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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본질의 탐구

                      김세광(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예배설교학)

들어가는 말
  
   예배 본질의 탐구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고, 오늘 각 교단의 
예배신학과 예전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예배 
본질을 탐구하려는 것은 한국교회 예배 변화의 속도와 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넓어서 예배 갈등과 예배 전쟁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 본질의 탐구의 
필요성은 올바른 예배를 세우고 싶어 하는 변화 운동의 명칭에서 나타난다. 예배 갱신, 
예배 회복, 예배 개혁, 예배 부흥이 추구하는 것은 예배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예배 본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킨 두 가지 동인은 교회 일치운동과 
소통이다. 교회 일치운동은 그동안 교단의 신학을 표현한 예배 안에 머물렀던 예배회중
들을 밖으로 불러내었고, 소통이라는 현대 문화의 키워드는 예전 간의 소통, 예배 요소들 
간의 소통, 예배인도자와 예배자와의 소통의 주제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리마예식서와 
BEM문서와 같은 에큐메니칼 문서들이 나오고, 예배 요소들 간의 소통, 즉 말씀과 성찬, 
찬양과 말씀, 찬양과 기도를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예배자들이 예배 회
중들의 입장에서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 참여를 독려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예배에 관한 표어들이 등장하였는데, 역동적인 예배, 감동적인 예배, 행
복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등이다. 이 모두가 
예배 본질의 회복을 목표로 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예배 본질의 회복이 가
능한가에 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찾았을 때 예배 본질을 어느 정도까
지 알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만큼 예배 본질 탐구가 
어렵다는 말이다.
   예배 본질은 성경이나 신앙의 교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제사 또는 예배에 담
겨있는 것인데, 종교학적, 인류학적, 비교종교학적 연구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연구 목적
에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예배 본질 탐구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예배 본질은 
하나님의 실재와 임재에 관한 존재론적 질문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논의들은 인식론적 
담론으로 전환되는 경향 때문이다.89) 예배 본질 탐구 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는데 따른 어려움 때문에 예배 형태와 구조 또는 

89) 예배본질 규명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논의는 한재동박사의 최근 논문, “예배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
현범위 신학과 실천 18호 2009 36이하에 언급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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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려는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예배 본질의 탐구로 얻은 결론들이 다르다는데 있다. 위에서 언
급한 예배 갱신과 회복 운동들마다 목표로 제시하는 예배 본질이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예배 본질은 현대교회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패러다임에서 지향
하는 각각의 교회 이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당연히 성서와 교회 전통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를 의식하며 최소한 공통적 요소, 그것
을 예배 본질이라고 부르며 탐구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배 본질
은 예배 이해(understanding), 예배 원리(principle), 예배 정신(spirit), 예배 성격
(nature), 예배 영성(spirituality) 또는 예배 신학(theology)과 구별 없이 사용된다.90) 
   예배학자들의 예배학 연구에서는 예전 예배의 한 극단에 선 동방정교회에서부터 다른 
극단에 있는 퀘이커 예배 모두를 포함하지만, 오늘 우리의 연구는 한국 개신교 안에 다
양한 예배에 대한 것이다. 한국교회 예배는 세계교회의 다양한 예배 모습에 비해 교단을 
초월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통일된 예배를 보이고 있지만, 예배 이해의 차이와 대립은 세
계 교회 예배 연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세계교회의 경우 각 교단들의 엄격한 예배 차
이에 대해서 상호 입장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예배 전통을 유지해나가는 분위기인데 비
해, 유난히 교단을 초월한 연합 예배와 각종 행사들이 많아서 항상 일치된 예배 형식이 
필요한 한국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의 모범적인 예배를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예전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장로교 예배, 비예전적 교회에 속하는 침례교
회와 오순절 교회, 중도적인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그리고 친문화적인 현대교회 예배의 
예배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들을 찾기란 오히려 더욱 어려운 작업일 것 
같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예배 이해의 차이를 가져온 다양한 예배 연구 방법을 먼저 
살펴봄으로 예배에 있어서 공통의 과제와 목표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I. 연구 방법으로 본 예배 본질

