권세가 있으면서
도, 자기가 능력도 없고 권세가 없는 것처럼 허리를 수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틀형성 장치로는 병렬/대구법(parallelism)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 IV-3> 이하의 모든 사례들
또한 병렬로 포섭되어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병렬은 “소리, 형태, 의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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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이를 수반한 패턴화된 반복(repetition)” (Sherzer 1990: 19)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주요한 시적 기법의 한 가지이다. 민족시학 연구의 성과들
은 의례언어 등 유표적 언어 사용의 장르에서 반복(repetition)과 병렬
(parallelism)의 기법이 보편적ㆍ일반적으로 발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Silver & Miller 1997: 142).
본 연구는 민족시학의 분석 틀을 통하여 교회에서 발견되는 주요 말장르
의 내적 구조 및 운용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시
학의 틀에 입각하여 볼 때 흔히 산문으로 이해되는 ‘설교’도 운문적인 구
조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설교에서 병렬의 주된 기능은 메시지를 ‘강조’
하여 전하는 것으로서, 설교 전체를 병렬 구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병렬이 나타나는데, 이는 병렬
의 틀로 포섭되는 여러 수사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설교의 진행에 강약을
주고 설교가 단조롭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려라고 보인다. 예컨대
<사례 IV-3>을 민족시학적으로 다시금 정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IV-4> <사례 IV-3>의 민족시학적 정렬
Aa1 사랑하는 여러분, /
Aa2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
Ab1 저는 우리 교회에서 /
Ab2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
Ab3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Ba1 오늘 함께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
Ba2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믿음 좋은 어린이가 되시기를 /
Ba3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Bb1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서 /
Bb2
다윗과 같이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
Bb3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Bc1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
Bc2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좋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
Bc3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Ca1 다윗 그는 /
Ca2
겉모양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 /
Ca3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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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1 다윗 그는 /
Cb2
믿음의 생활이 /
Cb3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Cc1 다윗 그는 /
Cc2
죄를 지었지만 그의 회개하는 모습이 /
Cc3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
니다. ///
Da1 사랑하는 여러분, /
Da2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되어지기를 /
Da3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Db1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시기를 /
Db2
하나님 보실 때 ‘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
Db3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Ea1 기도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적-문법적 병렬(semantic-grammatical
parallelism)의 시적 기법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B연에서는 ‘누가(1행)+어
떻게 되기를(2행)+축원한다(3행)’라는 통사 구조가 각 구에서 반복되는데,
2행과 3행의 의미는 고정된 가운데 ‘어린이’(a구), ‘학생과 청년’(b구), ‘성
도(의미상 어른)’(c구)로 1행 대상의 연령층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미적으로 B연은 A연 특히 Ab의 축원이 각 연령 집단에 구
체적으로 적용된 모습으로 이해된다. C연은 A,B연에서 말한 ‘다윗과 같다’
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풀어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때 C연을 자
세히 살펴보면 ‘다윗 그는(1행)+무엇이(2행)+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3행)’라는 통사 구조가 각 구에서 반복되는데, 1행과 3행은 고
정된 채 2행의 내용이 등가적으로 설교의 소제목에 맞추어 변주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미적으로나 배열상으로나 D연은 C연을 종합
하고 설교 주 제목을 정리하는 부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E연은 설교를 마
무리짓고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marker)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위
의 사례에서 커다란 덩어리를 나누자면 축원이 구체화되는 ABC와, 설교의
소제목 및 전체 제목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짓는 CDE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즉, 3+3=5. Hymes 1996: 173 참조).
한편, 위의 B,C연에서 잘 드러나듯이 대체로 설교에서는 3행 대구
(triplet)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등가적 어휘나 구절, 문장이

- 69 -

세 차례 정도 교체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물론 2행 대구(couplet)도
다수 등장하고, 더 많은 병렬을 통한 열거법(列擧法)도 사용된다), 예컨대
음성적 병렬까지 고려된 정교한 말하기 사례도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사례 IV-5> 2012년 8월 26일 청년부예배 ‘설교’ 中
a1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 /
a2 어떠한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든 /
a3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
b1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
b2
내가
그것을
맡기기만 하면 /
b3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
c1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a구와 c구가 수미상관(首尾相關)을 이루어, ABA 구조를 띤
다. 이 같이 수미상관적인 변주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강조
하는 기법은 설교 전반에 두드러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b구에서의 병렬을
살피면 ‘누가(주체)+무엇을(대상)+/ㅁ/-+-만 하면’의 구조가 세 번 병렬
되는데, 특히 1행과 2행에서는 ‘내’가 주체가 된 반면 3행에서는 ‘그분(주
님)’이 주체가 되어 마지막 행에서 가장 강조된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3행은 문장구조도 가장 복잡하게 되어 있고 강조의 부사
‘간절히’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미적으로 등가일지라도
마지막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모습은 <사례 IV-4>의 B,C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Bc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Cc에서는 성
경을 간접 인용함으로써, 강조된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고 문장구조 역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준언어적 자질
(paralinguistic features)을 통해서도 마지막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IV-5> b3에서는 빠른 발화가 나타났고, <사례 IV-4>
Bc, Cc에서는 목사의 목소리가 크고 절절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
처럼 2행 대구(couplet)와 달리 3행 대구(triplet)에서는 각 행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점층법(漸層法)이 나타난다. 대표
적으로 <사례 IV-4>의 B연에서 연령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개인-가정-교회로 범위를 확장시키며 설교가 진행되던 중 내용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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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강조와 목사의 목소리 및 회중의 청자반응신호가 궤를 같이 하여
점차 커지던 사례도 있었다(9월 2일 대예배 설교 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교회 포도밭,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밭, 우리의 교
회공동체라고 하는 포도밭 속에,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신앙공동체를 파괴할 때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누군가 ‘아멘’).

”).

지금까지 설명한 병렬의 기법은 사실 앞서의 모든 수사적 장치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적 틀이 된다. 그런데 병렬을 통한 강조도 무척 강
력하지만, 설교에서는 병렬 직후 대조법(對照法)을 사용함으로써 대조된
뒷내용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는 기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때의
대조법 또한 병렬의 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설교에서는 여러 차
원에서의 병렬을 중첩시키는, 고도로 정교화된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IV-6> 2012년 11월 25일 대예배 ‘설교’ 中
Aa1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많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
Aa2
위대한 설교말씀을 남기셨습니다. /
Aa3 i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위대한 설교,
ii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
Ab1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위대한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
Ab2 i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ii
주님이 가르켜주신 기도문,
iii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
Ab3 i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문,
ii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
Ac1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위대한 예식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
Ac2
성만찬 예식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예식이 어디 있습니까? /
Ac3 i
그 한 번의 예식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ii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iii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iv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v
그런 예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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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
Ba2
Bb1
Bb2
Bb3
Bb4
Bb5
Bb6
Bc1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
짧은 33년 동안의 공생애였지만 //
죽은 자를 살리셨고, /
바다 위를 걸으셨고, /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행하셨고, /
병든 자를 고치시고, /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
주님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

Ca1
Ca2
Cb1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역사 이면에 /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
그 또 하나의 주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

Da1
Da2

주님은 아침이 밝아서 해가 뜨면 저녁 때까지 /
쉴 새 없이 사람을 만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
셨습니다. ///

Ea1
Ea2
Eb1
Ec1
Ec2

그러나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
낮 시간 동안에 되어진 주님의 엄청난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새벽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녁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 사례에서 A연과 B연에 걸친 정교한 병렬 기법은 A,B연 자체보다도
사실 C연의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우선 A연을 보면 ‘예수님
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1행) 한 일을 언급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
인지를 설의법으로 강조하는(2~3행) 구조가 세 번 병렬된다. 각 구는 1행
에서 2행, 2행에서 3행으로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a구:
사역→설교말씀→산상수훈, b구: 기도→주기도문―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
c구: 예식→성만찬 예식→성만찬 예식의 능력). 이때, 담화를 구성하는 단
위를 행보다 더 작게 세분해야 할 정도로 A연은 고도로 정교화된 모습을
보인다. 앞서 병렬에서의 점층법을 논하였다시피 여기서도 구조의 세분화
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c구에서 가장 세분된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
다(로마숫자로 표시한 sub-line의 단위에서 볼 때, 4(a구)→6(b구)→7(c
구)). B연에서는 a구와 c구가 수미상관을 이루는 모습이 발견되고, b구에
병렬의 거듭을 통한 열거법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A연과 B연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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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동일한 층위에 놓여,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다는 내용을 여
러 기법을 활용하여 강조하여 전한다.
그런데 Ca1 ‘그러나’에 이르러, 여러 수사적 장치를 통해 쌓아온 내용은
손쉽게 반전된다. 그리고 이렇듯 단순히 대조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C연
은 별다른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더욱 강조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한편 C연과 E연은 수미상관을 이룸으로써 C연에서 반전된 의미는
뒷부분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만일 이 사례를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누어, 반전의 대조법이 사용된 ABC와, 수미상관이 사용된 CDE
로 나누어본다면, CDE에 비해 ABC가 훨씬 더 화려하고 복잡한 병렬 기
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BC가 아닌 CDE가 핵심적인 메
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둘의 관계가 접속사 ‘그러나’를 통하여 대조의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ABC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것을 뛰어
넘는 CDE의 메시지가 더욱 강력해진다. 대개 이 같은 대조법은 설교에서
‘세상의 가치’(세속적임)와 ‘교회의 가치’(성스러움)를 대비시켜 후자를 강
조할 때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설교 내용과 몸짓 간의 병렬을 짚어보면, 대예배의 경우 설교
자는 거대한 설교석에 가려 허리 부근 위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몸짓을 사용하는 데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따금 설교
내용의 강약에 맞추어 손짓 사용이 나타나는데, 양손을 가슴에 모은다든지
팔을 커다랗게 벌린다든지 설교석을 주먹으로 두드린다든지 하는 것이다.
특히 ‘서로 팔을 붙들어 줍시다’라는 제목의 설교(9월 30일)에서는 설교
내용에 직접적으로 손을 올리고 내리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손짓의 사용이
유독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 IV-7> 2012년 9월 30일 대예배 ‘설교’ 中
1. 여기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해보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 모으고))
……
2. 세 번째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이제 여러분은 자명해졌습니다.
4.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 모세가 피곤해서, 지쳐서 ((양손 들고))
6. 손이 내려오면 ((양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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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입니다.
……
8.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은 우선 모세를 편
안하게 앉게 하고, 앉게 하고 ((앉히는 손짓))
9. 그 다음에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
고 있습니다. ((양손 들고))

위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 손짓의 사용은 내용상의 측면에 대한 도상
(icon)으로 기능한다. 1줄에서 묵상을 하는 내용이 나올 때 한 주먹을 다
른 손으로 감싸 가슴에 위치시키는 조심스럽고 경건한 손짓이 나타나고,
8,9줄에서도 내용상의 측면과 궤를 같이 하여 손짓이 나타난다. 그런데
5,6줄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6줄에서의 ‘손이 내려오면’을 강조하고 실제
손짓에서도 보이도록 하기 위해, 5줄에서 사실 내용과 맞지 않지만 일부러
손을 들어 올렸다는 점이다. 이처럼 몸짓의 사용도 설교 내용을 강조하는
장치로서 내용과 병렬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예배가 다분
히 격식적이고 엄숙한 말상황이고 또 대예배에서의 설교는 설교자의 몸 절
반이 가려지는 설교석에서 이루어지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교말씀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돈호법, “아멘”의 인접
쌍 구조, 설의법/문답법, 비유/은유, 성경 인용, 어원 설명, 수미상관, 점층
법, 열거법, 대조법 등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수사적 장치로서 병렬이
사용됨을 볼 수 있었고, 특히 3행 대구를 통한 점층법과, 병렬과 대조가
중첩되어 더욱 강력한 강조를 이룩해내는 기법이 특징적이었다. 전체적으
로 설교는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수사가 행해지는 언어적 연행으로 볼
수 있다. 병렬을 비롯한 여러 수사적 기법들은 설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회중의 집중을 유도하거나 설교 진행에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
교 전체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설교를 진행하면서 목사가 단지 하나의 입장(footing)에 서서 표
현상의 수사적 장치만으로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
전체에 걸쳐서는 또한 목사의 참여 구조(participation framework) 상의
입장의 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목사는 회중과의 관계에서 여러
입장을 바꿔가며 설교를 연행함으로써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으
로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는 특히, 설교의 참여 구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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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있어서 ‘전환사’(shifters) (Jakobson 1971[1957])가 어떠한 방
식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환사는 지표적 상징(indexical
symbol)에 속하는 것으로서 ‘나’, ‘너’와 같이 맥락적 관계를 ‘지시’하는
‘상징’이다. 즉 설교에서 ‘나’, ‘너’의 인칭대명사가 어떻게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지 봄으로써 설교의 미시적인 참여 구조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겠다.

<사례 IV-8> 2012년 11월 25일 대예배 ‘설교’의 참여 구조
1. 수업시작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수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래서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야, 너는 쉬는 시간에 뭐하고, 꼭 수업 시간만 되
면 화장실 가겠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기 전에 꼭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학생은 화장실 갔다 와
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화장실을 갔
다 와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봉천교회 온 성도들이 일어나 깨어서 기도할 때
입니다.
……
2.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니느웨를 위한 소
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그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망각으로 인한 도피.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런 심정
이죠.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이 불
현듯불현듯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런 마음으로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구약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자는 자여, 어찜이뇨?’ 슬픔에 빠져 잠들어 있
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
냐?’
……
3.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의 연약
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
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인 자식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
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랑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순결하지
못한 신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
님의 도움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위대
한 축복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세워줍니다. 회개는 다시
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힌 담을 헐어
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기도하는 나 자신
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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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들
은 주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평상시 깊이 생
각하지 않았던 이 말씀의 의미를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해답이 안 나와요. 주님, 무슨 말이죠? 주석을 봐도 해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
죠, 주님?’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설교자의 고민들을 여
러분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의 사례에서 첫 번째 경우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가 짤막한 이야기
를 끌어온 것이었다. 여기서의 ‘저’는 목사 자기자신이 아닌 이야기 속 인
물로, 수업 시간에 자기 위해서 수업 직전이면 화장실에 다녀오는 학생이
다. 이러한 학생에 대해 이야기 속 선생은 “야, ‘너’는 쉬는 시간에 뭐하고
그러느냐?” 하고 핀잔을 준다. 목사는 학생과 선생의 입장에 번갈아 서서
직접 인용을 한 후에, 성도들을 이야기 속 학생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설교
를 이어간다. 즉 지금은 “‘네’가 화장실을 갔다 올 때가 아니라 일어나 깨
어 있어야 할 때”이고,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첫 번째 예가 다소간
일상적이고 가상적인 사례였다면 여기서는 성경의 사례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잠으로 도피한 요나 선지자 이야기와,
이 날의 성경 본문 내용인 슬픔에 빠져 잠든 제자들 이야기를 병치한 후,
목사는 주님의 입장에 서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라고 말한
다. 이때의 ‘너’는 일차적으로는 성경 속 인물인 요나와 제자들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배에 참석한 회중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상의 두 경우에서 ‘너’는 표면적인 대화 구조상으로는 각각 이야
기 속의 학생과 요나/제자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목사는 직접적으로 회중을 ‘너’라고 호칭하는 대신 여러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대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회중과의 관계 위에 가상적인
관계를 덧씌우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핀잔’의 뜻을 전하는 것이
다. “‘너’는 어찌하여 기도를 하지 않고 자고 있느냐?”
이 같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으로 규정한 후,
목사는 기도를 하면 생기게 되는 변화에 대해 설교한다. 그중 한 가지가
위의 세 번째 경우로서, 여기서 목사는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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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때의 ‘나’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나’이다. 단적으로, “남
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이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성별
상으로도 불특정한 ‘나’를 상정해놓고 있다. 또, 여기서 ‘나’는 목사와 평신
도를 막론하고 “신앙인”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저’는 위의 경우와 달리 목사 자기자신의 입장
을 드러내는 말이 된다. 주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더러 주님이
“자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모순적인 성경 구절에 직면하여,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의문과 고민을 직접 인용하여 전
한다. 물론 이러한 직접 인용의 목적은 정말로 스스로가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회중으로 하여금 목사 자신과 동일
한 입장에서 궁금증을 가져보도록 권유하고, 이어지는 설교 내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사례들만으로도 설교에서 나타나는 ‘나’, ‘너’의 전
환사가 결코 단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전환사는
여러 대화 구조의 맥락에서 다양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으며,
목사가 자신과 회중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조정하고 있음을 드
러내는 단서가 된다. 한 마디로, 설교는 매순간 재조정되는 역동적인 대화
참여 구조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전환사는 목사의 이렇듯 고도로 정
치(精緻)하고 능수능란한 입장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자 그 변화를
지시하는 주된 요소로서 작용한다.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장르적 특징을 갖는 설교가 연행 맥락 속에서 어
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설교가 실제 맥락에서 연행될
때 어떠한 사회적 요소에 따라 그 사용상의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기술ㆍ분
석할 것이다.

2) 사용상의 특징
여러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의 실제 사용을 살피면 ‘격식성의 정도’
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연행 맥락의 ‘격식성의 정도’와 설교 형식의 ‘격식
성의 정도’가 궤를 같이 하여 나타나는 패턴이 발견된다. 예배의 격식성은
주일예배인가 주중집회인가, 혹은 주일예배 중에서도 낮예배인가 오후예배
인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회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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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가 달라질 때이다. 여기서는 특히, 동일한 목사에 의해 동일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행해진 2부예배32)와 대예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11월 25
일 <일어나 기도하라>). 즉, ‘화자’와 ‘설교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동일한
가운데, 여타 맥락적 요소에서의 차이와 설교 형식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볼 것이다.
2부예배는 청소년부예배를 겸하는 것으로서, 대예배실에서 이루어지고
어른들도 일부 참석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중ㆍ고등학생인 청소년을 주
된 회중으로 삼는 예배이다. 한편, 대예배는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
<표 IV-3> 연행 맥락에 따른 설교 내러티브 구성의 차이
주 제목
소제목

대예배
설교 내용

2부예배
설교 내용

<일어나 기도하라>
1. 슬픔으로 인하여

2. 가장 큰 사역

3. 기도 비상

a) 수업시간에 자려고 화
장실 가는 학생 이야기
b) 성경 본문의 잠들어
있는 제자
c) 슬픔에 빠지면 아이큐
가 떨어진다는 심리학 연
구 이야기
d) 구약성경의 선지자 요
나. 망각으로 인한 도피.
“자는 자여 어찜이뇨?”
하나님의 말씀
e)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
도하면 생기는 변화

a)
생
나
b)

a) 기도는 호흡
b)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 두 가
지 이유 (제자들의 기도
무기력증. 예수님의 간절
한 부르짖음)
c)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
이었다
d) 여러분도 기도하는 습
관 가지시길
e) 전교인 전가족 특별새
벽기도회. 비상기도. 참석
권면

a) 수업시간에 자려고 화
장실 가는 학생 이야기
b) 성경 본문의 잠들어
있는 제자
c) 슬픔에 빠지면 아이큐
가 떨어진다는 심리학 연
구 이야기
d) 구약성경의 선지자 요
나. 망각으로 인한 도피.
“자는 자여 어찜이뇨?”
하나님의 말씀

b) 주님의 기도하는 사역

태양신학교 최봉석 학
이야기. 기도하면 언제
눈물을 흘린 사람
주님의 기도하는 사역

a) 기도는 호흡
b)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 두 가
지 이유 (제자들의 기도
무기력증. 예수님의 간절
한 부르짖음)
c)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
이었다
d) 여러분도 기도하는 습
관 가지시길
e) 전교인 전가족 특별새
벽기도회. 비상기도. 참석
권면

32) 이 교회에서 2부예배 겸 청소년부예배의 설교자는 매주 달라졌는데, 첫째 주ㆍ둘째 주
는 부목사, 셋째 주는 교육전도사, 넷째 주ㆍ다섯 째주는 담임목사였다. 여기서는 2부예
배의 설교와 대예배의 설교를 비교하기 위하여 담임목사가 맡은 경우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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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형식성이 높고 예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예배로서, 30대부터 80대 이
상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을 주된 회중으로 삼는다. 또한 책무가 끝난 원로
장로에서부터 교회에 막 등록한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폭의 사람
들이 참석한다. 이렇게 볼 때 2부예배는 대예배에 비해 회중의 성격이 훨
씬 특정하게 제한되어 있고 뚜렷하게 파악된다는 특징이 있다(‘학생’). 곧
‘참여자’(participants)라는 맥락적 요소가 두 설교의 연행에서 형식적인 차
이를 가져오는 주된 요소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
사용상의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표 IV-3>은 2012년 11월 25일 당일 이루어진 설교에 대한 전사를 토
대로 하고, 그 다음주 주보에 실린 ‘지난주 설교요약’ 부분을 참고하여 작
성한 것이다. 전체 설교 시간을 보면 대예배는 30분 가량, 2부예배는 20
분 가량으로, 설교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큰 줄기의 시퀀스는 거의 동일하
였으나 2부예배에서 부분적으로 생략되는 내용들이 있었다. 표를 살펴보면
소제목 1에서의 e) 부분, 소제목 2에서의 a) 부분이 2부예배에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제목 2의 a)는 사실 바로 뒤의 b) 이야기를 시작하
기 위한 비유적인 일화로서, 생략되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면
에서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런데 소제목 1의 e)는 주보에도 적히는
내용으로, ‘①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잠들어 있었지
만(a,b,c,d), ②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므로 기도를 해야 한다(e)’는 소
제목 1의 메시지 중 ② 부분을 통째로 생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예배에
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각각의 소제목을 통하여 세 번 말하
여지는 반면, 2부예배에서는 소제목 1,2가 통합되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소제목 3의 맥락에서 다시금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양새가 된다. 즉, 위 사례를 통해 볼 때 2부예배 설교는 대예
배의 경우에 비해 구조적으로 축소된 형태를 띨 수 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예배 설교에서와 동일한 덩어리를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각 덩어리의 형식과 내용이 2부예배 설교에서는 훨씬 간략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소제목 2의 b) 부분이 대예배와 2부예배에서 각각 어떻
게 전달되는지를 본다. 대예배의 경우는 앞 항의 <사례 IV-6>에서 다루어
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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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V-9> 2012년 11월 25일 2부예배 ‘설교’ 中
Aa1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
Aa2
그것이 기도입니다. ///
Ba1
Ba2
Bb1
Bb2
Bc1
Bc2
Bd1
Bd2
Be1
Be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설교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
예를 들면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겁니다. //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
주기도문 같은 겁니다. //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예식을 남겨주셨습니다. /
성만찬 예식 같은 겁니다. //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린 자를 치료해주시는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

Ca1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
Cb1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
Da1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 /
Da2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식을 행하시고 /
Da3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
Da4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
Da5
새벽 일찍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
Db1 또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
Db2
밤이 맞도록이라는 표현은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
Db3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
Ea1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의 사역과 기적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
Eb1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벽기도, /
Eb2
눈에 보이지 않는 저녁 철야기도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IV-6> 대예배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위 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은 A연과 C연에서의 수미상관일 것이다. 즉 대예배 경우와 달리 여
기서는 전체 주제가 되는 내용을 A연에서 먼저 제시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전달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B연은 <사례
IV-6>에서의 A,B연을 포괄하는데, 수사법이 덜 정교하고 내용면에서도 덜
구체적임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사례 IV-6>을 보면 A연은 내용을 점차

- 80 -

구체화해가는 구조를 세 개의 구에서 병렬하여 사용하고, B연 b구에서 열
거법을 사용하였으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요한복음의 기도문’, ‘오병이
어의 기적’ 같은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반면 위의 B연은 상대
적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1행)+그것의 예시(2행)’ 구조를 다
섯 개의 구에서 병렬하는데, <사례 IV-6>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가, 또 <사례 IV-6>(특히 A연)이 설의법을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얻은
데 비해 여기서는 단조롭고 평이한 문장을 사용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위
사례에서 D연이 비교적 자세한 것도 직접적인 내용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례 IV-6>에서는 대조가 이루어지기 전
의 내용을 더욱 화려하게 하고 이것이 무너지는 효과로써 대조된 뒷내용을
강조하는 고도의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였지만, 이 사례에서는 반대되는 내
용의 치장에 신경 쓰기보다 전하려는 논지의 직접적이고 친절한 전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위 사례는 크게 ABC와 CDE의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ABC는 수미상관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CDE를
보면 D연은 C연을 부연ㆍ구체화한 것이고, E연은 D연을 다시금 정리한
것으로서, CDE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렇듯, 위 사례는 구조적으로 대조법이 핵심이 되었던 <사례 IV-6>과는 시
적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화하자면 2부예배에서의 설교는 수사적 장치의 복합적 사용을 통한
감명의 전달과 권위의 획득보다는,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전달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회중의 연령대를 고려
한 결과일 것이다. 이 같은 2부예배 설교에서의 ‘직접성’은, <표 IV-3> 설
교 내러티브 구성 중 소제목 3. d)의 연행 차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사례 IV-10> 연행 맥락에 따른 설교 어법의 차이
1. 대예배의 경우 :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분,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분, 기도하
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찬사가 그 찬사 아니겠습니까? “저 사
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정말 그
소리 듣고 싶다. 목사가 그 소리 들어야 정말 좋은 목사 아닌가’ 이
런 생각을 했구요. 장로님들도 그런 소리 들어야 정말 좋은 장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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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그런 생각을 했구요. 교회 임원들이, 집사나 권사나 교회 임원
들이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는 사람’ 이런 소리 들어야 이게 정말 거
룩한 찬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 2부예배의 경우 : 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길 간절
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처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없
다면 ‘학교 가기 전에 내가 3분이라도 기도하리라, 내가 아침에 일어
나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씻으러 들어가지 않고 엎드려서 3분이라도
기도하리라.’ ‘저녁 때 내가 잠들기 전에 성경책 한 장이라도 읽고’,
성경 한 장 읽는데 딱 3분에서 5분 걸려요, ‘성경 한 장 읽고 내가 3
분이래도 기도하고 자리라.’ 이런 작은 것들이 1년 2년 3년 계속 되
어질 때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에
는 공부하세요, 낮에는 노세요, 낮에는 활동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새벽에 저녁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
다. 또 비상시국이 될 때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비상기도를 하셨어요.

