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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개혁자들을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며
나는 「새 교회사

1J 에서

교회의 시작인 l 새기부터 종교개혁 직전까지

인 15세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 책에서 나는 중대한 사실 하나
를 강조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도들이 세상쓸 떠난 후 교부들이라는 사
람들이 순수한 신약교회를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는사실이다.
중세교회가 암혹을 달린 것도 엄밀히 따지 자면 이미 궤도를 이탈시켜

끌고 온 교부들의 탈선에 의한 결과들이었다. 교부들의 탈선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선약교회 사도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인 계시 중심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부들은 한결같이 자기 멋대로 상상하거나 세상 철학을 받아들여 성

경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남겨 놓았다. 물론 교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기독교 진리를 쉽게 체계화시켜 놓은 공헌도 우리는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 쌓아논 기초들은 세대를 거듭

하여 후세들에 의해 더욱 잘못된 문제들로 획 대되어 갔다.
중세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배뜰의 말과 관행을 더 중히 여

기는 풍토가 만연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개 혁 ^t들은 한결같이 ‘성경으
로 돌아가자’ 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새 교회사 llJ 에서
는 하나님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 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며
자기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초
점을맞추어보았다.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철의 장벽을 뚫은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 그들
은 모두가 하나님의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여 기 서는 루터 , 쪼벙글리 , 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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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스 둥 몇몇 인물이 거론된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그들 몇 사람들에 의
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활약은 하였지만 그
들이 그토록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 섭리
가 너무나 절묘하게 역사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나는 개혁자들의 활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들이 미리 예
비되어 있다는사실들을느낄 때마다감탄과경이를금치 못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이미 5 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현재
교회들 모습은 어떠한가， 종교개혁 당시의 성직자들처럼 대형교회가 마

치 능력 평가의 기준치가 되어가고 있고 물질 위주의 모습이 눈에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 교회 들은 또다시 개혁을 맞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 다면 어떻게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 내게는 이같
은 연민。1 이 책을 집 필승}는 동안 계속 엄습해 왔다. 나는 과거의 개혁자

들의 개혁정신이나 그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암시적 교훈을 시

사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독자들이 과거의 사건 파악에 눈길을 쏟기
보다는 개혁자들의 살아있는 그 투쟁혼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한다

나는 1 99 1 년에 「새 교회사 1J 을 썼었다. 배운 바탕이 짧고 전문적인
소양도 부족한 상태에서 나의 나됨을 그대로 표현했을 따름이었다 그런

데 l 권의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였다. 1 년 안에 3 쇄를 매진하고 계속해서
2권에 대한 독촉과 격려 를 받았었다. 그래서 속히 2권을 써야겠다는 많
은 부담이 가중된 채 그 실현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2권을

내놓게 되니 기쁜 마음과 함께 죄송함을 느낀다.
여기서 몇 가지를 밝히고 싶은 것 은，

첫째. 나는 「새 교회사 IT J 를 1 6세기 종교개혁에서부터 1 8세기 근세
교회사까지로 제한시켰다 그 까닭은 다음에 「새 교회사 lli J 을 쓰기 위해

서이다
둘째

r새 교회사 lli J 에 대한 계획은 이 렇다 r새 교회사 ill J 에서는 한

국교회사를 쓰려고 한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 모국들의 배경

을 비롯해서 한국선교 이후 100년의 역사를 쓰려고 한다. 한국교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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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체로서의 독립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선교 배경을 밑받
침해야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를 향한 선교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과거
의 역사가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탐색해보려는 자세

로 「새 교회사 lllJ 을 구상중이다.
셋째，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라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J찌 한다. 먼저
나의 학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나의 신앙의 길잡이로 안내해주신 김

창엽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은 나의 리버티 신학대학원의 은사님이
시다. 내가쓴 1. 2권의 많은부분이 그분의 가르침을반영한것이다
그리고 규장문화사 대표 여운학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은 나에
게 특별한 호의와 배려를 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편집부 직원 여러분의
。1낌없는협조에 대해 항상감사를간직하고마음의 빚을느끼고있다.

그리고 이 책의 필요를 이해하고 여러 변 에서 격려해준 분들이 떠오른

다. 강의시작 전 기도 때마다 이 책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기도하던 성서
침례신학교 학생들과 한양대학 학생들， 그리 고 성결교 신학대학원 학생
들이 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책의 완성을 독촉함으로 나에게 큰 격려

로고무시켜준독지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강롱의 박병권 형제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알선해 주었
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저자의 기대와 희망이 있다면 이 책으로 하여금 독자들이 오늘날 교회
의 문제점들이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되는 주님의 교회를 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
을 것인가를 깨닫기 원한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자가 되

어 온 교회 안에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일기뜰 기대해본다.
이 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동안

많은 불편함을 참고 격려로 도와준 아내 귀영에게 감사하고， 아들 준회
와딸은희와함께 기쁨을나누고싶다.