   세계 교회의 예배 연구는 연구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예배 형식과 
규례와 언어(예전적 예배), 예배 의미와 신학(개신교 주요 교단예배), 영적 예배와 삶이 
있는 예배(개신교 반예전적 예배) 등이다. 교단에 따라 예배 연구에 대한 용어가 다른데, 
지난 반세기 동안에 예배 연구의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를 열거하면 예전학(liturgics), 예
전 신학(liturgical theology), 예배 신학(theology of worship), 그리고 송영 신학
(doxological theology)다. 이들의 차이를 간단히 구분한다면 예전학은 예배 의식에 대
한 해설로, 예전 신학은 예전과 의식문과 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로, 예배 신학은 하나

90) 그 이유는 이 용어들에 대한 범위와 이해가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들의 내용과 범위를 각
각 규정하기도 어렵고, 규정한다고 할 때는 더 이상의 발전된 논의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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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예배자의 관계에서 예배의 역할에 대한 교리적인 분석으로, 송영신학은 예전 경험
과 관점에 대한 조직 신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각은 대표하는 예배학자들
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예전 신학자로는 돔 오도 카젤과 알렉산더 슈미만, 예배 신학자
로는 장 자크 폰 알멘과 피터 브루만, 송영신학자로는 지오프리 웨인라이트가 있다.91) 
이들의 관계를 시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이전까지 예전적 예배에서는 예전학(liturgics) 또는 예전 연구(liturgical 
study)라는 명칭으로 연구했는데, 교회 예전에 대한 실천적 연구로 예배 의식과 예배 도
구(ornament)에 대한 상징적 해설에 관심을 두었다. 이 때 예전의 의미나 신학적이고 
역사적 요소는 일차적 관심이 아니다. 주로 예배 규례(rubrics)와 예배 행위와 제스처가 
주요 관심 주제였다. 따라서 예전학은 교회의 광범위한 신학적 주제에서 보조적이고 실
용적인 범주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20세기 초 예전 운동(liturgical movement)의 영
향92)으로 예배의 재발견, 즉 예배가 교회의 한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성격을 현실화하는 공적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갈등의 주제였던 신학적 연
구와 예전적 경험의 대립 대신에 예전적 경험과 전통에 대한 세밀한 신학적 분석이 이루
어졌다. 동방교회 예전학자 알렉산더 슈미만은 이 예전 운동을 서방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종의 ‘정교(orthodox)' 운동이라고 반긴다.93) 서방교회에서 비로소 동방교회 예전의 가
치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 초대교회예배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위대한 예전 기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삶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슈미만은 역설적이게도 동방교회의 스콜라적 신학의 부족과 한계 때문에 자신들의 예전
의 가치를 제대로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동방교회 예전신학
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동방교회의 예전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서방교회의 치밀한 예전
적 관심과 연구를 병행해야함을 역설한다.94) 그렇지 않으면 예전학 연구가 계속해서 지
나치게 피상적이고 무분별한 상징에 관심 두는데 머물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예배 연구를 위해 예전 신학(liturgical theology)의 정의가 중요함

91) Senn, Frank C. Sourc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9 no 1 F 1982, p 11-21.
92) 예전 운동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19세기말 프랑스 수도원의 돔 구에랑거

(Dom Gueranger)가 그레고리안 찬트 음악을 갱신한 것이고, 둘째 단계는 20세기 초 피우스 10세
(Pius Ⅹ)의 영향 아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의 중심으로 부각되어 우선순위가 백성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주어졌고, 공동체의 노래가 회복되었다. 이 때 돔 오도 카젤(Dom Odo Casel)은 예
배드리는 회중 안에 능동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신비 신학을 제시했는데 바티칸 2차 회의, 
후에 쉴레백(Schillebeeckx)에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단계는 제 2 바티칸 공의회 예전문서인 예전 
헌장(the Constitution on the Sacred Liturgy)으로 예전의 단순화, 자국어 사용, 그리스도가 여러 
방법으로 예배에 임재하시며, 예배는 사제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몸된 그의 교회의 행위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능동적인 참여와 회중과 함께 축제화도 강조되었다.  