위 내용은 동일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
나 그 방식ㆍ어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대예배의 경우 ‘기도하
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좋은 목사ㆍ장로ㆍ권사ㆍ집사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며,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더불어 목사인 스스로에 대한 겸양의 자세도 볼 수 있다. 반면 2부예배의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령 내지 권고를 하고 있다. ‘학교’
가기 전에 ‘3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3분이라
도 기도’할 것을 다짐하도록 권하며, 대신 “낮에는 공부하세요, 낮에는 노
세요, 낮에는 활동하세요”라고 말한다. 이렇듯 예배의 격식성과 회중의 구
성에 따라 메시지의 직접성 및 구체성이 다르게 조절되는데, 동시에 ‘메시
지의 직ㆍ간접성’에 따라 설교의 격식성이 조절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한편, 한 교육전도사는 본 연구자가 2부예배와 대예배에서의 담임목사의
설교가 다른지 물어보았을 때, 2부예배에 비해 대예배의 설교가 ‘무언가
불편하다, 2부예배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대예배는 편하게 들리지 않는
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불만족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거리감이 있
고 격식성이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감/격식성이 단지
대예배의 설교 내러티브 구조가 더 세분되어 있고, 수사법이 더 정교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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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메시지가 더 간접적이기 때문에 낳아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 생
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예배가 ‘듣기 불편’하고 2부예배가 더 ‘친근’하
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본 연구자는 그 차이를 설교 연행을 통해 드러나는 목사와 회중의 대화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앞 항에서 설교가 끊임없는 대화참여 구
조의 조정ㆍ변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 사례에서는 동일
한 화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사한 국면이라 하더라도 예배 맥락
및 청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 구조를 조정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2부예배의 설교에서 목사는 보다 현실의 관계와
유사하게 ‘목사 : 회중 = 어른 : 학생’이라는 관계를 설정한다. 사실 메시
지가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를 띠는 것도 이러한 참여 구조에 기반한 것이
다. 즉, 설교 상황에서의 대화 관계가 보다 일상적인 상황과 유사하게 설
정되는 것이다. 반면 대예배 설교에서 대화참여 구조는 전반적으로 현실에
서의 모습과 다소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목사는 종종 전지적 작가 시점
을 취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위 사례에
서처럼 현실의 ‘나’로 내려오더라도 다분히 ‘낮은’ 겸양의 자세를 보인다.
뒷장에서도 논하겠지만 이처럼 ‘낮은’ 자세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모
습을 보이는 것은 교회에서 높은 종교적ㆍ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이
다. 즉, 대예배에서 목사는 종종 ‘실제 자신이 가지는 권위보다 더 낮은 권
위를 점하면서’ 설교의 권위를 획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중과의 관계를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이며 불특정한 것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점은 위 사례에서 메시지의 간접성이 ‘좋은 목사ㆍ장로’라는 일반론적
인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리하면 역동적인 대화
참여 구조로 특징지어지는 설교는 예배 맥락에 따라 동일한 국면이라 할지
라도 서로 다른 참여 구조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예배 맥락의 격식성을
지시ㆍ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설교의 격식성을 조절하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연행 맥락의 격식성, 대화 구조의 현실유사성/구체성, 설교의 격
식성을 긴밀히 연관지어 이해할 때, 유치부ㆍ아동부예배에서 ‘반말’로 설교
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일관된 틀로 바라볼 수 있다. 앞 절에서 간략히 주
요 말장르에서의 말단계의 분포를 살폈듯이, 설교는 보통 말단계 2,3의 일
반적인 존댓말(‘-합니다’, ‘-해요’)로 연행된다. 그러나 유치부ㆍ아동부예배
의 경우에는 말단계 4의 반말(‘-해’)까지 나타날 수 있다(10월 28일 아동
부예배 설교 中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관리는 싫어했어. 그 말을 듣고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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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고 행하지 않았어. 자기는 따른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그러면서, 영
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서, 정작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
을 도와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도 그러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전도사님 바램은 그거야. 오늘 바램은
그거 하나야. 진짜 딱 하나만.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좀 도
와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았지?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
게.”).

즉, 예배 맥락에 현실의 구체적인 참여 관계를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반
말’의 사용이 가능하고 격식성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
치부ㆍ아동부예배에서 ‘반말’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전도사들은 회
중의 연령대에 맞추어 아이들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만일 청소년부예배도 예배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드리지 않고 따로 드리는 것이라면 ‘반말’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하리
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본적으로 연행 맥락 특히 ‘참여자’ 요소
에 맞추어 설교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다소간 격식성이
떨어지는 맥락에서 현실의 구조를 취하여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말하기로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를 달리 말하면 더 높은 말단계
(말단계 2,3)는 더 높은 격식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교 담화에서 설정되는 대화참여 구조가 예배의 ‘목적’이라
는 맥락적 요소에 따라서도 정해진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파송예배’33),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예배’ 등 특별한 이름을 걸고 이루
어지는 예배에서 두드러진다. 대개 이러한 유표적인 예배는 주일오후예배
시간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예로 ‘교회학교 보고예
배’의 설교 사례를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이 예배의 목적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수고한 사람들과 후원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목사는 자신과 회중의 관계를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아이(과거의 자신)’와 ‘성경학교의 청년/어
른 교사(현재의 회중)’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8월 19일 주일오후예배
中 “성경학교 하면 저도 모태신앙의 사람이니까, 유치부 성경학교 때부터 성경학
교 기억이 나요. 그때 뭘 배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

33) 본 연구자가 관찰한 ‘파송예배’ 사례는 중국으로 비전트립(단기 선교)을 떠나는 학생,
청년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조심히 잘 다녀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오라
고 배웅하는 예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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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련하게 성경학교 때의 기억들이,
수련회 때의 기억들이 제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
을 깨닫냐면 ‘아 그때의 교육들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에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헌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해주고
기도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한 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들도 마찬
가지로 힘들고 단 한 번의 교육가지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되는 기도를 통해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기
억 속에 하나님이 존재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도를 이루시고 붙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장 큰 성과가 없고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진해나가는 우리 교회학
교 각 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즉 위의 설교 부분을 보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였을 ‘아
이들의 감사의 인사’를 목사가 아이의 입장에 서서 대신 해주는 듯한 양상
을 볼 수 있다. 이때 ‘목사 : 회중 = 아이 : 청년/어른’이라는 현실과 동떨
어진 대화참여 구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에 더해 ‘= 과거 : 현
재’의 구도가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목사는 교사를 ‘격려’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이처럼 대화참여 구조는 예배의 목적에 따라
정해져 설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목적’이라는 맥락적 요소는 결국 누구(‘교사’)를 주요한 청자로 삼아 무엇
(‘수고했다는 격려’)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와 별개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대화참여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시금 ‘참여자’를 생각
해볼 수 있다. 한편, 위 사례에서 목사가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당위를
설교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보다 친근한 방식
을 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보고예배가 대예배가 아닌 그보다 편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설교의 사용상을 살펴본 결과 예배의 격식성, 참여자, 목적 등
연행 맥락에 따라 설교의 대화참여 구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설교의 사
용 유형을 낳는 핵심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설교에서 설정되는 전반적
인 설교자와 회중과의 관계가 얼마나 현실유사성을 가지는지, 얼마나 구체
적인지가 설교의 격식성의 정도를 조절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배의
격식성이 다소간 약해지고 회중의 구성이 특정하게 한정되고 목적이 분명
해질수록, 대화참여 구조는 현실과 닮은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이는
내러티브 구조 및 수사적 기법의 축소, 메시지의 직접적 전달, 말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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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으로써 설교의 격식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이룬다. 이처럼
설교는 연행 맥락에 대한 긴밀한 고려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 점은 목사
및 전도사에 의해 분명히 지적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장로를 비롯하여 교
인들은 이 점에 주목하기보다 ‘목사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대
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에 더 높은 가치부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 점은 설교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자 설교가 일상의 강연과
다른 종교성을 획득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설교자에게
서는 설교의 맥락성/상황성이 예민하게 인식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맥락
에 대한 고려마저도 ‘정통’의 효과적 전달에 종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다고 할 수 있다. 설교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지, 얼마나 설교자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드러내
는지가 중요한 가치규준인 것으로 여겨진다.

3. ‘기도’
1) 분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청자가 하
나님이 되는 말장르이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도
“맨 끝에 아멘만 해도 좋으니 일단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설교 중에도
기도하라ㆍ부르짖으라는 내용이 빈번하게 강조된다. 일상적으로도 기도에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아주머니 권사님들이 한 집
사님더러 날씬하다고 칭찬할 때 “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렇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처럼 기독교에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원동력이자 궁극적인 지향
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달리 말해 ‘주일 지키는 사람’, ‘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곧 예배와 기도는 기독교에서 으뜸
가는 문화적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기도는 비단 예배/집회라는 공식적ㆍ제도적인 상황에서뿐 아니라 무시로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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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는지에 따라 그 종류가
무척 세분되어 있다. 만일 기도의 전체 목록이 이루는 분류법에 관하여 본
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해 의사소통되는 사회적
맥락이 많을수록 분류가 세분화되고 대조의 차원이 다양해진다’는 Frake
의 가설(1961: 199)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교회에
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기초적ㆍ기본적인 기술ㆍ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중요성을 띠는 예배/집회에서의 기도에 한정하
여 보기로 한다. 즉 예배/집회에서의 주요 말장르의 하나로 기도를 살핌으
로써 다른 말장르와의 비교의 시각에서 기도를 바라보고, 교회에서의 공식
적인 신앙 담론을 이루는 종교적 가치관 및 관념의 내용과 기도의 형식적
측면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볼 것이다.
<표 IV-4> 예배/집회에서의 기도의 종류
예배/집회

기도의 종류

대예배

기원, 공동의 기도, 침묵기도(1), 대표기도, (설교)마무리기도, 사도
신경, 봉헌기도~침묵기도(2), 축도~침묵기도(2)

1부예배

기원, 공동의 기도, 침묵기도(1), 대표기도, (설교)마무리기도, 사도
신경, 봉헌기도~침묵기도(2), 축도~침묵기도(2)

유치부예배

사도신경, (설교)마무리기도, 봉헌기도, 주기도문

아동부예배

사도신경, 대표기도, (설교)마무리기도, 봉헌기도, 주기도문~침묵기도(2)

청소년부예배
(2부예배)

기원, 통성기도(2), 대표기도~침묵기도(2), (설교)마무리기도, 사도
신경, 봉헌기도, 축도~침묵기도(2)

청년부예배

기원, 통성기도(2), 대표기도~침묵기도(2), (설교)마무리기도, 사도
신경, 봉헌기도, 축도~침묵기도(2)

주일오후예배34)

기원, 통성기도(2)~마무리기도, 대표기도~침묵기도(2), (설교)마무
리기도, 축도~침묵기도(2)

수요성서연구

기원, 통성기도(2)~마무리기도, 대표기도~침묵기도(2), (설교)마무
리기도, 주기도문~침묵기도(2)

금요심야기도회

기원(통성기도), 통성기도(2)~마무리기도, 통성기도(1), 통성기도(1)

화요중보기도모임

기원, 통성기도(2), 사도신경, (설교)마무리기도, 통성기도(1)

교회학교
중보기도모임

기원, 통성기도(1), 마무리기도,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사도신경, (설교)마무리기도, 주기도문

월삭새벽기도회

침묵기도(1), (설교)마무리기도~봉헌기도, 주기도문

전교인 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

침묵기도(1), 대표기도~침묵기도(2), 통성기도(1)~마무리기도~봉헌
기도, 주기도문~침묵기도(2)

34) 주일오후예배 시간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행해져 등장하는 기도의 종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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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 교회의 여러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등장하는 기도의 종류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위의 <표 IV-4>와 같다. 참고로 여기서도 성만찬예식을
제외하고 대예배와, 그것의 변이형 내지 축약형으로 이해되는 주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주중집회에 한정하여 보았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의 참
여관찰 기간 중 열흘 동안 진행되었던 ‘전교인 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이
하 ‘전전특새’)35)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위 표를 통해 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종류를 모두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공동
의 기도, 기원, 대표기도, 마무리기도, 봉헌기도, 축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침묵기도. 물론 이 가운데 ‘사도신경’은 앞서 3장에서 밝힌 바, 정확히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고백’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 있
는 고정된 텍스트의 암송이라는 점에서 ‘주기도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 더불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하나님과의 대
화’라고 정의되는 기도에 넓은 의미에서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록 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위 목록에 ‘방언기도’도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다. 방언기도는 대개 통성기도(1) 시간에 등장하는 것으로, 형식적
인 차이로 인하여 별개의 하위장르로 구별되어 인식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기도의 형식 및 사용을 살피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독
특한 형식 및 의미를 띠는 방언기도 또한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예배/집회에서 인식되는 기도의 또 다른 하위범주로 ‘중보기
도’, ‘합심기도’, ‘목회기도/목양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기도의 목적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仲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뜻이다. ‘합심기도’는
대개 통성기도/방언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아(합심)’ 행
변이가 컸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경우만을 표로 정리하였다.
35) 이 교회에서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일 년에 두 번 있는데, 하나가 ‘사순절 특별새벽기도
회’(3월 즈음)이고 다른 하나가 ‘전교인 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전전특새)’(11월 즈음)이
다. ‘전전특새’는 이 교회의 특수한 특별새벽기도회로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
지 새벽기도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신앙을 체험적으로 익히게끔 하려는 담임목사의 철학
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석이 매우 강조되어 새벽 5시의 이른 시각에도 불구
하고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에는 열흘 정도로 기간이 짧고 일 년에 한 번 행해지는
‘특별’ 집회로서 집중력 있게 이루어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전전특새’는 형식적으로도
보통의 새벽기도회에 비해 무거워 다양한 종류의 기도들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신자들
의 두드러지는 참여를 요구하는 ‘대표기도’와 다양한 기관(연령별)의 ‘특송’이 매일 이루
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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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기도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즉, 이들 범주는 목적ㆍ성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도의 형식면을 주되게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의 작업과 층
위가 다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목회기도/목양기도’는 목회자가
목회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기도를 뜻하는 것으로, ‘(설교)마무리기도’, ‘봉
헌기도’, ‘축도’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도자가 누구인지에 초
점을 맞춘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하위범주이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따른 분류이다. 모두 본 연구의 초점과 층위
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위의 기도의 하위범주 각각에 관하여 내부자적인 입장에서의 맥락적 정
의를 기술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주기도문 :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다. 이
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범 기도문으로서, 성경의 기록을 토
대로 정리한 것이며, 유치부예배라고 할지라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대로 암송/낭독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통체적 지식(gestalt knowledge)을
이룬다. 이 교회에서는 ‘새 주기도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전 번역에서
의 몇몇 표현이 수정되고 보다 현대적인 문체로 바뀐 것이다. 예컨대 ‘주
옵시고’는 ‘주시고’로, ‘구하옵소서’는 ‘구하소서’로, ‘-옵나이다’는 ‘-입니다’
로 바뀌었다. 대체로 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가
많으며(유치부ㆍ아동부예배, 수요성서연구,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 새벽기
도회 등), 이 교회에서 대예배ㆍ1부예배 때에는 대표기도 직후 그것을 보
완하고 완전케 한다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외운다(정확히는 그와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주기도송’을 부른다). 예배/집회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는 모두 한 목소리로 암송/낭독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사도신경 :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경/신조’이다. 12명의 사
도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앙고백문이라고 전해지며, 예수의 탄생ㆍ생애ㆍ
고난ㆍ죽음ㆍ부활ㆍ교회ㆍ재림에 대한 믿음을 압축적으로 다룬 것이다.
‘주기도문’처럼 ‘사도신경’도 글자 그대로 완전하게 암송/낭독해야 하는 것
으로, 통체적 지식을 이루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또한 새 번
역본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현대적인 문체로 수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받으사’는 ‘받아’로, ‘믿사오며’는 ‘믿으며’로, ‘믿사옵나
이다’는 ‘믿습니다’로 바뀌었다. 신앙고백을 하며 예배를 연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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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예배의 시작 순서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경우가 많으며(유치부ㆍ
아동부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새벽기도회), 이 교회의 대예배ㆍ1부예배ㆍ
2부예배ㆍ청년부예배에서는 설교를 보완하고 완전케 한다는 의미에서 설
교 및 마무리기도 직후에 사도신경을 왼다. 예배/집회에서 사도신경을 암
송할 때는 모두 한 목소리로 암송/낭독하는 모습을 보인다.
3. 공동의 기도 : 공동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목적에서 예배자
들이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대예배ㆍ1부예배에서만 나타나는 기도로,
다분히 높은 격식성을 지니는 것이다. 교회(담임목사)에서 매주 작성한 기
도문을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보 및 스크
린에 적혀져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대개 8행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종결어미는 명령문의 경우 ‘-하옵소서’, 평서문의 경우 ‘-합니다’, 그리
고 의문문의 경우 ‘-하옵니까?’36) 체를 따른다.
4. 기원 : 예배를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며 드리는 기도로, 오늘
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배의 시종(始終)을 살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다. 집례자가 회중을 대
표하여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화자는 예배자 전체이고, 집례자
는 전달자(addressor)이자 저자(author)37)의 말 역할을 맡는다.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이고,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 된다. 보다 격식적인 예배에
서는 ‘예배로의 부름’이 말하여진 후 ‘기원’이 행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격
식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배에서는 ‘기원’만 나타난다.
5. 대표기도 : 대표기도는 예배/집회에 참석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
표로 하는 기도이다. 누가 대표기도를 할지는 사전에 정해지는데, 대표기
도를 맡은 사람은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와서 예배 중 정해진 시간에 이를
읽는다. 대표기도의 궁극적인 화자는 기도에 동참하는 예배자 전체이고,
36) 그러나 기도문에 의문문이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4개월에 걸친 본 연구 기간
동안 ‘공동의 기도’에서 의문문이 발견된 예배는 단 한 번뿐이다.
37) 미시적인 대화참여 구조의 틀로 살펴볼 때 여기서 기도의 궁극적인 주체가 되는 예배
자 전체는 근원(principal)이 되고, 그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하여 이를 전달ㆍ발화하는
집례자는 저자(author)이자 실행자(animator)가 된다. 화자를 단순히 궁극적인 화자
(speaker)와 전달자(addressor)로 나눈 Hymes(1972)의 틀에 비해, Goffman(1981)의
틀은 특히 저자의 문제(authorship)를 다룰 수 있어 본 연구의 논의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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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도자는 전달자이자 저자의 역할을 한다.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이고,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다. 가장 권위 있는 예배인 대예배 때는 장로만
이 대표기도를 하고, 1부예배ㆍ주일오후예배ㆍ수요성서연구 때는 집사ㆍ권
사가 대표기도를 한다. 교회학교예배 때는 해당 연령의 학생이 대표기도를
한다. 대표기도 직후 주기도송을 부르지 않는 경우(2부예배ㆍ청년부예배ㆍ
주일오후예배ㆍ수요성서연구ㆍ전전특새)에는 반주가 깔리며 회중이 조용히
개인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짧게 있다.
6. 마무리기도 : 마무리기도는 설교나 통성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이다.
설교마무리기도는 설교 직후에 설교자가 하고, 통성기도 마무리기도는 보
통 집례자가 한다.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의 양상을 띤다. 예배 초반
부 준비찬양을 이끌던 인도자가 찬양을 마칠 무렵이 되면 다 함께 소리내
어 기도하자고 하며 통성기도를 한다. 그러다가 찬양팀 모두 무대를 정리
하고 들어가면, 그 직후 집례자가 나와 마무리기도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
배를 시작한다(주일오후예배ㆍ수요성서연구ㆍ금요심야기도회). 참고로 청
소년부예배ㆍ청년부예배에서는 찬양을 마치며 통성기도를 하고 그 다음 순
서로 바로 대표기도가 있다. 이 대표기도는 통성기도를 ‘마무리’하는 역할
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에서는 여러 기도의 제
목을 놓고 2~3분 정도의 통성기도를 몇 차례 거듭하다가, 예배의 마지막
무렵 최종적으로 미리 정해진 한 사람이 대표로 마무리기도를 한다. 이 또
한 대표기도와 마무리기도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가진다고 보인다. 전전특
새에서는 설교 직후 다 같이 설교말씀을 붙들고 통성기도를 하고, 담임목
사가 이어서 마무리기도를 한다. 이는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통성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마무리기도에서 궁극적인 화자
는 예배자 전체이고,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전달자이자 저자의 역할을
맡는다.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이고,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다.
7. 봉헌기도 : 봉헌기도는 봉헌을 한 후에 하는 기도이다. 우리 예물을 받
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정성을 받아 주십사, 그리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를 세우는 데 쓰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기도의 제목들
을 열납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축복
기도의 맥락에서). 봉헌기도는 안수 받은 목사가 할 수도 있고 일반 신자
가 할 수도 있다. 안수 받은 목사가 하는 경우에는 확립된 사제권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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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축복기도를 겸하는 것인데, 이는 다분히 격식적이고 경건하며 권위를
가지는 경우이다. 평신도 중 정해진 기도자가 하는 경우는, 헌신예배(주일
오후예배 시간)에서 한 기관의 총무가 대표로 기도하는 경우이거나, 유치
부ㆍ아동부예배 등에서 사회를 맡은 교사가 하는 경우이다. 봉헌기도의 궁
극적인 화자는 예배자 전체이고,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전달자이자 저자
가 된다.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이고,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다. 단, 축
복기도를 겸하는 경우 기도하는 목사는 단순히 전달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
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인간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 있
는 사제로서 적법한(legitimate) 화자이기도 하다.
8. 축도 : 축도는 기도의 형식을 띠는 것이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말
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안수를 받아 사제권을 가진 목사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화자는 목사이고, 일차적인 청자는 회중,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
이 된다. 축도의 모범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목사는 이것을 따라야 하므로
그는 축도의 저자(author)이긴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저자가 될 수는 없
다. 한편, 축도를 하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근
원(principal)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축도는 비교적 격식성이 높은
예배인 대예배ㆍ1부예배ㆍ주일오후예배, 그리고 담임목사나 부목사가 참석
하는 교회학교예배(청소년부예배ㆍ청년부예배)에서 나타난다. 축도 직후에
반주가 깔리고 회중은 조용히 개인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짧게 가진다.
9. 통성기도 : 통성기도는 크게 소리내어 하는 기도로서, 예배/집회에서 행
해질 때 회중이 동시에 각자 기도하는 모습을 띤다. 즉 화자는 회중 개개
인이고 청자는 하나님이 된다. 이렇듯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사람들이 제각기 기도하는 형식인 까닭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
자는 요청이 기도 직전에 필히 선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어떠한 공동
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 할지 그 직전에 알려주고 기도하게 한다.
통성기도(2)의 경우는 예배 초반부에 등장하며,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위
해 진행상 다소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을 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1분 정도로 짧게 이루어지
는 전환 과정인 까닭에 이때는 ‘방언기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통성기도(1)의 경우는 보다 길고(짧게는 2분, 5분에서 길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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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이상) 본격적으로 통성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이때는 ‘방언기
도’가 빈번히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보아 통성기도는 격앙된 어조를 띠며
“전심으로” “뜨겁게” 하는 것이고, 반주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 서로 잘
듣지 못하게 하고 고조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 실제로는 모든 회중
이 반드시 소리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예배/집회를 통틀어 회중이 마음대
로 크게 소리내는 것이 가능한 때는 통성기도 시간이 유일하다.
10. 방언기도 : 방언기도는 내가 아닌 성령이 나의 입을 통해 하는 기도이
다. 아무나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만이 할 수 있다.38) 방언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해지는데, 하늘의
언어로 받는 것이 있고 외국어로 받는 것이 있다. 즉 알아들을 수 없는 언
어로 기도를 하게 되거나,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기도를 하게 되
는 것이다. 방언을 하는 화자 스스로도 대개 어렴풋한 느낌만 있지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고 싶으신 기도를 내가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 방언이 반드시 신앙
의 절대적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깊어진” 증거라고 여긴
다. 방언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하므로 교만해지지 말고 나를 “내려놓
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배/집회에서 방
언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때는 즉흥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통성기도
시간밖에 없으므로, 대개 큰 소리로 “뜨겁게” 하는 방언기도를 볼 수 있
다. 그러나 개념 정의상 방언기도가 반드시 “뜨거울” 필요는 없다.
11. 침묵기도 : 침묵기도는 소리내지 않고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묵
상기도’라고도 하고 ‘관상기도’라고도 한다. 가장 “깊은” 기도이고, 소리내
지 않고 하는 까닭에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어 충분히 신앙심이 다져지지
않은 경우에는 하기 어려운 기도라고 여겨진다.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화
자는 회중 개개인이고 청자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배/집회에서 이루어지
는 침묵기도는 맥락적 행동 규범의 측면에서, 명시적ㆍ공식적인 예배 순서
로서 침묵기도를 드리는 (1)의 경우와, 예배 순서 사이에(보통 다른 기도
직후) 회중이 조용히 짧은 침묵기도를 드리는 (2)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의 경우에는 예배 진행에서의 원활한 전환과도 맞
38) 한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는데,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훨씬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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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대표로 기도한 사람이 회중석으로 돌아가거나 헌금위원들이 자리로
돌아가거나 강대상 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퇴장하는 동안에 간주/찬양
이 짧게 이루어지고 회중이 각자 침묵기도를 하는 모양새를 띤다. 전반적
으로 보아 예배/집회에서의 침묵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내용을
내면화하여 회중이 개인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시간으로 보인다.
침묵/묵상으로 하는 까닭에 이 기도는 다분히 경건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의되는 기도의 종류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진공의
상태로 흩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조되거나 포함되어 일정한 분
류법의 지식체계를 보이는 것이리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
류법을 조직하게 하는 대조의 차원을 살핌으로써 기도라는 의미영역에서
어떠한 문화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지인류학에서의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 (Goodenough 1967;
Wallace & Atkins 1960; 왕한석 1992) 이론 틀을 사용하였다. 성분분석
은 특정 항목(denotatum)이 특정 부류(designatum)에 속하게 하는 정의적
인 속성(signification)을 연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의 의미영역 내
에서의 전체 목록을 찾고, 모든 종류들에 관하여 맥락적 정의를 시도하였
으므로, 이들을 한데 묶거나 서로 대조시키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
(identify)하고 이들이 어떠한 형식적 모델로 기술ㆍ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
각각의 기도들에 대한 정의를 살핀 결과, 크게 세 가지의 대조의 차원이
주되게 작동한다고 생각된다. 즉, 기도의 소리 여부(vocality), 기도문의 글
말/입말의 여부(written/oral text), 기도문의 작성권 문제(authorship)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대조의 차원은 기도자가 소리내어 기도하는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 대조의 차원은 텍스트의 성격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본고가 취하는 ‘글말’(written text), ‘입말’(oral text)의 정의는, 단순히 종
이에 적힌 기도문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발화의 내용이 미리 계획되어
정제된 것인지(planned discourse) 아니면 즉흥적이고 유동적인 것인지
(unplanned discourse)에 따른 구분이다(Ochs 1979). 세 번째 대조의 차
원은 구체적인 텍스트의 작성권이 기도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대조의 차원들을 통해 성분분석을 해보면 기도의 종류들
은 크게 다섯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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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기도의 성분분석
범주