1993.8.
강릉산장에서 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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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의 동기는 순수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개혁이 진척되면서
는 인간들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여러 교파들을 만들고 말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은 각 교파들이 생

겨나는 시발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결과적으로
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동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를 생각하며 우리는 개혁자들의 심정과 그 시대의 상황 자체를 이해하

는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자 칼빈이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해서 그를 무식한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 거기에 앞서 왜 칼빈이 그런 것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마찬가지로 개혁자들의 순수한 동기가 왜 오늘날 각 교파들이 난립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 점을 우리는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므로 학문적 입장과 인간적 입장을 조화해

가며 역사를 살피는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우선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종교개혁을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총체

적으로 평가하고 넘어갈 필요를 느낀다. 즉， 종교개혁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싸 할 것인가 능}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다섯개1 를 말하고

싶다.
첫째， 종교개혁의 시기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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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된 데는 시기가 좋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우

리가 아는 바대로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었지만 개혁은 이미
전체 교회들의 열망하는 지속적인 희망이기도 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종교개혁이라는 성공적 결과가 있기까지는 이미 수많은 의인들의 죽

음의 희생이 있었다.
예컨대 교회의 순수한 개혁을 외치던 위클리프 (Wycliff，

1324-1384) ,

또 후스(Huss ， 1 369-1415) 와 사보나롤라 (Savonarola ，

1452- 1498)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순교적 희생은 종교
개혁에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회의들이 교황권을

비롯한교권주의에 강한타격을주었다. 피사회의( 1409) , 콘스탄스회의

(1 4 18-141 9),

바젤회의 (]43 1-1 449) 등은 무모한 교황권의 횡포를 막

고 교회 행정에 대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의 움직임이 연면하게 계속되어오다가 개혁자 루터

에 의해서 개혁의 불은 당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모든 준비
가 완료된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들의 개혁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 하는 암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본다.
둘째. 종교개혁은 모두 로마 카톨릭이라는 뼈대에서부터 발생하였다.
독일에서의 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신부요， 신학교 교수
였다. 스위스의 개혁자 쪼벙글리 역시 카톨릭의 신부였다. 또 칼빈도 신

부 수업을 하다가 개혁자로 돌아섰다. 영국에서의 개혁 동기는 다소 인
위적이긴 하지만 모든 개혁이 다 카톨릭에서 분리된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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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종교개혁 자체와 또 그 개혁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때
로마 카톨릭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종교개혁이라고
개혁의
종교란 카톨릭을 뜻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만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
둘째는， 종교개혁 운동은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독일，
이룬다.
스，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등에서 일어난 얘기들이 주로 핵심을

하는
그렇다면 그 당시엔 과연 이들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존재하였는가
시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그 외에도 희랍정교회.
종고깨
아교회， 애굽교회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혁은 전체 교회적 차원에서의 개혁운동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개혁자들은 개헥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역시
루터는 독일에서 독자적으로 개혁을 진척시켜 나갔고 쓰벙글리
스위스 쥬리히에서 개혁 작업을 펼쳤으며 칼빈 역시 제네바를 중심으로

모
개혁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살아 생전에 함께 모여 신학적 일치점을
그들은
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연합운통은 하커 않았다

카톨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 공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물론
릭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전에 연합이란 없었다.
난립하는
그들이 그 당시 함께 연합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각종 교파로

찬성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합을 무조건

수도없다.
실상은
1948년에 창설된 w. c.c. 운동이 연합의 겉치레는 가져왔으나

， 연
모두가 불목하고 지내는 현실을 바라보며 연합만이 최선이 아니며
사
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학적 통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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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자각해야만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열햄}는 마음만큼 사전에 갖추어
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교개혁지들은모두가정치적 힘을배경으로사용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루터는 개혁을 시작한 후
온갖 위협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루터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마

다 그를 도와준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독일 선제후 프레드릭 (Fredrick

the

Wìse) 이었다. 루터의 개혁의 성공은 프레드릭의 협조가 크게 공헌

을한것이었다.
또 쓰벙글라 역시 쥬라히의 시의회 힘으로 개혁을 안정시키려고 하였

으며 칼빈 역시 제네바 시 정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의 개혁을 성공

시킬 수가 없었다 . 칼빈의 개혁은 제네바 시 정부를 통한 신정정치

(Theocracy)