93) Alexander Schmemann,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6), 15.

94) op. ci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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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데, 간단히 정의하면 '예배의 의미의 해설(elucidation of the meaning of 
worship)'로서, 예배의 설명과 교회의 예전적 전통에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고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전적 경험의 본질적 성격을 가능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개념과 범위로 결정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교리화될 수 있게 하는 신학과 연결
하고, 파편적인 예전 경험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라는 것이다.95) 이렇게 오도 
카젤이나 알렉산더 슈미만처럼 예전학(liturgics)의 갱신의 방법으로 예전 신학(liturgical 
theology)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예전 전통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작업으로 치밀한 
신학적 훈련과 작업을 중시하는 개신교 예배학자들과 만남의 장이 열렸지만, 개신교 예
배학은 예전학과는 독립적으로 예배 신학(theology of worship)이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신학적으로 체계화는 노력을 해왔다. 
   예배 신학(theology of worship)의 일차적 관심은 예배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며, 하나님과 예배 회중 관계에서 예배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교리적 성찰이다. 예배 
신학의 특징은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예배의 의미와 내용과 형식을 분석한다는 점인데, 
따라서 모든 교단이 공유하는 일치된 신학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자신
의 특정한 신학적 입장에 따른 다른 예배 신학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개혁교회 예배
신학(Reformed theology of worship), 루터교 예배신학(Lutheran theology of 
worship), 감리교 예배신학(Wesleyan theology of worship), 성공회 예배신학
(Episcopal theology of worship)등이 그것이다. 교단마다의 예배 이해의 차이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예배 신학은 신학적 분야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즉, 선교적 예배신학(missional theology of worship), 실천적 예배 신학(practical 
theology of worship), 성경적 예배신학(biblical theology of worship)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교단 마다 다른 신학적 전통들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방법을 전제하는 한 일치되
고 통일된 예배 신학을 기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예배를 세우기 위한 신학적 시도는 
오히려 예배를 신학적 판단과 기준에 의해 규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급변하는 현
대 문화에 대한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예배 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배 
갈등과 충돌의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예배 연구가 송영 신
학이다.
   송영 신학(doxological theology)은 웨인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인데, 예전적 관점으로
부터 본 조직 신학이다. 예배 신학을 예전적 관점으로 고찰하자는 것인데, 예전적 관점, 
즉 ‘송영’의 관점으로 모든 교회적 행위와 전통 뿐 아니라, 모든 교리, 나아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조직신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96) 송영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배 행위에 드리워져있는 종말론적 선언이다. 

95) op. cit. 16-17.
96) Geoffrey Wainwright, Doxology: The Praise of God in Worship, Doctrine, and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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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라이트에 의하면, 예배는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
거워하는 것’의 기대(anticipation)이며, 하나님의 성례전적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세상
(예전적으로는 이미 성취)에 대한 비전이다.97) 조직신학자인 웨인라이트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학, 예배, 삶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송영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야한다고 역설한다. 
니케야신조의 네 가지 교회 표지를 송영신학적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였다. 즉 
단일성(unity)은 공동예전문의 사용을 권장하는 에큐메니즘(ecumenism)으로, 거룩성
(holiness)은 예전 갱신이나 비전의  새롭게 함(revision)으로, 보편성(catholicity)은 예
배에 담긴 인간의 문화(culture)로, 사도성(Apostolicity)은 인간성과 세상의 변혁을 목표
로 한 복음적이고 선교적 측면의 윤리(ethics)로 본 것이다.98)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한
없이 분화되어 있는 예배신학의 한계뿐 아니라, 예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예전 신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독창적이고 건설적인 개념이다. 이 송영신학에서, 
다양한 예배신학적 이해에서 일치된 예배 이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II. 세계 교회의 다양한 예배 정의