I

II

III

IV

V

소리
(vocality)

+

+

+

+

-

글말
(plannedness)

+

+

-

-

(+/-)

작성권
(authorship)

-

+

+

-

(+/-)

대조의 차원

I 범주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공동의 기도’가 들어간다. 즉 예배/집
회 중 고정된 텍스트를 다 같이 공동으로 읽는 기도이고([+vocality],
[+plannedness]),

기도문이

기도자에

의해

쓰여지지

않은

경우이다

([-authorship]). 이 범주 내에서 하위범주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기도문
을 작성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공동의 기도는 교회(담임목사)가 작성한 것이다. 앞의 순서일수록 더 큰 종
교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기도가 된다. 따라서
이 범주의 대표형을 꼽으라면 ‘주기도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II 범주에는 ‘기원’, ‘대표기도’, ‘마무리기도’, ‘봉헌기도’, ‘축도’가 포함된
다. 이 범주의 기도들은 예배/집회 중 소리내어 비교적 정제된 기도를 하
는 경우이고([+vocality], [+plannedness]), 텍스트 작성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authorship]). 대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는 양상을 띤다. 하위범주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기도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는 것이다. 한편,
‘글말’을 ‘계획된 담화’로 정의하는 것은 이 범주의 이해에 특히 유용하다.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하게 될 때 신자들은 대개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
오는 데 비해, 훈련된 목사는 기원, 마무리기도, 봉헌기도, 축도를 할 때
반드시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와 그것을 보면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엄
밀히 말해 ‘글’로 된 기도문의 존재로 이들을 묶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범주의 기도들은 비슷한 형식면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성’
의 기준으로써 한데 묶어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다른 한편,
텍스트 작성권의 문제는 기도자가 실제로 기도문을 썼는가 하는 문제보다
도 회중이 그렇게 받아들이는가, 혹은 기도 연행의 틀 면에서 그렇게 이해
되는가의 문제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부 헌신예배 때 청년부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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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목사가 대표기도ㆍ봉헌기도를 대신 써주고 청년들 가운데 대표가 이
를 읽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그 청년들의 적법한 기도로 성립하는 것이
었고, 이 사실을 모른 회중은 텍스트의 작성이 기도를 한 청년들에게 당연
히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II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기도의 하위종류 중 대표형을 꼽자면 ‘대
표기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표기도는 일반 신자들이 예배/집회에서 능
동적이고 권위 있는 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는 주요한 기도로서, 기도의 형
식면에서의 분류와, 신앙 및 가치관과의 상관성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도이다. 물론 위에서 각 기도의 정의
를 살핀 바와 같이 목사가 하는 ‘봉헌기도’, ‘축도’ 같은 경우는 목사의 사
제권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히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띠고
있고, 따라서 ‘대표기도’로 뭉뚱그려져 다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II 범주의 대표형으로 ‘대표기도’를 놓고, II 범주에 일관
되게 적용될 수 있는 형식적 특성의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범주에 속하는 것은 ‘통성기도’이다. 즉, 머리로 미리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부르짖는” 기도이고
([+vocality], [-plannedness]), 구체적인 텍스트 작성권은 기도하는 사람
에게 달려 있다고 이해되는 기도이다([+authorship]). 대체로 한국 교회에
서는 “부르짖는” 것에 커다란 강조점을 두는데,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담
대하게” 선포하는 행위이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소리내지 않
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게 되는 행위이다. 혹은 너무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마음에서 하게 되는 행위이다. 곧,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고양된
신앙심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이해된다. 이것은 한국에서 독특
하게 발달한 기도 형식으로 이해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금요심야기도
회와 같이 통성기도가 주되게 이루어지는 집회를 보면, 마지막에 회중에게
이러이러한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다
가 각자 개인기도를 하고 자유롭게 귀가하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예배/집회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볼 때 통성기도는 그 성격상 공동체적
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되, 단 개인적인 통성기도
는 예배가 끝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V 범주에 속하는 기도는 ‘방언기도’이다. 예배/집회 중 통성기도 시간에
만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통성기도와 많은 부분 유사한 특성
을 공유하지만([+vocality], [-plannedness]), 결정적으로 텍스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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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의 결정이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기도
이다([-authorship]). 일반적으로 말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
는데,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나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
어지는 내밀하고 개인적인 “깊은” 대화라고 여겨진다. 사제를 매개로 하여
신과 만나는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신자가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해지는데, 그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방
언기도라고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V 범주에는 ‘침묵기도’가 해당한다. 침묵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내지 않고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이다([-vocality]).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형식으로서, 대표기도나 통성기도에
비해 일상적으로 명시적인 강조점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를 달성하는 기도라고 여겨진다. 예컨대 대표기도의 경우에는
준수해야 할 대표기도의 패턴에 관해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청년부예배의 설교에서). 통성기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르짖음”은
설교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방언기도도 신
자 사이에서 널리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유되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방언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롭고 신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침묵기도는 이러한 방언기도보다 더욱 영성이 높고 ‘개인적’인 기
도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침묵한다는 것은 나의 말을 멈추고 나를 “비운
다”는 뜻이고,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일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침묵기도는 겉으
로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신과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교회공동체
내에서의 공식적인 담론의 대상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 다분히 암묵적인
위상을 가진다고 보인다.
이상으로 각 범주에 해당하는 기도를 살피고 범주의 대표형을 상정해보
았다. 그런데 I 범주에서 V 범주까지 ‘주기도문-대표기도-통성기도-방언기
도-침묵기도’의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것이 몇 가지 층위에서 일련의
스펙트럼을 형성함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형식성’(formality)의 층위에서
보면 점차 형식성이 낮아지는 순서로 정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기도문
은 고정된 텍스트가 있는 경우로서 가장 형식성이 높고, 대표기도는 정형
화된 패턴이 있는 경우로 그 다음이 되고, 통성기도ㆍ방언기도로 갈수록
- 97 -

형식성이 약화되며, 마침내 침묵기도에 이르면 무형식이 된다. 둘째로, 교
회에서의 ‘사회화’(socialization)의 층위에서 보면 점차 사회화가 심화되는
스펙트럼을 구성함을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신자라면 누구나
모범적인 주기도문을 외워야 한다. 교회에 출석하고 점차 적응하게 된 신
자는 대표기도의 패턴도 익히게 되고 ‘회중이 은혜 받는’ 기도를 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보다 신실한 신자가 되어 영적으로 고양된다면 통성기도도
낯설지 않게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기도도 하게
될 것이다. 더욱 영성이 깊어지면 마침내는 침묵기도도 어려움을 겪지 않
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같이 기도 형식에 대한 사회화의 정도가 강
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개인적ㆍ인격적인 것이 되고 “깊
어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로 “깊어짐”에 대한 강조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나의 뜻을 내세우기보
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이것이 신
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일례로 담임목사에 따르
면, 초신자는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만 기독교를
더 잘 알아갈수록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주님이 나
의 기도에 개입하는 “깊은” 기도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화의 측면과 관련해서 이를 교회의 공식적ㆍ격식적인 맥락에
서부터 덜 격식화된 맥락에까지 익숙해진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IV-4>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의 하위범주들은 모든 예배에 동등한 빈
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공식성ㆍ격식성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
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다. 개괄적으로 말하여, I 범주에 속하는 ‘공동의 기
도’는 대예배와 1부예배에서만 나타나는 다분히 격식적인 성격을 띠는 기
도이고, III 범주의 ‘통성기도’(그리고 IV 범주의 ‘방언기도’)는 금요심야기
도회, 화요중보기도모임,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
고 다소간 격식성이 약한 집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도이다. 물론 그렇다
고 ‘통성기도’가 대예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교회에서도 본 연
구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년도까지는 대예배에서 설교 직후 ‘통성기도’ 시
간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현 담임목사가 대예배에 여러 형식의 기도를
포함시키려고 안배하면서 도입한 것이었는데, 결국 다시 제외하게 된 까닭
으로 통성기도가 대예배의 경건함을 해친다는 장로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연구자의 인터뷰에 응해준 장로님의 또 다른 답변
으로는, 통성기도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하는데 대예배에는 예배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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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초신자들처럼 통성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그런 한편, 이 말을 해준 장로는
적극성이 있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금요심야기도회에 많이 가는데 이
때 만일 통성기도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맥이 빠질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I 범주에서 V 범주로 갈수록 공
식적인 맥락에서부터 비공식적ㆍ개인적인 맥락으로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
다. 이는 곧 교회의 다양한 상황ㆍ맥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사회화의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6> 기도의 분류 및 가치평가

예배/집회에서의
기도

+
소리
-

+
글말
-

작성권
+
+
작성권
-

Ⅰ 주기도문

형식성 +
공식성 +

Ⅱ 대표기도
Ⅲ 통성기도
Ⅳ 방언기도
Ⅴ 침묵기도

사회화 +
“깊다” +

이상으로 이 항에서는 예배/집회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종류가 어떠한 틀
을 형성하고 어떠한 가치평가와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11개의 기도
의 종류들은 ‘소리’, ‘글말/입말’, ‘작성권’이라는 대조의 차원에 의해 다섯
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각 범주에 속한 기도들은 ‘형식성’의 층위에서 같은
정도로 묶이는 것이다. I 범주에서 V범주의 순으로 구성되는 ‘형식성’이 점
차 약화되는 스펙트럼은, 공식적ㆍ격식적 맥락에서부터 격식성이 덜한 맥
락에 이르기까지 ‘사회화’가 점차 강화되고 신과의 교제가 점차 “깊어지
는” 스펙트럼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했을 때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는 ‘침묵기도’가 먼저 떠오른다고 하는데,
이 같이 기도의 원형(prototype)으로 침묵기도가 언급되는 것은 가장 궁극
적인 기도로 침묵기도가 상정되는 위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도의 전체적인 틀과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ㆍ평가를 살펴본 것
을 바탕으로, 다음 항에서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적 특성을 보
이는지 각 범주별로 살펴보겠다. 더불어 각 범주에 독특하게 적용되는 규
범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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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특징
이 항에서는 앞 항을 통해 살펴 본 I 범주 ‘주기도문’ 류, II 범주 ‘대표
기도’ 류, III 범주 ‘통성기도’, IV 범주 ‘방언기도’, V 범주 ‘침묵기도’ 중
특히 II, III, IV 범주가 주되게 분석될 것이다. V 범주는 가시적인 형식이
없는 경우로서 그 구조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I 범주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 고정된 텍스트의 낭송으로 비교적 그 사용 양상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I 범주 가운데 매주 교회(담임목사)에서 작성하는 ‘공동의
기도’ 경우 대체로 8행에 3음보의 율격을 따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례
로 ‘공동의 기도’ 중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IV-11> 2012년 9월 16일 대예배 ‘공동의 기도’
1.
2.
3.
4.
5.
6.
7.
8.

자비의 하나님, / 크신 사랑으로 /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지만 / 땅을 보전하지 못하고 / 착취하였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만 / 평화로 충만한 삶을 / 살지 못하였습니다.
복의 근원되라 하셨지만 / 축복의 통로로 /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지만 / 시간과 재능을 / 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 먼저 구하지 못하고 /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 순종하는 줄 착각하였으니 /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서 말하였다시피 ‘공동의 기도’는 대예배에서만 나타나는 지극히 격식
적인 순서이다. 집례자가 “다함께 죄의 고백을 공동의 기도로 드리시겠습
니다”라고 하면 주보 및 스크린에 적힌 ‘공동의 기도’를 다 같이 낭송한다.
공동의 기도는 기독교 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좇아 살았던
‘불순종’(8행)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
라 대비되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
이다. 특히 3~6행을 보면 ‘무엇을 하라고 하셨지만 / 무엇을 / 하지 못하
였다’는 대조의 내용이 3음보의 율격으로 병렬되어 강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마칠 때
‘아멘’으로 마치며, 격식적인 기도가 그러하듯이 ‘-하옵소서’ 체를 보인다.
단, 평서문의 경우 주로 ‘-합니다’ 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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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I 범주를 보면, 여기에는 신자 중 대표자가 기도하는 ‘대표기
도’와, 대개 집례자/목사가 하는 ‘기원’, ‘마무리기도’, ‘봉헌기도’, ‘축도’가
들어간다. 물론 신성함과 중요도의 측면에서 볼 때 단연 ‘축도’가 가장 위
이지만 본 연구는 기도의 형식적인 면과 교회생활에의 사회화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기도를 기술ㆍ분석하고자 하므로, 신자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는
‘대표기도’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한다. 더욱이 ‘대표기도’의 경우,
시간 제약(3~5분 가량)을 지키면서 기도 중 실수하지 않거나 중언부언하
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잘 다루기 위하여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온다. 이처
럼 대표기도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해오는 까닭에 더욱 정제되어 있는 기도
가 이루어지므로, II 범주의 의미자질로 상정한 ‘글말/입말-계획성 여부’가
충실하게 잘 드러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대표기도 또한 처음에 ‘하나님’을 부
르고, 마칠 때 ‘아멘’으로 마친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기
도드립니다”). 한편, 설교에서의 대화 인접쌍 ‘아멘’처럼 청자반응신호로서
의 ‘아멘’이 기도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표기도
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하는 패턴이 있다. 먼저,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경우이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부르고, 마칠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마쳐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른 후에는 우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해야 한다.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그 다음
이다. 이때, 대표기도는 개인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도를 대표하
는 것이므로, 전체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한 명 한 명 구체
적으로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사별한 사람, 투병 중인 사람, 경제적으
로 어려운 사람 등의 범주를 짚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
려주십사 기도해야 한다. 대개 기도의 마지막 즈음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이 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따라서 정리하면 대표기도의 패턴은 다음의 구조를
띤다:
1. ‘하나님’을 부른다.
2.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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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를 고백,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4. 공동체 전체의 소원을 간구한다.
5.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친다.
위의 패턴이 잘 드러나는, 가장 권위 있고 격식성이 높은 예배인 대예배
에서의 대표기도의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IV-12> 2012년 11월 18일 대예배 ‘대표기도’
Aa1
Ab1
Ab2
Ac1
Ac2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중략)
Ba1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누
군가 ‘주여’) /
Ba2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
Ba3 주님을 등 뒤에 두고 온갖 추악한 생각과 온당치 못한 언행을 하는 저희들입
니다. (주여) /
Ba4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Bb1 탐욕과 허영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주님도 못 보고 /
Bb2 내 자신도 찾지 못한 채 위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
Bb3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Bc1 명예를 탐하고 돈에 눈이 멀고 악한 정욕을 쫓는 불쌍한 저희 죄인들 /
Bc2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누군가 ‘아멘’) /
Bc3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
(중략)
Ca1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서 /
Ca2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편가르기를 즐기는 사탄은 물리쳐주시고 (몇몇
‘아멘’) /
Ca3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
Cb1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노여워하심이 교회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 ‘아멘’/‘주여’) /
Cb2 저희들이 회개하여 진실된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어 /
Cb3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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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1
Cc2
Cc3
Cd1
Cd2

교회에서 자신의 유익함과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
오직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김만을 다하는 /
//
그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으나 (주여) /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저희 성
도들의 그 마음을 /
Cd3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

Da1
Da2
Db1
Db2
Dc1
Dc2
Dc3
Dd1
Dd2
Dd3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
오, 주님, /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여 심히 두렵고 떨리옵니다. //
붙들어주시고 (아멘) /
건져내어주시고 (아멘) /
품어주시옵소서.
//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곳에서 /
미움에서 사랑을, 분쟁에서 화평을, 불안에서 평안을 간절히 원하오니 /
성령의 역사(役事)로 이루어주시옵소서.
///

Ea1
Ea2
Ea3
Ea4
Ea5
Eb1
Eb2

아버지 하나님, /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
특별히 저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듯이 금년 겨울도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아멘) 지혜를 주시고(아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
멀리 출타중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
어디에 있든지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
//
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을 붙들어주시고
/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항상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온몸을 다하여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
어떠한 걸림돌도 없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

Ec1
Ec2
Ec3
Ed1
Ed2
Ed3
Ed4

Fa1 예배의 시종(始終)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
Fa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의 패턴과 관련지어 볼 때, 위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Aa1)
- 경배ㆍ찬양ㆍ감사를 하고(A연) - 참회ㆍ회개하고(B연) - 소원을 간구하
고(C,D,E연)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치는(F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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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이
크게는 기도의 구조를 나누고 작게는 행ㆍ구ㆍ연을 나누는 기준으로 기능
함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진하게 표시한 ‘아멘’은 보다 일반적으로 공유되
는 청자반응신호로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말하는 ‘아멘’이다. 반면 진하게
표시하지 않은 ‘아멘’/‘주여’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청자반응신호로
서 여기저기서 한두 명이 산발적으로 말하는 ‘아멘’이다. 전자는 한 문장을
맺는 위치 등 명백한 휴지에서 등장하고, 보다 큰 단위를 나누는 표지
(marker)가 된다. 또한 강조의 의미를 지녀 특히 간구하는 부분에서 더욱
빈번히 등장함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문장 중간중간의 휴지에서 나
타나는데, 특히 회개하는 부분에서 탄식처럼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것이 행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인다.
전반적으로 대표기도는 어려운 한자어 사용이 많고 문장구조가 길고 복
잡하며 미리 작성한 기도문을 글 읽듯이 읽는 모습을 띤다. 교회에 특수한
어휘 및 표현이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장이기도 한데, 위의 사례에서 예를
들면 ‘주님의 몸된 교회’(Cb2, Cd2, Ed3), ‘붙들어주다’(Dc1, Ed1), ‘건져
내어주다’(구원하다)(Dc2), ‘품어주다’(Dc3), ‘가정과 교회와 사회’(Dd1),
‘성령의 역사’(Dd3), ‘믿음의 식구’(Ec1), ‘교통하다’(Ec3), ‘주의 종’(목사)
(Ed1, Ed3) 같은 표현이다. 한편, 만일 해당 주에 6.25나 광복절 등 국경
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어렵고 복잡한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예컨대 8월 12일 대예배 ‘대표기도’ 中 “새롭게 들어선 북한의 젊은 지도자
에게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협하는 테러와
폭력, 군사적 고발행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시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경제를 개선시키고 세계 평화와 북한 주민의 공리
를 증진시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아멘).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영적인 대각성과 재무장으로, 축
복의 땅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아멘).”). 이 사례에서 ‘테러’,

‘폭력’, ‘군사적 고발행위’, ‘국제 사회’, ‘세계 평화’, ‘공리’ 등의 딱딱하고
시사적인 어휘들이 큰 범위의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등장한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교회의 특수한 표현(밑줄친 부분)과 어우러져서 등장한다. 이를 통
해 그 문제가 기독교의 교리로 포괄될 수 있는 문제로 재편되어 다루어짐
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어 남과 북이 종교로
서 하나가 되면 해결될 일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합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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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사 하는 것
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사례 IV-12>의 D연은 잘 정련된 병렬(parallelism)
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우선 a구가 선-악으로 대조법을 이룬다(‘선을 행하
는 자 : 하나님께 속함 = 악을 행하는 자 : 하나님을 뵙지 못함’). c구는
설교에서 많이 발견되는 3행 대구(triplet)로서, 여기서도 3행의 의미는 등
가적으로 동일하지만(‘붙들어주다-건져내어주다-품어주다’),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회중의 청자반응신호 또한 점차 커져서 점진적인 강조의 효과를 거
두는 모습이 발견된다. d구의 1행과 2행도 행 내에서 세 번의 병렬을 보
이는데, 1행의 ‘가정-교회-사회’로 범위가 확산되는 모습은 설교나 기도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되는 구조이다. 2행의 ‘미움에서 사랑
을, 분쟁에서 화평을, 불안에서 평안을’이라는 구절은 대조되는 관계를 세
번 병렬함으로써 ‘사랑ㆍ화평ㆍ평안’을 원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말들은 교회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정서ㆍ감정의 차원들이다.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오기 때문에 대표기도에는 정제된 표현이 많은데
특히 다음과 같은 은유(metaphor)가 발달하여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기도
자에 의해 온전히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교회에서 일반적이고 반
복적으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은유/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IV-13> 2012년 11월 25일 대예배 ‘대표기도’ 中
(전략)
Aa1
Aa2
Ab1
Ab2
Ac1
Ac2
Ac3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몇몇 ‘아멘’) /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몇몇 ‘아멘’) //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
저희 심령 가운데 떨어져 (몇몇 ‘아멘’) //
싹이 나고 자라나 /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옵소서.
///

Ba1
Ba2
Ba3
Bb1
Bb2
Bb3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
저희들은 금년에도 한 해를 시작하며 /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
열매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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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
Bc2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였으며 /
Bc3 당연히 감사할 조건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략)
Ca1
Ca2
Cb1
Cb2
Cb3

저희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
//
이 작은 믿음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권리의식과 (주여) /
대접받고자 하는 잠재의식을 물리쳐주시고 (아멘) /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후략)

위 사례에서 A연의 a구 내용(목사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고 회중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은 앞서 말하였다시피
보통 기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례에서는 초반부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은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b구를
통하여 ‘옥토밭 : 씨앗 = 심령 : 말씀’의 비유가 성립하는데, 좋은 땅에서
씨앗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말씀이 떨어져 신앙이 잘 자라나 열
매맺게 해달라는 것이다. ‘말씀’이 씨앗과 같이 앞으로 자라날 ‘단초’에 비
유되거나, 혹은 ‘말씀’이 매일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에 비유되거나 하
는 것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 ‘열매맺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한다. ‘신앙의 열매’(Ac2)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같은 표현도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이어서 B연에서는 ‘열매 없는 삶’(Bb3)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
무’(Bb2)에 비유되고 있다. 이 ‘열매 없는 삶’ 자체도 비유적/압축적인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Ba3), ‘기
쁨을 잃어버리고 /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며 / 감사하지 못하는 삶’(Bc)이
다. 한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치장한 위선적인 믿음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C연의 ‘겨자
씨만한 믿음’(Ca1)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
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뜻한다. 기도의 구조상 ‘권리의식’
(Cb1), ‘잠재의식’(Cb2)과 대비되고 ‘겸손한 마음’(Cb3)과 동격이 되어, 자
기자신의 의(義)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는
신앙을 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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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펴 본 것과 같이 대표기도에는 기도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전
체적인 패턴이 요구되고,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은 그러한 패턴의 구성
을 가리키는 표지(marker)로서 기능한다. 또한 대표기도에는 잘 정제된 문
어체적이고 복잡한 문장 및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설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병렬 및 대조의 기법이 사용되어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효
과적으로 대비되며, 종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은유도 활발하게 사용된
다. 이에 따라 대표기도는 오랜 신앙 연한을 바탕으로 한 기도자의 종교적
지식이 탁월하게 선보여지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종교적 은유는
그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회중에게 압축적으로 기도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는 데 주요한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II 범주는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 구조, 문어체, 병렬, 은
유로 특징지어지는데, 하위범주의 특유한 목적에 따라 기도의 패턴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위에서는 ‘대표기도’를 살펴보았고, 아래에서는 독자적인
패턴을 보이는 ‘설교마무리기도’, ‘봉헌기도’, ‘축도’를 간략히 살펴본다(상
대적으로 형식적 면에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원’은 생략한다). ‘설교마
무리기도’와 ‘축도’는 설교 내용과 연결선상에 있게 되므로 함께 다루기로
하고, 우선 ‘봉헌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IV-14> 2012년 11월 18일 대예배 ‘봉헌기도’
Aa1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아멘’) //
Ab1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

Ba1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3부예배를 드리면서 /
Ba2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
Bb1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면서 /
Bb2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몇몇 ‘아멘’) //
Bc1 또 이 예물을 드리면서 /
Bc2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여) ///
Ca1
Cb1
Cb2
Cc1
Cc2
Cc3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
가정마다 심령마다 /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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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1 아버지 하나님, /
Da2 이 예물이 쓰일 때도 함께 하셔서 (혼자 ‘아멘’) /
Da3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역사(役事)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
Ea1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위 사례를 보면 대표기도의 경우처럼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이 기도
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기여함을 볼 수 있다. 봉헌기도는 우선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ㆍ찬양을 하고(A연), 우리가 지금 하는 봉헌이 어떠한 것인지
규정한 후(B연), 봉헌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C,D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치는(E연) 패턴을
보인다. 한편 이 기도에 등장하는, 예물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에 ‘마
음’이 담긴다는 표현(B연), ‘30배 60배 100배의 복’(Cb2), ‘영육 간에 강
건’하게 해달라는 표현(Cc1),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표
현(Cc2)은 봉헌기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마지막으
로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병렬 기법을 살피면, B연에서 ‘무엇을
하면서(1행)+무엇을 한다(2행)’는 표현을 세 구에서 병렬함으로써 봉헌의
의미를 규정ㆍ강조함을 볼 수 있다. 이때 비공식적인 청자반응신호(아멘/주
여)는 각 구를 맺는 표지(marker)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위 예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봉헌기도가 대표기도와 대체로 동일한 형식적 특성
을 공유함을 볼 수 있다. 즉,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이 기도의 구조를
뒷받침하고, 문어체적인 관습 표현과 병렬 기법이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러하다. 그러나 봉헌기도에 특유한 독특한 기도 패턴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범주의 하위범주로서 설교마무리기도와 축도를 마지막으로 본다. 앞
절에서 11월 25일 대예배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았던 만큼, 여기서도 동
일한 대예배에서의 설교마무리기도와 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IV-15> 2012년 11월 25일 대예배 ‘설교마무리기도’
Aa1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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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
Bb1
Bb2
Bb3
Bc1
Bc2
Bc3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주여) //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사랑 /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지만 //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 /
새벽과 저녁에 이루어졌던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