이상을실현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영국에서의 헨리 8세가 사용한 힘도 역시 정치력이었고， 스코툴랜드

에서의 존 낙스 개혁도 스코틀랜드라는 국가적 요청과 맞아 떨어진 찬
스였 다. 화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의 모든 종교개혁의 성공적인 면은 순
수한 신 앙운동만이 아닌 세속정치의 힘을 선용한 결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순수한 복음적 사고에 의아스러운 변을 갖게 한다. 개

혁자들이 개헥이라는 운동을 성공함에 있어서 순수한 종교성만이 아닌
정치세력이라는세속적 힘을배경으로하여 성공하였음을생각할때 과
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들의 과제가
남게된다.
다섯째， 신앙적 순수성만을 고집하던 세력들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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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교개헥이라고 하면 현재 전해져 오는 큰 세력들만을 연상하
기 쉽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던 순수한 신앙개
혁의 무리들이 있었다

예컨대 재침례파(Anabaptists) 가 있었다. 이들은 스위스에서， 독일
에서， 화란에서， 모라비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순수한 선앙 개혁주의자
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후브마이어라는 정규신학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

었고， 공부는 했으나 성품이 거친 토마스 문저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못한 메노 시몬 등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순수한 신앙만 고집했지 자기들 운동을 어떻게 성공시
켜야 승}는지에 대한 조직력에 있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이틀은 한결같이 핍박만 당하다가 해체되어 버렸다. 이들은 정치력을

볼랐던것이다
또 보헤미안과 유그노들이 있었고. 기타 분파주의자로 낙인이 찍힌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순수한 신앙만 고집했지 그들을 밀어주

는 정치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희미하게 기억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면을 감출 수 없다. 신앙은 순수할수록 좋
다고 여겼고 그래서 종교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선앙이 역사 속에 기여한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희미했다 그렇다고 순수함은 젖혀놓고 현실만 항상 타협해
야만하는기?

여기서 나는 십자가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나의 의견을 딸하고자
한다. 십자가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

간 사이에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으로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시 옆에서 옆으로 또 다른 선이 그어져 있다. 이것을 나는 인간과 현실

을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반
드시 필요한 삶의 길잡이인 지혜의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미래의 좌표를 가늠하는 좋은
근거를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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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1 혁 이먼의 상

종교개혁은 왜 발생하였는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을 교회 내 부패에 대한 반동적 사건이었다고 한다 . 다시 말하
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왜곡되었고. 도덕
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올바른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개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종교개혁은
사회적인 원인들과 종교적인 문제들이 함께 맞물려서 연쇄적으로 함께

일어난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두 항목으로 나눠
서생각해보자.

1.세속적상황
종교개혁은정치， 경제 ， 사회가다함께 연결되었다.

川 정치적상황
초기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였다. 그러나 7세기에 모슬램교가

등장한 후부터는 기독교의 세력이 차츰 둘 이상으로 나누어진다. 그리
고 한때 기독교 국가들이던 팔레스틴.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

고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모슬램권으로 넘어간다. 모슬렘권에 피해
를 보지 않은 나라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이었다.

서 11 장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

1인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이들 몇 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세계적 운동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몇 나라들을 보면 모두 정치적으

로 많은 파란이 일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영국
당시 영국은 귀족들간에 벌어진 장미전쟁 (]453년경)으로 전 국가가
무질서 상태였다. 이때 헨리 7세(Herny VII . 1485) 가 대중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봉건세력을 타도하여 ‘튜더왕조(Thdor Dynasty) ’ 를 확립한

다
그런데도 헨리 7세 통치기간 동안 옛날처럼 나라를 분할통치하던 시

대로 돌이키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다. 그렇지만 헨리 8세가 1509년
에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 상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함으로 결국 봉건적

형태의 복귀를 못하도록 끝을 낸다. 그후 엘리자베드 1 세 때에는 영국
을 완전 단일국가주의로 기틀을 마련한다.

이런 운동으로 과거 봉건주의 체제하에서 카톨릭이 득세하던 관행이
차츰 미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영국과의 100년 전쟁 후에 민족주의 정신을 창출해 냈다.
왕이 무기력해서 무능하다 할지라도 왕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을깨달았던 것이다 또루이 11 세같은비 양심적 군주라할지라도프랑
스 국민은 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같은 민족주의는 타
국의 교황권이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는 힘을 거부하는 경향으로 발전하
였다.

