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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그림 설명

이 그림은 스위스 종교개혁이 시작된 16세기

의 쮜리히시(市)를 그린 그림이다. 쮜리히에서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쯔빙글리와 그의 

후계자인 불링거 등이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교

회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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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순서

10/23(화) 10/24(수) 10/25(목) 10/26(금)

사회자 김성봉 목사

시작 전 찬양 고점석 강도사

찬송 30 장 31 장 32 장 34 장

기도
임지재

장로

김석주

장로

염동조

장로

하명수

장로

찬양 조에중창단 글로리아 찬양대 악기 앙상블 할렐루야 찬양대

강연

“이신칭의와 성경

그리고 말틴 루터”

김성욱 교수

“테오도르 베자의

종교개혁”

조병수 교수

“칼빈의제네바사역

후반의내용과의미”

이승구 교수

“소위 ‘대안기독교’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김성봉 목사

찬송 384 장 386 장 341 장 383 장

주기도문 다함께

광고 사회자

폐회

안내

3층
김신환 안수집사

박성우 안수집사

박찬건 안수집사

오원기 안수집사

박영재 안수집사

이성봉 안수집사

안춘식 안수집사

김윤찬 안수집사

1층
이순덕 권사

권경진 권사

김순희 권사

김희석 권사

신순주 권사

한지민 권사

안수희 권사

고혜숙 권사

차량 3 남전도회 4 남전도회 5 남전도회 6 남전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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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이신칭의와 성경 그리고

M. Luther

김성욱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교회사 교수)

1. 머릿말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날 비텐베르크성당에 내건 95개 

조항의 항의문으로 야기된 교회 내의 논쟁이 점차 정치화되었

다.1) 마침내 교황청은 그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1) 2007년 9월8일 한국장로교연합회의 논문 발표회에 있었던 정권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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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특사를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루터는 자신의 의도가 교황의 인격을 손상시키려 함

이 아니라 교회 안의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하기 위함임을 글로

써 밝혔으나, 역사는 루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큰 물결을 이루었다. 이러한 역사의 과

정은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사에 있었던 1907년 대부흥, 그 이후 100년이 흘렀

으나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있기

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많은 운동과 모임들이 있다. 교회가 정

체되지 않고 전진한다는 면에서는 이 운동들을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지만, 먼저 부흥의 성격과 그 내용 그리고 근본적인 

방향에 관하여서는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1907년 부흥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

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이 한국에서는 이미 계속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반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

의 제시를 위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살펴야 할 것 가운데 하나

가 바로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이며,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

어가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루터에 관한 연구의 주제들이 풍성하지만, 아직

도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다. 역사신학자로서 종교

사의 논평을 참조하라. Max Geiger 교수의 “Calvin, Calvinimus,

Kapitalismus”에서 규정하듯이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은 처음부터 근

원적으로 신앙갱신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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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3대문헌으로 소개되는 1520년대의 루터의 대표적인 작품

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리고 성경을 

통한 정리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한 진단과 신학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소개한 바 있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와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을 통하여 당시의 교회가 개혁

해야할 실제적인 면과 그 신학적 내용을 규명한 것은 귀한 작

업이 될 것이다. 순서상 마지막 작품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을 다루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작년에 “루터의 

고민과 시편22편”을 다루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결정체와 같은 것이며, 동시에 인간본질에 관한 

신학적 진단이다. 따라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또 다른 주제를 먼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다음해로 미루기로 한다. 대신 루터의 신

학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신칭의(以信稱義)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연구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이신칭의(以信稱義) 혹은 이신득의(以信得義)라는 표현,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에 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구원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그 분명한 의도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

하는 듯하다. 루터가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쉬

운 듯이 여겨지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믿음을 강조한

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한다.2)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루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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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칭의를 언급할 때면, 믿음만 강조되고 행위를 놓쳐버려 이상

한 믿음 혹은 값싼 믿음이라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며, 믿음과 행위 모두를 살리

자는 신학적인 흐름이 주를 이루게 된다. 물론 그 역시 타당한 

인식이며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만, 시편22편의 고민과 루터의 

많은 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사고의 전환이 역시 

가능할 것이다.3) 본연구에서는 루터가 강조한 것이 믿음인데, 

과연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그 신학적

인 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동기에 관하여 언급하길 원한다. 최근에 “현재의 삶

이 구원의 최종성을 결정한다”라는 신학적 표현이 등장하면서, 

마치 믿음보다 행위가 더 강조되어 종교개혁의 기본적 가르침

을 넘어 중세 카톨릭 쪽으로 회귀하는 듯한 흐름에 대한 반대

가 그 원인의 하나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가르

치는 자로서 루터와 경건주의 운동을 비교하는 가운데, “루터

2) 한국교회 초기에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에 의역을 더하

여 믿음으로 구원얻는다는 표현 대신 믿음으로만 구원얻는다고 강조

한 것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카톨릭과 논쟁이 생긴 일이 교회사의

기록으로 나타난다. 윤경로,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97-98.

3) 1545년에 루터의 책들이 한데 모아져서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되었는

데, 이 당시 책의 서문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젊은 시절에

겪었던 고민과 그 해결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나를 방해한 것은 어

떤 차가운 피가 아니라 1장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나서’라는 구절이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학자들의 용법과 관례에 따라 하나님은 의로우

시고 죄인을 벌하신다는 형식적이고 능동적인 ‘의’(그들이 이름붙인

대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도록 교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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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음과 동시에 이 구원을 

신앙하는 주관적인 주체 밖에 객관적인 구원의 기초가 설정되

었다. 즉 객관적 사실이란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인데, 이 객

관적인 사실이 설교인 구원의 말씀 또는 성례에 현존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4)라는 표현에서 보여주듯이 객관적인 구원의 

기초에 관한 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객관

적인 기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재세례파의 믿음에 

관하여 비판하는 부분에서 루터의 의도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

기 때문이다.5) 

연구방법으로는 그 동안 읽고 고민한 루터의 글들에 대한 전

체적인 조망임을 먼저 밝혀둔다. 따라서 어느 한 논문이나 책

에 의존하기보다는 그의 성경연구와 다양하게 등장하는 루터의 

표현들 그리고 루터신학에 대한 평가들을 통하여 루터신학의 

전체적 방향을 정하는 일에 대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실 여러 차례 

언급되고 토론된 것이 있지만, 학자의 눈에 여전히 미흡한 부

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종교개혁정신에 관하여

4) 김영재, 기독교교회사, (이레서원 2003), 565.
5) 루터의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중요한 논거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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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교개혁정신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설

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제

사장. 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교회사의 시대구분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관하여서는 이미 지적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기독

교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더 첨가하고자 한다. 먼저는 

오직 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전체적인 하나의 

성경 곧 tota scriptura 정신에 관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먼저 성경의 통일성을 전제하면서 계시된 영감의 말씀을 수용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신학적 자세에 관하여 다시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개혁

주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개혁주의에 대한 정체성을 모

르고 개혁에 관심을 가진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da est)’는 표현의 의미

를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를 시대에 맞게 적응하며 개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7) 실제로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

6)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한극번
역: 정병식 옮김 마틴 루터의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2003)

7)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세말까지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사용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가 '개혁교회', 또는 '개

혁주의 교회'일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표현 중의 하나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혁(改革;reform)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새롭게 고

침" 또는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새

롭게 고쳐 나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용어가 교회사(敎會史) 속에

서 쓰여질 때는 교회의 개혁을 말하며 곧 변질된 주님의 교회를 참

된 주님의 교회로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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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즉 개혁의 내용과 본질과 그 기준이 성경으로 제시되는 것이

며, 바로 이런 면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1번에 성경이 

언급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8) 

다음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에 관한 부분

이다. 중세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을 주장한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부분의 학

자나 목사들은 교회를 "신앙인의 공동체(communio 

sanctorum)" 혹은 "성도들의 연합"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

한 개념은 루터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 동시대 

혹은 제2세대를 살았던 칼빈은 분명이 이러한 신학적인 논의

를 알고 있었음에도 교회에 대한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다. 교

회가 분명히 “신앙인의 공동체”인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되찾는 것인데, 주님만이 교회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교회사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자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칼빈에

이르러 완성된 종교개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종교개혁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서 성경 해석의 개혁을 뜻하

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여서 이해하고 있는 잘못

된 사상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충실

하며 종교와 신앙을 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종교개

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8) 제1조 8항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

아 직접 영감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

거하여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영음사, 1991), 12-13. 비교 G. I. 윌리엄스, 웨스트민스터신앙

고백 강해,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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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institution)”임을 강

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고백을 하

는 신앙하는 주체인 사람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신앙인의 공동

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교회가 더 강조된

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신앙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기

구로서의 교회(institution)가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적인 교회와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칼빈은 만인제사장으

로서의 교회론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구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지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 바른 선포를 위함이라는 그의 신학적 전제가 교회론을 정리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 것을 분명히 보여준

다.9) 이러한 교회론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

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오늘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경험과 성경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 인식론의 근거로 경험론이 중요하

게 제시되고 있다. 특별히 불트만학파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9)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서울: 풍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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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교리에 대한 경험적이며 표현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매개로서 가장 강조된다. 

이러한 신학적 분위기를 슐라에르막허의 절대의존의 감정이라

든지 R. Otto의 신성한 범주 혹은 틸리히의 절대적 경험과 같

은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루터의 논리에 따르면 인식에 있

어서도 분명한 신학적 이해가 전제된다.

루터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이해하려면 거의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는 저주의 십자가가 복음으로 소화되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루터는 경험이 교리에 의해 교정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인간의 경험에 대

한 맹신을 버리고, 경험마저 신학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그리고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다. 왜냐하면 경험은 해석하는 해석자 자체가 아니라 해석되어

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인간의 경험

을 다루지만 이 경험은 때로 비판받고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0) 

루터가 구원에 관하여 불트만 식의 실존적인 신학 혹은 십자

가 신학을 말하면서 인간적인 원천을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부

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경험을 신앙의 본질로 인

도하는 자는 신뢰하기가 종종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자기 체험

10) Alister E.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김선일 (IVP,

2001) 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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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신학은 재세례파의 확신과도 흡사한 것이기에 이는 

예수를 두 번 십자가에 못박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주장은 진정한 신학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자신의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여, 자신이 얼마

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

인 것이 그의 인식론의 출발이다. 따라서 현대의 이성에 근거

하며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신학적 논의와는 그 기저에서 분명

히 차이가 난다. 결국 죄와 그 결과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통

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

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인식하는 가장 지름길임

을 말한다.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에 대한 확인방법에 있어서, 루터의 가

르침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루터의 영향으로 구원의 근거

를 주관적 확인 즉 체험이나 특별한 경험에 의하여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인식에 있어서 그 시대적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인데, 인간에 근거한 확인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

은 카톨릭의 가르침이다. 공적에 의한 것 혹은 선한 업적에 의

한 구원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

님이 너무 잔인하며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진노의 하나님

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요구하며, 그 요구를 이루지 못할 때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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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빠져 나올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재세례

파의 영향 역시 중요하다. 재세례파의 경우 믿음의 근거가 성

령체험 혹은 성경을 넘어서는 성령의 특별한 활동을 주장하거

나 아니면, 그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적 확신을 주장하고 있었

다. 이러한 신학적인 경향에 대하여 루터는 유아세례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면서 그의 신학을 분명히 하였다. 

루터가 세례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

은 “죄가 크고 힘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 

재세례파의 신학은 논리적으로 보면 세례라는 의식을 마치 배

가 파선 한 후에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하나의 널빤지처럼 여기

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과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에 대하여 루터는 사실 그 배는 파선하지 않으며, 결코 널빤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즉 성례에 있어서 인간의 

참회의 고백, 혹은 신앙의 고백이 강조되는 것은 달리 표현하

자면, 주님되신 배가 파선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고,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성이나 그 약속의 견고성을 외면

하는 것이다.11) 따라서 루터는 세례나 성례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확신이나 신앙이 그것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유아세례에 관하여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는 그의 사

상적 기초가 이미 나타나지만, 후의 글들을 보면 유아세례와 

11) Martin Luther, 종교개혁 3大 논문, 지원용 옮김, (컨콜디아사,

200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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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신학적 입장은 더 분명해진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알트하우스(P. Althaus)의 도움을 받아 루터의 입장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인간 안의 신앙으로 성례를 결정하는 것은 성

경에 분명히 언급된 성례를 무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유아

세례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경의 부분적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게다가 수세자의 신앙을 

근거로 세례를 주고 또한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 자신을 불확실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은 바로 

카톨릭적인 선한 공적을 쌓는 행위이며, 심지어 마귀적 행위 

(Werk- Teufel)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한다.12)  

루터가 주장하는 바 믿음의 근거는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를 주장할 때, 그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며 구원

의 문제를 다루며 믿음을 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까지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루터의 신학적 고민은 언제나 작은 딜레마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넘어

서서 그 핵심주제가 구원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강조되고 있으며, 루터의 주장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12) Paul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구영철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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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성화의 과정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다.

4. 믿음에 관하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행위에 의

한 구원을 가르쳤던 중세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구

원은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자

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이신

칭의에 관하여서 회의를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란 무

엇인가 더 나아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로

마서에 나타난 믿음에 관하여 이미 한국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

나, 루터의 글을 통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 논의를 위해서 라틴어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어법을 설명

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성경해석에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틀이 될 것

이다. 라틴어의 소유격은 일반적으로 목적격적 해석과 주격적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두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할 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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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으

시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논의는 하나

님을 믿는 믿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논의를 굳이 거부할 것은 아니며, 

이 역시 많은 성경적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먼저 루터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

리한다.

1)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서의 의

2) 사람들 앞에서(coram hominibus)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유효한 의

3)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fides christi) 그 자체로서의 의13)

그 동안의 교회사에 나타난 논쟁을 보면 ‘믿음의 의’가 ‘믿음

으로서의 의’ 혹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를 의미하는 지는 분

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게다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믿음인지에 관한 논의 역시 계속되고 

있다.14)

성경에 복음이라는 많은 표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

13)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정진오·최대역 공역, (컨

콜디아사, 201), 123. 본문에서 맥그리스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한다.