Ca1
Ca2
Ca3
Ca4
Ca5
Cb1
Cb2
Cc1
Cc2

아버지 하나님, /
제자들이 기도무력증에 빠지고 /
영적 피곤에 빠져서 /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은 기도할 수 없는 (주여) /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몇몇 ‘아멘’) /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Da1 아버지 하나님, /
Da2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이라도 본받을 수 있는 (주여) /
Da3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
Ea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례 IV-16> 2012년 11월 25일 대예배 ‘축도’
Aa1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주여) /
Aa2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그 섬세
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 주여) /
Aa3 지금도 우리의 삶을 속속히 아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
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
Ba1
Bb1
Bb2
Bb3
Bc1
Bc2
Bc3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우리의 안에서 거룩한 (주여)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고 (주여) /
우리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영성이 회복되고 /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
또 우리 교회공동체와 /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여) ///

Ca1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
Ca2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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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마무리기도와 축도에서는 성도들이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따를
수 있길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기도들은 설교의 핵심
을 요약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선 설교마무리기도를 보면 B연은
그날 설교의 두 번째 소제목(‘가장 큰 사역’)을 다루고 있고, C연은 세 번
째 소제목(‘기도 비상’)을 다루고 있으며, D연은 전체적인 주제를 다시금
짚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Bb2는 Bb1의 내용을 행 내에서의
세 번의 병렬(‘주님의+[명사]’)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Bc1,Bc2(‘-한+사
역’)와 Ca2,Ca3(‘-에+빠지고/빠져서’)에서도 미약하나마 병렬 기법이 드러
난다. 설교와 설교마무리기도는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설교 후에 마무리기도가 없다면 설교가 불완전해지고, 기도 전에 설교가
없다면 그 기도는 설교마무리기도가 아니게 된다. 설교마무리기도는 성도
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것 또한 온전히 자신의 의지만으
로 가능하다기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독교의 종교적 신
념 및 가치관에 입각한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축도는 본디 정해진 패턴이 있어서 구체적인 꾸밈 부분이 달라질 뿐 전
체적인 틀은 동일하다. 즉, 대표기도와 같이 준수해야 하는 패턴이 있고
이것을 어기면 잘못된 기도로 여겨진다. 특히, 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
포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만일 그 틀을 따르지 않으면 단순히 자신의 목
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음성을 해치는
격이 될 것이다. 축도의 패턴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
히 축원하옵나이다”라는 한 문장인 형태로 구성된다(참고로, 축도의 모범
이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
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자ㆍ성
부ㆍ성령 부분의 꾸밈은 어떠한 형용사를 선택할지의 문제인데, 격식적인
예배일수록 화려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은 축도를
받는 대상을 한정하는 부분이다. 즉 오늘 설교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누
구누구 위에 이러한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짚을 수 있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는 B연 b구가 이에 해당하고, 여기서 병렬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거룩한 주님의 [명사]+[동사]’ 구조가 구 내에서 세 번 병렬
된다). 그리고 B연 c구에서 ‘성도-가정-교회-나라-민족’으로 축도 대상의
범위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확장은 교회에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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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관습적 표현이다.
이상으로 II 범주 ‘대표기도’ 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범주는 청자반
응신호로서의 ‘아멘’이 기도의 구조를 지시한다는 점, 문어체적인 문장 및
표현이 많다는 점, 병렬 기법과 관습적인 은유/상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하위범주에 따라 독특한 기도의 패
턴을 보인다.
다음으로 III 범주 ‘통성기도’를 본다. 앞서 I 범주, II 범주가 ‘글말’의 성
격을 띤 것으로서 글을 읽는 듯한 화조(key)를 보였다면, ‘통성기도’는 격
앙되고 고조된 톤, 혹은 중얼거리는 목소리, 혹은 빠르고 끊이지 않는 발
화라는 “뜨거운”39) 화조가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보다 감정이 많이 섞이
고 목소리 자체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날 수 있다. 종종 울먹거리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통성기도 텍스트를
전사하는 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서 말하였다시피 기도의 참
여 양상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인 데다가 말
속도가 빠르고 말끝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 반주가 깔리기 때문이
다. 그나마 마이크에 대고 하여 비교적 알아듣기 쉬웠던 목사의 통성기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비록 목사가 마이크에 대고 통성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것은 격앙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것이지 다른 신자들더러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다. 통성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
도를 듣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기도 내용이 남들에게 들릴 것을 신경 쓰
지도 말고 온전히 기도에 몰두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사례 IV-17> 2012년 11월 26일 전전특새 예배 직후 ‘통성기도’
Aa1
Ab1
Ab2
Ab3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
아버지여, 새벽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
전교인 비상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

39) “깊음”과 함께 “뜨거움”은 한국 교회의 언어 사용에서 주요한 에믹(emic)한 메타포이
다. 한편, Gossen(1974)의 연구에서 “열”(heat)은 Chamula 사회의 전체 말장르를 관통
하는 축이 되어, “뜨거워질수록” 형식적으로 정련되는 스펙드럼이 나타났다. 교회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메타포는 앞 항에서 살펴보았듯 “깊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깊어질수록” 형식성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 “뜨거움”은 통성기도나 찬
양 등에서 신앙심의 고조ㆍ고양을 나타내는 준언어적 자질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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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
Ba2
Ba3
Ba4
Bb1
Bb2
Bb3
Bb4
Bb5
Bc1
Bc2
Bc3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영적인 교회를 /
우리 교회, 아버지, 신령한 교회 /
우리 교회,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해주시기를 /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

Ca1
Ca2
Cb1
Cb2
Cb3
Cc1
Cc2
Cc3

아버지여,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옵니다. /
아버지여,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드립니다. //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더 좋은 것으로 더욱 더하여 복을 채워주시고 /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
아버지여,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
아버지의 거룩하고 전능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기를 /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

(중략)
Da1
Da2
Db1
Db2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략)

통성기도는 기도의 내용 및 성격상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경우와 예배 후 개인기도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위
경우는 자유롭게 개인기도를 하는 경우이다. 공통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
도하는 경우, 기도 직전에 인도자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
게”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요청한다. 이 경우 ‘주여’를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기도에 돌입하는 ‘주여 삼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여 삼창’
은 한국 기독교에 특수한 기도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통성기도를
합심기도로 하는 경우와 개인기도로 하는 경우는 기도의 성격ㆍ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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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뿐 형식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통성기
도의 형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겠다.
III 범주가 II 범주와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청자반응신호가 없다는 점이
다. 기실 I 범주의 경우에도 모두 낭독하는 참여 양상을 띠는 까닭에 청자
반응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의 기도’ 경우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III 범주의 ‘통성기도’ 때에는 애초에 누가 누구의 기
도를 들으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다른 사람의 기도를 신경 쓰면
서 듣거나, 남을 신경 쓰면서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은 모두 ‘제대로’ 기도하
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대로’ 통성기도를 하
고 있다면 남들의 기도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 단순히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이 부재할 뿐 아니라 기도를 맺는 형
식적 종결 표지로서의 ‘아멘’도 나타나지 않는다. I 범주와 II 범주의 경우
‘아멘’ 하고 맺는 것이 기도를 기도이게끔 하는 중요한 형식적 요소였는데,
통성기도에서는 대체로 기도 끝부분이 ‘아버지....’ 하면서 잦아드는 양상을
보인다. 즉, 기도의 시작은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주여 삼창’ 등으로써 명
확하게 지시되는 데 반해, 기도의 끝은 불분명하게 끝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배 중간에 통성기도를 행하는 때에는 통성기도를 마무리하는 순서
로 대개 마무리기도가 따라오게 된다.
통성기도의 형식적 특성을 보면 II 범주에 비해 돈호법 사용이 크게 증
가함을 볼 수 있다. ‘아버지여’(Ab2,Ca1,Ca2,Cc1), ‘주여’(Ba3,Cb1), ‘아버
지 하나님이여’(Ba4,Cb2,Db2), ‘하나님이여’(Bb1), ‘아버지’(Bb2,Bb3,Da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부른다. II 범주에서 신을 부르는 돈호법이 연이
나 구의 큰 단위를 지시하는 표지(marker)가 되었다면, III 범주에서 돈호
법은 행을 나누는 표지 정도로 훨씬 작은 단위를 구분지으며 빈번하게 등
장한다. 또한 ‘주여.....’(Ba3), ‘아버지.....’(Da1)처럼 끝을 늘이며 부르짖는
경우가 III 범주에 독특하게 등장한다. 이것이 더욱 심화되면 통성기도 중
신을 “부르짖는” 소리로만 가득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화요중보기도모임의 통성기도 사례를 들 수 있다. 화요중보기도모임에서는
마지막 순서로서 교인들 수십 명의 기도 제목이 적힌 핸드아웃을 나누어주
고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보다 ‘본격적인’ 통성기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약 40분 동안이나 이어진다. 그러던 중 마이크를 잡고 인도하던 심
방전도사가 중간에 하였던 약 2분 동안의 기도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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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V-18> 2012년 10월 23일 화요중보기도모임 ‘통성기도’ 中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한편, 통성기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한 형식적 특징은 반복
(repetition)의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II 범주에 비해 더 독특한
점으로는 축자적 반복(verbatim repetition)이 많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례 IV-17>을 보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Da1, Da2)가 반
복됨을 볼 수 있다. 또한 Ca1과 Ca2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아버지여,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
례의 경우 원체 훈련되어 있는 목사가 하는 통성기도이기 때문에 축자적인
반복보다는 변이를 동반하는 병렬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B연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주시기를+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마지막
행)’ 구조가 세 개의 구에서 병렬된다. 이러한 구조는 C연 b구와 c구에서
도 이어진다. 위의 사례보다 반복 기법이 더 잘 나타난 사례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IV-19> 2012년 10월 23일 화요중보기도모임 ‘통성기도’ 中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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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a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아버지 yo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sɨroria
hororia sɨrorioa sɨrorioa sɨroria sɨroria sɨroria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위 사례는 <사례 IV-18>과 같은 시간에 회중석에 앉아 있던 사람(30대
여성)이 한 통성기도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
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등의 말을 반복해서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축자적 반복은 통성기도의 두
드러지는 형식적 특성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 방언기도가 동시에 등장
함을 볼 수 있다. 방언기도는 내용면의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형식면의 이
해가능성에 의하여 인식되는 장르 범주로서, ‘은사’를 받지 않으면 방언을
할

수도

없고

통역할

수도

없다고

여겨진다.

극단적인

불가해성

(unintelligibility)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해불가성은 신
성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면서 동시에 연행 틀을 이해할 단서를 제공해준다
(Kang 2007 참조). 방언기도가 속하는 IV 범주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
면, 방언기도는 이처럼 통성기도 시간에 등장하는 까닭에 통성기도와 많은
부분 형식적 특성을 공유한다. 즉, “뜨거운” 화조와 돈호법, 반복의 사용이
방언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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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함’을 담은 어조로 끊임없이 발화가 이루어졌으며, ‘아버지’, ‘주여’ 같은
신을 부르는 돈호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반복의 형식적 특성 또한 방언
기도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런데 방언은 나의 말이 아니라 성
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말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절로 나오는 말이라
고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자적인 관점에 따르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발화자의 의지적인 조작ㆍ작용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사례 IV-20> 2012년 11월 24일 전전특새 전 개인적인 ‘방언기도’
Aa1
Aa2
Aa3
Ab1
Ab2
Ab3
Ac1
Ac2

주여 konnurshurubiminisɨ
korondurisɨ /
kiririruro
주여 konnurshurubiminisɨ
korondurisɨ /
kiririruro
주여 konnurshoresɨ /
kiririruro

/

Ba1
Ba2
Ba3
Bb1
Bb2
Bc1
Bc2
Bc3

아버지 주님이여 riminiminisɨ /
durundorisɨ /
오 주여 //
riminiminisɨ /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오 주여 reberibinimisɨ /
korondo rondo rondo rondo re /
riririruro wa yorowi hwaiwaiwaiwa ///

Ca1
Ca2
Ca3

오 주여 konnurshurubiminisɨ /
korondurisɨ /
kiririruro va yorori hwaiwaiwaiwaiwa ///

Da1
Da2
Db1
Db2
Dc1
Dc2
Dd1
Dd2

아버지여 konnurshorori /
waiwaiwaiwaiwa //
주여 wa yorori wai nomaisɨ /
korori dudoba yorori waiwaiwaiwa //
주여 wa yorori wai nomaisɨ /
korori dudubababababababa //
오 주여 konnurshorori /
waiwaiwaiwaiwaiwai waiwaiwaiwaiwaiwaiwaiwaiwaiwa
주여 ///

wa yorori waiwaiwaiwaiwa //
/
va yorori hwaiwaiwaiwaiwa //
ba yoroba hanani 주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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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1
Ea2
Eb1
Eb2
Eb3
Ec1
Ec2
Ec3
Ed1
Ed2
Ed3
Ee1
Ee2
Ef1

오 주여 주여 /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
아버지여 허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주여 /
오 이 시간도 주님 /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
주님이여 riminiminisɨ /
korondorisɨ /
kirirurusɨ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시고 /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오 주님이여 riminiminisɨ /
예수님 //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

Fa1
Fa2
Fa3
Fb1
Fb2
Fb3
Fc1
Fc2
Fc3
Fd1
Fd2
Fd3
Fe1
Fe2
Fe3
Ff1
Ff2
Fg1
Fg2
Fg3

주여 konnurshorosɨ /
karandalasɨ /
kirura wa yorowa hiwaiwaiwaiwa //
주여 konnurshorori /
waiwalaisɨ /
korori waiwaiwaiwaiwa //
주여 konnurshururiminisɨ /
korondolisɨ /
kiririruro ba yorori hwaiwaiwaiwaiwa //
주여 긍휼shururiminisɨ /
korondolisɨ /
kiriruro vava //
아버지여 긍휼shururiminisɨ /
korondolisɨ /
kiririruro va yorori hwaiwaiwaiwaiwa //
주여 wa konnurshurubiminisɨ /
koraegi hwaiwaiwaiwa //
주여 konnurshurubiminisɨ /
korondorisɨ /
kiririruro ba yorori hwaiwaiwaiwaiwa ///

Ga1
Gb1
Gb2
Gb3
Gc1
Gc2
Gd1
Gd2
Gd3
Ge1
Gf1
Gf2

오 주님 주여 주여 //
주님 juyuri /
kondesɨ /
kirura va yorori hwaiwaiwaiwai waiwaiwaiwaiwaivava //
주여 wa yorori wai nomaisɨ /
korori rurubababababababa //
오 주님 bikedisɨ /
korondorosɨ korondorosɨ korondorosɨ korondorondorosɨ /
korori rururubababababa //
오 주여 주여 주여 //
오 주님 bikemisɨ /
kidi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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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전전특새 전 교회의 소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던 한
권사님(50대 여성)의 방언기도이다. 비록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지만 말의 휴지(pause), 억양, 돈호법, 반복을 통하여 구조를 지시하는
형식적인 표지(marker)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의 방언기도를 민족시
학의 틀로 정렬해보았다. 우선 Aa, Ab, Ac, Ba, Bb, Bc, Ca, Da, Db, Dc,
Dd, Ec, Ee, Fa, Fb, Fc, Fd, Fe, Ff, Fg, Gb, Gc, Gd, Gf가 약간의 변이
를 수반하지만 동일한 구조를 띰을 볼 수 있다. 즉 대체로 ‘신을 부르고(주
여,아버지여)+같은 음가를 반복하며 끝나는’ 구조를 보인다. 이때 한 구의
종결을 지시하는 반복적인 음가는 주로 양순음([w],[v],[b]) 및 후설저모
음([a]) 계통이다. 여기서 한 행을 나누는 음가로는 마찰음([s])이 많이 나
타나는데, 마찰음이 연결의 느낌을 많이 가지는 까닭에 한 매듭이 되는 구
의 구분보다는 더 작은 단위인 행의 구분에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 내에서 유음([r])이 많이 관찰된다. 예컨대 Bc2, Gd2는 보통의 2
행보다 길어졌는데, 공통적으로 치조음([n],[d])과 유음([r])의 사용을 통
해 발화를 효과적으로 늘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Gc는 비교적 규칙
적인 구조를 띠는 Gb와 Gd 사이에 등장하였지만 앞뒤의 구와는 사뭇 다
른 구조를 취한다. 그런데 이것(Gc)은 한참 전에 이루어진 Db 혹은 Dc,
특히 Dc와 거의 동일한 구조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방언기도에서도 통성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축자적 반복(verbatim repetition)이 두드러진 형
식적 특성이 된다는 것의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Dc
Gc

주여 wa yorori wai nomaisɨ / korori dudubababababababa
주여 wa yorori wai nomaisɨ / korori rurubababababababa

본 연구자가 연구지 교회에서 직접 들었던 다른 방언기도와 비교해보았
을 때, 위의 사례는 풍부한 방언 사용이 나타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
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음성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살펴보면 유음, 마찰음의 빈도는 대단히 높은 반면 무성파열음([p],[t] 등.
예외적으로 [k]는 나타난다)은 거의 등장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연구자
는 이러한 음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다른 형식적 특성과의 연관 속
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즉 이것은 통성기도나 방언기도에서 유
창성(fluency)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계획된 텍스트가 부재한 ‘입말’의
성격을 띠는 통성기도나 방언기도에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끔 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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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는 장치가 많이 사용되는데, 소리의 보다 큰 덩어리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반복의 기법이 된다. 그리고 음성의 차원으로 내려오면, 물론 방언
기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발화의 연속ㆍ지속이 용이한 유음과 마찰
음이 선호되고, 발화의 지속이 용이하지 않은 소리인 무성파열음은 빈번하
게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무성파열음 중에서도 무기음(예컨대 경음 /ㅃ/,
/ㄸ/, /ㄲ/)보다는 유기음(aspiration)(예컨대 격음 /ㅍ/, /ㅌ/)이 발화의 지
속성이 더 떨어져, 가장 선호되지 않는 소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 사례에서나 본 연구자가 관찰한 다른 사례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은 종종 한국말로 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
르다가 구호를 외치듯 박자가 있는 찬트를 외다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장
르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여러 장르로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경우는 기도자가 즉흥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통성기도 시간, 그 중에서
도 기도자가 방언기도를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도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의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언기도는 화자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으로 높은
신성성을 부여받는 기도가 된다. 즉, 인간이 신의 의지에 “순종”한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언기도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언제나 긍정적으
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모두 조용하게 침묵기도를 하고 있는
데 혼자 큰 소리로 방언기도를 하여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
이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의(義)를 추구하고 자
기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기도라고 여겨지고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일
례로 이 교회는 새벽기도회 직전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거나 낮은 목소리
로 조용히 기도를 하며 집회를 기다리는 편인데, 어느 권사가 큰 소리로
방언기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여 마찰을 빚었다고 하
였다. 즉, 상황ㆍ맥락에 맞게 이루어지는 방언기도는 신성하게 여겨지고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한편,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방언기도는 인간의 의
도적ㆍ의식적인 것으로 여겨져 낮게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각 범주별로 구조적ㆍ형식적 특성과 ‘바람직한’ 기도에 대
한 행위 및 해석상의 규범을 살펴보았다. I 범주는 고정된 텍스트를 운율
에 맞추어 낭독하는 모습을 띠었고, II 범주는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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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문어체적인 표현, 병렬 기법, 은유의 사용이 특징적이었다. III 범주
는 “뜨거운” 화조와 돈호법, 반복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IV 범주
는 이에 더해 극단적인 ‘불가해성’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각
범주들의 이상적 지향(orientations)을 살펴본 결과, 기도라는 장르 전체를
통괄하는 규범적 가치는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은 기도의 하위범주별로 다르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글말/입말’이라는 의미자질에 따라 나뉘는
I 범주ㆍII 범주의 묶음과, III 범주ㆍIV 범주의 묶음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다. ‘글말’ 혹은 ‘계획성’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앞의 범주들은 이미
텍스트가 있거나 따라야 할 패턴이 있는 경우로서, 내 마음대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텍스트/패턴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기
도가 되고 내용면에서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된다(즉, 작성권(authorship)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그 원인을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 된다). 한편, ‘입말’ 혹은 ‘즉흥성’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뒤의 범주들은 나의 의지적ㆍ의식적인 작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고 유창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기
도가 되고 형식적으로도 나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깊
은” 기도가 된다(즉, 작성권을 주님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어떠한 예배 순서에서 행하는 어떠한 하위장르의 기도인지
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중
요한 문화적 지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도는 동질적이고 단일한 장르라
기보다 상황ㆍ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ㆍ참여 양상을 보이는 하위종류가
발달하여 있고 그것들이 복잡하고 정교한 분류를 구성하며 또 각각에 대하
여 독특한 가치규준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에서의 언어생활의 핵심을 차지
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그만큼 기독
교에서 초월적 존재와의 ‘대화’에 커다란 문화적 관심을 가지고 그 방식을
정교하게 발달시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항에서는 이 같이 범주
별로 살펴 본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의 특성이, 실제 연행 상황과의 연
관 속에서는 어떠한 사용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동
일한 하위장르의 기도일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적절하게 연행해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에서의 중요한 의사소통능
력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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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상의 특징
I 범주 ‘주기도문’ 류는 사회적 변수와는 관련 없이 고정된 텍스트를 그
대로 낭독해야 하는 경우이고, III 범주 ‘통성기도’ 및 IV 범주 ‘방언기도’는
본디 개인적인 변이가 큰 경우이므로, 연행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살피고자 하는 이 항에서는 II 범주 ‘대표기도’ 류를 주요하게 살펴
보겠다. 물론 III 범주에서 연령에 따라 종결어미가 차이가 나는 양상이 나
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측면 역시 II 범주를 보면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II 범주에서 나타나는 사용상의 특징을 살피는 것으로도 충분하
리라 본다.
대표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관념적으로 세 가지 변수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한다고 여겨진다. 즉 신앙의 계기, 성별, 연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
들은 일견 기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
인에 따라 기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정형화된 사회적 인
식(stereotype)이 존재하고, 개인의 언어 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근거하여
해석ㆍ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분히 실질적인 사회적 변수로 기능한
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령 요인은 단지 기도자의 연령만이 아니라 회
중의 연령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 회중의 연령대에 따라 동
일한 화자의 기도가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난다. 본 연구는 언어 사용 및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이상적 규범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것
이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어떠한 패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규범적으로
여겨지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사용상 차이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기도자가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중간에 믿게 되었는지의 경우이다.
중간에 믿게 된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
는 영적 체험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 신앙심이 “뜨거운”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모태신앙은 태어났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심이 “미적지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런데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체화하고 있다. 그런 반면 중간에 믿게
된 경우에는 믿음이 열성적인 것에 비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아직 잘 몰라, 대표기도를 할 때 회개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세상이 어렵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훈계하려 드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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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해주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하는데 지적을 받으면 상처를 받을까봐 섣불리 가르쳐주기 힘든 부분이 있
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기도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좀 더 “체면차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반면, 여자들의 경우 신앙
심이 더 “뜨겁기” 때문인지 다소간 편한 말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기도 연행에 대한 본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사회적 요인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오히려 세 번째 사회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명확
하게 나타나는 사용상의 차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령에
따른 기도 패턴의 차이를 주요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연령에 따른 차이로 가장 주요하게 지목되는 것은 기도의 종결어미에서
의 차이이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라서 ‘-하시옵소서’
체를 쓴다고 한다. 옛날에는 상감마마한테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 절하며
‘-하옵나이다’의 극존칭을 사용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이신 하
나님께 당연히 극존칭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요새 젊은 학
생들은 친구 대하듯이 ‘-해주세요’ 체를 쓰면서 친근하게 말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의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한 장로님은 이처럼 어린 연령대에서 기
도를 할 때 말단계의 하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변질’되는 것이라고 보
면서도, 이렇게 해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여겨
그 자신이 교회학교 교장을 맡아 교회학교예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맞추어 ‘-해주세요’ 체를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보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자가 관찰하였던 기도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
부예배에서 청소년 학생에 의해 이루어진 대표기도를 본다. 이것은 화자
(정확히는 전달자)의 연령대가 낮은 경우이다. 그리고 아동부예배에서 교
육전도사가 행하였던 설교마무리기도를 본다. 이것은 청자(정확히는 일차
적 청자)의 연령대가 낮은 경우이다.