20

I 부 종교개헥사

3) 스페인
스페인은 국토의 많은 부분이 모슬렘의 지배를 받았었다 7세기부터
시작된 모슬렘의 지배는 15세기 마지막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1 5세기 말에 스페인은 다시 5 개의 제후국으로 나누인다. 특히 신앙적
.군사 기사단’ 은 독립 군사 통치권을 행사함으로 스페인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을 찰스 5세가 진압함으로 개인이 전제정치를 하
게 되었고. 이로 인해 l 인 국가체제가 이루어진다.
이같은 스페인은 개혁의 바람이 거의 미치지 않고 지나간다. 다만 스
페인 사람 소수가 개혁국가로 가서 개혁운동을 하는 정도였다.

4) 이탈리아
1 5세기까지 이탈리아는 다섯 곳에서 소규모의 작은 제후국으로 나라
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베니스는 귀족들이 과두정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상업적 공화국이었다.

다음으로 밀란은 두번째로 부유한 나라였고， 플로렌스는 가장 개화된
상업 공화국이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탈리아에서 중세 봉건적 체제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던 곳이었다.
이탈리아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한 곳은 중앙

에 있는 로마시의 바티칸 국가였다. 바티칸의 교황들 중 이노센트， 알렉

산더， 율리우스. 레오 등은 온갖 교활한 정책으로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
려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 자들이었다. 이들의 집요한 노력은 교황청
을 단순한 세속권력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로마 카

톨랙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바티칸국가의 야심은더 많은세력을확장시키려다종교개혁의 된서리
를맞게된다.

저 11 장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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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오늘날의 독일이 아닌 이전의 독일은 대 로마제국의 후신이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영토도 북서쪽은 네텔란드 ， 또 지금의 오스트리아
와헝가리에 해당되는지역이 모두독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넓은 나라가 각 지역으로 조각조각 나뒤어 있었다. 그래서 독

일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수세기 동안 선거제도에 의한 통일정치로

이루어지고있었다.

1 3 '1 6년부터는 선거가 7 명의 선제후(Prince-Elector) 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들 7명의 선제후는 보헤미아， 삭소니， 브란멘부르크， 라인 ， 마
인쓰， 트리에르， 퀘른이었다.
독일이 명목상으로는 한 제국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7개의 선제후에

의해서 완전히 나뒤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같은 상태에서 스페인 사람
인 찰스 S 세가독일과스페인의 황제가되었다 (1 '1 1 9).

찰스는 독일 말도 모르는 상래에서 황제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
이때 부딪친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 찰스 황제는 힘으로 루터를 제거하
려고 했으나 삭소니의 선제후인 프레드릭의 반대로 뜻을 못 이룬다.
이와 같이 유럽 전체가 정치적으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존 세력들간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을 무럽에 종교개혁의
과업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설은 정치적 개혁을 열망하는 힘이 크게 작
용했다고할수있다.

(2)

경제적인상황

종교개혁 직전까지 유럽 토지의 1 /3 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교회에 등
기권이 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 제도를 통해 독일 총
수입의 2/'1 가 로마 바티칸으로 유출되었다. 이렇게 유럽의 경제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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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속된 경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구조 속에서 각 도시들은 독
립적인 경제체제를 위한 길드 (gilds) 조직으로 사업과 무역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구조적 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유럽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
겼는데. 그것은 신대륙의 발견이었다. 신대륙의 발견에 크게 공헌한 나
라는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의 헨리끄경(Don Henrique de PortugaD 이 무역선단을 조
직하여 1 460년에 아프리카 기니아(Guinea) 를 발견하였고 . 1484년에는
콩고 (Congo) 에 도착했으며 . 1 486년에는 희망봉을 도는 데 성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콜럼부스 (Columbus) 7} 대서양을 건너 바하마
(Bahamas) 의 여러 섬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 또 바스코 다 가
마 (Vasco da Gama ) 선장은 인도의 칼리 컷트 (Calicat) 까지 항해 한다
이와 같은 항해술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은 중세기 동안 수도원 구

석에 묻혀 있던 문화가 새로운 도시와 무역에 의한 경제 판도로 바뀌어

지게 했다. 새 로운 무역에 의한 경제발달은 부의 증대와 사치 를 가져왔
다. 따라서 전에 중세기의 종교생활은 눈에 보이는 육감적인 생활로 달
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새로운 세력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집단

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의 유럽 사회는 전혀 달랐다 . 16세기 유립에는 6천 5 백만 내지 8

천만 인구가 살았다. 이들은 약 60여 명의 왕이나 군주 또는 대 주교들
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생활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부르조아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 로운 집단은 인쇄술， 광업，

조선엽. 기타 새로운 산엽으로 자기 들 세력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되자
과거 봉건제도 산하에서 적응하던 교회 뜰도 새로운 자본주의적 새 집단

들과 제 휴관계 를 맺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유럽사회 는 기존 권력층과

제 1 장 종교개혁 이전의 싱횡

23

새로운부르조아들이 새로운의존관계로변해갔다.