14) believe in God / God's belief(독일어 표현: Glaube an Gott /

Glaube von G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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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 번째 생각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롬

1:16절의 표현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라”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

에는 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였으며, 그것이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다. 사실 이것은 로마서의 대주제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수용할 때, 이신칭의 

곧 구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전도가 강조되어온 한국교회에서는 복음이란 항상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등으로 이해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루터가 고민한 것, 즉 루터가 놀라운 은혜를 

맛본 것에는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타

당하지만, 본문의 문맥과 루터가 시편22편을 통하여 고민하고 

그 이후에 이신칭의의 진정한 의미 곧 믿음을 깨달은 사실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성경으로 다시금 확인해

야 할 것이다. 시편2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와 진노를 생

각해 보았는데, 복음을 다룸에 있어서도 먼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

은 분명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럼에도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조건, 선전이나 

설득이 아니라, 복음 내용 자체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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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초두에서 복음에 관하여 그 내용과 개

념 혹은 도나 교훈이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놓은 것을 먼저 생각해

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롬 1:2), 즉 복음

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인 것”이다. 따라서 복음이란 정확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 교훈이라기보다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과 부활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

렇다면 복음 혹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설명되

거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용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이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간섭하셨다는 신적 개입에 

관한 개념이 먼저 설명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의 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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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

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의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로마서 전체 속

에서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좀 더 정당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

다. 로마서 3:21에도 복음에 관한 설명과 하나님의 의라는 표

현이 많이 등장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

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

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즉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 ‘하나님

의 의’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 란 무엇인가를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1:17에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복음에

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이

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수를 믿

는 사람 치고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

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 공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과 순결과 

그런 공의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죄악을 지은 자들이 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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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하지 못하며 단지 심판이 있을 뿐이다.15)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

났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또한 무엇인가? 복

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곧 하나님다우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다우심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루터는 자신의 글 서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

다: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의 내적관계

를 밤낮으로 생각하던 중에,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의인

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의’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문

장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

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

시는 수동적 의를 지시하는 것임을 알았다. 이러한 일들로 인

15)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105.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공

의‘와 ‘의’라는 말로 양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상의 혼란이 초

래된다. 공의라는 것은 사실 ‘justice'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인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본문의 문맥상

‘righteousness'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옳으심‘은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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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16)

6. 인간의 본질과 믿음

로마서에 나타나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많이 오해되고 있다. 

(물론 복음서에서 표현되는 것과는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먼저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

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 분석해보자. 복음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서 구원 얻기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이

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아주 흔하게 등장

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로마서나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

는 것이 아니다. 

먼저 믿음이란 우리의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가 자생적으로 그리고 자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요구한다. 하지만 

같은 로마서 내에서 인간을 묘사할 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

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

16)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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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

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

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 9-12)17)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

도 없으며, 깨닫는 자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처지이며 본질이다. 이어지는 로마

서 5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그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결국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 관한 관계나 의식에 관계없이 태어나며,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다. 본문의 표

현과 같이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

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18)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17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17) 비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본문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

한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유일한 권위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

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 자인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며 우리에게 요구되

는 믿음이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혹

은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18)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믿음에 관한 문제를 인간의 선택

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혹은 민족성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결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

문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구원초청이란 것을 많이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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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믿음

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어냐 하는 것과 왜 하나님

의 하나님다우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을 자생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

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을 찾는다면 루터의 

신학적 근거인 이신칭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하박국의 문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

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같은 17절에 등장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라” 라는 표현이다.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유

명한 하박국서 2:4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문맥 가운데

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로마서에서 사용되는 것을 정

리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

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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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

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

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2-4)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박국 선

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선

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

만히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의인은 믿

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

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조용히 보고만 계십니까?(합 1:2-4)라고 한탄하며 기도한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 놀라면 너무 이른 

것이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 더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강포가 심해질 것이다”(합 1:5-10)라고 대답하신다. 그러자 하

박국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산 대가가 무엇입니까?”라고 

다시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 세상을 믿고 

산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고 세상이 언제나 이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믿은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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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하나님은 “그 정도로 놀라면 안 된다. 앞으로 더 흉악

해지며, 세상은 더 악해진다.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

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은 가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더 흉악해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께서는 대답하시는데,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

서 하박국 선지가 이해했던 믿음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

야 된다고 한 답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참고 합 

2:12-17). 믿음에 관한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박국

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하나님을 믿은 표가, 하

나님을 믿은 보답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보답이 이 세상에 없

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

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표가 없고 보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방치했다는 뜻은 아니란 의미이다.  세상이 흉

포화하고, 세상에 행악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 세상이 부

패하고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견

딘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하박국식의 불평이 

정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 믿음에 관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상이 흉포해지고 악해지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흉포하고 행악자들이 날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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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의해 방해되거나 

세상에 의해 구부러질 수 없다고 선언하는 믿음인 것이다. 따

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

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이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더 나쁜 나라가 일어나

고 더 나쁜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뺏겨지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들끓고, 

또한 그들이 승리한 듯이 보이고, 우리가 늘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보호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를 믿어서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는 힘, 그 힘에 의해

서 사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간섭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본문을 원어로 분석하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Hab 2:4).hy<j]yI /tn:Wma>B, qyDix'w] /B /vp]n" hr;v]y:Aal hl;P][u hNEhi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tn:Wma>B,) 는 /  tn:Wma>  + B, 로 

구성된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의, 공의, 

자비 혹은 진실 등과 비슷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대비되는 용어

로 나타나는데,19) 중요한 것은 이어서 나오는 믿음의 주체에 

19) 이 단어는 견고함, 신실함, 성실함 혹은 충성으로 번역된다. 성경에

나타난 것을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뢰성을 나타내기 위하

여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용어이며(신 32:4),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종종 언급된다(삼상 26:23; 시 36:5; 40:10; 애3:23) 그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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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by his faith"인데,20) 

어떤 성경의 경우 "by their faith"21)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But the righteous man trust in me, and lives"라고 번역되

기 하는데, 이것은 신약의 영향이나 아니면 번역자의 해석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 것이다.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3인칭 

단수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by his faith"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서 그를 선지자 하박국이나, 이스라엘 전체(단수

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문맥에서 어색할 것이다. 오히려 하

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달리 

번역한다. 

(Hab 2:4) eja;n uJposteivlhtai oujk eujdokei' hJ yuchv mou 

ejn aujtw'/ oJ de; divkaio" ejk pivstewv" mou zhvsetai

“ejk pivstewv" mou”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by my faith"가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하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에 대답

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Rom 1:17) dikaiosuvnh ga;r qeou' ejn aujtw'/ 

ajpokaluvptetai ejk pivstew" eij" pivstin, kaqw;" 

gevgraptai, @O de; divkaio" ejk pivstew" zhvsetai.

나님의 역사와 그의 말씀의 특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시 33:4;

119;86; 143;1).

20) NASB, KJV, NIV

21) NR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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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al 3:11) o{ti de; ejn novmw/ oujdei;" dikaiou'tai 

para; tw'/ qew'/ dh'lon, o{ti @O divkaio" ejk pivstew" 

zhvsetai:

그러나 막상 사도바울의 표현 즉 로마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주체에 관한 부분은 생략되고, 믿음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아

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박국의 본문을 볼 때, 믿음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인 것이다.

그 결과 하박국은 3장17-18절로 자신의 결론을 삼는다. ‘하

나님이 자신의 편을 드는 한 누구든지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한 것이다. 따

라서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란 자신이 제시해야 

하는 조건으로서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에만 맡겨 두

시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정리한다. 

바로 이 문맥을 로마서 1:17절에서는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으로

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

신 어떤 간섭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이 

표현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비교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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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다. 즉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해본다

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인도 없고 선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

기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나의 믿음이 아니

라 달리 이해되어야 하며, 만약 자신의 믿음이라면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루터는 그 문제점을 너무

나 분명하게 인식하며, 심지어 믿는 자 자신의 믿음이라면, 천

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지적한다.

하박국의 표현과 로마서의 표현에서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 있다고 반전을 말한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란 하나

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부활 생명

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셨고, 눈 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시체였던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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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셨다고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곧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

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로 소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속에 믿음을 행하셨다. 따라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행사하실 세상

적인 조건과 힘이 아니라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 쪽에서 계시

하시고 완결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간섭을 지칭하

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에서 믿음인 것이다. 

그 결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구원의 조건으로서만,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한 치료로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

음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 복음을 믿

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믿을 조건

이나 능력이나 관심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

원해 내시고야 말았다 하는 사실이 복음 안에 들어 있다는 의

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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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

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0-24).22)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굳이 구별되지 않

지만, 루터의 고민을 이해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조건이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인가? 자신이 믿어야 되고 자신이 확신해야 된다고 한

다면, 비록 가능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겼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최종적인 마지막 열쇠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며, 결국 모든 근거는 자신이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을 얻을 자 없고 그 구원을 획득

할 자 없다”는 표현과 상치되는 것이다. 

성경의 설명, 루터가 이해하는 믿음에 따르면, 인간에게 아무

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

원으로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끼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22) 이런 면에서 루터는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하나님의 의’를 말

한다. 참고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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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며, 

또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생성된 믿음

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간섭에 의하여 우

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인 것이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사랑과 열심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

됐고, 역사속에서 분명히 시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

호하고 계시는 그의 살아계신 간섭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따라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

다는 것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힘이 아닌, 그 수단과 방법으

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며, 하

나님께서 주신 보호와 힘에 근거해서 산다는 표현이며 그 근원

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는 것이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

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

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만약 인간이 예수를 믿

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그 결정은 인간에게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고 밝힌

다.

현대의 복음주의적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

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

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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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문

이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은 다 그만두

고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설명이나,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했다. 즉 거짓말

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

켜야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으로마저도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한다면 안되는 것이었

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구원의 문이 마음껏 넓어졌

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고 믿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

은 좀 다른 이해인 것이다.23) 분명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이야

기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방법이다. 즉 

복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방

법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나는 거기에 반응했으며, 다

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선택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에 관한 설명은 복음이 

23)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99.9%고 내가 한 일이 0.1%라고 할지

라도 우리는 내가 맡은 0.1%도 완수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왜냐하

면 우리는 항상 완악하고 게으르고 배반하며 알고도 죄를 짓으며,

사실 그 0.1%를 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0.1%가 인간의 책임이라

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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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고 든 것이지,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하라고 제안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 골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감긴 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내 귀를 뚫어 놓은 것이기 때문

에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24) 결국 믿음이란 우리의 반응이거

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이해한다면 성경뿐만 아니

라 구원에 있어서도 분명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믿음들, 우리

가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모든 것

들은 내 선택과 내 결단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으키신 결과 나를 거듭나게 하

셨고, 내 눈을 뜨게 하셨던 결과 그리고 죽었던 내 심령이 살

아나 고백하게 된 결과란 것이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

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못났고 완악하며 훨

씬 처참하다. 그럼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우리, 죽은 우리, 무능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

님께서 대수술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24)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

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

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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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다. 

8.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대

인의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방식을 비교한

다. 로마서 10:3에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

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25)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

다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며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자신에게 충

분히 있음을 나타내려는 원리와 행동인데 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원은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과 힘써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 사이

에 가장 큰 차이란,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의 가치와 정당

함 그리고 충분함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근거나 원인이나 혹은 

어떤 자격으로나 방법으로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

이러한 설명의 맥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라는 말씀이 등장한다. 이러한 표

현은 각자 자기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얻는다

25)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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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즉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이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을 증명하느냐, 자신은 무력하고 오직 하나

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느냐의 

차이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가장 중

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믿는 자의 선택이

고 결정이고 각오인 경우로 사용되며 또 그렇게 표현된다. 그

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선포되는 것

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핵심

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14, 15절에서 분명히 설명한다.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으면 어찌 전파하

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도바울이 예수를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인데, 그럼

에도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법인데, 그렇다면 이 표현을 적용함

에 있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자고 한다면 본문의 본의에

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17절에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

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표현은 잘 들어야 혹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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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선택에 관한 

것 혹은 자신의 결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다. 즉 

자신 안에서 시작하거나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의 핵심은 자신

을 구원하는 것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거나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

이다. 믿음은 나의 선택과 분별과 결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

락된 구원이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요약

하자면 구원이 신적 기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

서 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초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

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보내

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구원이 시작되었고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려는 것이 14절,15절의 주요 내용이다.

9. 정리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

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

로 삼으셨고, 나를 완성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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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

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놓쳐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진 계획과 이

루신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신령한 것을 소유케 할 수 있는 자로 그 심령을 중생시키며, 

선한 의지를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시고 

중생시키시고 거룩한 일에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

는 자로 오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 이 모두가 복음인 것

이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며 떠나시지 않고, 또한 그 일을 반드시 이

루기 위하여 주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26)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선택

에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의 운

명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고치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

며, 올바른 선택을 하면 칭찬과 상급 속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

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루터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

(potentia Dei)’, ‘하나님의 지혜(sapientia Dei)’, ‘하나님의 권

능(fortiyuto Dei)’,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

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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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 Dei)’ 등과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 같은 의미임을 파악

하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으며, 마치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정의한다:27) 

칭의에 대한 경이로운 새 정의! 의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미덕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루터의 정의에 분명히 들어있다. 하지

만 하나님의 믿음 역시 루터의 정의 가운데 분명히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와 주관적인 근거를 논함에 있어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로서 그 입

지가 분명히 좁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선물이며 능력이고 권능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

명히 객관적인 근거이며 변하지 않는 근거이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 역시 충분

하고 확실한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루터의 십자가 사상 역

시 그의 이신칭의와 분명히 연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

27)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120. 본 구절은 1519년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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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더 분명하게는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그래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인 것이다. 만약 십자가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삼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논리적으

로 난항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며 이미 죽

은 자이기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

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아니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때, 하

박국의 본문이나 로마서의 본문뿐만 아니라 루터의 전체 글에

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쉽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 자랑하

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되 우

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에 정당한 반응을 하도록 우리에게 작

업하사 그 일을 결과적으로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루어 내실 것

이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루터의 이신칭의

에 있어서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설명들이 전체적으로 녹아있

는 것이다.