<사례 IV-21> 2012년 11월 25일 2부예배 ‘대표기도’
Aa1 기도하시겠습니다. ///
Ba1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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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1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
Bb2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
Ca1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닮아갈 수 있는 요셉 청소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
Ca2 그리고 다음달에 있을 푸른이의 밤을 열심히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
Cb1 저희들이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
Cb2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
Cb3 기도로 준비하고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귀중한 시간
이 되게 해주세요. ///
Da1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
Da2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셉 청소년부가 되도
록 도와주시고 /
Da3 이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
Ea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아멘)

<사례 IV-22> 2012년 10월 28일 아동부예배 ‘설교마무리기도’
Aa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
Ba1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
Bb1 하지만 저희는 이제껏 그러지 못했습니다. ///
Ca1
Ca2
Cb1
Cc1
Cc2
Cc3
Cc4
Cc5
Cc6
Cc7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
주님 /
그때에 /
나중에 /
나중에 /
성경퀴즈대로 /
나중에 /
주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

Da1
Db1
Db2
Db3
Db4
Dc1
Dc2
Dc3
Dd1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
저희 마음 /
너무 연약해서 /
너무 어려서 /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
하지만 그럴 때에 /
마귀의 유혹 있을 때 /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
그래서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

Ea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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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 참여자의 연령대가 낮은 경우, 공통적
으로 ‘-해주세요’ 체로 말단계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종결어미에
서의 형식적 측면은 같아 보여도, 화자가 어린 경우와 청자가 어린 경우
기도 패턴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화자가 어린 경우인 <사
례 IV-21>은 앞서 <사례 IV-12>에서 살펴보았던 기도의 패턴 중 ‘회개’
부분이 대체로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을 부르고(A
연) - 경배ㆍ찬양ㆍ감사하고(B연) - 소원을 간구하고(C,D연) -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마치는(E연)’ 구조를 띠어, 경배와 간구 사이에 회개의
순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청자가 어린 경우인 <사례 IV-22>의
경우는 말단계만 낮아졌을 뿐 설교마무리기도로서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길 간구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다가 병렬 기법까
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예컨대 Db2, Db3에서 등가적인 내용(‘연약함’‘어림’)의 은유적 병렬(metaphorical parallelism)이 나타나며, Dc1, Dc2에
서도 병렬이 나타나 Dc2가 Dc1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참
여자의 연령이 작용하여 기도 연행에서 말단계가 낮아지는 사용상이 나타
날 때, 화자의 연령이 낮은지 청자의 연령이 낮은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양
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더욱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화자가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
의 면에서나 사용하는 종결어미의 면 모두에서 축소ㆍ하강의 모습을 보인
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화자가 어린 청자들을 배려하여 기도를 하는 과정
에서는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나 수사적 기법 면에서 기도의 특성을 일반적
으로 따르되 종결어미에서만 등급의 하강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회중이 특정한 연령대로 제한된 경우, 설령 종결어미에서 말단계
의 하강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또한 그에 따른 일정한 사용상의 패턴이
나타난다. 예컨대 담임목사가 11월 25일 2부예배에서 행하였던 설교마무
리기도와 축도를 본다. 앞서도 말하였듯이 11월 25일 2부예배와 대예배는
설교 제목이 동일하였고 동일한 설교자에 의해 설교 및 기도가 행해졌던
예배이다. 또한 설교마무리기도와 축도는 본디 설교와 연관되는 모습을 보
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날의 2부예배의 설교마무리기도 및 축도를 살펴봄
으로써 앞 항에서 보았던 대예배의 설교마무리기도 및 축도(<사례 IV-15>
및 <사례 IV-16>)와의 비교 속에, 기도자 및 내용이 동일한 가운데 회중
의 성격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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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V-23> 2012년 11월 25일 2부예배 ‘설교마무리기도’
Aa1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
Ab1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
Ab2 이렇게 주일2부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Ba1
Bb1
Bb2
Bb3
Bc1
Bc2

우리 청소년들이 드리는 꿈드림 예배입니다. //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꿈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Ca1
Ca2
Cb1
Cb2
Cb3
Cc1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처럼 /
슬픔 때문에 깊은 배 속에 들어가서 잠에 빠졌던 요나처럼 //
도피하는 자,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
우리가 낮에는 열심을 다해 땀 흘리며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사람
들 만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되 /
Cc2 주님처럼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
Cc3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
Da1
Db1
Db2
Dc1
Dc2
Dc3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얼마나 가볍고 경박하고 /
더럽고 추악한 흐름으로 흘러오고 있습니까? //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설 수 있도록 /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

Ea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아멘)

<사례 IV-24> 2012년 11월 25일 2부예배 ‘축도’
Aa1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
Aa2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
Aa3 성령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
Ba1
Ba2
Bb1
Bb2
Bb3

복된 주일2부예배를 통하여 /
이 꿈드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
또 선생님들과 /
모든 성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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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
Ca2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아멘)

위의 두 기도는 회중 가운데 청소년과 어른들이 섞여 있는 2부예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결어미는 ‘-하시옵소서’ 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IV-23>의 설교마무리기도를 보면 B연과 D연이 2부예배에
독특한 점으로 여겨진다. A연, E연은 다른 모든 기도(I, II범주)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A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분으로(E연),
기도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C연은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한 모
습대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하는 부분으로 대예배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부
분이다. 그런데 B,D연에서는 특정한 범위로 한정된 회중 곧 ‘청소년’에 관
한 소원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
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부분은 같은 날의 대예배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이 사례에서 병렬 기법이 사용된 부분으로 Bb와 Ca를 생
각해볼 수 있다. Bb2와 Bb3은 동일하게 ‘무엇이+무엇하기를+원합니다’라
는 구조를 취하고, 이러한 병렬 구조를 바탕으로 Bb에서 점진적으로 논리
가 전개된다(‘우리의 꿈(Bb1)→주님께 드려진다(Bb2)→주님의 꿈이 된다
(Bb3)’). Ca1과 Ca2에서는 ‘슬픔 때문에+-했던+-처럼’이라는 동일한 구
조가 병렬되어 있다. 정리하면 회중의 연령대가 낮은 예배에서 이루어진
설교마무리기도는, 기도의 구조 및 수사적 기법의 사용은 대체로 동일한
가운데 회중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 맞는 간구 부분이 추가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사례 IV-24>의 축도를 보면, 대예배의 축도와 비교해볼 때
확연히 간략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 틀은 동일한 가운데 A연에서 성
자의 은혜ㆍ성부의 사랑ㆍ성령의 교통하심을 꾸미는 부분이 축소되었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중을 특정짓는 부분(Ba)도 훨씬 간략하게 처리
되었으며, 회중의 범위도 보다 작은 범위로 잡혀 있음(Bb)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설교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다시 말해 대예배에서는 축도 대상의 한정이 ‘설교 내용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을 통하여 달성되었다면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곧, 대예배에서는 ‘성도-가정-교회나라-민족’으로 커다란 범위를 설정했던 데 비해, 여기서는 Bb를 통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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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범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청소년’(Bb1), ‘선생님’ (Bb2),
그 외 2부예배에 참석한 ‘성도’(Bb3)) 훨씬 직접적으로 대상이 규정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회중의 연령대나 성격이 특정하게 제한될수록
기도의 간구가 겨냥하는 대상 또한 그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
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기도의 사용상의 특성은 대체로 ‘참여자’ 요인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말단계의
하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화자의 연령이 낮은지 청자의 연령이 낮은
지에 따라 사용 유형의 구분을 더욱 세분할 수 있는데, 화자의 연령이 낮
은 경우에는 대개 극존칭의 말단계뿐 아니라 기도의 구조 및 수사적 기법
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 즉
어른이 아이를 배려하여 기도하는 경우에는 기도의 구조 및 수사적 기법을
비교적 능숙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일부러 말단계를 낮추어 아이들에게 친
근하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예배의 ‘참여자’라는 맥락적
요인이 특정될수록 기도의 간구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 또한 특정되는 모습
을 보인다. 예배는 특히 회중의 연령대가 일정한 범위로 특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이루어지는 기도는 기도의 궁극적인 주체 및 기도의 간
구가 주어지는 대상의 성격ㆍ범위를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말단계와 관련하여, 교회학교예배를 맡는 교육전도사에 따르면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따금 자신에게 익숙한 ‘-하시옵소서’ 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아이들
이 알아듣기 쉽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 ‘-해주세요’ 체를 쓰
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도 ‘-하시옵소서’ 체를 익혀야 하고 훈련해
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즉 아이들이 혹은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체를 쓰
는 것은, 그 나이대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또 허락되는 것으로, 교회 내
의 연령에 따른 상황변이어(register)로 이해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또 다
른 한편, 아이들이 ‘-해주세요’ 체를 쓰는 것은 단순히 허락되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측면도 있다. 만일 아이들이 ‘-하시옵소
서’ 체를 쓰면서 어른들의 무거운 기도를 따라하면, 이것은 아이들의 진실
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따라하는 형식적ㆍ외식적인
기도이고 치장된 것이라고 여겨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하시
옵소서’ 체가 어떤 맥락이건 관계없이 항상 추구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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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참여자’ 등의 맥락적 상황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규범 내지 평가기준(연행자의 의도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입각하여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연령’에 따른 기도 형식(종결어미)에서의 차이는 비교
적 뚜렷하게 인지되고 말하여지는 편이지만, 그 외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는 대개 없다고 대답하거나 그런 차이에 따라 신앙심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비록 형식이 불완전할지라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심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적 요인에 따른 기도의 사용상 패턴이나 기도의 형식적인 면에 주목하
는 것이 교회 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꺼려지는 일인 것으
로 보였다. 분명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에는 기도의 규범적인 패턴 등
‘형식’에 대한 공유되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런 한편, 조작적인 사용이라든
지 사회적 요인에 따른 사용은 ‘의식적’으로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
전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의사소통이자 만남으로서, 기도자가 바라는 것
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순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진다. 이것은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만
일 아이가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지 않을 것이지만 부모가 아
이에게 주고싶어할 만한 것을 아이가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즉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 뜻을 묻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그 본질상 하나님을 알고 이해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화라고 이해된다.

4. ‘찬양’
1) 분류 및 구조적 특징
‘찬양’ 혹은 ‘찬송’은 ‘멜로디/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정의되는 말장르이
다. 즉, 궁극적인 청자는 하나님이되 노래라는 경로를 통하는 것으로서, 기
도의 특수한 한 하위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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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듯이, 찬양에 대해서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목적,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쁘
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지녀, 반드시
‘응답’을 바라고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찬양/찬송은 크게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구분된다. ‘복음성가’는 다시
‘복음성가’와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으로 구분된다. 즉,
다음과 같은 분류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IV-7> 찬양의 분류법

층위 1

…

층위 2

…

층위 3

…

찬양/찬송

찬송가

복음성가

복음성가

CCM

위와 같은 분류를 나누게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기준은 ‘정통성’(층위 2)과 ‘시대’(층위 3)에 따른 구
분이다. 현재 개신교 교회에서는 한국찬송가공회에서 편찬한 새 찬송가집
(총 645곡 수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찬송가집에 실려 ‘정전’의 지위에
오른 것을 층위 2에서의 ‘찬송가’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복음성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성가’는, 이전부터 전해져 온 찬송가만으로
는 그 시대의 신앙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찬송가집에 실린 곡 외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곡이 된다. 층위 3에서의 구분은 ‘복음성가’
(층위 2) 중에서도 더 옛날부터 부른 ‘올드’한 ‘복음성가’(층위 3)와, 최근
10~15년 사이에 만들어져서 더욱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노래인 ‘CCM’을
나눈 것으로, ‘작곡 시기/시대’에 따른 구분이다. 이와 같이 기준을 세울 경
우 위의 분류는 유동성을 띠는 것이 되어, 훗날 찬송가집이 재편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널리 부르는 복음성가가 정전의 지위에 새로이 오
를 수도 있고, 본디 찬송가집에 실렸던 것이 제외되어버릴 수도 있다.
CCM도 몇 십 년이 지난 후가 되면 더 이상 ‘현대적’이지 않은 오래된 노
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찬양에 대한 또 다른 구분으로는 노래의 ‘내용ㆍ성격ㆍ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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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이 있다. 이 경우는 층위 3은 다소간 무의미해지고 층위 2에서의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구분이 중요해지는데, 즉 ‘찬송가’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서 노래 마지막에 ‘아멘’이 포함되는 것이고, ‘복음
성가’는 신자들 간에 신앙을 권면하고 서로 위로ㆍ격려하는 성격이 큰 것
으로 ‘아멘’이 붙지 않는 것이라는 구분이다. 이 기준을 엄격히 따르면 찬
송가집에 실린 노래도 ‘찬송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도 있을 수
있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노래여도 하나님을 높이며 ‘아멘’을 붙이면 ‘찬송
가’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의아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기준에 따른 구분 또한 앞서 제시한 기준/구분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찬송가는 예배 본연의 목적이나 신을 찬미하는 기능에 보다
충실한 하위장르로서, 확립된 종교(제도)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런 반
면, 복음성가는 이러한 찬송가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 예컨대 그 시대에 맞는 종교적 정서를 담거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부흥 및 영적 고양을 꾀하는 하위장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작곡 목적ㆍ성격ㆍ기능에서의 경향성과 조
응할지라도 여전히 분류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간 모호한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의 여러 예배/집회에서 나타나는 찬송 하위장르의
분포는 찬송가집에 실린 것인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처음에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찬송을 살펴보도록 한다.
처음의 분류 기준을 따라 ‘찬송가 - 복음성가(층위 3) - CCM’의 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작곡된 ‘시대’가 현대에 가까워지는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찬송가’에는 기독교 역사와 발맞추어 온 오래된 곡들이 포함되
고, ‘복음성가’는 만들어질 때마다 찬송가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새로운 노
래였으며, ‘CCM’은 더욱 최근/최신의 현대적인 노래라고 여겨진다. 찬송의
하위장르들이 보이는 구조적ㆍ형식적 특성은 대개 이러한 스펙트럼과 궤를
같이 하므로, 이하에서도 ‘시대’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상정하여 다른 형식
적 측면들이 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중심으로 볼 것이다.
우선 각 하위장르의 분포를 보면, 찬송가로 갈수록 대예배와 같이 격식
성이 높고 예전적인 예배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반면
CCM으로 갈수록 금요심야기도회나 교회학교예배 등 비교적 격식성이 떨
어지는 예배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찬송가로 갈수록 예전
적ㆍ격식적인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포는 회중의 연령대
와도 관련이 있다. 찬송가로 갈수록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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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으로 갈수록 젊은 학생, 청년들이 많이 부른다. 이러한 까닭에 동일하
게 격식성이 다소 떨어지는 집회여도,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참석하는 차분한 새벽기도회의 경우에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금요심야
기도회와 같이 보다 ‘젊고’ ‘뜨거운’ 분위기로 영적인 고양을 꾀하는 집회
에는 CCM의 사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차이를 낳는
데에는 사용되는 악기가 다른 것도 크게 작용한다. 격식적이고 예전적인
예배로 갈수록 오르간, 피아노가 반주에 쓰이고, 보다 자유롭고 신나는 분
위기의 예배일수록 찬양팀이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으로 반주하는 모습
이 나타난다. 혹은 새벽기도회나 교회학교중보기도모임 등에서는 (반주할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찬송가를 무반주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 복음성가를 무반주로 부르는 경우는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스펙트럼의 양극은 연
행 방식뿐 아니라 애초에 악보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찬송가는 4성부의
화음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올드’한 리듬이 많다. 그에 비해 CCM은 현대
대중음악에 가까운 훨씬 ‘리드미컬’한 구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마
지막으로 가사의 측면을 보면, 찬송가로 갈수록 극존칭의 종결어미가 많이
나타나고 ‘-세’, ‘-도다’ 등의 고어투가 많이 쓰인다. 반면 CCM의 가사에
는 현대적인 문체가 많이 쓰이고, 자신의 감정ㆍ느낌을 노래하는 경우에는
반말의 말단계(말단계 4)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표 IV-8> 찬양의 하위장르의 특성

찬송가

복음성가

CCM

작곡된 시대

오래 전

최근

예배 성격

예전(禮典)적

덜 격식적

회중 연령대

높음

낮음

악기

오르간ㆍ피아노
혹은 무반주

현대적인 악기
(드럼, 기타, 건반)

악보

4성부

리드미컬

가사

고어체, 극존칭

현대적 문체,
말단계의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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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찬양이 예배에서 나타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모
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인다. 첫째는 예배에서의 실질적인 말사례를 이루는
경우이다. 즉 주보에도 명시적으로 적히는 것으로서, 다른 예배 순서와 동
등한 위상을 띠고 찬양이 불리어지는 경우이다(뒤에서 다루는 ‘준비찬양’과
‘특송’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40) 둘째는 예배 순서들을 연결시키
는 형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보다 묵시적인 경우로서, 다
른 예배 순서가 끝난 후 원활한 전환을 위해 찬양대에 의해 찬양이 불리어
지거나 간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관련하여, 찬양이 형식적인 연결 기
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능에 따른 명칭을 간략히 짚어보면, 일반적으로
‘입례송’, ‘기도송’, ‘헌금송/봉헌송’, ‘축도송’ 등의 명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례송’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다. ‘기도송’은 대표기도나
주기도문이 끝난 후 회중이 짧게 개인적인 침묵기도를 드리는 동안 이루어
지는 찬양/간주곡이다. ‘헌금송/봉헌송’은 봉헌을 할 때 부르는 찬송, 아니
면 봉헌기도를 한 후 상황이 정리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찬양/간주곡이다.
후자의 경우 이때에도 회중은 봉헌기도의 연장선에서 개인적인 침묵기도를
드린다. ‘축도송’은 축도를 한 후 목사가 퇴장을 하고 회중이 짧게 개인기
도를 드리는 동안 이루어지는 찬양/간주곡이다. 이 같이 연결 기능을 수행
하는 찬양은 매주 같은 찬양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예배 순서의 전환을 알
리는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s)로 기능하기도 한다. 대예배와
같은 예전적, 격식적인 예배일수록 이러한 찬양이 ‘찬송가’ 중에서 많이 선
택되고, 교회학교예배 등 회중의 연령대가 낮거나 ‘젊고’ ‘뜨거운’ 분위기를
내는 예배일수록 ‘복음성가ㆍCCM’ 중에서 많이 선택된다.
그런데 대예배나 1부예배가 아닌 격식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배로 갈수
록, 예배 중의 찬양 시간에 더하여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
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전에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이다. 이처럼, 찬양은 대체로 노래와 악기를 통하여 감정적인 고조ㆍ
고양의 기능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찬양도 ‘뜨겁게’ 하는 것이 대체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데,
40) 예배의 한 순서로서 찬양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회중 전체가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난
다. 단 대예배의 경우 찬양대에 의해 찬양이 불리어지는 시간이 있다. 이것은 뒤에 나올
‘특송’처럼 일종의 ‘대표찬양’의 의미를 띠는 것이 된다. 대예배에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
양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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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곧 내면의 고양된 신앙심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대개 찬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뜨겁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빠른 템포의 노래를 크고 열
정적으로 부르는 상황에 ‘뜨거움’이라는 메타포가 어울린다고 보인다. 물
론, 찬양은 빠르고 신나게 부르는 것도 있고 느리고 풍부하게 감정을 실어
부르는 것도 있다. 어른들이 많이 참석하는 예배일수록 준비찬양도 ‘찬송
가’ 중에서 많이 선택되고, 젊은 연령층이 많이 참석하는 예배일수록 ‘복음
성가ㆍCCM’ 중에서 많이 선택된다.
찬양이 수행하는 또 다른 실질적인 기능은 ‘특송’에서 잘 나타난다. ‘특
송’은 대예배ㆍ수요집회 등에서 신자가 대표로 ‘대표기도’를 하는 것처럼,
금요집회나 헌신예배 등에서 교회의 소그룹(속회ㆍ선교회)이 대표로 찬송
을 부르는 ‘대표찬송/찬양’ 같은 것이다. 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 예닐곱 정
도가 나와서 부르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설정해준 작은 그룹별로 함께 무
언가를 준비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훈련할 수 있
는 계기가 된다고 여겨진다. 물론 속회별로 매주 속회예배를 드리도록 하
고, 여선교회 경우는 돌아가면서 주일 점심 애찬을 준비하도록 하여, 정기
적으로 모여서 해야 할 다른 일들도 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라는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ㆍ기도ㆍ찬양’의 주요 말장르 중 이 같
이 여럿이 무언가 미리 준비한 것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찬양’이 유일하
다. ‘말씀’의 경우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기도’의 경우는 신자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예배/집회에서의 ‘통성기도’는 여럿이 ‘합심’하
여 하는 것이다). 일례로 이 교회에서의 ‘추수감사절 기관별예술제’(11월 4
일 주일오후예배 시간)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 내의 기관별로 나와서 찬송
을 불렀다. 이때 좀 더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
이 아니라 율동을 하거나 춤까지 추는 ‘몸찬양’도 선보였다. 담임목사는 당
일 오후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경건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고 재롱을 부리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는 훈련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 즉 찬양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
과 ‘감사’이고,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은 신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여겨진다.
곧, 찬양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무언가를 함께 행하고 “하나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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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감정적ㆍ종교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주되게 기
능한다. 물론 예배 자체도 궁극적으로 교회공동체의 ‘하나됨’을 재확인ㆍ재
강화하는 과정이 되지만 찬양을 준비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소규모의 집
단에서의 구체적인 유대감의 달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찬
양은 그것을 향유하고 연행하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특성이 가장 중요하
게 고려되고 크게 영향을 끼치는 말장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의
연령층에 따른 찬송의 하위장르의 선택은 예배의 실질적인 말사례로서 찬
양을 고르는 데에서나, 예배의 형식적 연결 역할을 하는 찬양을 고르는 데
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여기서 ‘연령’에 따른 양상은 일견 개인적 특성으
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연령’에 따라 찬양의 구조 및 사용에서 차이가 있다
는 정형화된 인식(stereotype)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예배에 공식
적으로 어떠한 찬양이 적절한지가 결정 및 평가되므로, 참여자의 ‘연령’ 요
인은 단순히 개인적 요인ㆍ속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찬양의 전반적인 분류, 경향성 및 기능을 살펴보
았다면 아래에서는 사회적 변수(특히 연령)에 따라 찬양의 실제 연행이 어
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듯 맥락적인 사회적 변수
와 찬양 하위장르의 특성을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은 교회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문화적 지식의 한 부분을 이룰 것이다.

2) 사용상의 특징
이 항에서는 동일한 찬양이 예배 상황 및 회중의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연행되는지 한 가지 사례를 간략히 살핌으로써, 맥락적 변수와 사
용 유형 간의 관계를 짚고자 한다. 교회의 예배/집회 중 어른들이 젊은이
들의 CCM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도,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많이 부르
는 찬송가를 CCM 풍으로 부르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어
른들이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빠르고 리드미컬한 노래를 따라부르기
힘든 이유도 존재하지만, 그만큼 ‘찬송가’에 부여된 ‘정통’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진다. 본 연구자는 예비조사의 기간 동안 찬송
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노래가 새벽기도회(6월 11일)
와 청소년부예배(6월 3일)에서 각각 다르게 연행되는 양상을 목격하였는
데, 우선 두 예배의 전반적인 맥락을 짚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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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에서의 새벽기도회와 청소년부예배를 예배의 예전성 면에서 비교
해보면 오히려 청소년부예배 쪽이 더 예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벽기도
회는 소예배실에서 드려지고 예배의 많은 순서가 생략되어 있는 반면, 청
소년부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고 주일낮2부예배를 겸하는 것으로서,
회중의 초점이 청소년이 되는 것이되 주일대예배의 변이형의 형태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앞의 ‘말씀’, ‘기도’ 절에서 살폈듯이 청소년부예배에서는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격식성을 낮추는 모습이 나
타나고, 따라서 새벽기도회와 청소년부예배의 격식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그림 IV-1> 찬송가 405장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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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은 유사할 것이다. 두 예배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회중의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 새벽기도회는 회중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60~80대의 연세 지긋한 신자들이 많다. 반면 청소년부예배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예배이다. 그런 한편, 본 연구가 주
목하는 찬송가 405장은 새벽기도회의 경우 ‘찬송-사도신경-찬송-성경봉독
-설교-마무리기도-주기도문’으로 이어지는 예배 구성 중 두 번째 찬송 순
서에 등장하였다. 청소년부예배에서는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 준비
찬양 단계에서 여러 찬양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새벽기도회에서는 목
사의 인도를 바탕으로 무반주로 불리어졌고, 청소년부예배에서는 찬양팀의
인도로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악기가 동원되어 불리어졌다.
두 예배에서의 405장 찬송가 연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 부
분은 점8분음표와 16분음표의 당김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1절 가사를
기준으로 볼 때, ‘친-절’한, ‘안-기’세, 우리‘맘-이’, ‘기-쁘’고, ‘되-겠’네,
영원‘하-신’ 등이 이러한 당김음으로 불러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새벽기
도회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8분음표의 정박으로 바뀌어 불리어지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즉, ‘친.절’한, ‘안.기’세 등으로 본디 악보에서의 리듬을
따르지 않고 더욱 쉬운 리듬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목사가 첫 마디(‘친-절’한)를 당김음으로 불렀다가 그 뒤의 가사부터 8분
음표의 정박으로 바꾸어 불렀다. 이는 아마도 회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
박으로 부르는 것이 나이가 많은 회중에게 부르기 쉬운 리듬이 되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반면 청소년부예배에서는 찬양팀이 악보
에 충실하게 해당 부분의 당김음을 살려 부를 뿐 아니라, 악기를 이용하여
강박의 차이를 두어 훨씬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때 405장
찬송가를 부르기 바로 전의 찬양이 <내 모든 삶의 행동>이라는 같은 4/4
박자의 CCM이었는데, 두 곡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행되어 거
의 한 노래처럼 들리기까지 하였다. 즉 위의 찬송가에 대한 별도의 편곡은
없었지만 CCM 풍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반주하고 리듬감을 살려 부름으로
써 청소년부의 감각에 맞는 찬양으로 연행한 것이다.
이처럼 찬양의 하위장르의 특성과 ‘참여자’의 사회적 성격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실제 연행 방식을 판가름짓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동
일한 찬송가를 두고도 악보에서 제시한 리듬을 따르기보다 규범적으로 상
정되는 ‘참여자’에게 적절한 리듬ㆍ반주를 통하여 찬양이 불리어지기도 하
는 것이다. 한편, 나이 어린 신자에 맞추어 찬양을 보다 신나고 리드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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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부르는 것은 이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찬양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을 강하게 가진다. 관련하여, 보다 예전적이
고 경건한 ‘전통예배’와 달리 예배에 대중음악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찬양
을 위주로 하는 ‘열린예배’를 도입하는 것에 관하여 교회에서 나타난 갈등
양상이 유원지(2010)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경합
과 갈등이 교회 내에서 제기ㆍ논의되는 방식은 무엇이 성스럽고 무엇이 세
속적인가 하는 종교적 틀을 통해서이다. 이와 유사하게, 앞서 제시하였듯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이러한 찬양이 경건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
을 하였는데, 이 또한 어떤 종류의 찬양이 경건함이 떨어진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방어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젊고’ ‘현대적’인 찬양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
하지만 동시에 이것의 ‘성스러움’ 내지 ‘종교적 지위’에 대한 논란도 계속
존재한다고 보인다.41) 단적으로, 신나고 즐거운 찬양을 즐기는 데에서 끝
나면 안 된다는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말에서도 복음성가 및 CCM이 가지
는 양가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즉 CCM을 통해 젊은층 및 신자가 아
닌 이들에게 기독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면을 인정하는 동시에, 찬양이
단순히 인간들의 향유의 목적에 머물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리하면, 찬양/찬송은 교회의 종교적 관념상 하나님의 은혜ㆍ사랑에 대
한 기쁨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신령한 차원의 기도”라고 여겨지며,
‘예배’, ‘말씀’, ‘기도’와 함께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
컨대 설교말씀(11월 25일)에 따르면, 초대교회에 대한 고발장에서 그리스
도인을 가리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
송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즉, 찬양/찬송도 예배나 다른 말장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에 “순종”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되는
것이다. 찬양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적인 지점은, ‘참여자’ 특히 ‘연령’
의 사회적 변수가 찬양의 하위장르의 구분과 실제 연행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말장르에서도 사용상의 패턴을 낳는 요인으
로 ‘참여자’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찬양에서는 이것이 하위장
르의 분류 및 구조적 특징 자체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인지되고 실
제 사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보다 분명한 강조점