  예배의 정의는 교단 마다, 또한 예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예전을 따라 크게 
나눈다면 예전적 예배, 말씀중심예배, 은사중심예배, 경배와 찬양예배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예배에서 표현하는 예배의 정의는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강
조하고 있다. 동방정교회, 로마가톨릭교회가 드리는 예전적 예배에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
도의 구속사건을 회상하는 것이고, 개혁교회의 말씀 중심예배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에 대한 회중의 응답이다. 오순절교회의 은사중심예배에서 예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회중의 응답이다. 정리하면, 예전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예배는 하나님, 은
사중심예배는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 청년예배의 전형적인 
예배로 자리 잡은 경배와 찬양 예배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공동체의 찬양을 통해서 
회중 각자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시한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지
향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을 다지는데, 이를 위해서 경배와 사랑을 의미하는 외적 
표현, 즉 손뼉을 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이외에 미국의 흑인교회에서 예배는 죄와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
스도의 구원사역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자들은 예배에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
혜에 응답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용서와 치유를 구하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하나
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헤아린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 예배의 정의에 대한 차이를 교단별로 나누어-동방교회예배, 로마

97) op. cit. 19
98) op. cit. 28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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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회예배, 루터교회예배, 성공회예배, 개혁교회예배, 감리교회예배, 침례교회예배, 오
순절교회예배, 경배와 찬양예배-고찰해 보자.
  동방교회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divine liturgy)'라고 부르는데, 이는 장차 하나님 나
라에서 참여하게 될 예배를 미리 맛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천상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의 신비적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99)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예배신학자 로버트 태프
트(Robert Taft)에 의하면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속의 신비를 함께
(publicly)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온 
세계가 듣도록 영광 돌리는 것이다.100)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즉 생애, 수난, 죽음, 그리고 부
활을 경축하는 것이다.101) 이 교회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과 연합을 이루는 것“102)으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회중에게 하나님을 계시하
고, 그들을 불러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격려하시는 사역
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는 예배의 중심이요, 정점을 성만찬으로 이해하고 집례
하고 있다.
  성공회에서 예배란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육신적이고 성례전적이다.103) 성공회 예배서인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 1979)에 의하면, 예배에서 눈으로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성례전적인 
예전은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상징과 수단이다.104) 성공회의 대
표적인 예배학자 에브린 언더힐(Evlyn Underhill)은 예배란 초자연적인 행위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피조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정의한다.105)

  루터교회에서는 예배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회중의 응답으로 보는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봉사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복음적인데, 예전적 
행위의 전통을 존중하는 점에서는 가톨릭적이다.106) 루터교의 대교리문답에는 예배란 함

99) A. Schmemann,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Faith Press, 1966.
100) Robert Taft, The Liturgy of the Hours in East and West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86), 338-339.
101) J. D. Crichton, "A Theology of Worship," The Study of Liturgy(Oxford, 1978), 3-29.
102) A. D. Jungmann, The Place of Christ in Liturgical Prayer(G. Chapman, 1965), 204; J. D. 

Crichton, "A Theology of Worship," The Study of Liturgy (Oxford, 1978), 19.
103) 성공회의 예배신학자들의 서적: E. Underhill, Worship (Harper&Brothers, 1937); J. G. Davies, 

Worship and Mission (SCM, 1966); F. W. Dillistone, Christianity and Symbolism (Collins, 
1955); C. Dunlop, Anglican Public Worship (1953); Charles P. Price and Louis Weil, Liturgy 
for Living (New York: Seabury Press, 1979).

104) Book of Common Prayer(1979), p. 857.