종교개혁 기념강좌

- 45 -

Martin Luther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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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강

테오도르 베자(1519~1605)의

종교개혁

조병수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데오도르 베자(Theodor Beza)는 칼빈의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17세기

를 산 사람이다. 이것은 베자가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연결하

는 결정적인 교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베자의 유년시절

  베자는 1519년 6월 24일 Vezelay에서 부유한 지방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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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Pierre de Besze의 아들로 태어났다. 베자가 채 세 살도 

되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사망했다. 삼촌인 Nicolas de Besze

가 베자를 파리로 데려갔고 아홉 살 되던 해에 칼빈의 은사이

기도 한 Melchior Wolmar라는 유명한 헬라어 학자에게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Orleans로 갔다. Wolmar는 그리스도의 의

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루터의 사상

을 받아 카톨릭과 결별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1535년에 

독일로 도피함), 베자는 자연스럽게 개신교의 사상을 배우게 

되었다.

  베자는 스무 살에 파리로 가서 문학을 공부했고 최고의 파

리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544년 베자는 두 친구 앞에서 평범한 사람의 딸인 

Claudine Denosse와 비밀리에 결혼을 했다(친구 중에 한 명은 

유명한 법학도인 Jean Crespin으로 후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

난다). 그들은 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공식적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베자 부부가 사십 년 동안 금슬 좋게 살았다는 사실

은 이 비밀결혼이 지나가는 애정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1548년 베자는 유명한 라틴어 시집 Juvenilia를 발표하는 

등,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려 죽

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 베자는 여러 가지 일로 양심에 가

책을 받았다. 그는 비밀결혼을 마음 아파했으며, 속으로는 개신

교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카톨릭의 충실한 신자인 척

하면서 교회의 녹을 받아먹는 것에 가책을 느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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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mar의 가르침이 그에게 돌아왔다. 베자는 이 세상이 공허

하게 느껴지면서 Denosse와 함께 스위스 국경을 넘어 제네바

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친구인 Crespin이 개신교 신앙을 위해 

와 있었고, 칼빈이 살고 있었다.

2. 로잔의 베자

  베자는 칼빈과 인사를 나눈 후에 첫 번째 일로 Claudine 

Denosse와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 그는 잠시 동안 

Crespin과 인쇄업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튀빙겐에 머물고 있

었던 Wolmar를 방문하고 나서 로잔(베른에 의해 통치)을 통과

할 때 환영해주었던 Pierre Viret의 설득을 받아 로잔 아카데

미의 그리스어 교수로 취임했다. 1549년 11월 6일이었다. 베

자는 드디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에 발을 디딘 것이

다. 그는 공개강의에서 로마서와 베드로서신들을 가르침으로써 

열정과 성경학식을 증명하였다. 베자는 Clement Marot가 시작

한 시편번역을 계속했으며 고전적으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제

자”라는 드라마를 출판했다. 이 드라마는 로잔 아카데미의 학

생들이 배역을 맡아 시연되었다. 

  로잔에 머물고 있는 동안 베자는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그

때 칼빈은 Farel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자를 주목하였다

(1551년 6월 15일). “나는 그에게서 모든 사람이 흠모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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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정신과 고귀하고 순수한 예절과 열린 마음을 발견했습

니다”.

  1557년 봄에 인근에 있는 왈도파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자 베자와 Farel은 스위스 전역을 돌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독일의 개신교 군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두 사람은 가는 곳

마다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칼빈의 제

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루터파 사람

들도 그들을 반가워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557년 5월 14일

에 Göppingen에서 성찬교리를 말하면서 루터교와 일치점은 강

조하고 차이점은 간과했다는 이유로 예리한 추궁을 받게 되었

다. 사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허한 

논쟁이라는 모래톱에 기독교의 평화를 좌초시키는 것은 부끄러

운 일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동료들은 신학적인 

증오(odium theologicum)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진리에 충

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게 되었다. 하지만 칼빈은 베자의 행실

을 변호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언쟁은 즉시 종식되었다. 

3. 제네바의 베자

  1558년에 제네바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자 베자는 칼빈의 

제안을 따라 그리스어 교수로 청빙되었다. Viret와 그의 동료

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무엇보다도 칼빈 곁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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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열망이 그 청빙을 받아들이게 했다. 이때 그는 기독

교신앙의 고백이라는 당시의 베스트셀러를 출판했다(1558년). 

  1559년 6월에 아카데미가 개원되었을 때 베자는 학장으로 

취임했다. 40세의 나이에 최종적인 정착지와 최종적인 사업에 

들어선 것이다. 동시에 그는 제네바에서 한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 교직과 목회에서 그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두 

가지 모두 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번영하였다. 

4. Poissy의 회담

  프랑스의 태후인 Catherine은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과 개

신교 목회자들의 토론을 결정했다. 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561년 8월 22일에 파리로 갔다. 

  첫 번째 회담은 1561년 8월 23일에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센 강변에 있는 상 제르맹(St. Germain)의 성에서 열렸다. 주

제는 화체설이었다. 이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추기경 Lorraine

이 연사로 나섰는데 베자의 적수가 되지 못해 한 주 후에 기권

을 하면서 개신교 교리는 화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회담은 1561년 9월 9일에 Poissy에 있는 수녀원

에서 개최되었다. 그것은 카톨릭이 모든 이점을 차지하고 있어

서 바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베자는 성실하게 논쟁에 참여하여 용감하게 입장을 견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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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자는 먼저 특유한 방식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칼빈의 제네바 예식서에 나타난 대로 죄를 고백하는 것

으로 시작되었다. 베자의 논증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같이 그

리스도의 몸은 성찬의 떡에서 멀다는 것이었다. 카톨릭 성직자

들은 이 말을 듣자 베자가 모독적인 발언(blasphemavit)을 했

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베자는 이런 불

쾌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하면서 성찬에 그리스도

의 영적 임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 번째 회담과 네 번째 회담은 각각 1561년 9월 24일과 

26일에 작은 수녀원에서 열렸지만 조리 없는 논쟁이 되어버렸

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태후는 어떤 일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허사로 그치고 말았다.

  베자는 탈진한데다가 중병에 걸려 11월 초까지 상 제르맹

에 머물렀는데, 카톨릭을 떠난 것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Vezelay로 떠났다. 그러나 노중에

서 프랑스 전역에 발생한 개신교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

시 파리로 발길을 돌렸다. 베자는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사적

인 생활을 포기한 것이다. 그 이후 베자에게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다.

5. 위그노 지도자들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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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2년 1월 17일에 소위 “일월 칙령”(Edict of January)

이 발표되었다. 그 칙령에 따르면, 위그노들도 몇 가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낮에 성 밖

에서 예배를 위한 집회를 가져도 된다는 것이었다. 교회를 되

찾는 것과 새로 짓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위그노들은 베자

의 조언을 따라 그 칙령에 순복하기로 했다. 

  그러나 1562년 1월 27일에 St. Germain에서 다시 성상사

용과 성자숭배를 놓고 논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1562년 3월 1

일 Guise의 공작은 무방비상태의 개신교도 수백 명이 Vassay

에 있는 헛간에서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참하게 살

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베자는 카톨릭교도들이 “일월 칙령”

을 범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지만, 그들은 개신교도들이 먼저 

Guise 공작에게 돌을 던져 공격했다고 뒤집어 씌었다. 이때 베

자는 말했다. “좋습니다만, 그는 돌을 던졌다고 하는 사람들만

을 처벌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자는 다음과 같이 기념비적

인 말을 덧붙였다. “내가 그 이름을 들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의 교회의 몫은 타격을 참는 것이지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러나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수없이 망치를 닳게 하

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모루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Condé와 Guise 사이에 시민전쟁이 벌어졌고 베자는 

Condé의 요청을 따라 거의 넉 달 동안 독일과 스위스를 돌면

서 동맹을 확보하게 되었다. 베자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고 베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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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곱 달 동안 위그노 군대와 함께 지내면서 보급과 재무를 

맡았다. 

  1563년 2월 18일에 Guise 공작은 어떤 환상가적인 위그

노 난민에게 암살되었다. 그는 베자의 사주를 받아 이 일을 저

질렀다고 둘러댔다. 암살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베자가 그에

게 사후에 낙원과 성자의 높은 반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베

자는 어렵지 않게 혐의를 벗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

야만 했다. 그는 행위로 낙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기에는 

너무나 성경에 집착하는 학도가 되었다고 말했다. 

  Guise의 사망과 함께 평화가 시작되었고 베자는 제네바로 

돌아갈 자유를 얻었다. 그는 귀로에서 고향인 Vezelay를 통과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은 뒤였다. 거기에서 베자는 자신의 

아내가 Condé의 장모와 함께 Strassburg에 있다는 소식을 듣

고 우회하여 그녀를 데리고 제네바로 돌아왔다. 

6. 칼빈의 후계자

  베자는 칼빈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때 칼빈은 이미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었다. 베자는 칼빈이 가장 크게 신임하

는 사람이었고, 사망시기가 가까워 오자 더욱 더 그를 의지하

였다. 그들의 우정은 존경과 사랑에 기초했기에 결코 방해를 

받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츠빙글리와 불링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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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닮았는데, 교회에 매우 큰 유익을 주었다. 

  칼빈의 사후에 베자는 즉시 그에 관한 고전적인 전기(“칼

빈의 생애” Vita Calvini)를 기술했다(1565년). 제네바 시의회

는 베자를 칼빈의 후계자로 선출했다. 베자는 이 임무를 1580

년에 은퇴할 때까지 완수했다. 그는 시와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했고 학생들에게 설교와 강의를 했다. 그는 프랑스로부터 

오는 피난민들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오는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는 매일같이 밀려오는 수많은 사무에 조언과 견해를 제출했

다. 그는 엄청난 서신왕래를 감당했다. 때때로 논쟁에 참여하고 

이단들을 축출했다.

  베자는 비록 신학적인 학식과 통찰에 칼빈보다는 못했지만 

예절과 거동에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지도하에 신

학기관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이 되었다.  

  베자는 성경학자였다. 베자와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

은 베자 사본(Codex Bezae, Codex Cantabrigiensis, D사본)

이다. 이것은 5세기 사본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담고 있다 

(아마도 원래는 공동서신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베자는 이 사

본을 1562년에 리용에 있는 St. Irenaeus 수도원에서 입수했

다. 베자는 이 사본을 1581년에 캠브리지 대학에 헌정했다. 

Beza 자신은 헬라어 신약성경을 발행했다(1565년). 이것은 제

임스 왕의 시대에 영어성경의 대본이 되었다. 

  베자는 칼빈을 잇는 최대의 개혁교회 신학자였다. 그는 칼

빈주의를 학문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알미니안주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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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Arminius는 베자가 지도하던 제네

바 아카데미의 학생이었다. 

  1568년에 제네바에 페스트가 번져 베자의 이복형제인 

Nicolas가 사망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뒤이었다가 위그노에 합

세했는데 피난민으로 제네바에 온지 겨우 며칠 만에 화를 입은 

것이다. 

  베자는 1570년에 신학논문집(Tractationes theologicae)

을 출판했다.

  1572년 8월 24일 주일, 곧 바돌로매의 날에 수많은 개신

교도들이 파리에서 학살을 당했고 그로부터 며칠 동안 프랑스 

여러 곳에서 똑같이 충격적인 일이 반복되었다. 9월 1일에 상

처를 입은 피난민들이 처음으로 제네바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루 동안 금식과 기도 후에 베자는 스위스 시민들에게 담대할 

것을 권면하면서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베자는 1573년에 “신학주제에 따른 서간집”(Epistolarum 

Theologicarum)을 출판했다.

  1574년 베자는 Henry of Condé를 만나 성공적으로 타협

을 맺고 John Casimir가 위그노를 지원하도록 군대를 이끌고 

오게 만들었다. 

  베자는 1577년에는 모세오경의 법 조항들을 분류한 “하나

님의 법”(Lex Dei)이라는 저술을 출판했다. 

  1580년 9월 26일 Peace of Fleix가 잠시 동안 프랑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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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때 베자는 개신교 지도자인 Navarre

의 Henry 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절

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려주었다. 

  1580년에 베자는 프랑스 왕국의 개혁교회 역사를 저술했

고, 1581년에는 개신교의 연합을 장려하는 신앙고백의 조화

(Harmonia Confessionum Fidei)를 저술했다. 

7. 루터파와 회담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에 심각한 신학적인 갈등은 오랫동안 

불명예가 되었다. 그래서 루터교인이면서 화해의 인물인 

Würtemberg의 Frederick 백작은 위그노 피난민들이 많이 거

주하는 Montbéliard(Mömpelgard)라는 자신의 영지에서 회담

을 열어 문제를 고치려고 했다. 1586년 3월 21일에 회담이 시

작되었다.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베자가 나서서 화해의 아름다

운 정신을 보여주었지만, 루터파 지도자인 Andreä는 루터가 

마르부르그 회담(1529년)에서 츠빙글리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작별하는 시간(3월 29일)에 베자의 손을 잡기

를 거절했다.

  Montbéliard 회담은 1588년 4월 15일에서 18일까지 베른

에서 재연되었다. 여기에서 루터파의 유명한 논쟁가인 Samuel 

Huber가 베자와 토론을 했는데, 베자는 평상보다도 더 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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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베자가 공식으로 몸을 드러낸 마지막 

토론이었다. 그때 베자의 신실하고 사랑하는 부인이 세상을 떠

났다.  

8. 베자와 헨리 4세

  베자의 일생에 큰 고통이 찾아왔다. 1589년 그는 Navarre

의 헨리가 즉위했을 때 큰 소망을 품었다. 왜냐하면 헨리는 개

신교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593년 초에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개신교 신앙을 버리는 결심을 했다는 소식이 제

네바에 도착했다. 베자는 애통한 마음으로 왕에게 편지를 보냈

다. 내용은 왕에게 발생한 변화가 초래한 영원한 결과를 설명

하는 것이었다. 베자는 헨리가 원수들의 음모로부터 벗어나 치

명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베자

의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1593년 7

월 25일 주일 아침에 St. Denis에 소재한 수도원에서 Navarre

의 헨리 왕은 자신의 신앙을 내버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수

호하기로 맹세를 했다. 

  베자는 헨리의 배교에 크게 애통했다. 그러나 베자는 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옛 신앙동료들을 선호하고, 특히 1598년

에 낭트 칙령(Edict of Nantes)을 선포하면서 프랑스에서 개신

교도들을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동일한 지위에 두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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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을 때, 베자는 왕에게 더 소망을 두게 되었다. 1599년 

왕이 Charles Emmanuel과 전쟁의 일환으로 제네바에 접근하

였다. 베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으로부터 보호약속을 

받아냈다. 헨리 왕과 베자의 면담은 영예스럽게 끝났다.