41) 일례로 본 장의 서두에서 제시하였던 <교회스타일>은 결국 경건함이 떨어진다는 이유
로 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청년회는 추수감사절에 맞게 ‘국악찬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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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받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같이 찬양/찬송을 향유하는 신자의 사
회적 성격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참여자가 그 자신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신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신에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맥락에 적절한 찬양을 연행하는 목적은 이상
적ㆍ규범적으로 볼 때 인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미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5. 소결: 장르의 구분과 특성
본 장에서 살펴본 말장르들은 장르를 정의하는 참여자 요인에 화자 혹은
청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한’ 말장르가 되는 것으
로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종교적 체험을 인간이 인간에게 고백
하는 ‘간증’, 신자가 비신자에게 신앙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한
사람이 다수의 회중에게 공지사항을 알리는 ‘광고’, 또는 사람들이 모여 안
건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등의 말장르 역시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사람들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양식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약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찬양’은 ‘멜
로디가 붙은 기도’로서, 넓게 볼 때 ‘기도’의 가장 큰 범주 속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적인 연행 장
르인 ‘설교’와 ‘기도’의 차이를 짚고, 주요 말장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신 중심↔인간 중심’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들 간의 긴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에서의 주요 말장르를 사용 및 해석함에 있어, 종
교적ㆍ언어적 가치관을 토대로 말장르들을 이해하는 것이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부분이 됨을 보일 것이다.
설교와 기도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참여자’와 ‘목적’의 요인이
다. 설교는 말의 근원(principal)이 하나님이 되는 장르로서, 목사가 작성자
(author)ㆍ실행자(animator) 즉 매개가 되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교육하고자 하는 장르이다. 기도는 궁극적인 청자가 하나님
이 되는 장르로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대화가 이루어지는 양식이 되는데,
하위장르에 따라 화자ㆍ청자가 분화되는 세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Goffman의 틀을 기준으로 설교와 기도의 화자ㆍ청자 분화를 도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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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42)
<표 IV-9> 설교와 기도의 화자ㆍ청자 분화
장르
참여자
근원
화
자

설교
하나님

작성자

자

주기도문

대표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회중

회중

개인

개인ㆍ성령

기도자

개인

주님

성령

목사
실행자

청

기도

일차적
청자
궁극적
청자

회중

개인
회중

회중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화자가 분화되는 양상 중 ‘근원’이 누구인가 보았을 때, 설교는 하나님이
고, 예배/집회에서 나타나는 기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회중이 근원이
되는 주기도문ㆍ대표기도와, 개개인이 근원이 되는 통성기도ㆍ방언기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43) 앞서 기도 절에서 기도문의 ‘계획성’ 여부로 주기도
문ㆍ대표기도를 묶고 통성기도ㆍ방언기도를 묶었는데, 말의 근원과 기도문
의 계획성이라는 두 층위는 논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회중
모두가 동시에 같은 기도문을 외거나(주기도문)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하
는 경우(대표기도)에는 전체를 위한 하나의 공식적인 기도문이 마련되어
있거나 기도가 계획적이고 정련된 모습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기도를 하는 경우(통성기도ㆍ방언기도)에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기도문이
준비될 필요가 없이 각자가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44)
한편으로, 텍스트의 ‘계획성’ 여부는 청자가 누구인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회중이 청자로 포함되는 경우 해당 연행은 다분히 대중을 상대
로 하는 공식적ㆍ격식적인 것이 되어, 텍스트가 미리 계획ㆍ준비되어 있을
필요성이 커진다. 이 필요는 설교와 대표기도의 경우에서 두드러진다고 보
42) 침묵기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 행동을 볼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43) 방언기도는 말의 근원 면에서 화자의 분화가 보다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은
교회에서의 가치관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44) 이 같은 묶음들의 하위범주가 나뉘는 것은 앞서 기도 절에서 살폈듯이 화자의 작성권
(authorship)의 여부이다. 즉 작성자(author)와 실행자(animator)의 일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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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즉, 두 (하위)장르는 일차적으로든 궁극적으로든 회중을 겨냥하는 것
이 되어 정제된 말하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병렬 기법이 공통적
으로 두드러진다. 다른 한편, 이들 두 장르는 각기 하나님ㆍ회중에게 근원
이 돌아가는 말을 목사ㆍ기도자가 대신 말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들 장르가 예배/집회에서의 말장르 중 격식성ㆍ중요성이 높
고 말하는 이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말하기라는 점을 볼 때, 교회에서
는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의 말을 대신 전하는 ‘매개자’
역할에 전반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대표적인 ‘중
보자’(中保者)가 예수님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가치부여는 교회에서 강조
되는 교리와도 긴밀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이상의 중요하게 대별되는 두 가지 구분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비교
의 층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즉, 말의 근원 및 기도
문의 계획성에 의해 ‘주기도문ㆍ대표기도’와 ‘통성기도ㆍ방언기도’가 구분
되는 층위와, 회중/대중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격식성ㆍ계획성을 지
니지만 말이 전달되는 방향 면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설교’와 ‘대표
기도’의 비교의 층위를 나누어볼 것이다. 우선 후자부터 살펴보겠다.
참여자ㆍ목적 요인의 차이와의 연장선상에서 설교와 대표기도에서 나타
나는 또 다른 큰 차이는 말단계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비단 대표기도뿐
아니라 찬송까지 포함하는 기도의 광의의 범주에도 해당할 것인데, 즉 설
교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하기로서 일상의 존댓말(말단계 2,3)을 취하는
반면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하기로서 극존칭의 존댓말(말단계 1)
을 사용한다. 교회에서 이렇듯 극존칭을 사용하여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밖
에 없는데, 이 같은 높은 존경의 말단계는 화자와 청자 간의 분명한 상하
관계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신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질서를 표현하는 메타포는 신앙 내러티브에서도 일상적으로 발견된
다. 예컨대 하나님-성도의 관계를 왕-백성, 주-종, 아버지-자식, 목자-양
관계 등으로 보는 것이 있다.
설교와 대표기도의 차이는 연행 시간에서도 나타난다. 설교는 대개
20~30분 정도, 대표기도는 대체로 3~5분 정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설
교에는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연행을 집중력 있게 끌고 가도록 하는 많은
수사적 장치가 동원된다. 설교와 대표기도에서 공통적으로 병렬 기법이 나
타나는데, 사실 설교에서 더욱 발달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는 전체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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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연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요인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설교는 종교적 담화 및 연행에 능숙하고 훈련된 목사가 하는 까닭
에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병렬 기법을 보인다. 한편, 연행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형식적 특징을 들면, 설교는 목사가 작성해온 설교문을 바탕으로
하되 다소간 자유로운 말하기인 것처럼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준
언어적 자질, 예를 들어 소리 크기, 억양, 휴지(pause) 등에서 변화 폭이
크고 역동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대표기도는 기도자가 작성해온 기도
문을 그대로 읽는 형식이다. 따라서 문어체적 특성이 높고, 글을 그대로
읽는 듯한 다소 단조로운 어투를 보인다.
또한 “아멘”이 사용되는 방식도 다르다. 이것은 설교, 대표기도, 통성기
도 등에도 모두 적용되므로 함께 다루겠다. 우선 설교에는 말사례 종결 표
지로서의 “아멘”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교의 종결을 지시하는 말은 “아멘”
이 아닌 “기도하겠습니다”이다. 또, 기도와 달리 설교에서는 목사와 회중
이 주고받는 대화 인접쌍으로서의 “아멘”이 주요하게 나타나, 이것은 설교
구조의 구성 및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회중이 청자가 되므로 청
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도 다수 발견된다. 다음으로, 주기도문ㆍ대표기도
에서는 말사례 종결 표지 “아멘”이 나타나고 인접쌍 “아멘”은 나타나지 않
는 가운데, 특히 회중을 일차적 청자로 상정하는 대표기도에서는 청자반응
신호 “아멘”이 기도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주되게 기여한다. 정리하면, 설
교와 대표기도에서만 나타나는 청자반응신호 “아멘”은 일차적ㆍ궁극적 청
자에 회중이 포함되는지와 관련된다. 한편 통성기도ㆍ방언기도에서는 세
층위의 “아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의 끝이 모호하고, 설교가 아
니므로 인접쌍 구조가 부재하며, 청자에 회중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자반응 형식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규범으로, 다른 사람의 통성기
도를 듣거나 나의 기도가 남에게 들릴 것을 신경 쓰는 것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주기도문과 대표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종결 표지 “아멘”은 기도문의 계획성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말사례 종결 표지로서의 “아멘”이 나타나는지 여부는 주기
도문ㆍ대표기도와 통성기도ㆍ방언기도가 대조되는 층위에서 볼 때, 기도문
의 계획성, 기도의 연행 시간, 주로 사용되는 수사적 장치의 종류와 연결
된다. 우선 “아멘”으로 기도가 맺어지는 경우(주기도문ㆍ대표기도)는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행의 경계를 파악하기 쉽고, 계획된 기도문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기도 시간이 수 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대개 하나님을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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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맺는 것으로 끝난다. 반
면 통성기도ㆍ방언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시작 표지는 존재하나 종결 표
지는 별도로 없이 대개 잦아들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기도가 끝나는 듯하다가 즉흥적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하는 등 끝이 불분명
하고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신자들은 통성기도ㆍ방언기도를 몇 시간이
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높은 가치를 부
여했다. 즉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지만 성령이 나에
게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경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철야기도’를 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대별되는 양상과 기도의 수사
적 장치와의 연관을 생각해보면, 계획된 기도의 성격을 띠는 앞의 하위장
르에서는 병렬 기법이나 은유 등 정제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즉흥
적인 기도의 성격을 띠는 뒤의 하위장르에서는 발화를 지속하기 위한 반복
기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준언어적 자질 면에서도, 앞의 장르는 글로
된 기도문을 읽는 문어투가 주로 발견되고, 뒤의 장르는 발화가 끊이지 않
는 유창하고 격앙된 “뜨거운” 화조가 특징적이다.
<표 IV-10> 설교와 기도의 구분과 특성
장르
특성

기도
설교
주기도문

대표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말단계

말단계 2,3

말단계 1

궁극적 청자

회중

하나님

말의 근원

하나님

회중

개인

텍스트의
계획성

글말/계획성

글말/계획성

입말/즉흥성

연행 시간

20~30분

주된 수사법

병렬↑

병렬

반복

준언어적 자질

변화 큼

문어투

유창성, “뜨거운” 화조

“아멘”
사용

1~2분

3~5분

정해지지 않음

종결
표지

X

O

O

X

X

대화
인접쌍

O

X

X

X

X

청자반
응신호

O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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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르 규범에 내재하는 긴장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하나님을 드
러내는가 나를 드러내는가 하는 이분법적 틀을 발견할 수 있다. 설교의 경
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으로, 목사가 자신
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대표기도의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범적인 기도의 패턴을 준수하고 회중
모두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어야 하지 만일 대표기도자가 자신을 드러내려
는 목적에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기도를 꾸미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이들 장르에서는 화자가 ‘매개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통
성기도나 방언기도의 경우, 특히 방언기도의 경우는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입을 통하여 하는 기도라고 여겨지는데, 만일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
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한 목적에서 꾸며내어 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
가된다. 또 앞서 찬양 절에서 보았다시피 찬양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목적
에서 해야 하지 인간이 즐기는 목적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진다.
전반적으로 ‘신 중심’의 언어 사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인간 중심’의
언어 사용이 부정적으로 평가됨을 볼 수 있다. 교회에서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義)를 추구하는 말하기는 마음에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반면, 인간의 의(義)를 추구하는 말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단은 일정한 판별가능한 언어 형식에 대하
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연행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반되
는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즉 어떠한 연행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좋은 연행’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분히 사회적ㆍ정
치적 합의ㆍ해석을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빙의(possession)의
판별이 언어 형식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판단된다는 Irvine
(1982)의 논의와도 연결될 것이다(Keane 1997a: 58에서 재인용).
다음 장에서는 위와 같은 언어 사용에 관한 가치판단이 교회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종교적 가치관 “순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일 것이다. 즉, 언어
사용에 관여하는 가치관이 해당 언어공동체의 전반적인 문화적 주제와 동
떨어진 것이 아니며, 이러한 가치관을 토대로 언어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시금 해당 사회의 종교적ㆍ언어적 가치관을 재강화하는 주요한 기
제가 됨을 보고자 한다. 이로써 언어가 종교적 세계를 재강화하는 데 기능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종교적ㆍ언어적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 지식을 구성함을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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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믿음의 세계”와 언어 가치관: “순종”

<사례 V-1> 8월 19일 청년부예배 ‘설교’ 中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
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변화이고 회심(悔
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로 내 모든 죄가 씻기는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교회의 모든 영역/층위를 관통하는 핵심에 “순종”이 있음을
밝히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가치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어 사용
의 유형 체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문화
적 주제(cultural theme)라는 개념을 통해 “순종”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주제(themes)란 행동을 규율하거나 특정한 종류의 활동을 독려하는 명시
적ㆍ암묵적인 문화적 이상(cultural ideals)이다(Opler 1945, 1968; Bock
1974[1969]: 372에서 재인용). 이것은 문화적 가치의 유형이 기술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본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의 독특
한 세계관 및 일반적 원리(principles)와 가치관 및 지향(orientations)의
측면을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고 보인다. 본고는 우선
교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신앙 내러티브를 통해 한국 기독교에서 세계
의 구조ㆍ관계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원리ㆍ원칙을
그 근저에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틀 속에서
교회에서 강조되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로서의 “순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이 여러 층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교회의 신앙 내러티브 내용과 언
어 사용의 형식이 “순종”이라는 주제로써 일관되게 연관되어, 한국 교회에
서의 “믿음의 세계”의 중심적인 축을 구성함을 보일 것이다.
연구 대상 교회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한국 개신교 교회
에서 공유되는 기본적ㆍ일반적인 문화적 전제(premises)는 다음과 같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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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와 ‘세상’은 구별된다.
a. 인간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은 육적 존재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심적,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
b. ‘세상’은 자기 의(義)를 추구하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시기ㆍ질투하고 경쟁하는 곳이다.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불완전
하며 믿을 수 없는 곳이다.
c. 마귀 사탄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고 유혹하여 인간을 ‘세상적인 타락’
으로 이끄는 영물이다.
d.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불변하고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이다. ‘교회’에 나
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ㆍ물질적ㆍ육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따르려 함을 의미한다.
e. 이 세상에는 성령과 사단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하나님의 역사(役事) 속에 우연은 없다.
a.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b.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c.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d.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3. 각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a.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b.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
c.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다.
d. 은혜는 각자 받는 것이다.

위의 전제들을 정리하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고의 원리(laws
of thought)는 이원론(dualism), 원인론(etiology), 인격화(personification)
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세상’, ‘그리스도↔사탄’, ‘영↔육’ 등의 이항대
립적인 사고가 나타나고, 모든 것의 근원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는
모습이 나타나며, 인격화된 신을 상정하는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 설교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 V-2> 11월 14일 수요성서연구 ‘설교’ 中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더 지혜로워서 더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더 부족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
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
의 길을 밝히 열어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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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살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어?’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거예
요.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우
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
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대결입니다. 성령과 성령을 반대하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영들이 서로 대치돼서 싸우고 있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존재
이다. 즉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의지적 존재가 되어 모든 원천
이 되는 까닭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가 되는 까닭에,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
음과 “담대”함, 곧 낙관과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방해
없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항상 반대 세력
과의 “영적인 대결” 가운데 성취ㆍ달성되는 것이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을 다지려는 부단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은 이 같이 교회에서의 세계관 자체에 이항대립적인 끊임없는 긴장관계
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원인론적 사고
및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는 종교적 규범ㆍ원리
가 됨과 동시에, 매순간 ‘시험드는’ 까닭에 마땅히 노력하고 추구해야 하는
우선적 가치ㆍ지향이 되는 것이다. 예배/집회에 참석한 후 돌아가는 신자
들에게 건네는 목사의 일상적인 작별 인사가 “승리하세요”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재물, 권력, 지위 같은 ‘세상적 가치’와 나의
욕심을 좇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저
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결’과 ‘승리’의 결과이며 매순간 싸워나가야
하는 ‘신앙의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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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V-3> 11월 28일 수요성서연구 ‘설교’ 中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의 뜻, 이런 거 사라집니다. 남아 있는 건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이런 것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
실한 사람, 자기 기분에 충실한 사람, 자기 지식에 충실한 사람, 자기 경험에
충실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
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
기의 경험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지식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 마귀 사탄도 영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
간을 유혹할 때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유혹하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
각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만 붙들고 살도록 만들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교회에서는요, ‘내 생각에는’ 이런 소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
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아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이기고
나가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자아의 소리를 귀기울여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위의 내
용은 앞서 <사례 V-1>에서의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
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
는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라는 언술과 상통하는 것으로, 곧 “믿음”의 조건

이자 지향인 “순종”의 가치관을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의미에서 “순종”을 ‘하고 있’으면
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상태에 언제나 놓여 있다. 본고는 이 장에서의 논의
를 통하여, 여러 층위에서 추구되는 바람직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곧 이러한 “순종”이라는 가치의 상동적인 발현 내지 “순종”의 방법을 구성
하는 구체적인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교
회의 중심적 주제로서의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권면’되는
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문화
적 층위들은 행위성에 대한 관념, 도덕적 가치관, 감정적 태도, 그리고 언
어 사용의 행위ㆍ해석 규범이다.
우선 다음의 사례를 통해 행위성(agency)에 대한 관념의 층위를 살핌으
로써 “순종”의 기본적인 의미를 보다 상세히 논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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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V-4> 8월 26일 대예배 ‘설교’ 中
“이 육체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할 때만 가능한 것
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살아주십시오’(아멘). ‘오늘은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해주십시오’(아멘). ‘오늘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해
주십시오’(아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나는 날이면 날마다 죽는다.’
한 번 그렇게 고백하고 한 번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
루를 살아갈 때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내가 살지/결정하지/말하지 않고’ ‘주님이 살고/결정하
고/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방향이라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
것은 나의 행위성을 약화ㆍ부인ㆍ삭제하고 하나님의 행위성을 높여야 한다
는 “순종”의 가치관의 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위의
사례에서는 아주 명백한 언설로써 초월적 존재의 행위성(spiritual agency)
(Keane 1997a: 64-66)을 인정 및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여기
서 ‘행위성’(agency)은 “사회문화적으로 중재된 행위능력”(Ahearn 2001:
112)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행위성의 개념은 그동안 여러 학문
적 전통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 합리주의 철학에서의 ‘자유의지’(free will)의 의미나, 여성주의 입장
에서 주로 나타나는 ‘구조에 대한 저항ㆍ전복적 실천’의 제한적인 의미보
다는(Ibid.: 113-116),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사회적ㆍ
문화적으로 부여되는 능력/책임/의도/통제력 등 보다 넓고 일반적인 의미
로 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때에 종교 언어의 영역에서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초월적 행위자가 행하고 역할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초월적 존재에게 모든 행위성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언급
하였듯이 교회에서의 일반적 원리 중 하나로 상정되었던 ‘원인론’과 연관
된다. 즉 나의 행위성을 낮추고 신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고 보는 믿음과 연관된다. 그런데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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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ㆍ모델이 신이 어떠한 권능을 지니는지에 대한 이해ㆍ믿음의 원리를
뜻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그 믿음이 여러 유혹에 의해 매순간 위협받기
쉬운 가운데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말하고 있다. 즉 이렇게 볼 때 교회에서 “순종”
은 단순히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넘어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하는 바람직한 종교적 자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나의 행위성을 낮추고 초월적 행위성을 높이는 것이 절대
적인 당위가 되고 끊임없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되면서, 이것은 종교적
으로 올바른 사고ㆍ행동 규범이자 동시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라는
의미까지 지니게 된다고 보인다. 이를 달리 말하면, 나의 행위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거나 초월적 존재의 권위에 대해 의문ㆍ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교
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규준, 명령을 어긴 것으로서 ‘자기중심적’
이고 ‘교만’하다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사례 V-5> 10월 23일 화요중보기도모임 ‘설교’ 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윗권위들
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
십니다. 우리가 윗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은 교만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은 바로 저주와 재앙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주 앞에 엎드
려 예배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
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아멘).”

위의 사례에서 “순종”은 ‘겸손함’, ‘낮아짐’과 동의어가 되고 반대로 “불
순종”은 ‘교만함’, ‘높아짐’과 동의어가 됨을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순종”
은 나의 부족함ㆍ연약함을 시인ㆍ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며, 나 자신의 의(義)를 추구하려는 이기심ㆍ욕심을 버린다는
의미를 띤다. 이러한 지향은 특히 기독교가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이분법’
적 도식과 연관지어 이해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세상’이 탐욕으로 인하여
분열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곳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달리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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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구별되어 이타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질서를 회복해야 하고 화
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순종”한다는 것은 도덕적 가치관
의 영역에서도, ‘세상적 유혹’과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자세를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행위성을 낮
추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자세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겸손’한
태도라고 말해지는 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기
심’, ‘탐욕’, ‘교만’한 ‘허영심’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한편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추구되는 감정적 태도의 층위
이다. 즉 특정한 감정ㆍ정서의 차원들이 보다 높은 종교적 가치를 부여받
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사례 V-6> 11월 30일 금요심야기도회 ‘설교’ 中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갚지 못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
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근데 그 감
격의 은혜를 받고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우리는 그 감사함에 무뎌집니다.
예배드림에 당연해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게 당연하고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
니까 내 입에 불평과 불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하다 보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도리어,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신
앙을 회복하는 것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내가 감사를 회복해야 내 신앙이 회
복이 되는데, 내 신앙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
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일 때와, 그것을 입밖으로 내어서 다시 한 번 그걸 되새
기면서 말을 하면 그 은혜의 무게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본래 죄인이었고 온
갖 영육간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 피와 물을 쏟는 수고도 마다 않
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회에서 중시되는 감정적 가치인 감사, 사랑, 은혜 등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어떠한 긴장관계 속에 놓이는 것인지 잘 나타난
다. 이것은 앞서 다룬 행위성, 도덕과의 관련 속에서 풀이될 수 있다. 즉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면 ‘감사’할 수가 없고 ‘불평’과 ‘불만’만 많아지게 된다. 반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면 ‘기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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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된다. 여기엔 신을 ‘인격화’하는 사고가 다분히 개재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도 낮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ㆍ사랑의 가치는 ‘세상’에 만연한 시기, 질투, 미움의 정서와 구
별되는 것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교회의
담임목사 사모님은 “사랑합니다, 귀하다” 등이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이 번져나간 것이라고 말하였다. 혹은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곧, 감사ㆍ사랑은 앞서의 층위들과 마
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
들이 ‘회복’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하는 가치라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순종”의 가치관은 ‘세상’과의 끊임없는 ‘영
적 대결’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신에게 모든 행위성을 돌
리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관이 언어 사용의 유형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 본
연구를 통하여 주요 말장르의 공통적인 사용상 특징으로서 ‘참여자’라는
맥락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장
르 연행 및 해석 규범에 관한 진술을 살핌으로써 “순종”의 가치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인다. 즉 어떠한 연행이 ‘좋고 올바른지’, 참여자라는 맥락적
요인에 맞게 연행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언어 사용의 층위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측면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설교 사례는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룬 ‘말씀’, ‘기도’, ‘찬양’ 외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간증’이라는 말장르에 관한 것이지만,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전반에 작용하는 핵심적인 인식ㆍ지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
다고 생각된다.