105) E. Underhill, Worship (Harper&Brothers, 1937), 314-317.
106) 루터교의 예배신학자의 서적: Peter Brunner, Worship in the Name of Jesus (Concor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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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숙고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다.107) 그러나, ‘만일 성경이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예전적인 표현은 사용
할 수 있다’(adiaphora)는 루터의 원칙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예배의 요소 중 많은 것들
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감리교회에서 예배는 교회의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예배는 모든 성도의 삶과 교
제, 나아가서 삶의 자리와 연결해서 생각된다.108) 다시 말하면 예배는 신앙공동체의 신앙
의 표현이요 개인의 헌신의 시간일 뿐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단순한 자각이 아니라, 깊고 사랑이 담긴 묵상이다. 존 웨슬리에 
의하면, 성도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주를 본받아 우리를 깨끗케 하고, 생각과 말과 행
위에서 주께 복종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였다.109)  
  장로교회에서는 예배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이해하고, 선포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예배를 복음 선포의 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루터교
보다 훨씬 강했는데, 이때 복음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우선적으로 강조되
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과 진
리에 있어서 영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선언하는데, 그러
므로 개혁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죄의 고백이나 참회의 시편을 예배의 전반부에 사용한
다. 칼빈에게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으로 생각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적
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로 보았다. 그러므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 인간의 죄의 고백적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
헌법에서도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즉,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응답이며 구체적인 행위이다. 이 예배는 인위적인 행
사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성경말씀의 증거와 성례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믿음 가운데서 이룩되어야 한다.”110)  존 
칼빈, 쯔빙글리, 윌리엄 화렐, 마틴 부쩌, 그리고 존 녹스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의 예
배는 루터교, 성공회예배에 영향을 주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영국의 청교도와 미국의 부흥
전통에 영향을 주었다.

1968); Y. Brilioth, Eucharistic Faith and Practice-Catholic and Evangelical (SPCK, 1930); V. 
Vajta, Luther on Worship (Philadelphia, 1958)

107) Large Catechism, III, 84.
108) 감리교예배학자의 서적: G. Wainwright, Eucharist and Eschatology(Epworth, 1971); James F. 

White, the Wordliness of Worship (OUP New York, 1967); John Bishop, Methodist Worship 
in Relation to Free Church Worship(Scholars Studies Press, 1975).

109)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vol.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514, 
544.

110) 헌법(장로교출판사) 제4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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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교회에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인간이 응답
하는데, 계시는 성서, 설교, 찬송, 성례전을 통해서, 응답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한다. 
침례교 예배는 어떤 다른 교회의 예배보다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따라서 성
경에서 묘사된 예배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사건(출33장 이하), 안식일에 나사렛회당에서의 예수님(눅4:16-30), 사마
리아 여인과의 만남(요4:19-24),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계4-5장) 등이다. 회중예배를 지
향하는 침례교예배는 만인제사장직을 강조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크게 하지 
않는다. 
  오순절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령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111) 오순절교회예배는 성령충만과 영적은사의 회복
을 강조하면서 성령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간증으로 응답한다.

III. 다양한 예배 이해 속의 일치의 가능성

  다양한 교회의 예배 속에서 하나의 일치된 예배를 추구하기 위해서, 니케야 신조(325
년)에 나타난 네 가지 교회의 요소, 즉 단일성(unity), 거룩성(holiness), 보편성
(catholicity), 사도성(Apostolicity)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예배학자 웨인라이트
(Geoffrey Wainwright)는 이러한 니케야 신조에 나타난 참 교회의 네 가지 요소를 예전
적 신조로 보고 예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의 예배 이해는 
철저히 종말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참 교회의 네 가지 요소를 종말론적 긴장
(eschatological tension)과 예전의 의미(ritual significance)의 틀 속에서 보고, 성서의 
중요한 세 가지 신학적 주제 즉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형제 사랑
(love of the brethren), 세상에 대한 소망(hope for the world)을 연결함으로, 종말론
적 성격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다.112)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이상
적인 종말론적 교회에서 맛보게 될 하나의 일치된 예배의 요소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
다.