9. 베자의 말년

  베자의 인생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나이가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따라서 베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책임지고 

있던 임무들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1586년에는 매일 설교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그후 1600년까지 오직 주일에만 설교를 

했다. 1598년 베자는 아카데미에서 은퇴를 했고 자신의 도서

관을 처분했다. 1600년에는 아카데미에서 마지막으로 공직을 

수행했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 그렇게 하여 베자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17세기에 설교한 사람이 되었

다.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가 행한 유일한 17세기 설교였

다.  

  말년에 서른 살의 아주 열렬한 카톨릭 신자인 프랑스와 데 

살레가 베자를 찾아와서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베자를 회유하

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하자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때 베자는 “나는 너무 늙고 귀가 어두워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응수했다. 이렇게 하여 베자는 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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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운 것도 아니고 개신교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증명

했고 베자가 변절했다는 쓸데없는 소문도 꺼버렸다.

  베자는 마지막 유언으로 칼빈이 묻혀있는 Plain Palais의 

공동묘지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다. 베자는 160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시신을 로마로 끌고 가겠다는 카톨릭 

교도들의 위협 때문에 제네바에 있는 St. Peter 교회에 안장되

었다. 

  여섯 명의 종교개혁자들(루터, 멜란히톤,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 베자) 가운데 베자는 당시의 표준에 따르자면 가장 완성

된 신사였다. 그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고전적인 지식을 

소유하였으며, 재치가 많은 사람이었다. 베자의 성실한 노력으

로 제네바는 평화와 번영을 맛보았고, 아카데미는 번창했으며 

학도들이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프랑스의 개혁

교회가 설립되었다. 칼빈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칼빈은 그의 

제자이자 동료인 베자에게서 더욱 대담한 삶을 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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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dore Beza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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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강

칼빈의 제네바사역 후반의

내용과 의미

이승구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조직신학 교수)

1. 설교자 칼빈

목사의 직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

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Ordinances 

for the ordering of the Christian Religion, Opera Calvini, 

11a, 17=Theological Treatises, 58.

“설교자들은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자신

들이 받은 것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Opera Calvini, 5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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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바로 그 말을 듣는 듯

이”(Institutes, I. vii. 1).

1546?-1548? 오후  시편 강해

1548-1549. 8.? 히브리서

망명자단(the society of refugees) 

거의 한시간에 걸친 6,000여 단어로 된 설교 속기 위촉: 드

니 라그니에(Denis Ragueníer)

주일 설교: 신약

1549-1554   사도행전 (189편)

]554-1558    바울서신에 대한 일련의 설교들

1559-1564    harmony of the Gospels (65편)

 주중 설교: 구약

예레미아, 예레미아 애가 (1550년까지)

소선지서, 다니엘(1550-15552)

에스겔 (1554-1555) 174편

욥기 (1554-1555)  159편

신명기 (1555-1556)

이사야 (1556-1559) 342편

창세기 (1559-1561)  12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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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에 대한 일련의 설교 (1561)

사무엘상, 사무엘하 (1561-63)  107편, 87편

열왕기상(1663-64)

비록 성경의 통일성이 어디에나 전제되어 있었으나, 그는 성

경 각 본문이 그 메시지를 말하도록 하였다.

회중의 지적 노력

“칼빈주의자는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알고 있

다.”(Karl. Holl, Ges. Aufs. 3, 267, Parker, 194)

1. 믿음의 참여의 중요성

설교자 자신부터: “만일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인물

이 되는 수고를 치루지 않는다면, 강단의 올라갈 때 그의 목을 

부러뜨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Opera Calvini, 26, 304)

"나는 나 자신에게부터 설교해야 한다고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네.“(Opera Calvini, 50, 327)

2. 칼빈의 주석들

“그의 천재성이 가장 활발해지는 아침에 그의 대부분의 책을 

받아쓰게 하는 그의 저술 방법”(Opera Calvini, 21, 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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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주석,  1540 (Strasbourg에 있을 때)

그 후 주석 저작을 지체하자 발라르 뿔렝(Valeran Poullain)

의 불평과 격려: 지혜롭게 해야

“나는 칼빈이 이 모든 일을 단호하게 결정하기를 원했다. 왜

냐하면 그는 바울 서신, 선지서, 그리고 그 나머지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기 전까지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자비로운 하나님! 그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

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

들이 불후의 명작으로 남지 않겠습니까?”(Opera Calvini, 12, 

216)

고린도전서 주석,  1546년 2월말이나 3월초에  Rihel에 의

해 Strasbourg에소 출판

고린도후서 주석,   원고를 리헬에게 보냈으나 분실되었으나 

결국 도착

              이후로 항상 부본을 만들게 됨

그리고 이 때부터 Jean Gérard or Girard가 출판 담당

1547  고린도후서 주석, 불어 번역판도

1548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한권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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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디모데전후서 주석

1549  디도서, 히브리서 주석

1550 합본: <바울서신과 히브리서에 대한 쟝 칼빈의 가장 

탁월한 주석>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 주석은 여기서 처음으로 

선 보인 것

       오래 전에 쓴 로마서만 좀 수정

Reuchlin의 제자였던 노년의 인문주의자 Ambrose Moiban 

of Bratislava

나는 선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성경을 그렇게 

멋지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에 대해 경

탄해마지 않았소. 나는 선생을 만난 적이 없으나 항상 선

생의 저술을 사랑하고 있고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

소. 특별히 나는 선생이 올해에 전 바울 서신을 선생의 거

룩한 사상으로 장식하였음에 그저 기쁠 따름이요.(Opera 

Calvini, 14, 307)

1550 야고보서 주석 불어 판

1550 공동서신 전체(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 요한 2서, 3서 

제외

1551 이사야 주석(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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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신약 주석 완성판이 스테파누스에 의해 출판됨

     철저한 개정, 헬라어 본문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세

심하게 개정

     한절 한 절 자신의 견해가 바뀐 곳을 표시

1552 사도행전 주석 1권

1553 요한 복음 주석

1554 사도행전 주석 2권

1555년 7월 공관복음서 대조

3. 방종파(Libertines)와의 권징과 관련한 투쟁

3-1. 루 모네(Roux Monet) 사건(추문)

Perrin의 친구인 법원 서기, 음화를 자신의 복음이라고 부르

면서 소지하고 다니고, 존경하는 4명의 시의회 의원과 동침했

다고 함(그들 중에는 Madame Vandel과 Perrin의 부인도 포

함됨)

3-2. Jerome Bolsec (1520-1584) 사건

빠리 대학 신학 박사였고 갈멜파 수도사였으나, 1545년에 복

음을 받아들이고 

프랑스 떠난 뒤 이탈리아에서 (르네 공작 부인의 궁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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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사 됨

제네바에 정착해서 (후에 칼빈의 고린도 전서 주석을 그에게 

헌정한) 프랑스 귀족인 드 팔레(de Falais)의 의사가 됨

1551년 10월 16일 금요일 목회자 모임

젊은 Saint-Andre가 요한복음 8:47로 설교 후

Bolsec이 예정론에 대해 문제 제기

1. 선택과 유기는 신앙에 달린 것

2. “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며, 마치 이방

인들이 쥬피터 신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다”(R. M. Kindon and J.-Bergier, Registres 1, 80-80; P. 

E. Hughes, ed. and trans.,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1996), 

138.

3. 이 교리를 어거스틴까지 소급해 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교리는 15세기 Valla에게서 시작되었다.

4. 그러므로 예정 중장은 성경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곡

해 한 것이다.

<== 늦게 도착 한 칼빈이 즉석에서 반박

예정 교리는 항상 전제 됨

1539년 판 기독교 강요에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남.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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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영원한 작정으로 그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이 작정되어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두 궁극의 어느 하나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을 때 우

리는 그가 생명에 혹은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Institutes, III. xxi. 5)

요 17:6; 요 6:37.

결국 시민 법정은 볼섹크를 제네바에서 추방하도록 결정

(1551. 12. 21)

그는 Bern에서도 거절당하자 Paris로 가서 천주교회로 돌아

가서 

악의에 찬 칼빈 전기를 써서 복수(1557)

Cf. 칼빈이 1552. 1. 1.에 서문을 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에 관하여”

3-3. 1552년 선거  리버틴의 승리

Perrin의 이복 동생 Pierre Tisso가 재판관, 

필리베르 베르틀리에(Philibert Berthelier)는 auditor (감사)

뻬렝을 수석 행정관으로 하는 다수의 행정관을 리버틴이 차

지

소의회 의원 4명 새로 선출(다음 3인이 1552년의 trouble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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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타사르 세뜨(Balthasar Sept), 가스빠르 파브르(Gaspard 

Favre), 방델(Vandel)

필리베르 본나(Philibert Bonna)는

도무니(Domeney) 부인을 따라 다닌다는 사유로 목사인 레

이몽 쇼베(Raymond Chauvet)에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필리베르 본나와 필리베르 베르틀리에 그리고 발타사르 세

뜨가 상 삐에르 예배당을 향해 가는 쇼베 목사님께 욕을 퍼부

으며 따라옴

3개월간의 법적 논쟁 끝에 3인이 투옥되고, 교회에서는 출교

됨.

회개의 징표가 있으면 화해하고 발타사르 세뜨가 청원한 그

의 자녀 유아세례 검토하기로.

그런 상태로 1553년이 됨 이 때의 상황을 잘 알려 주는 칼

빈의 편지:

칼빈은 Fabri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기를 “이들이 이처럼 난폭한 방종을 보여 

준 적이 없었네.... 전공화국은 이제 무질서에 빠졌으며 그들은 

이제 기존질서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네...”(Opera Calvini, 14, 

455-56=Calvin's Letters, 2, 369-70). 그래서 한 달간 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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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함

그러나 파렐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그를 방문.

3월말에 파렐이 회복하자

“주께서 형이 나보다 오래 사는 모습을 교회가 보이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우리 모두 날마다 그를 위해 죽는 준비를 갖춥시다.”(Opera 

Calvini, 14, 509=Calvin's Letters, 2, 377-78).

부활절 성찬일이 다가오자 행정관들은 당회에 출교된 이들의 

명단을 사유와 함께 올리라고 함 <== 목회자들은 일제히 사직

원을 내겠다고 함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그 해 중반에 사태 악화: 목사님들은 시민이었음에도 시의 

총회(General Council)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

 이 총회에서 총회의 권위로 쥐씨(Jussey) 교구 목사로 있던 

프랑소와 브르그왕(Francois Bourgoin) 목사를 제네바로 청빙

하고, 데 갈라(De Gallars) 목사를 보냄

<== 목사회의 반발

1553. 7. 24. (월) 칼빈은 지쳐서 사임 요청. 거절됨. 의회는 

순종하는 칼빈을 요구한 것임.

그러는 중 1553. 8. 13.(주일) 밤에 법을 피해 도망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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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 한 사람이 쌍 삐에르 예배당에 와서 칼빈의 설교 듣기 

시작: Michael Servetus

4. Servetus 사건

Servetus

아라곤 출신으로 뚤루즈(Toulouse) 대학에서 법학 공부

황제의 스페인 궁정 사제의 비서 역할하다

바젤에 거주하면서 Oecolampadius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자

신의 견해 피력

(세르베투스에 대한 외콜람파디우스의 반응: “하나님의 모독

자이고 악마에 사로잡힌 자”)

De Trinitate erroribus libri septem (Seven Books on 

Errors about the Trinity), 1531

Strasbourg로 와서 활동

부쳐는 그를 “악마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에게 떠날 것을 요

구 

Basel로 옴. 바젤의 행정관들이 이 책에 나타난 그의 견해 

취소할 것 요구.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Dialogorum de Trinitate libri duo 씀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서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

그러자 그는 마카엘 비예뇌브(Michael Villenneuve)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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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수학 강사로 빠리에 나타나서, 의학 공부 시작

혈액 순환에 대한 이론 제시하기도 하고(Harvey에 앞서서)

시럽의 보편적 사용(Syruporum universa ratio, 1537)을 

저술한 것으로 여겨짐

Lyon에 와서 톨레미(Ptolemy)의 지리학을 라틴어로 편집 

(1533년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로 편집했던)

다시 빠리로 왔으나 그의 점성학 책이 의학부에서 정죄되자, 

Vienne 주교의 개인 의사됨.

(당시 톨레미 지리학 재판과 Pagninus의 라틴어 성경 초판 

발간)

Clavin에게 편지하여 조언을 구하곤 했으나 Calvin을 반박

삼위일체는 머리 셋 달린 믿기 어려운 괴물로 묘사

기독교의 회복(Christianismi Restitutio, 1553, 1월)

삼위일체의 오류에 대한 7서, 믿음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적

그리스도와 중생에 대한 7서,

적그리스도의 60가지 표적, 삼위일체와 교회의 권징에 대해 

멜랑흐톤에게 보내는 변증

Basel의 출판업자가 거절하자 Vienne의 인쇄업자 아르눌레

(Arnoullet)와 귀에눌(Guéroult)에게 인쇄하게 함(서로 동서지

간인 이 인쇄업자들은 간통죄와 여러 죄 때문에 벌을 피해 수

개월 전에 제네바를 탈출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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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때문에 빈에서 재판 중

2차 심문이 끝난 후에 탈출

빈 재판소는 탈출한 죄인에 대해서 1553년 6월 17일에 판결 

선고: “몸이 재가 될 때까지 약한 불에서 산채로 화형에 처한

다. 당분간 (잡히기까지는) 그의 초상을 만들어 화형에 처하고 

그의 책들을 소각한다.”(Opera Calvini, 8, 786)

이런 상황에서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 온 것

칼빈은 그의 비서 니꼴라 드 라 퐁떼느(Nicola de la 

Fontaine)로 하여금 고소케 (함께 수감됨)

Pierre Tissot를 검사로 해서 행정관 앞에서의 재판 (1553. 

8. 14.)