이렇게 새로운 의존관계로 변모되는 추세에 가장 민감하게 앞장 선
사람들이 교황들이었다. 과거 한때 어떤 주교들은 실제로 봉건 영주와
같은 세력을 누리고 살았었다 . 그런데 새 로운 사회 변모와 함께 교황들

은 자기들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펼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
해 교회는 도덕적 영향력 블 상실하게 되어 사회와 도덕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게 되었다.
이같은 유럽 전역에 흐르고 있는 군중들의 분노는 가난한 농민들의

봉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1 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수없
는 농민들의 봉기가 계속되었다. 이같은 봉기의 저변에는 기존 권력층
은 풀론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

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 당시의 흐름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게 하
는데 직， 간접으로영향이 컸던 것은사실이다.

(3)

사회적인상황

새로운 부르주아 계층이 된 부유한 상인들은 그들이 번 돈으로 대성
당 건 축 후원금을 내고 도시민을 위한 대중 공회당을 지어서 시민들에
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도시민들은 새 공회당에서 무도회와 만찬을 즐

기고 여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여유는 결국 도
시인 들로 하여금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했다 . 도시인들의 사치스런 의

복과 무절제한 남녀관계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을 크게 자극하였고， 그래
서 농민들의 봉기는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농민들이라 할지라도 지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으나 대

부분의 농민들은 끝없는 착취 를 당하였다. 농민들의 봉기에는 시골지역
의 농민들과 가난한 봉건 귀족들도 함께 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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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반란자들이 부르짖는 외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성

직자들에 대한 증오의 목소리는 유난히 높았다. 그 이유는 대 십일조와

소 십일조와 관련한 각종 착취의 수탈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대 십일조란토지， 목장， 삼림， 가축등생산이 가능한원천을소유하

고 있는 것들에서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이었고， 소 십일조란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이나 가축에서 생산된 실제 소득에서 다시 십일조를 내는

것이었다. 만약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 절기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
당하였고， 이단으로까지 몰리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정도였
다 . 세례에도 돈. 주교의 방문에도 돈， 결혼에도 돈. 참회에도 돈， 도유

식에도 돈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은 후에도 제대로
묻히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종교가 물질 위주로 타락하자 교인은 종
교의 봉사기구로전락하는참상의 피해가극에 달하였다

그런데다가 1 5세기 말과 1 6세기 초에는 유럽 전역이 흉년으로 인해
농산물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근은 농민들이

봉기할수밖에 없는원인이 되곤했다. 이같은사회적 불안이 새로운 변
화를 추구하는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

음은자명한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개혁은 비단 종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

치적으로는 유럽 각 나라들이 봉건 영 주에서 단일국가주의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신홍세력에 의해 기존 판도가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같은 와중에서 항상 피해만 당하던 농민들

이 자기들의 생존권 확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
이렇게 해서 유럽 전체 사회는 신앙의 힘만이 아닌 인간 본성적 힘이
개혁을위한기류로흐르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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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적상황
종교개혁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한 원인은 교황권의 쇠퇴와 거기에

반한 인문주의의 융성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의 상황을 고챔
보자.

川 교홍랜의쇠퇴
중세기에는 교회와 제국간의 투쟁 역사로 기록된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은 종교적인 힘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까지 행사하려고 황제들

과 많은 각축전을 벌였다.
이같은 사실이 그레고리 7세 (Gregory 때. 10 73-1085) 와 이노센트3

세(Innocent

1lI . 1198- 1 2 16) 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이노

센트4세는 「교령에 관한 주석 J Wommentary on the Decretals.
1 243- 1 254) 에서와 보니페이스8세(Bonìface VI!D 가 펴낸 「우남쌍탐」

(Unam Sanctam) 에서 교황이 세속적인 권한과 영적 세계에 관해 우위
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같은 세속권에 대한 집착은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농으로 옮겨 가는
분열 때에도 계속되었다. 즉， 교황 비오 2세(Pius I!)가 펴낸 「저주와
과거 J( 14W) 라든가 레오 10세(Leo X) 의 「영원한 목자J(1516) 에서 그

대로천명하였다.
교황 바울 2세는 보헤미아 왕인 죠지 포디브로드 (Podiebrod) 를 이단
의 죄목으로 퇴위시키고 왕권을 헝가리의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Matthias Corvinus) 에게 넘겨준다( 1464).
교황 율리우스 2세 (Julius I! ì 는 나바르 왕을 출교시키고 나바르 영
지를 아무도 손을 못대게 한다. 이러한 교황들의 앞뒤 안 가리는 세속권
에 대한 집착욕을 아는 중세기의 군주들은 교황과의 마찰을 피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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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책을쓰게된다.
이렇게 해서 세속권을 장악한 교황들은 외적으로 그들의 권한은 상승
되었으나 그들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도덕성은 형편없이 떨어졌