  1. 세계 교회와의 일치를 추구하는 예배(단일성: unity)
   지역 교회 예배의 폐쇄성이나 무질서, 집례자 개인의 일시적 취향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예배를 역사적, 우주적 교회의 예배 안에서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며 따라서 다양성, 통일성, 질서, 또는 포용성을 추구하

111) 이러한 예배에 관한 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Terry Law, The Power of Praise and Worship 
(Tulsa: victory House Pub., 1985); Morton Kelsey, Tongue Speaking: The History and 
Meaning of Charismatic Experience (New York: Crossroad, 1981)

112) Geoffrey Wainwright, Dox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0), 1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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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요청이기 이전에 초대 기독교 예배에서부터 지녀온 예배적 유산
이다. 역사적이고 우주적 교회는 예전적 예배와 비예전적 예배를 포함한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조의 신앙고백, 회중 개개인과 교회,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어느 시대와 민족의 
신앙고백을 반영한 찬송,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념하는 교회력, 세계의 정의와 평화, 선교
를 주제로 하는 설교, 세례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개념을 우주적 교회로의 확
장, 세계로의 파송과 축도 등을 통해서 세계 교회와의 일치를 표현할 수 있다.

  2. 성령과 회중의 일치를 추구하는 예배(거룩성: holiness)
   회중의 적극적 참여와 성령의 활발한 활동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 예배의 특징이었을 
뿐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도 예배 변화가 요청 될 때 마다 강조되어온 요소였다. 성령
의 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예전적 예배와 비예전적 예배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즉, 기
도문이나 예식문 안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고 확인하는 예전적 예배와 동시대적인 음악
이나 즉석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비예전적인 예배 사이에는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예배에서 성령과 회중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같다. 이는 예배가 성령에 
의해 인도될 때 모든 순서가 그 본래적 목적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앙, 죄, 불결
함을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때문이다. 특히, 성례전 예배는 
예배에서의 성령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또한, 회중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로부터 나왔을
지라도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나, 회중들의 개인적 성향의 차
이- 감정적인가 지적인가-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회
중의 한계를 극복하여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며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
은 성령의 활동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더욱 강화
된다. 회중의 자발성의 강화는 종교다원화 시대의 선교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준다.113) 그러므로, 예전적 표현이 어떠하든지 우선 지역 교회의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간구가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3. 교회와 사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예배(보편성: catholic)
   회중이 속한 문화에 대한 정직한 이해와 대화의 결론을 예배에 수용하고, 전통적 유
산과 진지한 만남을 시도하여 지역 교회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예배를 지향한
다. 

 예배에서 회중은 한편으론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공동체로서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한 식구
로서 격려하시고 설명하시는 그 분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중

113) 종교다원화 시대에서의 예배의 선교적 성격에 관한 방향에 관한 보다 구체적 제안을 위해서는 G. 
Wainwright, op. cit., 394-39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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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찾기 어려운 문화의 격변기 속에서 예배의 도구로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뿐 아니라, 문화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회복해야겠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수
많은 문화적 변천에서 추출된 전통적 유산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
에서 문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예배의 소외는 극복되고, 나아가 예배당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문화라는 큰 장소에 예배를 통합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삼위일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예배(사도성: apostolic)
   교회의 사도성(apostolicity)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증언과 
활동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반복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건의 경험자들인 사도들의 
증언과 봉사는 모든 역사적 교회의 기초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도성의 강조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불균형적인 가르
침이나 예전으로 경도될 수 있다. 사도성은 어느 교리보다 삼위일체신앙 속에서 건강하
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교회 예배들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느 한 위격에 집중
해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적 예배, 말씀 중심예배, 은사중심예배로 나뉘고 있는데, 한
국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다. 교리적으로는 세계교회가 모두 일치된 삼위일체 교리를 가
지고 있지만, 예전적으로는, 한 위격에 지나치게 치우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유니테리
안적인 -성부 유니테리안, 성자 유니테리안, 성령 유니테리안- 예배라고 지적당할 수 있
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
고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예전적으로도 삼위일체적 예배를 이루어가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우선 자기 예전 전통이 한 쪽에 치우져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 개혁교회 예배전통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배의 다른 요소, 즉 기도, 찬송, 심지어 성례전을 약화 내지 소홀히해왔던 점을 인식해
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나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으로만 채워진 예배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건강하다. 마찬가지로 성령
의 역사에 집중하는 오순절파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재현에 집중하는 예전적 
교회들도 각각 소홀히 하고 있는 바를 인정하면서 균형 잡힌 삼위일체적 예전 전통을 이
루어가야 할 것이다.