다음날 Antoine Calvin이 대신해서 고소자를 맡음

칼빈에게 적대적인 재판관들은 소송을 오래 끌려함

주변 도시에 의견을 구하는 편지를 보냄, 그 결과 1553년 

10월 20일의 답신들이 의회에서 낭독됨: 쮜리히, 바젤, 베른, 

샤푸하우젠이 한결같이 세르베투스의 견해를 이단적이요 불경

스러우며 유해하다고 정죄함.

10. 26 소의회는 결정 내림

뻬렝은 200인 의회에 넘김. 200인 의회에서도 빈에서와 같

은 판결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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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과 목사들은 화형은 말고 덜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취해 

줄 것 요청.

화형에 처해짐.

5. 1553년 9월 이후

(1) 1555. 9. 3. 성만찬 주일날 설교 후에 칼빈은 의회가 이

런 문제에 권한이 없음을 말하고 당회에서 수찬 금지된 분들은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함.

사임을 각오하고

그 날 오후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0이었음. 칼빈은 자신은 

언제나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자신에게 하도록 강요하

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이 제네바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함.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

분을 주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2) 의회에서는 “규례”에 따르기로 함

문제는 서기인 Trolliet가 베낀 사본은 의회 서기가 작성한 

원본과 달랐고, 원본 분실.

행정관 달를로(Darlot)가 원본을 찾아 보도록 위임됨. 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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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으나 2주난 토론됨.

1553. 9. 18 표결

“칙령은 1541년 이래로 시행 되오던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수찬 금지 등은 당회의 권한이다)

그래도 내적인 문제가 계속 되다가

(3) 1555. 1. 22 조사 위원회의 보고를 다시 받고 “우리는 

그 법규를 지킬 것이다”는 

결론내려짐

    1555. 1. 24에 60인 의회와 200인 의회에서 추인됨.

제네바 평민들이 목사들의 주장과 리버틴의 주장을 비교햐 

보고 목사들이 주장하는 도시의 모습이 더 좋다는 반응 보이기 

시작

(4) 그런 뒤에도 리버틴파 행정관들은 칼빈을 괴롭힘

(ex.) 칼빈의 treatise on the eucharist against Westphal

이란 그의 논문을 검열하도록 함

<== “이 때문에 나는 성질이 나서 4명의 행정관들에게 만일 

내가 천년을 살더라도 결코 이도시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출

판하지 않을 것이다.고 소리쳤습니다(Opera Calvini, 15, 356).

(5) 그러나 1556년 2월 선거에서 뻬렝의 추종자들(the 

Perrinists)이 물러나게 됨, 4명의 행정관 모두가 반 뻬렝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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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됨.

수많은 프랑스 이민자들이 시민(bourgeoisie)권을 획득(소의

회에는 들어 갈 수 없으나 다른 의회 의원으로 선출 가능함 의

미).

<== 뻬렝파의 반란 계획, 시민권 부여에 반대하는 항의서를 

시민 총회에 제출

그러나 의회는 어떤 조치도 하려하지 않음

<== 불만에 찬 주모자들의 술집에서의 식사 모임

Perrin, Vandel, Sept, Berthelier

제네바인들의 제네바를 건설하자고 소리침

프랑스인들의 집을 불태우려 가다가 결국 해산

후에 무장 봉기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도시 밖으로 도망침

부재 상태에서 궐석 재판 받고 사형 언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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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alvin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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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소위 ‘대안 기독교’ 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성봉 목사

(신반포중앙교회․조직신학)

들어가는 말

샘물교회 단기 봉사단으로 인하여 야기된 아프칸 사태로 인

해 한국(보수)교회가 한국 내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집

중 포화를 받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기독교계의 지성지라고 

자부하는 ｢기독교사상｣ 지 8월호에 특집으로 ‘신학의 미래, 교

회의 미래’란 주제 하에 소위 ‘대안기독교’ 운동을 공공연하게 

실어놓았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한 세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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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당대 교회를 향하여 “말세에 기

롱하는 자들(scoffers)이 와서” 기롱(譏弄)의 말을 한다고 경고

하였다(벧후 3:3). 어떤 기롱의 말을 하는가? 주님의 재림과 관

계된 기롱이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

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

다”(3:4). 이런 기롱에 대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

로다. ...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

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3:5-7). 나아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구원섭리와 

연관하여 답해주고 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

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

니라”(3:9).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유의 기롱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데, 그것도 교회 안에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전방위적이라는 사

실이다. 어떤 기롱의 말인가? 사도는 주님의 재림의 경우만 언

급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기롱은 우리 신앙의 다양한 내용들

을 언급한다. 이를테면 성서무오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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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설 등이다. 교회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가 없으니,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이런 내용을 버려

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도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나 성도는 연합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

의 대상이라고까지 그들은 말한다. 더욱이 이런 기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충격적이다. 오늘날 소위 

‘대안 기독교’를 제창하는 J모 목사는 H대학교 신학과를 졸업

하였으며, 이런 주장이 담긴 그의 저서들을 한국기독교연구소

에서 발행해 주고 있다. 누가 이들을 향해 교회가 아니라고 하

겠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유의 기롱이 공공연히 활개

를 치고 있다. 사상적 계보로 말하자면 그는 김OO의 손자요 

안OO의 아들이다. 

1. 소위 ‘대안 기독교’ 운동이란?

종래의 보수적인 기독교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으므

로 기독교가 바뀌어야 한다며 ‘대안 기독교’를 제창하는 운동이 

H대학교 출신의 J모 목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1) 이러한 주장은 비단 그만의 주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가 

이러한 운동에 세계적 동지로 여기는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성공회 신부 존 쉘비 스퐁, 신약학자 마커스 보그, 영국 버밍검 

1) 정강길, 미래에서 온 기독교 , 서울:에클레시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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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고돈 린치 교수, 기존 기독교의 몰락을 설파한 돈 큐빗 

등이다.2) 또한 그의 책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추천서를 

쓴 국내의 동조자들도 상당수 있다. 생태여성신학자 구OO, 캐

나다 라이지나대 교수인 오OO,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의 

오OO, 미래에서 온 교회의 최OO 목사, 하늘 씨앗 교회의 한

OO 목사, 새길교회 신학위원이며 대한적십자사총재인 한OO, 

뉴욕유니온신학대의 현O 교수 등이 그들이다.  

그에 의하면 세 개의 기독교의 있다고 한다. ‘닫힌 중심의 기

독교,’ ‘열린 기독교’ 그리고 ‘열린 중심의 기독교’가 그것들이

다.3) 대부분의 보수 기독교는 첫 번째에 속하고, 진보적인 기

독교는 두 번째에 속하고, 자신이 주창하는 기독교는 세 번째

에 속하는데, 일반적인 자연과학자, 무신론자, 철학자, 심리학

자, 사회학자, 문화예술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관점

과 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하게 출발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궁

극적으로는 그들을 설득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기독교 신앙

의 새롭고 건강한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기독교라고 한다. 즉, 

기존의 전통 교리가 먼저 전제되지 않고도 확고한 신앙적 중심

으로 능히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기독교라고 한

다. 그의 말 그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좋아 보인

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특성은 “솔직하

고 건강한 합리성에 기반한” 기독교이며, “오류의 비극 앞에선 

2) 스퐁은 ‘새로운 기독교’를, 보그는 ‘새로 등장하는 기독교’를, 린치는

‘탈신조적 기독교’를, 큐빗은 ‘하나님 나라의 종교’를 각각 역설하였

다(정강길, 미래, 71).

3) 정강길, 미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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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겸허한” 기독교이다.4) 

2. 기존 기독교에 대한 문제 제기

이들이 주로 책임을 묻는 대상은 기존의 보수기독교회이다. 

이들이 기존의 보수기독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

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일련의 표현들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기존 기독교야말로 마

땅히 먼저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오늘날의 분명한 복음 선교의 

대상이다.”(미래, 10)

“내가 보는 기존 기독교는 대부분이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

는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요, 그럼으로써 사실상 병든 기독교요, 

썩은 기독교며, 긍극적으로는 <예수 없는 기독교>라고 보기 때

문이다.”(미래, 10)

“이런 식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행함 없는 신앙, 개인

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이분화 현상과 이웃종교와 전통 문화

에 대한 배타적이고 정복주의적인 자세 등등 이렇게 괴리된 삶

이야말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

가?”(미래, 11)  

그는 오늘날 NCC가 보수적인 성향의 한기총과 연합하는 것

4) 정강길, 미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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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서 심히 뒤틀린 심경을 극단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재정곤란만 겪고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소속

된 보수교단들의 이해관계에 질질 끌려가는 NCC라면 도대체 

무슨 존재의미가 있겠는가? 만일 NCC로선 회원 교단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계속 죄 짓게 하는 팔(교단)을 짤라내든가, 

아니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아예 바다에 뛰어들든

가.”(미래, 64)

이 같은 과격한 표현은 입장을 달리하는 교단에 대하여 대단

히 배타적인 자세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는 보수기독

교도들의 배타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도 그에 못지않은 배타성

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그는 “진보측 기독교에서 볼 때 보수적인 한기총보다

는 차라리 정토회 같은 불교 단체가 오히려 더 가깝고 친숙한 

대화상대로까지 여겨지지 않는가?”(미래, 78)라고 말하여 입장

을 달리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로서의 공통점보

다는 불교에서보다 더 이질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는 비판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불

신과 원망과 증오가 있는 듯이 보인다. 더욱이 존 칼빈을 가리

켜 “극악무도한 살인자”(미래, 100)라는 비난을 퍼붓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그와 우리 사이의 신앙적, 사상적, 전통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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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간격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3. 문제 제기에 대한 귀 기울임

이 운동의 주창자인 그가 말하듯이 “만약에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류와 폐해를 보이지 않고, 또한 

많은 솔직한 의문들도 해결해주고 있는 온전한 설명력을 최상

으로 확보하고 있다면, 나는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를 버릴 이

유가 없겠다고” 여긴다는 말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의 증

오어린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그는 기존의 기독교는 오류와 비극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다고 비난한다. 또한 그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자기

의 내면적 신앙과 전도를 통한 신자화에 주로 관심하느라 실제

적인 사회적 고통과 갈등 해결의 차원은 아예 보지 못하고 있

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 받음의 알맹이를 ‘죽은 뒤

에 천당행’으로 알고서 그것에 주 관심사를 둘 때가 많으며, 전

체사회를 못 보는 개인내면의 심리적 위안 신앙에 머물 때가 

아주 많다고 비난한다. 보수 기독교 전반이 지나치게 감성에 

치우치는 데 대한 그의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전반적으

로 한국 기독교인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치열한 학술적인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뜨거움을 느껴보려는 감성이요 익숙한 

정서이다. ... 나는 감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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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양립가능한 감성을 추구하지, 그 역은 결코 아니다.”(미

래, 67) 

이런 비난들에 대하여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

보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류와 

비극 앞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반성하며, 신앙과 전도를 통한 

신자화에 힘쓰면서도 실제적인 사회적 고통과 갈등 해결을 위

하여 애써야 하겠으며, 지나치게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지

정의를 겸비한 전인적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하지

만 이 경우에도 무엇을 기준하여 무엇을 오류라고 말하는가 하

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회적 고통과 갈등 해결의 구체

적인  방식은 또 다른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

해야 할 것이다.    

4. 포기할 수 없는 선(線)

비판을 받고 자기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기독교로서 자기동일

성을 상실하는 데까지 갈 수는 없는 법이다. 이들이 기독교답

지 못하다고 여겨서 기독교답도록 깨우치고 촉구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용하여 그렇게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버려야 할 것들로 지정된 목록 

속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우

리를 윽박지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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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성서무오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

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설 

등이다.5) 기존 기독교에 대한 염려는 고마우나, 멸망하지 않도

록 하겠다며 거의 변질에 가까운 변화를 요구할 때는, 그 자체

가 기독교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여야 하겠

다. 그런 기독교는 시대정신에 편승하는 기독교, 시대정신과 야

합하는 기독교에 불과하다. 

이미 현대 기독교 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현대 자유주

의 기독교에게는 그런 전과(前過)가 있다. 18세기에 일어난 계

몽주의 이래 지난 수 세기 동안 합리주의에 편성하여 기독교를 

합리주의의 사생아로 만들어 버린 자유주의 신학과 그 후예들

이 지난 세월에 대한 신앙적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이제는 아주 재간 있게 탈근대주

의와 다원주의의 말로 바꾸어 타고서는 우리더러 자기를 따라 

오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

장을 놓는다. 

어차피 기독교는 처음부터 당시 합리주의적 지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이적과 기사로 점철되다 마지막

에는 부활로 마무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심지어 제

자들조차도 믿지 못하였던 부활이지 않았던가? 그 당시에 머뭇

거리던 불신앙을 우리 시대에 좀 더 논리적이고 확신 있게 주

장한다는 것 밖에 더 나아진 것이 없지 않은가?

5) 정강길, “미래에서 온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미래,” in: 기독교 사상

2007년 8월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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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있어서는 “① 성서무오설 ②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

생 ③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④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⑤ 

그리스도의 재림설 같은 교리적 전제”가 없어도 기독교가 성립

되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의 생존에 

방해가 되므로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우리

에게 있어서는 그것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며, 그것 없이 종교

로서 연명되는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종교라고 

여겨진다.      

5. 이런 문제 제기의 뿌리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정통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과 저항이 이런 문제 제기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그에 의하

면 이미 기독교는 그 초기부터 잘못되었다고 한다. 예수의 하

나님 나라 운동이 이미 바울에게서 추상화/형이상학화 되었고, 

변증가들과 교부들에 의하여 플라톤 철학적으로 변질되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볼 때에 전통적이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리 없다. 거의 

전부가 변질과 부패로 보일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 기독

교 신학은 플라톤적인 관념적 이원론의 영향 하에 변질되었다

고 말하면서, 이에 의하면 세계를 이원화시켜 하나를 본질로 

다른 하나를 파생적인 것으로서 보도록 인식적 사고구조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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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데, 이것은 위계적으로도 어느 한 쪽에 다른 한 쪽을 

종속시켜서 보도록 하며, 이러한 인식구조가 기독교 사상 안에 

뿌리 깊도록 팽배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가 이에 대립되

는 유물론에 기반한 해석학적 인식을 주창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철학자 화이트헤드를 의지하여 소위 ‘현실적 관계론’에 따

른 해석학적 인식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양자를 ‘상호의존관

계’로 세계를 본다고 주장한다.6) 

그에 의하면 기독교가 믿는 도그마나 케리그마는 추상화의 

소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마

치 구체성을 띤 사실로 여기며, 이를 역사적 사실과 동일시하

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고 하며, 케리그마라는 것도 그것이 비

록 역사적 예수로 인해 나왔을지라도 그 자체는 역사적 예수가 

아닐진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캐리그마의 배후를 전혀 연관

시키지도 않고 아예 묻지도 않는다고 비난한다.7) 이러한 비난

은 너무 성급한 속단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적인 일반성도들은 

혹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런 

논의를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적 

예수와 케리그마의 그리스도를 선명히 나눌 수 없으며, 예수님

과 관련하여 성경 외의 다른 무엇에서 성경에서 만큼 권위 있

6) 정강길, 미래, 80-81. 그는 관념론을 비판하며 유기체 철학

(Philosophy of Organism)을 주장하는 화이트헤드에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다.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재 , 오영환 역, 서울:민음사,

2005, 41-48.