고 교황권은 계속적으로 쇠퇴를 가져왔다.
여기서 교황권이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 몇가지 사실을 지적

해보자.
중세기 교황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영적， 물
질적 군주로 동장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영적이란 것은 토지， 집， 짐승，

산림 등이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모두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교황은 자기의 영향권 아래 거주하는 신민들은 그 지역의 군주들
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황이 세속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직 ^t들은 시민법적인 법률이
나세금징수의 영역에서 모두벗어날수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기묘한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데， 교황은 성직자가 사망할 경우 그가 관할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교황 마음대로 재 할당할 수 있었다 . 이런 땅을

‘성직록

(Benefice)’ 이 라고 하였다. 이 성직록의 할당을 받기 위해서 거 래와 홍
정이다반사였다.

또어떤 곳에 성직이 공석일 경우그자리를지명받을사람은그대가
로 미리 금품을 상납하는 .공석금 (Medii

Fructus)’ 이란 제도가 있었고

성직 취임 후 l 년 동안은 자기 수입을 교회당 수리나 작고한 전임자 후

예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내야 했다. 또한 조달비는 주교의 심방과 여행
경비조로내야했다

그 외에도 십일조와 기부금 (Subsidies) . 특별 면제금(D is

pensations) 등 온갖 공식 세금이 있었다. 이렇게 갖은 방법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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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함으로 로마의 바티칸은 로마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로마란 ‘돈

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 이라는 라틴말인

‘Radix Omnium

Malomum Avaritia’ 의 첫 글7.}들을 모아서 빠MA’ 라고 하였다.
이렇게 돈을 모은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해마다 그들

에 의한 사생아가 늘어났다. 브란텐부르크 대 주교였던 알버트는 할레
에 고급 주택 두 채를 두고 고급 창녀들과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생활에 빠진 성직자들의 지식수준은 최저상태였다. 대부분의 지방 사제
들은 사제직에 필요한 라틴어와 기초적인 요리문답의 선학과 미사용의

제의식을 아는 정도였다.
1 5 세기 말 로마 7}톨릭에는 1. 0ω명의 성직자들 중 대학에 가서 공부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쩌다가 학위를 가진 자는 마치 불세출의 학자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청의 업무는 날로 쌓여갔다. 그
이유는 교황들이 교권 강화와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재판들
을 교황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청은 전 서방교회의
가장 높은 항소 법원이 되었고 따라서 경쟁력이 강한 소송인들이 모여
드는곳이 되어버렸다
또한 교황청 안에 직원 자리 를 놓고 교황들은 입찰에 붙여 관직을 팔
기 시작하였다. 보니페이스 9세 CBoniface

IX .

I3 HY- 14(4) 는 관직을 가

장높은입찰자에게 판최초의 교황이었다
또 식스투스 4세 (Sixtus

IV .

147 1-1 4써 )는 자기가 쓸 1 중 보석관의

비용 마련을 위해 비서직을 여섯에서 스물 넷으로 확대시켜 그 자리를
판 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고 ， 그 외에도 알렉산더 6세(

14<)2-

1 ') () 3 ) 는 기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직책 8 개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

다. 율리우스 2 세는 교황청 교서 작성인을 101 명으로 늘리고 이들로부

터 많은재원을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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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0세(] 513-1 .'\ 21)는 60명의 출납 사무원과 140명의 시종을 엄

청난 값을 받고 채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자리는 개인적인 소유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가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는 돈을 받고 넘길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교황청의 착취는 화려한 로마 교황권을 유지하는 데 쓰여졌다.

그렇지만 교황청이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는 동안 유럽 전체의 신
도들은 심한 고통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권의 타
락을 많은 작가들이 풍자적으로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 그 대표적 예
가단테의 「신곡」이었다

유럽 전체는 교황청 근무자와 성직자로 부를 누리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황청을 공격하였다 종교개혁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고결국교황청은그들이 심은그대로비난과심판을당하게 된다.