<사례 V-7> 11월 30일 금요심야기도회 ‘설교’ 中
“똑같이 간증을 해도 어떤 사람의 간증에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어떤 사람의 간증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
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옳게 보이려고
의거하느냐 그것도 분명히 이유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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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려면 우리는 가려져야 되고 예수
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좋은 설교’, ‘좋은 (대표)기도’, ‘좋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에서
의 이상적인 답변은 “은혜 받는 설교/기도/찬양”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것이 “은혜 받는” 것인지 재차 물으면 “내가 하는 것
이 아니라 성령이 하셔서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
온다. 이렇듯 언어 사용에 대한 독특한 가치평가의 기준은 단순히 말에 대
한 관념을 넘어 상술한 “순종”의 가치관과 긴밀히 관련되는 것으로, 종교
적 교리/규범/가치관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즉 앞에서의 논
의와 연관지어 다시 풀이하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성령이 역사(役事)하시도록 하여 감사함으로 하는 말하기가 ‘좋은’ 말하기
라고 평가된다. 또한 말하기도 다른 모든 것처럼 항상 신-인간 간의 긴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신
을 높이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로 이어진다. 한 마디로, 이
렇듯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하는 것”에는 교회에서 높은 가치
를 부여하는 행위성, 도덕, 감정, 말하기의 방식이 상호 긴밀하게 어우러진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사례에서 잠깐 언급되듯 말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받아
들이는 사람도 ‘문제’이다. 듣는 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면 말하는 사람이 ‘성령충만한 마음으로’ 말하여도 청자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혜는 각자 받는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경험에서도 화자ㆍ청자 개개인의 상황ㆍ맥락이 중
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이것은 넓게는 천주교와 달리 신과의 개인적ㆍ인
격적 만남을 중시하는 개신교 교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은혜를 받으려면’ 화자가 자신의 행위성을 낮추고 신의 행위성을 높이는
마음으로 말해야 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자신이 옳다는 교만하고 완고
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사실 교회
에서의 주요 말장르에서 ‘참여자’의 ‘연령’ 요인에 맞추어 적절한 연행을
행하는 것도 이 같은 종교적 교리 및 인식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ㆍ정당화
될 수 있다. 즉, 맥락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함으로써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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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은혜 받음’의 모델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1>과 같다.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발화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교회에서는 “(하나님으
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은혜’는 화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청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a와 b의 두 가지 통로로 동시에 작용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다고 여겨
지는 것이다. 곧,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는 영향은 화자의 능력이 아니라
화자를 매개로 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되고, 청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된다. 따라서 감명을 얻고 마
음에 감동을 느낀 청자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여 그 공을 화자가 아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은, 종교적 원리 및 이해 방식에 따른 적절한 칭찬ㆍ
감탄의 말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추구되는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려는
“순종”에의 부단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자신의 행위성을 높
이려는 교만한 ‘의도’가 개입되는 말하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밍밍한’ 것이 된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연행
에도 행위성, 도덕, 감정의 층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양상들이 상호
연관되어 이해ㆍ평가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하기란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한국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어, 이 문제는 특히 기도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형식적 특성이 동시에
긍정되는 경우 다소간 의아함을 불러올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종교 언어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형식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비형식성이 가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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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고, 반대로 비형식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형식성이 평가절하되는 경
우가 많다. 예컨대 Sherzer(1974)의 연구를 보면 Kuna 사회에서는 주술
적인 ‘치료의례’를 행할 때 연행자가 고정된 주문 텍스트 전체를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워서 말하는 능력(memorization)이 높이 평가된다.45) 즉
이 경우는 형식성 내지 고정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Keane(1997b)의 Sumba 사회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 사회의 기
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형식을 강조하는 전통적ㆍ토착적 가치관을 우상숭
배(fetishism)로 보고 내면의 진실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을 중시한다. 즉 이 경우는 형식성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본 연구에서 관찰한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가장 고정적이고 형식적
인 주기도문에서부터, 일정한 패턴을 따라야 하는 대표기도, 그리고 즉흥
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성기도, 나아가 가장 비정형적인 방언기도에 이르기
까지, 즉 정형성이 가장 높은 데에서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 모든 형식상의
스펙트럼이 아울러 나타나고 또한 각각에 높은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는 모
습을 보인다.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양상은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이는 하위장르별로 세세하게 가치규준이 정해져 있고, 상황 및 목적, 형
식, 참여 양상, 기능에 맞는 분화된 “순종”의 방식이 발달한 것으로 볼 때
일관된 틀로 이해가 가능하다. 즉, ‘글말’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주기도문
및 대표기도 경우에는 미리 계획/마련되어 있는 텍스트 내지 패턴을 따르
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신에게 순종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텍스
트와 패턴의 근원은 신에게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입말’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통성기도 및 방언기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극대화되
어 자유롭고 유창하게 발화를 하는 것이 신에게 순종한 결과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만일 내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부끄럽고 어색
하여 잘 하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아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
로 고양된 간절한 마음을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기도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폈듯이, ‘글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
는 기도의 하위장르는 보다 공식적인 맥락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입말’
45) Kuna 사회의 의례 언어 장르를 전체적으로 보면, 추장의 정치적 말하기에서는 ‘전통’
을 ‘지금’에 맞게 재맥락화시키는 연행자의 창조성(creativity)이 중요한 평가규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상 Kuna 사회에서의 ‘종교 언어’ 장르
에 한정하여 본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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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이 강한 기도의 하위장르는 다소 격식성이 떨어지는 맥락에서 중요
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는 하위장르에 따라 각각 적절하게
“순종”하는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르 규범 및 연행 맥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상황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화의
목표임과 동시에 핵심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교회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중심적 문화 주제로
서의 “순종”이 어떻게 교회에서의 이항대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여 부단
히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신에게 능동적
인 행위성을 돌리는 이 같은 “순종”의 태도는 기실 종교 언어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Keane 1997a; Kang 2003).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지와 관련해서는 문화마다 종
교마다 다른 규범이 있을 것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측면도 달리 나타날 것
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행위성에 대한 관념, 도덕적 가치관, 감정적
태도, 언어 사용의 방식이라는 층위에서 본 결과, 나의 행위성을 부인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라는 모습으로 “순종”의 문화적 주제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즉 이
러한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 내에서 이상적ㆍ
규범적으로 장려되는 “순종”의 자세를 구성한다.
한편, 교회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언어 형식 및 사용이 “순종”의 태도
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수동태의 빈번한 사용은
행위의 주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신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을 반영
하고 또한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Kang 2003 참조). 또, 한국어의
존댓말 가운데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극존칭을 하나님에게만 쓰는 언어 규
범은 종교를 일상과 분리하고 하나님을 인간 화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두는 관념과 궤를 같이 하여 이를 재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
다. 더욱이, 방언기도는 내가 아닌 성령의 불가해한 말이 언어 형식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르로서 “순종”이라는 문화적 주제, 언어 사용상의 규
범ㆍ가치관, 장르 형식이 얽히는 분명한 지점이 된다. 앞 장에서 보았듯
방언기도는 침묵기도 다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달성한 기도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한 형식으로 드러난 장르라고 여겨진다.
이때 인간은 대체로 실행자(animator)의 역할을 맡을 뿐 말의 근원
(principal)이나 저자(author)의 역할을 모두 신에게 돌리고 ‘매개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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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자처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방언기도가 고도로 충실한 “순종”이 이
루어지는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순종”이라는 주제는 교회의 여
러 문화적 층위를 관통하는 종교적 가치관의 중심축이 된다고 할 수 있으
며, 언어 형식 및 사용 그리고 그에 개재되는 가치판단은 이러한 중심적
주제를 표현ㆍ실천하게끔 하고 동시에 종교적 세계를 다시금 강화시키는
기능을 주되게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개신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개신
교에 독특하다고 판단되는 신앙 내러티브와 한국의 토착화된 신앙 양태라
고 여겨지는 언어 사용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한국 개신교의 종교적 세계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재강화하는지 볼 것이
다. 그리고 이 또한 “순종”이라는 문화적 주제의 틀로써 일관되게 이해 가
능함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의 행위 규범 및 가치 지
향의 전반에서 “순종”의 방식을 익히는 것이 핵심적인 문화적 지식을 구성
함을 보고자 한다.
우선, 교회의 종교적 내러티브에서 전반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부르짖다”는 곧 “기도하다”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회에서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은 내면의 “뜨거운”
신앙심,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온도’의
높고 낮음이 ‘소리’의 크고 작음으로, 즉 온도에 대한 감각이 청각으로 확
장ㆍ전이되어 소리의 크기가 내면의 상태에 대한 지표(index)가 된다는 은
유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언어에 대한 관념은 다른 사회에
서 이루어진 기독교 언어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볼 때 한국 개신교에서의
독특한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미국 퀘이커교에 대한 연구(Bauman
1974)에서는 침묵이 중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말’은 육신의 것이라
고 하여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침묵’을 통하여서만 내면의 신령한 빛에 도
달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다른 한편, 스웨덴 오순절교회에 대한 연구
(Coleman 1996)에서는 말에 물성을 부여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축복의 말이 몸에 ‘축적’된다고 보고, 단적인 사례로 ‘보디빌더 예수상’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개신교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부르짖음”에 대한 강조는,
한국의 토착화된 신앙 양태로 ‘통성기도’가 강조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통성기도는 1900년대의 초기 부흥운동 특히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서
주되게 역할하고 널리 확산된 기도 양식으로,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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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이덕주 2001[2000]: 109-132 및 본 교회에
서의 인터뷰). “부르짖음”은 실로 다른 하위장르에서보다 ‘통성기도’에서
주요한 특질을 이루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러한 신앙 내러티브와 ‘통성기
도’라는 토착화된 기도 형식은 일관되게 연결되어 한국 개신교의 언어 사
용 유형에서 중요한 특색을 이룬다고 보인다. 또한, 앞에서 살폈듯이 ‘통성
기도’는 교회의 여러 상황ㆍ맥락에 상당 정도 사회화되고 신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단계의 신자가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도 양식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한국 기독교에서 통성기도가 가지는
위상의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곧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해진 “뜨거
운” 마음을 그대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 혹은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한국 교회에서 강조점
을 부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순종”의 방식이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통성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
것은 대부분 ‘합심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합심기도’라고
하면 곧 ‘통성기도’의 뜻이 될 정도로, 통성기도는 “모두 다 함께 한 마음
으로” 하는 양태로 많이 이루어진다. 대개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통성기
도를 할 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제시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
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게 해달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 혹은 특별한 일이 진행되는 시
기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이 많다. 본디 통성기도는 신과의 일대일 대화로서 내
가 옆사람의 기도를 들어서도 안 되고 나도 남이 내 기도를 들을까 신경
쓰면 안 되는 기도라고 말하여진다. 그런 가운데 ‘합심’하여 동시다발적으
로 크게 통성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기도를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인다. 즉 같은 공간
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개개인의 목소리(형식)와 마음(내용)을 모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통성기도는 매우 크고 “뜨겁게” “부르짖는” 공동체 전체
의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ㆍ기도 형식은 Durkheim
(1995[1912]: 217-218)이 말한 ‘집합 흥분’(collective effervescence)을
낳고 참여자로 하여금 전체를 구성하는(혹은 전체에 녹아들어가는) 일부로
서 연대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보기도모임’에서 공동체 전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통성기도’가
많이 행해진다. 교회 신자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의뢰하고, 중보기
- 157 -

도모임에서는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한다. 이후 문제가 해결된 성도는 당연
히 가장 큰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듯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준 것은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공 혹은 ‘하우’(hau) (모스 2002[1925]: 66-67)가 다시금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정확히 누가 그런 기도
를 해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기도는 ‘합심’하여 집단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하여 신자는 교회공동체 전체에
게 “기도의 빚”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
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된다고 보인다.
더욱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한국 교회에서의 종교적 내러티브 전반에
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는데, 목회자 및 신자들의 여러 언설에 따르
면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은 ‘한국 민족’의 ‘분열주의적 성격’에서 찾아진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교회에서는 ‘세상’/‘한국 사회’가 ‘분열’하고 ‘이기적’이
고 ‘시기ㆍ질투ㆍ경쟁’한다고 보는 반면,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ㆍ하나됨’의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공
동체의 조화ㆍ질서에 대한 강조는 한국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다분히 특징
적인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오순절교회의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위계질서’와 ‘평등주의’라는 두 축을 놓고, 과연 오순절
교의 전파 및 개종이 토착 사회의 위계질서를 상징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인
지 아니면 재강화시키는 것인지 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Robbins 2004:
134-136). 즉, 대체로 ‘토착 사회 : 위계 = 기독교 : 평등’의 대비 구도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분열’과 ‘일체’라는 두 축을
설정하는 세계관이 발견된다. 즉, ‘한국 사회 : 분열 = 기독교 : 하나됨’의
대결 구도를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ㆍ정치적 맥락 속에서 개신교 교회의 기능을 살핀
Kim(1990, 1993, 1997)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대체로 질서에의 순응으로
특징지어진다. 전후 상황 속에서 도시에 몰려든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과 친척 연결망 등의 부족을 교회에서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교회는 상호조력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ㆍ감정적 유대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도시 이주
민들에게 교회는 중요한 사회 적응 기제가 되었던 것이다(Kim 1990,
1997: 226-227). 한편, 이미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 중산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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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세속적 지위를 인정해줄 수 있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낼
지표로서 교회를 선택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다분히 중산층
의 안정적인 부ㆍ지위라는 가치를 뒷받침하고 기존의 질서를 긍정하는 모
습을 보인다(Kim 1993, 1997). 이 같이 기독교 신자의 계층을 노동자층과
중산층으로 크게 나누어 교회의 성격을 살펴볼 때, 교회는 대체로 조화와
안정이라는 가치를 인정ㆍ추구함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공동체
와 국가에 대한 복종에 높은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보여 왔다. Kim은 교회
의 급속한 팽창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를 교회의 이 같은 정치적 기능을
토대로 설명한다(Kim 1997). 비록 일부 진보적인 교회 인사들이 군부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기도 하였으나 절대 다수는 기존 질서를 지지
하고 국가의 반공주의에 협력하는 순응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계질서’와 ‘평등주의’라는 에틱(etic)한 두 축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본다면 ‘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관념보다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질서와 권위에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섬기는” 가운데 공동체
의 ‘평화ㆍ하나됨’을 이룩하려고 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분히
한국의 유교 문화의 핵심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Ibid.: 234 참
조). 유교의 충효 사상 중 특히 ‘충’은 나라와 가족을 동일시하고 왕/원수
와 가부장적인 우두머리를 동일시하여,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하
게 행동하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사
상이다(Kim 1996: 218-219). 실로, 이는 교회와 가족을 동일시하고 하나
님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가운데, 자기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행
동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논리와 매우 커다
란 유사성을 가진다.

<사례 V-8> 11월 25일 1부예배 ‘설교’ 中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
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 십자가는 가로 나무와
세로 나무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로 나무나 세로 나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
적인 관계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뮬레이션과 같습
니다. 길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이
웃과의 관계를 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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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의 실천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
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리는 그
뜻을 따라 가는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강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 신
앙이 깊게 자리잡을 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강해집니다. 성
도가 강해지면 교회가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위의 설교 사례는 “순종”과 ‘하나됨ㆍ공동체성’을 연결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명하게 정리해준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
종과 결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
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세로
축ㆍ가로축의 형상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여겨
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에서의 종교적 내러티브를 따라가면, 하나님에
게 “순종”하듯 이웃을 대함으로써,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 또 교회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강해지면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고,
성도들이 강해지면 다시 교회가 강해질 수 있다. 목사는 이를 “‘은혜’의 선
순환” 즉 하나님의 뜻ㆍ능력이 재강화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그림 V-2> ‘하나됨’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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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됨’의
논리의 시작은 우선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주님이 나
를 사랑하시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처럼(1), 나도 주님
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순종”하
는 핵심적인 길이라고 여겨진다(2). 그리고 한 발 나아가서 이러한 “순종”
을 교회와 이웃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3). 그러한 가운데 비로
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룩할 수 있다. 즉, 교회가 ‘하나’되는 것
은 내가 주님의 마음(원형, 1)을 닮아 주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수직적 모
방, 2)과 동떨어지지 않은 일관된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으로, 내가 바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수평적으
로 확장/전이된 모방, 3)에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관련하여, Mauss의 ‘희사’(喜捨) 개념(모스 2002[1925]: 86-88)이 연
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희사 개념에는 내가 신에게 바칠 제물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도 신이 질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포함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웃에 대한 희사는 신에 대한 봉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도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어 매순간 신과
의 교류가 달성되는 것이다. 한편, 증여론은 ‘전체적인 급부체계’(total
presentation)로서 ‘선물교환’을 살피고자 하는 기획으로, 사물을 매개로
한 전인격적인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이 재형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이 같은 총체적인 관점에 따라 본고에서의 종교적 의사소통을 바
라보면 이는 곧 ‘말’을 매개로 한 신과 인간의 전인격적 상호작용으로서,
종교적 세계의 재형성ㆍ재강화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과정에 종교적 언어
사용을 위치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듯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언어 사용을 바라볼 때, 통성기도
에서 나타나는 ‘부르짖음’과 ‘합심’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적 특성을 이루는
요소일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가치관 즉
“순종”을 통한 ‘하나됨’이 언어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발현된 양식으로 이
해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통성기도’ 자체가 한국의 토착화된 신앙 양태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통성기도를
‘공동체적 탄원기도’라고 정의한 신학계 연구에 따르면 통성기도는 신 앞
에 탄원하고 “부르짖는” 성격을 지님과 더불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
서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부터 구국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
었다(김명실 2010). 이 연구는 통성기도가 한국 개신교를 부흥시키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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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 ‘영성’의 핵심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 교회에서도 일
반적으로 발견되는 인식이다. 곧, 내부자적으로 통성기도는 한국 개신교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여겨지고 또한 한국 개신교의 주된 동력이 된다고 믿어
지는, 주요한 한국 토착적 언어 사용 양식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세계”에서 어떠한 종교적 가치관을 강조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의 언어에 대한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교회의 전 영역에 작용하는 문화적 주제로는 “순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행위성에 대한 관점, 바람직한 도덕적ㆍ감정적 태도
및 언어 사용, 그리고 각 말장르의 연행 규준을 평가하는 데 일관되게 적
용되는 것으로, ‘교회’와 ‘세상’과의 이분법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되는 가치이다. 교회에서의 언어에 대한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말하자
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
는 일반적 지향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 기독교에서는 특히 ‘부르짖음’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측면들은 한국의 토착화된 기독
교 신앙 양태로 여겨지는 ‘통성기도’의 주된 특질로서 여겨진다. 곧, 통성
기도는 한국 개신교의 주요한 신앙 내용과 형식 간의 체계적인 연관이 잘
드러나는 장이 된다고 보인다. “다 함께 합심해서 소리내어 통성기도 하시
겠습니다”라는 말에 따라 ‘통성기도’를 연행ㆍ이해하는 데에는 한국 개신
교의 두 가지 주요한 “순종”의 표현 방식인 ‘부르짖음’과 ‘합심’을 적절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통성기도가 예배 맥락 및 말장르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사용 및 해석 규범을 아는 것은, “순종”의 가치관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한국 교회에서 유능한 성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언어적ㆍ문화적 지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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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유형을 의사소통
의 민족지학의 관점에서 기술ㆍ분석하고 종교적 세계에서 언어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 시도이다. 종
교 언어는 명제적ㆍ지시적 기능을 넘어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 두드러지는
장(場)으로, 언어 사용 및 해석의 틀을 파악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한 영역을 이루는 교회의
언어 사용의 형식적 패턴 및 그 기저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총
체적인 관점에서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신자가 가장 최초로 접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자 가장 우선적인 중요성
이 부여되는 의례(특히 대예배) 및 주요 말장르에서의 운용 문법을 기술ㆍ
분석하였고, 교회의 중심적 문화 주제인 ‘순종’과의 관련 속에서 언어에 대
한 가치관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신앙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이면서 한국 개신교의 특성을 이루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제기한
1) 대예배의 구조 및 사용, 2) 주요 말장르의 구조 및 사용, 3) 교회에서의
가치관과 언어 사용 간의 관계라는 연구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대예배는 매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예배 중 가장 높은 중요
도를 부여받는 예배로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전적인 면에
서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이는 예배이다. 대예배의 구조를 이루는 말사례
로서 본 교회에서 나타난 24단계는 크게 ‘부르심-세우심-보내심’의 틀로
묶일 수 있고, 예배의 핵심적인 순서로는 ‘예배로의 부름,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 파송’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성한 예배의 기본
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부르심 (예배로의 부름 - 찬송 대표기도) - 세우심 (성경 봉독 - 설교 - 마무리기도 - 봉헌 - 봉헌기도)
- 보내심 (파송). 한편, 예배를 관통하며 나타나는 “아멘”은 세 가지 기능
을 가지는데, 말사례의 종결 표지, 대화 인접쌍 구조, 청자반응신호가 그것
이다. 이러한 “아멘”의 서로 다른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ㆍ이해하는 것은
예배 및 말장르 전반에 대한 이해 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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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능력의 주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
2)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등장하는 주요 말장르로는 ‘말씀’, ‘기도’, ‘찬
양’이 발견되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화자가 되는 ‘(설교)말씀’은 구조적
특징상 “아멘” 인접쌍 구조, 병렬 및 대조의 기법이 두드러졌고 목사에 의
한 역동적인 대화참여 구조가 나타났으며, 사용상의 특징으로는 ‘참여자’
요인에 따라 대화참여 구조의 현실유사성 및 설교의 격식성이 조절되는 모
습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청자가 되는 ‘기도’는 5개의 범주로 구
분되는데, 이에 작용하는 대조의 차원은 ‘소리의 유무’, ‘글말/입말-계획성
유무’, ‘작성권의 유무’이다. 5개의 범주는 형식성이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것으로 정렬되었을 때, 사회화의 정도가 점차 진척되고 “깊어지는” 스펙트
럼과 궤를 같이 한다. ‘글말’의 성격이 강한 I,II 범주(주기도문,대표기도)는
구조적 특징상 종결 표지 및 청자반응신호로서의 “아멘”, 문어체적 표현,
병렬, 은유의 사용이 두드러졌고, ‘입말’의 성격이 강한 III,IV 범주(통성기
도,방언기도)는 구조적 특징상 “뜨겁고” 유창한 화조, 돈호법, 반복의 사용
이 두드러졌다. V 범주는 침묵기도로서 형식적 특성을 논할 수 없을 것이
다. 기도의 사용상 특징은 II 범주(대표기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참
여자’ 요인에 따라 형식적 패턴/종결어미의 사용 및 기도주체/간구대상 범
위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멜로디가 붙은 기도로서의 ‘찬양’은 ‘참
여자’ 요인이 찬양의 분류, 구조적 특성 및 사용상의 특성에 모두 강력하
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찬양은 예배의 실질적 말사례를 이룰
뿐 아니라 형식적인 연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감정을 고조ㆍ고양시키
는 기능을 가지며, 구체적인 소집단의 구체적인 유대감의 형성 과정에서
역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모든 말장르는 ‘인간 중심’이 아닌 ‘신 중심’
의 연행이라고 해석될 때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볼 때,
말장르의 형식적 특징 및 사용상 패턴을 알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더하
여, 교회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언어에 대한 가치관을 알고 그를 바탕으로
연행을 적절히 이해ㆍ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서의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교회의 전 영역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문화적 주제로는 “순종”을 들
수 있다. 즉 교회에서의 적절한 행위성에 대한 관념, 도덕적 가치관, 감정
적 태도와 함께 언어에 대한 가치관 또한 “순종”의 개념으로 일관되게 바
라볼 수 있다. 이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하는 것”으로서 “은혜
받는” 말하기의 방식은, 고정된 패턴을 잘 따르는 것에서부터 즉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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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하는 것까지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추구된다. 곧, 구체적
예배 맥락ㆍ(하위)장르에 따라 세분화된 “순종”의 방식을 아는 것은 중요
한 문화적 지식을 이룬다. 한편,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 내러티브상 “부르
짖음”과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주되게 이루어진다고 보인다. 이는 각각
‘수직적인 순종’의 방식과 ‘수평적으로 확장/전이된 순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성들은 한국의 토착화된 신앙 양태라고 여겨지는 ‘통성기도’
의 주요한 특질로 나타나는 것으로, 통성기도는 신앙 내용 및 형식 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하여 ‘한국 개신교’의 특성이 재강화되는 주된 장으로
서 기능한다. 즉 “순종”의 가치관을 토대로, 통성기도가 전체 예배 맥락
및 말장르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어떠한 사용ㆍ해석 규범을
가지는 양식인지 그 전체적인 틀을 아는 것은, 교회에 “깊이” 사회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이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고는 한국 교회에서의 종교적 언어 사용
을 보다 일반적ㆍ보편적인 종교 언어의 특성과의 비교ㆍ대조 속에서 이해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Du Bois(1986: 317-320, 본고의 각주 4번
참조)가 제시한 종교ㆍ의례 언어의 통문화적인 형식적 특성들이 본 연구에
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대체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특성들이 발견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에틱(etic)한 특성들의 분포를 표로 정리해보면, 이들은 일괄적ㆍ등
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 및 하위장르에 따라 편재되어 나타난
다. 특히, Keane(1997a: 52-53)에 의해서 Du Bois의 목록은 텍스트적 자
질(textual features)과 연행적 자질(performance features)로 나누어졌는
데,46) 이는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요한 의미차원으로 상정하였던 ‘글말/
입말-계획성 여부’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즉, 말장르가
‘글말/계획성’의 성격이 강한 장르인지 ‘입말/즉흥성’의 성격이 강한 장르인
지에 따라 대별되어, 전자에서는 ‘텍스트적 자질’이 두드러지고 후자에서는
‘연행적 자질’이 두드러진다.
46) - 텍스트적 자질: 의례 상황변이어, 고어적인 요소, 차용적인 요소, 완곡어법과 은유,
의미의 불명료성, 의미적-문법적인 병렬.
- 연행적 자질: 유표적 음성 자질, 유창성, 억양의 제약, 통체적 지식, 개인 의지의 부
인, 전환사 회피, 조상 모델, 매개된 언어.
Keane은 이 같은 구분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텍
스트의 문법적 형식이 강조되는지 아니면 텍스트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발
화할 때의 준언어적 자질이나 해석 규범이 강조되는지에 따른 구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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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 장르에 따른 형식적 특성의 분포
장르의
성격