7) 정강길, 화이트헤드와 새로운 민중신학 , 고양: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383-4.



종교개혁 490주년 기념

- 92 -

는 자료들을 얻기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성경에서의 주장

을 존중히 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받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6. 서로 다른 길

그가 그토록 주창하는바 합리성이란 것도 그가 크게 의존하

는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다. 인간은 아주 간헐적으로만 이성적일 뿐이며, 단지 

이성적으로 행위해야 할 책임이 있을 따름이다”8)고 했는데, 그 

자신 이런 말을 인용하며서도 스스로 합리가 마치 진리판단의 

척도인 듯이 여기는 태도는 대단히 모순적이다. 근대 합리주의

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으로 흐르면서 결국 진리가 폭력

으로 군림했었다고 (포스턴모던적 통찰을 가지고) 합리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바로 인식하면서도, 근대 합리주의에 반발한 포

스트모던을 추구하는 사상가들은 합리성 자체를 거세하려는 경

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원주의나 해체도 좋지만 그럴 경우 

‘합리주의적 신념’마저도 봉쇄해버린다면 우리가 진리를 찾는 

일은매우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라고 하여 그의 진리추구의 최

종적 기준이 ‘합리주의적 신념’이란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

8) 정강길, 미래, 4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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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진리 추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신앙을 가

져보지 못한 듯이 보이는 그의 진리 추구 자세는 다분히 주관

적이요 자기중심적으로 보인다. 독자들에게 진리 추구를 권하

면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그의 권고는 그러한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독교 서점에 한 번 가보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이해가 상반되는 해석들

이 매우 많다. 성경을 보는 관점, 과학을 보는 관점, 타종교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등등 참으로 다양하리만치 저마

다 다르다. 나는 보스든 진보든 무엇이든 간에 가능하면 이 모

든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을 붙잡기만 

바랄 뿐이다.”10) 이 경우에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가? 결국 자

기 자신이 아닌가? 자기 자신이 진리 판단의 유일하고 궁극적

인 판단자로 행세하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의 길은 신앙의 길이다. 믿고 따르는 길이다. 내가 믿

고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고, 

그가 나로 하여금 따르게 하셔서 따르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우리는 창

세기를 읽으면서 세상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데, 저

들은 창세기를 펴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성경은 창조와 섭리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9) 정강길, 미래, 49.

10) 정강길, 미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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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딤후 3:14)

성경과 신앙은 좋은 교사에게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배운 바에 대한 확신이 있

어야 한다. 우리는 사도의 권고처럼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5)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야” 하겠다(고전 16:3). 교회 안에 자리하면서 성경을 

논하고 신학을 논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과 같은 신앙은 전혀 

가져 본 적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분들의 주장에 대하여 지

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슬로건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다

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새롭게 외쳐져야 할 

주제임이 틀림 없다.   

맺음 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과 그 성경이 제시하는 주요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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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기준이나 시대정신과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스스럼없이 삭제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과연 기독

교인들인가?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랐고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

서 직업을 갖고 있으니 자타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지 모르

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과학교도들이요, 합리교도들이다. 적어

도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것을 기준하여 성경을 바꾸려 하지 않

고 도리어 성경에 기준하여 다른 모든 것들과 아울러 과학조차

도 그 가치와 의의를 말해야 할 것이다. 이름으로는 기독교인

라고 하고 말로는 기독교가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서, 실제로는 기독교가 몰락할 길로 이끌고, 굳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할도 못할 그런 길로 이끄는 이들은 마치 

제 어미를 물어 죽이는 살모사와 같은 존재들이다. 과학적 전

제에 맞추어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재해석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행태는 “지나간 세대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서구 기독

교의 쇠퇴를 이런 실책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함에도 이런 실책

과는 연관시키지 않고 마치 신앙을 지켰는데도 교회가 쇠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요 언어도단(言語道

斷)이다. 진리 문제와 관계하여 만세 반석처럼 여겼던 합리주

의와 과학주의가 스스로 권위 없음을 선포한 이후의 시대(포스

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시

행착오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회를 위하는 듯하면서도 

교회를 해하는 자들의 말들을 분별하고 자신을 살피며 삼가 조

심하여 우리의 남은 걸음을 걸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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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취리히 종교개혁의 내용과 특징

- 쯔빙글리와 불링거

박상봉 목사

(취리히대학교 신학부 교리사 박사과정)

서론

종교개혁의 서막을 연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중심적인 

역할은 1517년 비텐베르그(Wittenberg) 교회의 정문에 교황주

의자들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 반박한 95개 조항의 개시와 함

께 당시 교회의 타락의 문제를 공공적인 논의로 이끌었다는데 

있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는 이미 유럽의 다양한 지

역들에서 개인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비판되어 왔다. 즉, 루터의 

행위는 유럽 전역에서 교황주의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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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있었던 신학자들, 기독교적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성직

자들을 공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1521년 4월 17-18일에 개최되었던 보름스 회의(Wormser 

Reichstag)에서 루터가 단호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후 교황

주의자들로부터 이단자로 정죄되었을 때, 선제후 프리드리히

(Kurfürsten Friedrich)는 신변보호를 위해서 그 종교개혁자를 

바르트성(Wartburg)에 머물게 하였다. 이 일과 관련하여 루터

는 일시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잠시 자신의 자취를 감추었다. 

특별히, 이 때에 스위스 취리히(Zürich)에서는 울리히 쯔빙글

리(Ulich Zwingli)라는 종교개혁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당시 교황과 대부분 귀족 신분이었던 주교들은 교회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다른 

유럽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 역시 많은 성직자들이

나 인문주의자(Humanismus)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비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제들이 신학적으로나 도

덕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만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

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들 중

에서도 박탈수도사들이나 내연관계에 있는 수도사들은 속물들

로 인식되고 있었다. 분명히, 면죄부 판매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시행은 교황과 주교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

지만, 반면에 교회와 사제들이나 평신도들의 윤리적 타락을 더

욱 부채질하였다. 실례로, 당시 사제들은 내연관계를 맺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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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처벌을 받거나 사제직을 잃지 않았다. 규정된 속죄비만 내

면 죄가 면죄되었기 때문이다. 이 면죄비의 비용이 사제들에게 

증가되었을 때, 이와 관련이 없는 평신도들에게까지 피해가 입

혀졌다는 것은 당연하였다. 사제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면죄비를 충당하기 위해 헌금의 명목으로 평신도들에게 부담을 

지었기 때문이다. 물론, 평신도들 역시도 혼인문제(간통이나 친

족간의 결혼)와 교회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죄들을 지었을 경우 직접적인 처벌 보다

는 가장 먼저 면죄부를 사는 것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평신

도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을 경우에 교회 안에서 파문을 당했는

데, 결국 그들은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처음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면죄부를 사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정과 관

련하여, 쯔빙글리는 사제들과 평신도들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두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골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좀더 윤리

적으로 나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 때문에 취리히에서는 이미 

종교개혁 이전부터 정부가 사제들의 생활을 감시하였다. 사제

들과 평신도 사이의 유희적 놀이를 금지시키고, 내연관계에 있

는 사제들을 당시 취리히의 교회를 관할하는 콘스탄츠 주교회

(Konstanz Bischöfe)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주교회는 대부분

의 징계들을 면죄부 판매로 대신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취리히 정부는 주교회에 대해 불만을 가

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취리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감독에 대한 권한을 더욱 확대길 원했다. 그리고 취리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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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 아래 있는 시골 지역들에 사는 농민들 역시 수도원 조

세와 관련하여 당시 교회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는 이후 농민봉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취리히와 그의 관할 지역들은 

교회의 타락상과 관련하여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을 큰 충격 없

이 단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관련하여 

신학적인 전제가 그 중심에 서있었지만, 동시에 그 종교개혁이 

어느 한 지역에서 뿌리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적인 이

해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였다. 당시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학이

었지만, 그 종교개혁을 보장해주는 것은 정치였다. 종교개혁자

들이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을 때, 이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정치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 당시 취리히는 정치적으로 1351년 스위스 연방에 가입한 

자치적인 국가도시(Staatstadt)로 총 인구수는 대략 75.000명

이었다(취리히 시5.500명, 그의 관할 지역 60.000명). 취리히 

교회가 콘스탄츠 주교회의 감독 아래 놓여있기는 하였지만, 교

회 행정 이외에 모든 정치적인 내용들은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취리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수공

업자들과 상인들로 구성된 상∙하위원회의 위원들(총 212명)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그들의 논의와 결정에 의해서 취리히의 모

든 사회정치적인 일들이 수행되었다.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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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쳤을 때, 취리히 교회와 사회 개혁은 정치적으로 이들의 도

움뿐만 아니라, 또한 시민들의 지지 없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는 취리히 현상만이 아니라, 

전 유럽의 현상이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쯔빙글리가 전 스위스에 영향을 준 

개혁주의적인 종교개혁의 효시라고 하면, 그의 후계자인 하인

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취히리 종교개혁을 완성하

고, 동시에 유럽전역에 그 종교개혁의 내용을 확대시킨 인물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링거는 사상적으로 쯔빙글리와 함

께 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넘어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정치면에서 쯔빙글리가 교회와 정부의 실제적인 연합을 

강조했다면, 불링거는 교회와 정부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전제 속에서 협력적 역할을 모색한 인물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쯔빙글리가 단행하였던 취리히 종교개혁의 내용과 특징을 핵심

적으로 살펴보길 원한다. 그러나 쯔빙글리의 신학적 입장에 대

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가 주도했던 

종교개혁이 취리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어떤 변화가 생

겨났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이후, 불링거와 관련된 언급은 주제

를 제한시켜, 취리히에서 쯔빙글리 이후 그를 통하여 교회와 

사회 개혁이 어떻게 더욱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필 것

이다. 동시에,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불링거가 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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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자세와 평생 수행했던 목회적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간

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 쯔빙글리: 취리히 종교개혁의 시작

취리히(Zürich) 시 중심을 흐르고 있는 림마트(Limmat) 강이 

취리히 호수로부터 시작되는 관문의 오른편에 바써교회

(Wasserkirche)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뒤편에 거대한 청동

으로 만든 쯔빙글리(1484-1531) 동상이 서 있다. 그 동상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쯔빙글리의 양 손에는 성경만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검 역시도 쥐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와 의문을 동시에 가진

다. 왜! 목사가 검을 쥐고 있을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쯔빙

글리의 신분을 −오늘날 군대에서의 군목 비슷한− 목사이자 

군인으로 생각한다. 분명히, 당시 종교개혁의 확산을 반대한 취

리히 근방에 놓인 로마 카톨릭 지역들의 연합 군대들에 대항하

여 두 번의 카펠 전쟁들을 주도하고, 특별히 제2 차 카펠

(Kapel) 전쟁에서 싸움 중에 죽었다(1531. 10. 11)는 사실만 

생각한다면, 쯔빙글리가 군인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쯔빙글리는 군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을 

반대한 이단자로서 처형되었다. 당시 교황주의자들이 육체가 

부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처형방식으로, 그의 신체는 네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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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절단되어 불에 태워졌고, 이후 그 남은 재는 강물에 뿌려

진 것이다. 

     1523년 1월 29일 에 ‹‹첫번째 개혁주의 교회 설립을 

위한 회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쯔빙글리와 다른 동료 목사

들, 시장, 상∙하 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주교의 

사절들이 참석한 첫번째 취리히 논의(Erste Züricher 

Disputation)가 열린 이래로, 취리히 종교개혁은 정치이고 공

적인 승인 아래서 합법화되었고, 이후 교회와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쯔빙글리는 이 논의를 위해서 67개 논제들을 

준비하였다. 먼저, 1-16 논제들은 그 자신의 신앙관과 성경관

에 근거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들을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다룬 내용들이다. 다음, 17-33 논제들은 

직접적인 교황주의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다: 교황의 권위, 미사, 선행, 성직 소유, 금식계명, 축

제일, 순례, 사제와 수도자 복장과 외형적 표식, 사제들의 독신

주의와 동정맹세, 교회의 파문, 교회가 행사하는 세속권력의 문

제 등. 끝으로, 34-67 논제들에서는 세속 정부의 권위와 역할, 

기도, 죄사함, 연옥, 교회의 모든 미신적 폐단 등이 논의되어 

있었다. 특별히, 쯔빙글리가 대표적으로 이 논쟁에서 강조하였

던 성경의 권위,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교회론의 특징들 핵심적

으로 살필 수 있다. 쯔빙글리는 당시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들(공의회들이나 주교회의들의 결정



종교개혁 490주년 기념

- 104 -

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성경만이 신

앙과 삶의 규범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원에 대

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개적 역할을 거부하고,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

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교회이

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선언하였다. 그리스도에 의

해서 통치를 받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제와 평신도들의 

계급적인 구별은 더 이상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역

시도 복음 증거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16장 13-20절과 관련되

어 있는 열쇠권(die Schlüsselgewalt)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

 

     취리히 종교개혁의 교회와 사회 변화의 대표적인 실례

들은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1524년에 

교회 안에서 성화와 성상들이 철거된 이후, 1525년에는 미사

와 수도원의 폐지, 가정법원 도입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

한 규정−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실적인 조치−이 

마련되었다. 특별히, 미사의 폐지는 당연히 일 년에 네 번 성찬

식을 거행하는 오늘 날의 설교중심의 예배를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배시의 성가대와 오르간 연주를 금지시켰다. 