(2) 인문주의 (Humanism)
인문주의를 Humanism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인간 자체를 다른 존재
보다도 더 높이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최초의 인문주의는 고

대의 학문을 연구하여 예전에 소홀히 취급했던 인간에 대한 가치를 재
발견하자는 운동이었다. 이들 모두가 그같은 방법을 위해 고전에 좀더
심취하자는 데는 동일하였다.
그리고 고대의 학문적 영광을 복원하기 위해 인문 연구에 헌신하였던

인물들을 인도주의자라고 하였다. 이 들 인문주의 연구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시작된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 탈환이라는 거룩한 목적의

전쟁에 출정했다가 진귀한 이방 보고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해
서 얻어진 보고들은 원시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

었다. 그래서 원시 교회들이 사용한 고대어들을 공부하는 새로운 붐이

저11 장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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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동기로 인해 시작된 고대 학문 연구는 16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여러 종류의 인문주의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발전되었다. 그들의 유형을

보면다음과같다.

- 카르투지요 수도회 (Carthusians)-종교 규율 엄수파
· 베네덕트 수도회(Benedictines)-다뉴브강가 벨크중심파
. 도미니크파 수도회 (Dorninicans)-카제탄 중심
· 프란시 스 수도회 (Franciscans)-프랑스 중심
- 어거스틴 수도회 (Augustian) -^--l"손지 방 중심
· 공동생활 형제단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다소 신비
적요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인문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사역

을통해서 교회가개혁되기를바라는기대는모두가다한가지였다.

이 들 인문주의자들 중에 종교개혁에 깊이 영향을 준 수도회는 형제단
이었다. 형제단은 유명한 중등교육기관을 수십 개나 운영하였으며， 가
난한 학생들을 위해 숙소를 제 공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배출된 대표
적 인물이 에라스무스(Erasmus) 와루터였다.

이 들 형제단은 신비적인 성격 이 강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엑카르트

(Meister Eckaπd) 나 토마스 아 캠피스(암lomas A Kempis) 같은 신비
주의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교 운동
을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단의 대표적 인물인 에라스무스에 관해 살펴볼 필
요가있다.

•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끼 us Erasmus. 1<-l 66-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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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의 준비
에라스무스는 현재의 네덜란드인
독일령에서 14 66년에 태어났다 그

의 부친은 신부였고， 모친은 의사의
딴이었다 . 그러나 그의 부친의 신분
이 노출될 수 없었으므로 유아기는
사생아로서 보내게 된다.
그는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난 것을

평생동안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
로[-， :.J 니 에러스무스 우|대한 디술가 알브러 101

트 둬러 Albr따lt Durer l 의 그립이다

런지 그의 인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즉 그는 위 대한 학자이 긴 했

다
으나 누구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
. 그런
그는 장성해서 폴란드의 번창한 상업도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당
영향 때문인지 그의 사상에는 부르주아 가치관이 깃들어 있다. 즉
그에게
시 부르주아들은 관용， 중용，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도 그런 가치관이 깃들어 있었다.
추상적이
에라스무스는 한때 스콜라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런데 너무

터는 그
고 쓸데없는 호기심이 편만한 신학에 염증을 느끼게 되면서부
당시 대중들의 인기를 끌던 고전학문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믿는
에라스무스는 신앙으로 인류의 도덕적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글을 통해
종교관을 7}.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전에 속하는 옛 사람들의

.
서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고 도덕적 갱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그의 사역

학장
에라스무스는 1 499년 영국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성 바울대학의

서 1 1 징 종괴개 혁 이전의 상횡

31

요한 콜렛 (John Collet) 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의 일생은 커다
란 전환점을 갖게 된다. 즉 에라스무스가 전에는 단순한 지식인에 지나
지 않았으나 콜렛의 영향으로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된 것이다. 그 이후

로 에라스무스는 도덕적 갱신을 통해 독일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려
고하였다.
그는 두 찌 방법으로 개혁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였다.

기지와 풍자를 사용해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저속한 신앙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학자들이라는사람들의 진정한 어리석
음을 기지로 경멸해줌으로 깨우침을 주려고 하였다. 또다른 하나는 참

된 기독교가 가졌던 초기의 순수한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사명을감당하려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에 따라 그는 새로운 고전을 적용해서 일상생활
에 일어나는 실상들을 그의 심오한 학문과 결합시켜 묘사하였다. 그래
서 그는여러 권의 책을쓰게 된다.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 j (A Handbook of the Christian Soldier.

15(3). r기독교 원리의 강요j Gnstituio Pri ncipis ChrisianD. r어리석
은 짓의 예찬J (Praise of Fally. 15 11 ). r신약성서 의 역 j(The New

Testament. 1') 16), r대화j(Colloq버a . I')1 9)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라틴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기도 했고， 또 라틴어

로 된 성경을 헬라어 원문과 비교하여 새롭게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런 모든 작품들은 기존 카톨릭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
렇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이미 개혁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3)

그의 사상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에서 그는 카톨릭이 수많은 우장들을 섭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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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로마에서 나오는 신화들
속의 우상들과 이름만 다를 뿐 미신인 것은 같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미신들과 사신들을 섭기고 있는가를 작품으
로경멸하기도했다.