설교

주기도문

대표기도

글말/계획성

ㆍ

통성기도

방언기도

입말/즉흥성

의례 상황변이어,
고어적인 요소,
은유,
의미적-문법적 병렬

텍스트적
자질

연행적
자질

기도

통체적 지식

반복

ㆍ

의미의
불명료성

유표적 음성 자질,
유창성,
억양의 제약,
개인 의지의 부인

매개된 언어

우선, Du Bois에 의해 제시된 의례 언어의 형식적 특성 가운데 ‘차용적
요소, 완곡어법, 전환사 회피, 조상 모델’은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잘 나타
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차용적 요소’보다는 우리말의 고어투나 한자어(‘고
어적 요소’)를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고, ‘완곡어법’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설교의 격식성을
조절하는 기반이 되는 대화참여 구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조상 모델’ 즉 어떠한 언어 형식의 기원ㆍ정당성을 조상/전통에서 찾는 모
습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 주요 말장르 중 하나인
‘찬양’은 생략되었는데, 이 같이 형식성을 비교하는 스펙트럼상에 포함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찬
양’에도 교회에서의 특수한 ‘상황변이어’가 다수 등장하고, 한 곡의 전체로
서 불리어지기 때문에 ‘통체적 지식’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르 범주별로 살펴보면, 글말의 장르 가운데 우선 ‘주기도
문’은 다른 범주들에 비해 ‘통체적 지식’을 이루는 특성이 있다. 유치부예
배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등 이 장르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생략되면 안 되는 전체로서의 지식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대표기도’와 ‘설교’의 경우를 보면, 텍스트 특성의 면에서 가장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상황변이어, 고어적 요소, 은유, 의미적-문
법적 병렬’ 등 흔히 교회에서의 독특한 종교적 어휘ㆍ표현 내지 담화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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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때 언급되는 특성들이 이들 두 장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는 위의 범주들에 비하여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텍스트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저발달되어 있다. ‘반복’은
입말의 성격을 띠는 두 장르 모두에서 물론 잘 드러나는 것이지만 기본적
으로 ‘통성기도’의 주요한 특성을 이룬다. ‘방언기도’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의 불명료성’이 본질적인 특성을 이룬다. 한편, 이
들 두 입말 장르에서는 연행적 특성이 크게 발달되어 나타난다. ‘유표적
음성 자질, 유창성, 억양의 제약’ 등 준언어적 자질의 면에서 특유의 “뜨거
운” 화조를 보인다. ‘개인 의지의 부인’은 기본적으로 방언기도의 특성이나
통성기도에서도 다분히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 장르 모두에서 ‘개인 의지
의 부인’은 ‘유창성’을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여겨진다.
한편, ‘매개된 언어’라는 연행적 자질은 교회에서의 모든 말장르를 관통
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말 역할을 세분하여, 이를 단일한 화자/
청자에게 일괄 부여하기보다 인간 행위자와 초월적 행위자에게 각기 분산
시키고 이를 통하여 언어가 여러 행위자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
다. 예컨대 하나님은 설교에서 궁극적인 화자로, 주기도문에서 저자로, 방
언기도에서 근원이자 저자로 참여한다. 말의 근원과 실행자가 다른 경우의
‘매개’하는 사람의 역할, 예를 들어 설교하는 목사, 대표기도자, 방언기도
하는 사람 등에게는 많은 권위가 부여된다. 심지어 가장 평이한 대화 구조
를 보이는 통성기도에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어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기
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어느 정도 ‘매개성’이 나타난다. 곧 교회
에서의 종교적 말장르는 말 역할을 여러 참여자들에게 분산시켜 언어가 매
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더불어 그러한 매개적 역할에 있는 행위자
(종교 교리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예수)를 강조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 교회의 언어 사용에서도 보편적인 종교 언어의 특
성으로 말하여지는 텍스트적ㆍ연행적 자질이 상당수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들은 종교적 연행의 틀을 지시(key)할 수 있는 메
타의사소통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위의 표에서
와 같이 형식적 특성들이 편중되어 나타남으로써, 이것이 단지 ‘종교적 연
행 상황’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 보다 세분화된 맥락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위)장르의 연행이 이루어지는지가 형식
적 특성만으로 대체로 지시될 수 있다. 또 한편 하위장르들은 예배의 격식
성ㆍ공식성에 따라 달리 분포하므로, 이러한 특성들은 한 발 나아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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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배 맥락 및 성격 또한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정교한 언어 사용의 규칙체계를 발달시키고 이를 종교적 영역
전반과 긴밀히 관련시킴으로써, 고도로 체계적ㆍ유기적인 문화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교회에서 ‘언어를 통해 사회
화되고

동시에

language

and

언어에

대해

socialization

사회화되는
to

것’

language)

(socialization

through

(‘언어사회화’(language

socialization)) (Schieffelin & Ochs 1986: 163)은 신자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론에서 살폈듯 Du Bois는 통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위의 형식적
특성을 토대로 의례 언어의 4가지 기본 원리(1986: 322)를 제안하였다:
일상 언어와의 사회적 상보성, 가능한 표현 범위의 제약, 음성/문법/의미
차원의 병렬, 매개성. 그런데 교회의 말장르 전반에 걸쳐 ‘매개된 언어’의
형식적 특성이 나타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교회에서는 4가지
원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매개성’(mediation)의 원리가 주
되게 작동한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상술하였듯이, 곧 화자 및 청자의 말
역할을 세세하게 분화시키고 여러 참여자에게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
하여 종교적 의사소통에서 초월적 존재가 능동적 참여자로 역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듯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로 초
월적 존재에게 근원(principal), 저자(author)의 역할이 돌아갈수록 종교적
신성함이 높고, 인간 행위자가 실행자(animator)ㆍ매개자의 역할을 맡고
“순종”할수록 종교적으로 바람직하며 마땅히 추구되어야 하는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이처럼 신에게 행위성을 돌리는 것은 종교 언어에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양상일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에 더하여 “순
종”의 자세가 도덕적으로 겸손한 것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라고 본다는 점에서 문화특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순종”이 수직적
으로 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교회와 이웃에게도
확장/전이되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종교 언어는 그 자체로 ‘신’이 인식되고 경험되는 장으로, 인간 내
면의 개인적 신념과 종교공동체의 공유되는 규범체계가 부단히 상호참조ㆍ
중재되는 장이다. 이 같은 규범체계는 내면의 신념이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통로이자 방식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말
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내면의 신념을 구성하고 공표하고 다시금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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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기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지향적이고 수행적인 측면을 강하
게 보인다. 더욱이 이렇듯 온전히 언어적ㆍ인지적인 지식체계로서 확립되
고 이해되는 종교적 세계와 존재들은, 그것 위에 세워진 혹은 그것 자체로
서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실재적으로 경험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초월적인 종교적 세계는 현실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매순간 되살아나고 재강화되는 영역으로서, 인간의 삶과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고도로 발달한 또 다른 삶의 영역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규범 및 가치관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되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여 본다. 비교문화적인
견지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하나는 기독교에 관한
인류학 연구(anthropology of Christianity)의 일환으로서 한국 기독교(특
히 개신교)의 특수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언어문화
(linguaculture)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종교적 하위문화 및 상
황변이어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서의 과제를 먼저 짚어보자면, 본 연구는
한국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경험적인 첫 연구로서 전반적이고 기초
적인 기술ㆍ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예배/집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보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이며 일
상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양상까지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면 한국 개신교
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주로 발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다른
사회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에 관한 언어인류학 연구 중에는 성경 텍스트에
대한 접근법 및 성경을 통한 문화적 재생산의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도 볼
수 있다(Cannell 2006b; Engelke 2004; Bielo 2011). 이 같이, 한국 기
독교 사례에서도 일상의 글과 다른 높은 종교적 권위 및 가치를 지니는 성
경에 대하여 어떠한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 행해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통한/글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
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라는 종교적 세계에서 언어가 어떠한 기능ㆍ역할
을 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종교적 상황변이어의 한 가지 커다란 부분으로
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의 언어 사용 유형을 민족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일상과 다른 종교 상황에서 발달한 독특한 언어 사용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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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의 주요한 종교인
불교, 천주교, 그리고 이처럼 제도화된 종교뿐만 아니라 토속적인 민간신
앙의 영역(일례로 경남 통영 사량도의 의례어 및 토착적 축원(祝願)으로서
의 ‘일컹수’ 연행에 관한 민족지적 보고로, 왕한석 2012: 200-212)에서
과연 어떠한 종교 언어의 사용 유형 및 가치관이 나타나는지 총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주요한 하위문화로
서 종교적 상황변이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때, 궁극적으로 한국의 종교
언어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170 -

참고문헌
1. 논저
강현석
2012 “기독교와 불교 기도문의 사회언어학적 비교 연구: 문형, 화행과
청자 경어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0(2): 1-31.
김광년
2010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 창조적 모형만들기: 봉천감리교회를 중심
으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실
2010 “공동체적 탄원기도로서의 통성기도: 통성기도의 정체성의 정립과
그 신학과 실천의 나아갈 방향 모색”, 『신학과 실천』 24(1):
299-335.
모스, 마르셀 (Mauss, Marcel)
2002[1925] 『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Mauss, Marcel, 1925,

Essai sur le don.)
본빌레인, 낸시 (Bonvillain, Nancy)
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역, 한국문
화사.

(Bonvillain,

Nancy,

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 Meaning of Messages, 4th edition,
Prentice Hall.)
사빌-트로이케, 뮤리엘 (Saville-Troike, Muriel)
2009[2003]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왕한석ㆍ백경
숙ㆍ이진성ㆍ김혜숙 역, 한국문화사. (Saville-Troike, Muriel,
2003,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3rd edi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왕한석
1992

“한국

친족호칭체계의

의미기술”,

『한국문화인류학』

24:

139-193.
1996 “언어ㆍ사회ㆍ문화: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3-50.

- 171 -

2010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 한국 학계에의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18(2): 61-78.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 경상남북도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유명복
2012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방언”, 『기독교교육정보』 33: 259-281.
유원지
2010 “보수적 개신교회와 열린예배: 참회적 경건과 축제적 경건의 공
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덕주
2001[2000]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전창희
2010 “설교학에서 ‘이야기’의 등장과 발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
천』 23: 161-192.
2012 “예배에서의 ‘회중의 참여’에 대한 인식변화: 설교와 성만찬 비교
연구”, 『신학과 실천』 32: 171-198.
조기연
2011 “예전과 음악의 관계성에 관한 한 연구”, 『신학과 실천』 26(1):
59-82.
Ahearn, Laura M.
2001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109-137.
Austin, John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akhtin, Mikhail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Bateson, Gregory
1972[1956]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ew York: Ballantine.
Bauman, Richard
1974 "Speaking in the Light: The Role of the Quaker Minister", in
- 172 -

Richard

Bauman

and

Joel

Sherzer

(eds.),

1989[1974],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4-160.
1975 "Verbal Art as Performance", American Anthropologist 77(2):
290-311.
1977 Verbal Art as Performance,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Bauman, Richard, and Joel Sherzer
1975

"The

Ethnography

of

Speaking",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 95-119.
Bielo, James S.
2011 "'How Much of this is Promise?': God as Sincere Speaker in
Evangelical Bible Reading", Anthropological Quarterly 84(3):
631-654.
Bock, Philip K.
1974[1969] Modern Cultur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2nd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Cannell, Fenella
2006a "Introduction: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ity", in Fenella
Cannell (ed.),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1-50.
2006b "Reading as Gift and Writing as Theft", in Fenella Cannell
(ed.),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134-162.
Coleman, Simon
1996

"Words

as

Objectification

Things:
of

Language,

Protestant

Aesthetics

Evangelicalism",

and

the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1): 107-128.
Comaroff, Jean, and John Comaroff
1991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Christianity, Colonialism and

Consciousness in South Africa,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u Bois, John W.
- 173 -

1986 "Self-Evidence and Ritual Speech", in Wallace Chafe and
Johanna Nichols (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pp. 313-336.
Durkheim, Emile
1995[1912]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Karen E. Fields, New York: The Free Press.
Engelke, Matthew
2004 "Text and Performance in an African Church: The Book,
'Live and Direct'", American Ethnologist 31(1): 76-91.
Foley, William A.
1997 Anthropolog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Frake, Charles O.
1961 "The Diagnosis of Disease among the Subanun of Mindanao",
reprinted in Dell Hymes (ed.), 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pp. 193-211.
1964 "A Structural Description of Subanun 'Religious Behavior'", in
Stephen

A.

Tyler

(ed.),

1969,

Cognitive Anthropology:

Reading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470-487.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Colophon.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oodenough, Ward H.
1967 "Componential Analysis", in James P. Spradley (ed.), Culture

and Cognition: Rules, Maps, and Plans, San Francisco:
Chandler, pp. 327-343.
Gossen, Gary H.
1974 "To Speak with a Heated Heart:: Chamula Canons of Style
and

Good

Sherzer

Performance",
(eds.),

Ethnography

of

in

Richard

1989[1974],

Speaking,
- 174 -

2nd

Bauman

Explorations
edition,

and

Joel

in

th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89-413.
Harkness, Nicholas
2010 "Words in Motion and the Semiotics of the Unseen in Two
Korean

Churches",

Language

&

Communication

30(2):

139-158.
2011 "Culture and Interdiscursivity in Korean Fricative Voice

Journal

Gestures",

of

Linguistic

Anthropology

21(1):

99-123.
Hymes, Dell
1962 "The Ethnography of Speaking", reprinted in Joshua A.
Fishman

(ed.),

1968,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Mouton Publishers, pp. 99-138.
1971 "On Communicative Competence", reprinted in John B. Pride
and

Janet

Holmes

(eds.),

1976,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pp. 269-293.
1972 "Models of the 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Life", in
John J. Gumperz and Dell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35-71.
1996

"Ethnopoetics

and

African-American

Sociolinguistics:
Children",

Three

Ethnography,

Stories

by

Linguistics,

Narrative Inequal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Voice,
London: Taylor & Francis, pp. 165-183.
2004[1981] "In Vain I Tried to Tell You": Essays in Native

American Ethnopoetics, 2nd edi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Irvine, Judith T.
1982

"The

Creation

of

Identity

in

Spirit

Mediumship

and

Possession", in David Parkin (ed.), Semantic Anthropology
(ASA Monograph, Vol. 22), London: Academic Press, pp.
241-260.
Jakobson, Roman
1960 "Clos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 175 -

Sebeok (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pp. 350-377.
1971[1957]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Word and Language (Selected Writings, Vol. 2), The Hague:
Mouton, pp. 130-147.
Kang, Yoonhee
2003 "The Desire to be Desired: Magic Spells, Agency, and the
Politics

of

Desire

among

the

Petalangan

People

in

Indonesia", Language & Communication 23(2): 153-167.
2007

"Unintelligibility

and

Imaginative

Interpretation

in

a

Petalangan Healing Ritual", TEXT & TALK 27(4): 409-433.
Keane, Webb
1997a "Religious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6:
47-71.
1997b "From Fetishism to Sincerity: On Agency, the Speaking
Subject, and Their Historicity in the Context of Religious
Convers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9(4): 674-693.
2002

"Sincerity,

'Modernity,'

and

the

Protestants",

Cultural

Anthropology 17(1): 65-92.
Kim, Kwang-Ok
1990 "Religion: Experience or Belief System?: A Korean Case", in
Sang-Bok

Han

and

Kwang-Ok

Kim

(eds.),

Traditional

Cultures of the Pacific Societies: Continuity and Chang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237-261.
1993 "The Religious Life of the Urban Middle Class", Korea

Journal 33(4): 5-33.
1996 "The Reproduction of Confucian Culture in Contemporary
Korea: An Anthropological Study", in Wei-Ming Tu (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02-227.
- 176 -

1997

"Ritual

Forms

and

Religious

Experiences:

Protestant

Christians in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Context", in
Lewis R. Lancaster and Richard K. Payne (eds.), Religion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Korea

Research

Monograph, Vol. 24), Berkeley, C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p. 215-248.
Ochs, Elinor
1979 "Planned and Unplanned Discourse", in Talmy Givon (ed.),

Discourse and Syntax (Syntax and Semantics, Vol. 12), New
York: Academic Press, pp. 51-80.
Opler, Morris E.
1945 "Themes as Dynamic Forces in Cul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1(3): 198-206.
1968 "The Themal Approach in Cultural Anthropology and Its
Application to North Indian Data",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4(3): 215-227.
Robbins, Joel
2001 "God Is Nothing but Talk: Modernity, Language, and Prayer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American Anthropologist
103(4): 901-912.
2003 "What is a Christian? Notes toward an Anthropology of
Christianity", Religion 33(3): 191-199.
2004

"The

Globalization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Christianit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3: 117-143.
2007 "You Can't Talk Behind the Holy Spirit's Back", in Miki
Makihara and Bambi b. Schieffelin (eds.), Consequences of

Contact:

Language

Ideologies

and

Sociocultural

Transformations in Pacific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5-139.
Schegloff, Emmanuel, and Harvey Sacks
1973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8: 289-327.
Schieffelin, Bambi B. and Elinor Ochs
1986 "Language Socializ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
- 177 -

163-191.
Searle, John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erzer, Joel
1974 "Namakke, Sunmakke, Kormakke: Three Types of Cuna
Speech",

in

Richard

Bauman

and

Joel

Sherzer

(eds.),

1989[1974],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63-282.
1990 Verbal Arts in San Blas: Kuna Culture through its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1983] Kuna Ways of Speaking: An Ethnographic Perspective,
Tucson, Arizona: Hats Off Books.
Silver, Shirley and Wick R. Miller
1997 American Indian Languages: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Silverstein, Michael
1976 "Shifters, Linguistic Categories, and Cultural Description", in
Keith H. Basso and Henry A. Selby (eds.), Meaning in

Anthropolog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pp. 11-56.
Wallace, Anthony F. C. and John Atkins
1960 "The Meaning of Kinship Terms", in Stephen A. Tyler (ed.),
1969, Cognitive Anthropology: Reading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345-369.
Woolard, Kathryn A.
1992 "Language Ideology: Issues and Approaches", Pragmatics
2(3): 235-251.
Yngve, Victor H.
1970 "On Getting a Word in Edgewise", in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567-578.
- 178 -

Society,

Zaretsky, Irving I.
1972

"The

Language

of

Spiritualist

Churches:

A

Study

in

Cogni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James P. Spradley
(ed.), Culture and Cognition: Rules, Maps, and Plans, San
Francisco: Chandler, pp. 355-396.

2.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13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의 종교 현황』.
(http://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fo/info02.html?b
oardId=NBRD-1000942)
통계청, 2005, “2005년 인구총조사 - 성/연령/종교별 인구”.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Lampman, J., 2007(March 7), "How Korea Embraced Christianity",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http://www.csmonitor.com/2007/0307/p14s01-lire.html)

- 179 -

<Abstract>

"Obey God's Words":
Patterns and Values of Speaking in Korean Protestant Church
Bae, Yeon-ju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analyze what people
should know in order to communicate appropriately in a religious
setting, especially in Korean Protestant church. This work attempts
to investigate general linguistic and cultural norms of a church from
the analytical and methodological view point of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Th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1) the structure of
a service, 2) the features of main speech genres, and 3)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themes and speech values in a church.
The results of each question are as following:
1) The most important and ritualized form of a service is found in
the main Sunday service (am 11:00 on every Sunday). Among
several contextual factors, "participants" and "genres" are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in defining each stage. Total of 24 distinctive
stages are distinguished from the church studied, and they can be
organized as three upper stages, which are "calling," "establishing,"
and "sending." The prototype of a service can be understood
systematically with this basic structure: "calling (invocation - hymn
- representative prayer) - establishing (scripture reading - sermon
-

closing

prayer

-

offering

-

offering

prayer)

-

sending

(benediction)." In addition to the knowledge of the structure, the
knowledge of the cultural rules of using "Amen" throughout a
service is also an essential par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ere are three functions of "Amen"; as closing markers, adj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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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s, and back channel cues. They function variously according to
phases within the frame of a service. A sociolinguistically competent
member of a church should know which stage he is at and when he
can say "Amen."
2) From the emic point of view, "malsum" (sermon), "gido"
(prayer), and "chanyang" (worship) are discovered as main speech
genres. This study examines formal and performance features of
each genre by applying analytical frameworks of ethnopoetics, and
also explores cultural criteria of performances of each genre.
Sermon is defined as a message of which ultimate speaker is God.
This genre is characterized as parallelism, especially as triplet and
contrast, and dynamic use of shifters and footwork by a pastor are
prominent. As the character of the "participants," especially as "age"
factor, of a congregation is narrowly defined and clarified, the
participation framework of a sermon is likely to concur with the
actual relationship, hence decreasing formality.
Prayer is defined as "a conversation with God," of which ultimate
listener is God. In the setting of formal gatherings in a church,
there are eleven subgenres of prayer. From the view point of
componential analysis, these subgenres can be differentiated by
three dimensions and analyzed in five distinctive categories. As
these categories can be arranged linearly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in a level of formality, this spectrum can also be understood
as a "deepening" course of a socialization. Among five categories of
prayer,

the

first

and

second

categories

(Lord's

prayer

and

representative prayer) are characterized as planned discourse and
parallelism. The third and fourth categories (group prayer and
glossolalia prayer) are characterized as unplanned discourse and
verbatim repetition. The fifth category includes silence prayer.
Prayer is chiefly made in the highest forms of honorific levels in
Korean,

but

as

the

"age"

factor

of

the

"participants"

of

a

congregation is lowered, the rank of speech levels is accordingly
descended.
Worship is a genre defined as "a prayer made of a hymn," s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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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understood as a particular subtype of a prayer with its
channel being a song. Within this genre, the "age" factor of the
"participants" is crucially important so that it functions not only in
determination of social variation as in other genres, but also in
classification

of

subgenres

and

in

definition

of

each

formal

characteristic of music scores, lyrics and instruments.
There is a general tendency to highly evaluate "the pursuit of
God" than "the pursuit of Human" in using and understanding a
linguistic form.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acquire the proper
cultural norms of performing and interpreting each speech genre in
order to communicate appropriately in a church.
3) It is found that "sunjong" (obedi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themes in a church. This theme is realized in
several different cultural levels, such as the level of conception of
agency, moral behaviors, emotional attitudes, and language uses and
speech values. In other words, it is valued when one attributes
agency to God, behaves in a humble way while not exhibiting his
own glory, expresses gratefulness and happiness out of faith in
God, and makes the Holy Spirit speak through his own voice (or at
least speaks with the mind of the Holy Spirit). Moreover, this study
examines how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i.e., general cultural
themes

found

in

Korean

church,

Korean

cultural

ideology

represented by communalism, and a mode of prayer understood as a
localized form ("tongsunggido" (group prayer)), coordinate altogether
to create Korean-specific Christianity as well as reinforcing it.
After all, this study explores linguistic and cognitive world of
Korean Christianity where transcendence and situatedness encounter
and recreate religious meanings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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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논문은 저를 받아주시고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주신 봉천감리교회 분들
이 아니었다면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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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때부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질책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저의 지도교수님
왕한석 선생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제게 가장 필요한 충고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조그만
발전에도 함께 기뻐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제가 평생
본받아야 할 넓고 깊은 세계를 몸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지도대로
차근차근 토대를 쌓아가며 성실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격려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의 논문을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강윤희 선생님, 최진숙 선생
님께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
신 덕분에 힘을 내어 이다음 산들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주신
선생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추스르기를 여러 번, 아직 부족
한 점이 많지만 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리라는 기대를 놓지 않아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먼 훗날 선생님들처럼 저의 세계를 갖춘 사람이 되어 제가
받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학 전반에 걸쳐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학과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
립니다. 학부 때부터 개론과 학사를 가르쳐주시고, 대학원에서 경제인류학 과목으
로 전(全)인격적 상호작용과 사회연결망 구성 전반에 대한 눈을 틔워주신 오명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이론사 수업으로 인류학 이론의 전체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학부 수업을 통해 젠더인류학적 관점을 일깨워주신 권
숙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치적ㆍ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상징체계로서 사회문
화 현상을 바라보도록 해주신 김광억 선생님, 현상에 작용하는 사회적 배경에 관
심을 갖도록 해주신 황익주 선생님,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종으로서의 인간 보편성
에 관심 갖게 해주신 박순영 선생님, 인간 내면의 양가적인 심리적 동기에 주목하
게 해주신 정향진 선생님, 그리고 인류학적 지평을 넓혀주시는 전경수 선생님, 강
정원 선생님, 이현정 선생님, 권헌익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후배를 감싸안는 마음으로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조언해주시는
언어인류학 선생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방향을 못 잡고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인내심으로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신 안준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조숙정 선배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모
임의 활력이 되어주시는 김선희 선배님,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주시는 김우진 선배
님,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는 강나영 선배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배
님들께서 말로 전해주시는 조언들도 커다란 힘이 되었지만 글을 통해서 전해주시
는 가르침도 커다란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받아야 할 구체적인 길과 방향
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재학 기간이 겹치기도 하여 더욱 가까이에서 많
은 가르침을 주었던 박종현, 변혜원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헤매고 있을 때
저의 상태를 적확하게 짚어주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산파법으로
독려해주신 종현 오빠에게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또한 경험
에서 우러나오는 귀중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고 제가 좀 더 나아지도록 이끌
어주신 혜원 언니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김성인 언니, 권가람 언니, 조강제 오빠, 이혜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영문 초록을 읽고 꼼꼼하게 조언을 해준 강제 오빠에게 감사합니다.
대학원의 많은 선배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믹한 관점을 잃지 않도
록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대승 선배님, “네 인생 최악의 글을 쓰면 거기서 꽃이
필 것이다”라는 명언으로 힘을 주신 정헌목 선배님, 대학원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초록을 읽고 격려해주신 김용진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격
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까이에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부 시절부터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
고 많은 것을 알려주었던 박형진, 강지연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고민
에 휩싸여 있을 때 저에게 꼭 필요했던 충고를 해주시고 또 제가 조급해할 때 기
초를 단단히 다지고 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형진 오빠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
시며 늘 머리 쓰다듬어주셨던 지연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앞길을 비춰주시는 여러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저도 용기 내어 대학원 과정들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을 거치면서 얻은 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입학했을 때
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애하는 벗 이명지에게 감
사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수많은 시
간 동안 우리가 또 어떻게 서로 부딪히면서 각자의 날을 단련시켜줄지 그려보는
일은 언제나 설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벗이 되어준 강재성, 깜깜한 시절
서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준 임유민에게 고맙습니다. 이 친구들을 빼놓고 저
의 대학 이후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의 세계를 지탱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어 고마웠습니다.

대학원 시절 동안 동고동락하며 동학이 되어준 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론사
동지이자 야식 멤버이자 논문 동지가 되어주었던 선소영 언니, 김옥천 언니가 없
었다면 과연 대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소
영 언니와는 동기로 입학하여 매학기 같은 수업을 하나씩은 꼭 듣게 되면서 많은
궤적을 공유하였는데, 언니와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논쟁과 격려와 포옹들은
제가 대학원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
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 동안 커다란 활력이 되어주고 많은 현명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은 옥천 언니에게도 두 팔 가득 감사와 애정을 전합니다. 또
한 명 한 명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선배님들, 동기님들, 후배님들께도 마
음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시고, 제 논문 이야
기를 듣고 재미있다고 해주시고, 또 많은 영감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
학원의 동학 여러분들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가르침과 애정들을 배워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밖으로만 도는 딸에게 여
전히 믿음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아주시는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을 올립니다. 하
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포옹을 전합니다. 대학 입학식
을 마치고 비 내리는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갈 수 있제?” 하시던 말씀은 이후 오
래도록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했지만 사실 이렇듯 많은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뻗는(延株) 데에는 해와 달과 비바람이, 모진 계절이, 온 세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있어주어 감사했습니다. 나무가 마침내 자그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해왔다고 다독여주셨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의
첫 번째 결실을 그리운 아버지 영전에 바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