더욱이, 이 해에 최초의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 기간인 예언회

(Prophezei)가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 신구약 성경 해석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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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다. 이 예언회 교수들의 수고 아래서 1531년에는 취리

히 성경이 최초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예언회는 1532

년 후반 이래로 더욱 전문화된 학교인 스콜라 티구리나(Schola 

Tigurina)로 발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취리히 대학의 

모체가 된다. 이어서 1528년에는 취리히 개혁주의 총회가 처

음 열리게 되었으며, 1530년에는 풍기단속법원을 설치되었다. 

덧붙여, 이러한 과정 속에서 취리히 교회와 국가 협의회는 결

과적으로 카펠 전쟁들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던 이미 종교개

혁이 진행되고 있었던 베른(Bern)과 다른 지역들과 협력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다른 스위스 연방에까지 종

교개혁을 강력하게 확대시킨다는 것 역시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례들로 수도원 폐지와 가난한 사람

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독교 사회윤리적인 면에서 취리히 종교개

혁의 성격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원은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주변에 사

는 농민들은 수도원의 농노들이었다. 그들은 해마다 수익의 일

정량을 수도원에 납부해야 했는데, 그 조세는 결코 가벼운 것

이 아니었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 농민봉기는 주로 수도원령에

서 터져 나왔고 농민들의 수도사들에 대한 증오심은 극에 달했

다. 물론, 수도원은 그 재산을 일부 사회봉사(학교교육, 환자치

료 빈민구제)를 위해 쓴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그 

수입을 가지고 모든 성직자이나 수도자들이 편하게 사는데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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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수도원의 활동과 상관없이 조

세가 좀더 많이 감면되기를 원했다. 그 자신들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먼저 수도원 폐지

는 한편으로 농민들에게 조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원의 관리(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었다. 다른 한편으로 수도원 폐지와 함께 그곳에서 살았던 수

도사들이나 수녀들에 대한 부양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그 수익

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나, 이후 불링

거 당시 취리히 학교들의 재정적 후원이 수도원 수입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양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중지시킨 대신에 취리히 

여러 지역에 무료급식소가 설치되었다. 빵과 곡식가루, 그리고 

보리나 다른 야채를 끓인 수프(죽)가 숙명적인 사건들로 인하

여 가난해지거나 수입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현지

인이나 타지인들에게 제공되었다. 당시의 형편상 타지인들은 

일시적인 혜택을 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부양되지는 못했다. 그

리고 정부는 빈민복지사들을 채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확인한 이후에,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후원금이나 

구호물자들을 지급하였다. 또한, 재산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성적이 만족스러운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이외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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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술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조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

들,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해진 사람들(도박이나 게으름), 가난

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화려한 장식이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포주나 매춘녀로 일한 사람들 그리고 욕설을 하거나 

술집에 않아서 주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는 제외되었다. 

     쯔빙글리에 의해 주도된 취리히 종교개혁의 특징은, 한

편으로는 교회와 국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다

른 한편으로는 교회 개혁과 함께 사회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졌

다는 점이다. 특별히, 이러한 쯔빙글리 종교개혁 특징과 관련하

여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이

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쯔빙글리 역시 기독교적 인문주의

자(Humanismus)로서 특히 사상적으로 에라스무스(Rotterdam 

von Erasmus)의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로마 카톨릭 교

회와 논쟁을 할 때 루터의 다양한 글들을 참조하였는데, 취리

히 종교개혁의 한 측면인 교회 개혁의 내용과 관련하여 루터에

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쯔빙글

리는 루터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 속에서 다양한 자료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그러나 1520년 이

후 쯔빙글리는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의 타락을 공공의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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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낸 루터를 비판하는 에라스무스나 그의 이러한 행위를 

동조하는 많은 인문주의자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와 그 인문주의자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나갔다. 또한, 이때 취리

히 종교개혁의 종합적인 구상과 관련하여 쯔빙글리와 사상적 

교류를 하였던 다른 인물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

리가 이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당시 다른 여러 사람들

과 함께 기독교적 이상주의 사회사상을 매우 현실적으로 사고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소위 쯔빙글리식 이상주

의(eine zwinglische Utopie)이라고 불리는, 당시 오스트리아

의 합스부르그 왕가에 속한 영주의 횡포에 반대하여, 반 교황

주의적인 사상 위에서 1526년에 '티올러 지역법(Tiroler 

Landesordnung)"을 저술한 미카엘 가이스마이르(Michael 

Geismeir, 1490-1532)이다. 그 저술의 주요 내용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티올(Tirol)는 기독교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라는 것, 2.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속적 지배의 종말을 역

설, 3.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간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 4. 

교회 성화와 미사 폐지 주장, 5. 교회교사들을 위한 학교와 성

경교육 강조, 6. 가정과 풍기단속법원 설립, 7.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8. 수도원 폐지 등. 

아무튼, 이러한 이상향적 구상 위에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과 함께 사회 개혁을 결과적으로 발생시켰다. 바른 

신앙적 입장에 근거한 교회 개혁은 교회가 속해 있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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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회의 성도들이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교회가 개혁됨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성도들 혹은 모든 시민 사회의 윤리의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그 결과로 가져왔

다. 다른 종교개혁 도시의 한 모델이 되었던 취리히 종교개혁

은 이미 당시 인권의식의 함양과 함께 복지사회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기초를 만들어 내고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쯔빙글리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의 특징이 

교회와 국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함의한다. 종교개혁 당시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이

루어지려면 종교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황의 지배 아래 있는 

로마 카톨릭 주교회의 지지나, 혹은 정치적으로 정부(혹은 지

역의 영주)의 승인이나 협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쯔빙글

리 역시도 종교개혁을 수행할 때, 맨 처음 취리히가 속해 있는 

콘스탄츠 주교회에 호소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

실, 주교회가 종교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은 교황으로부터 독립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곧바로 그의 적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주교들과 영향력 있는 사제들이 교

회 개혁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으로 공론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쯔빙글리는 취리히 

정부를 향해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유럽의 지역들

과 마찬가지로, 취리히에서 역시 종교개혁은 교회와 국가의 협

력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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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쯔빙글리의 처벌을 요구한 주교회의 반대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취리히 정부는 주교회와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그를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도에 의한 종교개혁

을 지지하고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아야한다: 이후에 곧바로 

언급될 재세례파의 실례와 함께, 교회와 정부 협력에 의 한 종

교개혁의 수행을 뒤 받침 해주는 설득력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다른 예로는,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 그 공적인 

개념이 1555년 9월에 있었던 아우그스부르거 종교평화 회의

(Augsburger Religionsfriede)를 통해서 정의되었다고 해도, 

이미 종교개혁과 관련한 유럽의 전체의 분위기는 그 초기에서

부터 cuius regio, eius religio(그의 지역, 그의 종교)라는 원

칙 아래 있었다는 점이다. 즉,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영주) 

혹은 정부가 어떤 신앙고백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이 여전히 로마 카톨릭 교회 지역으로 남아있던가, 아니면 종

교개혁 기반에 있는 루터주의 교회 혹은 개혁주의 교회로 변화

될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표면적으로 지역적인 

믿음의 자유만 있었을 뿐, 개인적인 믿음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적인 믿음의 자

유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고향과 

가족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때문에, 루터, 쯔빙글

리, 부쳐, 불링거, 칼빈 등을 막론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각 

지역에 속한 지배계급들의 종교개혁적 혹은 신앙고백적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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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 혹은 신학자들이 글을 쓴 서론에 장엄한 헌사문을 써

서 왕, 영주 혹은 귀족 등에게 헌정을 한 이후는 이러한 시대

적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끝으로, 이러한 교회와 정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취

리히 종교개혁의 배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

안은 재세례파에 관한 것이다. 재세례파가 같은 유럽 내에서, 

동시에 취리히 내에서 역시 많은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에서 그 뿌리가 뽑힌 이유는, 결정적으

로 그들의 종교개혁은 순수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세속 

정부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원

인이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정부 혹은 영주들로부터 사회와 

권력을 전복시키는 혁명가들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당연히, 그

들은 권력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고, 동시에 직접적인 박해

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취리히에서 처음 호의적

이었던 쯔빙글이나 불링거가 재세례파에 대한 정부의 박해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근본

이 흔들리고 좌초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서 쯔빙글리는 정부의 협력 없이 종교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

할 수 없었다.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재세

례파의 극단적인 행동들은 정부로 하여금 그 자신 역시 의심하

게 만들 수 있었다. 당연히, 그는 재세례파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었고, 그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자숙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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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박해로 인하여 재세례파는 유

럽 대륙을 등지고 북미 대륙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 대

서양을 건너야 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배경 속에서, 쯔빙글리는 목사로 

정부의 일에 깊게 관여하였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개

혁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 쯔빙글리가 공식적인 논의

(회의)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523년 1월 29일 에 열린 첫 번째 논쟁 이래로 

지속적인 종교개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회합들이 이루어졌

다. 이 회합들을 통해서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

어낼 수 있었고, 이후 큰 저항 없이 논의된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흥미롭게도 쯔빙글리는 특별히 설교

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 종교개혁을 단

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도움과 결단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쯔빙글리는 평상시에 신약과 구약을 설교했으나, 만약 정치적

으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를 하였다. 한 실례로, 1523년 농민전쟁과 관련된 급진주의가 

취리히 사회에 문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규범과 인간의 규

범"라는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종교개혁적인 입장에 근거한 인

간의 정치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급

진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설교

를 통해서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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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속정치에 깊게 관여하였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해 주고 있다. 핵심적으로, 쯔빙글리는 교회와 세속 정부의 관

계를 계급적 서열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둘이 서로 구별

되어 있는 관계로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원이었다. 이러

한 사상적 전제 아래서,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로 했던 상∙하위원회 위원들의 고문으로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이다. 쯔빙글리는 실제적으로 당시 

취리히 내부 문제나 외부 문제에 있어서 사상적인 지주였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거의 모든 위원회 회의들

에 참석하였고, 그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취리히 내부 

문제들은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었고, 외부 문제들 

역시 다양한 도시들에 펴져있는 쯔빙글리 동료 신학자들이나 

정치인들과 서신교환을 통하여 얻어진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많은 외교적 정보들에 많이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분위기는 지역의 갈등 혹은 국가 간의 갈등 역시도 종교

개혁을 통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주도권 싸움

(Hegemonie)과 직접적인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선두에 있었던 쯔빙글리의 위치와 관련하여 그의 영향력은 당

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의심할 수 없이, 이후 취리히 교회와 

정부가 주변 지역들의 종교개혁을 지원하고 이끄는 과정 속에

서 발생한 다른 로마 카톨릭 교회 지역들(루첼른Luzern, 우리

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 Unterwalden 그리고 쭉Zu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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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로 발생하게 된 카펠 전쟁들 때, 그 책임적 지휘에 있었던 

쯔빙글리와 동료 목사들 역시 검을 들고 싸워야만 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쯔빙글리는 최초 개혁주의 교회의 종교개혁자이자 목사

로 죽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종교개혁에 기초한 개신교(개혁주의)적인 스위스 연방을 구상

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후의 취

리히 종교개혁의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예상케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하인리히 불링거(1504-1575)

가 1531년 12월 9일 27세 나이에 쯔빙글리의 후계자로서 선

출되었다. 그 후계자는 그로스뮌스터 교회(Grossmünster 

Kirche)에서 수석 설교자이자 목회자로서, 동시에 약 7만여 명

의 인구를 가진 취리히에서 1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섬기는 

130여명의 목사들의 지도자이자 교회 의장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소임과 함께 쯔빙글리의 종교개혁과 사역적 

과제를 이어서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였다. 

II. 불링거: 쯔빙글리와 함께, 그리고 그를 넘어서 

제2차 카펠 전쟁 이후 교황주의 교회를 지지하는 다섯 지역

들과 패배한 취리히 사이의 계약인 마일렌너 협정들(Meilener 

Vorkommnisses)에 의하여, 취리히 교회 목사들이 정부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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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세속적인 용무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

지만, 이미 쯔빙글리에 의해 추구되어 왔던 교회와 정부의 협

력 속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의 근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는 않았다. 다른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정치인들이나 시민들 역시 교회와 사회 개혁에 대한 이해

는 전쟁의 패배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었다. 더욱이, 전쟁 이후 

위기에 처한 교회를 국가의 도움 없이 회복시킬 수 없었기 때

문에, 불링거 역시 교회와 정부 사이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관계를 신학적이고 제도적

으로 합법화 시켜나갔다. 하지만, 불링거에 의해 이해된 교회와 

정부의 협력사역이 쯔빙글리와 구별되는 점은, 그들이 서로 혼

합되거나 영역에 대한 침범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

임 아래서 교회와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서로 상호적으로 협력

하여 해결하는데 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분명하게 구별되

는 질서와 역할을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각자의 일들을 서로의 후원과 도움 속에서 수행해 간 것이다. 

교회의 봉사자들이나 정부의 관리들이 자신에게 위임된 일들을 

임의적인 판단이나 뜻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과 믿음 아래서 그 일들의 극대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 

것이다. 우리는 스위스 제2신조(Confessio Helvetica 

Posterior) 30항 행정관리(DeMagistratu) 조항에 언급된 내용

을 통해서, 불링거가 왜 이러한 사상적 입장을 추구했는가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만일 행정관리가 교회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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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하면, 그는 교회를 심히 괴롭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관리가 교회와 가깝거나 교인일 

경우에는, 그는 가장 유용하고 뛰어난 교회의 성도로서, 그는 

교회에 매우 많은 유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정적으로 

가장 뛰어나게 교회를 도울 수 있다." 물론, 이 사고는 당시 모

든 정치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었고, 국가가 개혁주

의 교회를 국교로 표명한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상황과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불링거 역시 이러한 

전제 아래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사역적 과제를 이어서 수

행하고, 동시에 더욱 발전적으로 완성해 나갔다. 