IV. 세계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예배 이해의 한 시도

   우리는 위에서 각 교회마다 예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와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가 현대교회 예배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비록 교회마다 표현하고 싶은 점이 있지만, 그리스도교 예배로서 반
드시 지녀야할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서에서 표현된 예배의 개념에 충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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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전통으로 간직해온 예배의 유산들을 반영하는 예배의 정의
여야 한다. 또한 현대교회가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와 동떨어진 박물관 
안의 골동품 같은 예배 이해가 아니라, 현대 문화의 중앙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배 이해
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본질상 다음과 같은 신학적 언어들을 기초로 세워져 있다. 건물로 
비유할 때, 어떤 목적의 건물이든지 모든 건물은 기초와 기둥을 기본으로 하듯이, 리마 
예전이든지, 경배와 찬양의 예배든지 기본으로 공유해야하는 예배 이해는 다음과 같다: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구속사
적 언약의 말씀과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새 창조 세상(하나님 나라)을 미리 펼쳐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일치와 성
숙을 이루는 시간이다.  이 이해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1. 하나님의 주권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이요, 대화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만남이요 대화라고 한다 해서 동역자나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순종과 복종의 관계라는 말이다. 예배에서 회중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수동적인 위치에 서있음을 인식할 때 그의 모든 예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섭리의 계시를 먼저 인식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예배자의 하나님 초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2. 하나님 언약 백성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나타난
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
성이라고 불린다(히9:15).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언약
을 맺으셨던 것처럼, 예배로 부르신 예배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과 맺었
던 언약을 상기시키신다. 이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다 같은 언약, 
즉 사명과 꿈과 비전과 계시를 받은 한 몸(one body)임을 확인한다. 또, 그리스도를 머
리로 한 한 몸이 되어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온전한 
한 몸으로 이 땅의 세계관과 악한 관행과 어두운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
다.  

  3. 성령의 임재(Epiclesis)
   회중의 적극적 참여와 성령의 활발한 활동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 예배의 특징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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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도 예배 변화가 요청 될 때 마다 강조되어온 요소였다. 성령
의 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예전적 예배와 비예전적 예배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즉, 기
도문이나 예식문 안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고 확인하는 예전적 예배와 동시대적인 음악
이나 즉석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비예전적인 예배 사이에는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예배에서 성령과 회중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같다. 이는 예배가 성령에 
의해 인도될 때 모든 순서가 그 본래적 목적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앙, 죄, 불결
함을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때문이다. 특히, 성례전 예배는 
예배에서의 성령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또한, 회중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로부터 나왔을
지라도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나, 회중들의 개인적 성향의 차
이- 감정적인가 지적인가-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회
중의 한계를 극복하여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며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
은 성령의 활동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더욱 강화
된다. 회중의 자발성의 강화는 종교다원화 시대의 선교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준다.114) 그러므로, 예전적 표현이 어떠하든지 우선 지역 교회의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간구가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4.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사건-말씀과 성례전(kerygma and Eucharist)
   예배는 회중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신앙에 유익을 주고 예수그리스
도의 구원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례전적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중은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비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향한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재림의 사건을 요약하는 것이며(폰 알멘), 성육신의 신비에 참
여하는 것이고(에브린 언더 힐),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기도와 말씀으
로 응답하는 것이다. 예배가 성례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
전은 예배의 많은 요소 중의 한 순서가 아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예배의 본질을 규
정한다. 성례전은 교회 뿐 아니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서 올바로 이해된
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됨으로 법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은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표시며 장차 올 세계의 삶의 표시
다.’115)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영생의 양식(요6)이요, 하나님 나라 식사(고
전10:21)다.

114) 종교다원화 시대에서의 예배의 선교적 성격에 관한 방향에 관한 보다 구체적 제안을 위해서는 G. 
Wainwright, op. cit., 394-395를 보라.