     쯔빙글리 이후 불링거 아래서 전개된 종교개혁의 교회

적인 성과들은 대표적으로 교회 규범의 재정, 목회자들의 교육

의 질과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길 원한다. 먼저, 불링

거는 새로운 취리히 교회 의장(Antistes)으로 선출된 다음 해

인 1532년 10월 22일 에 쯔빙글리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레

오 윳 (leo Jud)과 함께 작성한 '취리히의 설교자와 총회 규범

(Züricher Prediger-und Synodalordnung)"을 공포하였다. 이

것은 독립적인 교회의 규범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몇몇

의 교회 역할들이 정부로 이양된 정부 참여적인 교회의 규범이

다. 취리히 종교개혁의 특성과 관련하여 교회의 일부 업무에 

정부의 참여와 협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범은 크게 세 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설교자들의 선택, 파송 그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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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관하여, 2. 설교자들의 가르침과 삶에 관하여, 3. 총회의 

구성과 모임, 목사의 직무와 사역 그리고 교회와 정부에 대한 

목사의 의무에 관하여. 이 교회 규범을 통하여, 불링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적 색채를 완전히 극복한 오직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취리히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다. 이 규범은 

불링거의 사역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프랑스 혁명(1789) 이전

의 나폴레옹이 집권한 구체제(Ancien regime)에까지 유지되었

으며, 또한 그 결정의 몇 가지들은 지금까지도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불링거는 특히 목회자들의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취리히 학교들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미 쯔빙글리 당시 목회자 교육 기관으로 설립된 예언회

(Prophezei)은 1532년 말에 라틴어 학교 졸업 이후 시험에 합

격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문학교(die hohe Schule)인 스콜

라 티구리나(Schola Tigurina)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곳에 학

생들은 기독교적 인문주의 인식을 가진 교사들(신학자들) 아래

서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와 함께 성경의 해석과 번

역, 신학(교리), 철학, 과학 등을 배우면서, 이후 개혁주의 목사

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었다. 처음 카펠 전쟁의 패전으

로 취리히 시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회와 정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로스뮌스터 교

회의 자선기금은 오직 학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쓰

여져야 한다는 결정 아래서, 특별히 교수들, 학교 공간, 공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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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이 충원되고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역시 지급되었

다. 동시에, 재능이 있고 성실한 학생들은 정부의 후원 아래서 

신학과 의학 관련 분야를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졌다. 종교개혁 이전과 달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

은 바른 신앙의 전제 아래서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 준비

된 이들이었다. 실제로, 이미 있었거나 신생된 대학

(Universität) 옆에서16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개혁주의 도시들 

안에서 발생한 목회자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들(Hohen 

Schulen)이 개신교 목사들을 길러내는데 중심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이후 취리히에서 수도원들이 폐

지되고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로 전환되면서 많

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새롭게 개신교 목사의 신분을 갖게 되

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나

타난 문제는 당연히 목회자 가정의 경제적 부양이었다. 당시, 

취리히 교회 재산은 불링거가 교회 의장으로 선출될 때 목회자

들을 먹여 살리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 때

문에 당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

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우수한 학생들이 거

의 8년간의 시간 속에서 엄격한 학문의 과정(Lateinschule 

und Hohe Schule)을 밟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교회의 봉

사자가 되었지만, 그 현실은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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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의 덕목으로 경건, 성실 그리고 

청빈이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빈

곤 가운데 살아야 했다. 목회자들의 안정되지 않는 생활은 교

회나 성도들에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 불링거는 1536년에 취리히에서 활동하는 모든 

목사들의 생활상태와 급료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결과적

으로, 교회 재산 관리가 취리히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관

련하여 교회와 정부 사이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었지

만, 이후 목사들의 급료가 그 정부에 의해 보장됨으로써 목회

자들의 부양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교회 재정난은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적인 부교역자들이 충원되는데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 역시 정부의 재정약속

과 함께 해소될 수 있었다.  

     사회 개혁적 성과들과 관련하여서, 여기에서는 오직 쯔

빙글리가 가졌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위에서 더욱 발전적

으로 실행되었던 불링거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윤리의 의식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만 확인할 것이다. 

먼저, 불링거 역시 이미 쯔빙글리 사회개혁의 기조 아래서 교

회와 수도원 자선기금을 오직 목회자들을 위한 학교의 개선과 

함께 일반 어린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와 라틴어 학교들

(Deutsche Schulen und Lateinschulen) 역시 개선-확대시키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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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데 사용하였다. 취리히 학교들의 개선과 확충은 그 사회

의 개혁주의 신앙정신에 부합된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

에 따라 시민들의 권위와 인권 의식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유효

적인 결과들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민적 의식의 

신장을 속에서, 불링거는 먼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단순히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제도개선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취리히 지

역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지만, 

돈을 빌리는 측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굶주리게 만드

는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켰다. 그 대신 오직 빌린 돈의 5%를 

연이자의 개념으로 금전으로 혹은 자연생산물로 지불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노예 신분으로 농노로 일을 하였던 농민들에 대해

서는 합법적인 돈을 지불하고 신분적 자유를 누리도록 장려하

였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난한 친척들의 돌

보는 것을 의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례로 도로개설공

사 같은 일자리 창출이나 수공업 관련 직업을 갖도록 지원함으

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익이 있도록 도왔다. 그 밖에 공공

기금(Säckligeld)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땔감, 옷 그리고 

집세가 보조되었다. 불링거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모든 시민

들로 하여금 자선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가난과 재난을 극복

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공동체적 의식을 고무시켰다. 더

욱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서 불링거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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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다음 것들을 상기할 수 

있다: 새로운 이자법(Eine neue Zinsordnung 1534),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Zur Armenfürsorge 1558), 고리

대금업에 대한 조치(Maßnahme gegen den Wucher 1568), 

가난극복을 위한 제안(Vorschlag zur Bekämpfung von 

Armut 1572) 등. 

     다음으로, 불링거는 이미 1530년 사회풍속에 대한 규

정이 결정된 이래로, 정규적으로 열린 총회(Synode)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별히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들에 대한 감시와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였다. 교회는 정부의 협력 아래서 목회자들, 성도

들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윤리의 의식 확대를 위해서 앞서 언급

한 고리대금업뿐만 아니라, 또한 알코올중독, 도박, 오락(춤), 

복장불량, 매춘 등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

게 믿음, 근검전략, 가정의 건전성 등을 강조하였다. 한 가지 

실례로, 당시 춤은 오락으로서 금지되었다. 춤은 결혼식 때를 

제외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금지되었는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실링(Schilling)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동시에, 춤을 출 때 연

주를 해준 이들에게는 은화 1마르크(Mark)가 부과되거나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형벌이 주어졌다. 그 당시 이러한 시민 사회

의 건전한 생활 풍속의 유지를 위해서 먼저는 사회의 지도층이

었던 목회자들과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였으며, 실제로 그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하게 행해졌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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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혁된 교회는 당연히 사회윤리 의식의 인식과 그 사회의 

건전한 생활풍속 유지를 위한 파수꾼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쯔빙글리는 상황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들을 

반박하는 신학적 내용과 안정적 종교개혁의 성과를 위해서 정

치적인 면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지만, 반면에 불링거는 이러

한 것들 이외에 특별히 종교개혁 정신의 일반화와 안정적 정착

을 위한 성도들의 신학(신앙) 지식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쏟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불링거는 한 마디로 '성도들의 눈 높

이에 적응시킨 신학적 자세"를 추구하였다. 한 실례로, 그는 

1556년에 당시 라틴어, 프랑스어, 화란어 그리고 영어로 번역

된 독일어 기독교 신앙요해(Summa Christlichen Religion)라

는 책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서른 한번이나 

재 출판된 당시의 거의 전 유럽에서 읽혀진 개혁주의적 종교개

혁의 신학적 입장들을 매우 쉽게 정리한 대중적인 신앙서적이

었다. 이 책의 서론에서 불링거는 16세기 중반의 교회와 신학

적 분쟁들(아우그스부르그 종교평화 회의, 성만찬 논쟁, 교황주

의자들의 박해, 예정론 논쟁 등)로 인한 당시의 분위기와 성도

들의 불평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링거의 지적은, 그 당

시 분쟁들로 인하여 발생된 가장 큰 문제점인 오직 신앙지식

(신학)이 배운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배움

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

라, 동시에 그들에게 신앙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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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불링거는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직시하고 평범한 성

도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배운 자들의 전

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이해로 서술하기를 원했다. 오직 학문적

으로 훈련된 이들이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논

쟁 속에서 갈등하는 평범한 사람들(der einfache, nicht 

studierten Leute)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가진 것이다.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

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칼

빈의 신학을 ‘지식적이고 사유적인(intellektuell-spekulativ)’ 

특징이 강한 신학이라고 평가하였다면, 반면에 불링거의 신학

을 구원론적이고 성경적인(soteriologisch-biblisch) 특징이 강

한 신학이라고 평가하였다. 신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불링거는, 초기 사역에서 대부분 서술된 몇몇 

글들을 제외하고, 성경을 지식적이고 사변적으로 이해하는 일

체의 시도를 스스로 자제하였다. 이와 함께 불링거는 평생을 

성도들과 동시대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목회자이자 위로자로 인식되었다.  

     불링거는1528년 4월 처음 목사 선서를 한 이후 거의 

47년 동안 목회 사역에 임하였다. 이 사역의 기간 동안 목회 

이전의 글들을 포함하여 거의 150여권이 넘는 저술들을 출간

하였고, 약 7.000여번의 설교 사역을 수행했으며, 또한 전 유

럽에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군주 혹은 귀족들, 평신도들 등



종교개혁 490주년 기념

- 124 -

과12.000 통의 서신들을 교환하였다. 특별히, 이 서신교환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불링거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증언해 

주는 중요한 역사적 단서이다. 불링거가 보내고 받은 모든 편

지 원본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보관되어 있는데, 대략 2000

통은 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나머지10,000통은 그에게 온 

것들이다. 그의 서신들은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것들을 

합한 것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전역은 물론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폴라드, 헝가리 등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까지 뻗

어있었다. 이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개신교 내의 각 지역들의 

정치적, 교회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

로는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

만, 동일한 신학적 입장에 따른 각 교회들 상호간의 공동체적

이고 협력적인 의식을 강조하였다. 분명한 것은, 불링거의 이러

한 방대한 사역적 활동들은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전체 사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많은 고통 받은 사

람들을 위한 헌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신교환뿐만 아

니라, 신학적인 저술들의 서술 때 역시 불링거는 자신이 교회

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목회자임

을 한 번도 망각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서술들은 하나님이 세

우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자가 성도들과 사회의 신앙적인 유

익을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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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링거의 종교개혁의 내용과 신학적 입장이 쯔빙글리의 

신학적 사상의 토대 위에 서있다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링거 신학적 사고는 쯔빙글리와 함께, 그

러나 동시에 그를 넘어서 있다. 불링거는 한편으로 쯔빙글리의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자신만의 신학

적 입장을 가진 것 역시도 사실이다. 쯔빙글리가 개혁주의적 

종교개혁의 설계자라면, 불링거는 건축가요 동시에 혁신가라는

데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링거는 종교개혁 2

세대이자, 동시에 취리히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인물로, 스위스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친 개혁주의 교

회의 아버지이자 고난받은 자들의 위로자로 불리어졌다. 쯔빙

글리 이후에 역시 취리히 교회는 불링거라는 인물에 절대적으

로 기대어 있었다. 1575년 9월 17일 일 년 내내 방광염과 신

장염으로 인하여 완전히 여위고 힘을 잃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

이했을 때, 불링거는 다시 한 번 취리히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 

교회를 이루며, 동시에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

을 호소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정부의 정직한 통치, 목사들의 

바른 사역, 학교 지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살핌, 

교회재산의 바른 사용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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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주의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의 시대와 그의 시대는 시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날의 교회와 국가에 대

한 시각과 종교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된 교회와 국가의 관

계에 대한 후기적 내용에 근거한 시각에 의해 쯔빙글리나 불링

거의 개혁적 사고들이 단순히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

튼, 우리가 취리히 종교개혁의 내용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신앙정신을 통하여 교

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시대와 지역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자 노력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취리히 종교개혁

은 오직 교회의 개혁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옆에서 성도 혹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신앙)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사회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반 개인윤리 혹은 

사회윤리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동시대 속에서 모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반대로,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

진, 동시에 더욱 지속적으로 복음화를 이루어가야 할 사회 속

에서 교회가 성도들 혹은 동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그 복음화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사상∙인권∙복지적 의식과 삶의 규범을 자신

의 삶의 영역에서 제시하고 창출해야 하는 것 역시도 상식이

다. 분명히, 이러한 이해를 우리는 취리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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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와 관련하여, 한 사회에서 교회는 많아지고, 또

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인들 역시 증가하는데, 그에 따

른 기독교 윤리적 역할과 책임이 그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

지 않다면, 즉 그 교회의 성장이 제대로 된 성장인가에 대해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 더 넓게는 소위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은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

씀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보전하고 선포하는 것 옆에서, 특별히 그 사회를 향

한 교회의 윤리적, 인권적 그리고 복지적인 역할에 대한 관심

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즉, 

근본주의 신학은 이러한 사회사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

의 시각을 단편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복음전도를 

통한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대한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는 어떤 사회가 이미 그 교회를 출석하거나 혹은 

잠재적인 교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 혹은 동시대를 살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사회사상의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를 살지도 않으며, 동

시에 교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교회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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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리된 신학과 신앙정신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

혁 시대나 오늘 날의 시대 사이에 시공간에 대한 차별 없이 서

로를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고백적 유산 아래

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쯔빙글리나 불링거처럼 살거나 그들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유산

을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즉 우리는 그 신

앙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

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추구하고 가진 진리와 함께 지금 우리에

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시공간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리고 현

실적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취리히 종교개

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굳이 적용해 

본다면, 개혁주의 신앙정신을 가진 우리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더욱 성경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또한 하나님을 믿은 

신앙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신앙적 답변뿐만 아니라, 신앙적 역할과 책임 역시 갖

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

제들과 우리 사회의 시대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우리의 복음전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

람들−이미 성도들이거나 혹은 이후 성도들이 될 수 있는−의 

유익을 위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역시 어떤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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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를 성도들 모두에

게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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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쯔빙글리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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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불링거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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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빙글리와 불링거가 봉사하였던 

그로스 뮌스터(Groß Mü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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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빙글리와 불링거 당시의 목회자들의 복장과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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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종교개혁 당시 대회(Synod)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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