115) WCC, 세례, 성찬, 목회(BEM)(장로교출판사,199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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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새 창조를 미리 펼쳐 보임(Eschatology) 
   예배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상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대하는 것이다. 예배의 회중은 그 날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에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예
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거룩과 순결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이는 
창조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 세계의 본래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드러내는 일에 참여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 세계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그리스
도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배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예전적으로 재현됨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셨으니’(요3:16)라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그리스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아름다움의 추구
와 예술적 노력은 예배를 세속적인 예술행사와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한다. 이는 고
난의 시대를 사는 회중보다 풍족한 시대에 살며 세련된 문화를 추구하는 회중들일수록 
빠질 수 있는 위험스런 현상으로, 저급한 문화와 세속화된 언어와 조잡함과 무질서의 예
배보다 예배자들을 더욱 분별치 못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예배의 방해물이고 적이다.
  예배에서 세상은 심판과 약속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예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
면서 천지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보존하지 못한 피조물에 대한 질책과 심판의 경고
가 주어질 뿐 아니라, 반대로 피조물의 회복과 구원,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의 
약속이 재확인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서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맛본
다. 그동안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횡포를 저질러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의 권세 잡은 자들의 책략과 힘, 그리고 세상의 풍조, 관행, 악행,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 때 하
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을 좇아 간 곳에서 먼저 부름 받아 온 무리들
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함성을 외치는 그 것이 곧 예배다. 폰 알멘은 
예배의 이런 모습을 ‘세상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서막’이라고 실감 있게 표현한다.116) 예배가 세상에 위협을 가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
는 세상이 인간의 의나 능력을 절대시하는 세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
로 그는 예배가 이런 세상의 교만과 절망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세상의 종말과 실패
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정치적 행동’이라고 통찰력 있게 해석한다.117)

116) 폰 알멘, 예배학원론(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59-61.
117) 위의 책,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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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나님께 영광 -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일치와 성숙(Doxology-Grace)
   예배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를 중요도와 우선순위로 구분하는 것보
다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과 예배자들의 한 몸 의식
과 성숙을 따로 구분하려는 것은 방법으로나 내용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서 혼란
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예배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를 함께 생각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의 몸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이
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노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대립
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
터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기까지 하는 건물(고전6:19)
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고자하는 것은, 몸의 거룩과 성숙을 위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고전 6:20)이 된다는 것이다.
   예배에서 예배의 회중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표현한다. 예수를 구원
의 주로 믿고 고백한 이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예배에서 회중은 한 몸이 되어 예배를 드린다. 아무리 많은 예배자
가 모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
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엡4:4-6). 예배회중은 그리스도의 생각에 
잠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를 드린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그리스도의 예배에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예배에 올 때는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언어를 가지고 왔지만, 예배의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소원
과 하나님 백성다운 언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예배에서 비로소 새로운 피
조물이 되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표현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
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데 까지 이르리니”(엡4:13).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 예배자는 자연스레 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본능적 열망에 휩싸인다. 주의 전을 향
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
녔기에 이젠 이기적인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뜻을 품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한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의 메커니
즘의 메시지는 오늘 모든 예배 회중들을 위한 것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근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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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4:15,16)

나가는 말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을 찾는 작업을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라는 과제로 보고 교단별로 다양한 예배신학적 이해를 편견 없
이 펼쳐놓고,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모은 후에, 마지막으로 필자 나름의 예배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유의할 것이 있다면 예배 연구를 예전 신학, 예배 신학, 송영 신학으
로 나누어 각 연구방법에 대해 상호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송영 
신학의 발전에 희망을 두고 있는 점이다.
   이 작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종교개혁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교회 갈등
과 분열의 중요한 요인이 예배 차이였는데, 이 글에서는 예배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을 제시한 것이다. BEM 문서와 리마예
식서(Lima Liturgy)와 같은 에큐메니칼 문서에 대한 반응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결
과물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기독교 예배에 나타
난 중요한 예배 요소들을 필자의 고유한 신학적 바탕 위에 전개시킴 없이 그대로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목회자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놓치지 말
아야할 중요한 신학 또는 용어를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으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