또 「어리석은 짓의 예찬」에서는 교황， 주교， 신학자， 수도사와 일반 평
신도， 기독교인들은 순전한 바보들이라고 하였다.

「대화」라는 작품에서는 종교적 순례의 병폐를 잔인하게 풍자했다. 그
는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멀고 험한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낭비하는 사

람들을 비웃었다 또 면죄부를 사는 사람， 거짓된 사연장을 들고서 뽕내
는 사람. 연옥의 기간을 계산해내는 사람. 도둑질을 해서라도 헌금만 하
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것， 또 위증， 정욕， 방탕， 살인， 사기， 반역

등 고질적 인 죄를 거듭 반복하는 자가 면죄부로 다 해결되는 것 등에 대

한 헛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에라스무스의 그 전체 사상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강
력했다. 사실 루터가 면죄부를 공격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에라스무스에 의해 개혁사상은 이미 노출되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였다. 에라스무스는 교리보다도 순종을 더 중요시하였다.
그는 교리가 분명해야 됨을 주장하면서도 의로운 생활이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고하였다.

4)

그의 공헌

에라스무스는 혁명적 변화보다도 기존 전통과 관습을 개혁하고자 하

는 데 관심이 더 컸다 . 그래서 그는 기존하는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아
무런 반항적인 혁명의사가 없음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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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가 바젤에서 세상을 떠난 후 교황 바울 4세는 그를 극렬한
이단으로 분류하였고 그의 모든 서적들을 금서목록에 첨가시켰다. 그렇

지만 에라스무스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크게 영향을 입은 루터는 용기있
게 믿는 바대로 개혁을 결행한다. 하나님께서는 루터 이전에 에라스무
스를 통해 미리 개혁의 길을 준비케 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수백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
고 에라스무스는 위대한 지성과 아울러 위대한 감성을 소유한 인물이었

다는데동의하고있다.
나는 여기서 주로 에라스무스에 관한 사실을 말하였다. 그 이유는 종
교개혁을 가져오게 한 여러 사람들， 예컨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과 또 독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이
같은 모든 요소가 다 에라스무스에게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연구는 곧 그 당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으로그에 관한사실을중점적으후설명하였다.

3. 대중의신앙생활
이제까지는 소위 지도자들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당
시의 서민 대중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데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

각되어진다
이 당시의 설교는 어떠하였을까? 이 당시 대부분의 설교는 스콜라 신
학에서 주제를 택해 가장 기술적으로 주해를 한 설교였다 . 1 5세기 마지
막 무렵에 가장 크게 알려진 설교가는 키에스부르크의 요한 가일러

(John Geiler) 였다. 그의 설교는 경건과 올바른 삶을 요구히는 교훈으
로 가득차 있었다. 그는 그 당시의 악덕과 미신에 채찍을 가하였는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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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숭배， 순례， 면죄부 판매， 그리고 수도원과 수녀원의 타락을 비난하였

다.
그는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또 성직록을 사고 파는 일을 규탄하였다. 그는 교황의 교령과 스콜라 신
학의 조잡성을 풍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의 이런 엄격한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설교는 당대에 꽤 유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설교는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적 메시지는 거의 없었

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이 당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이 정도였다면 그 외의 다른 이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사실이다.
이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

일반화 되어 있었다. 즉 교회의 주요 행사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는 호화로운 축제와 모든 종류의 즐기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교회의 앞마당은 지역 공동체의 무도회와 각종 경기 및 연회들 ， 그리고
체육대회와 광대놀이 축제용으로 사용되었다

중세교회의 흐름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가 참 교회
가 되어야 한다는 종교적 각성운동이었다. 이것은 주로 수도원과 평신
도 운동에서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평신도 운동은 이곳 저곳으로 누룩처
럼 번져나갔다 . 그런데 대부분의 평신도 신앙운동은 카톨릭 교회에 의
해 이단으로 정죄받고 많은 핍박을 당하였다

또 다른 흐름의 하나는 대다수의 사제들의 물질 위주의 탐욕적인 생
활이었다. 이 당시 대다수의 사제들의 결혼과 축첩에 대한 소문은 끊이

질 않고 계속 되었고 어떤 사제들은 여신도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또 술집에 자주 드나들거나 상당수의 사제들이 술집을 경영하기

도 하고 대금업을 해서 수입을 늘려 나가기도 했다.
또 미사， 영세， 결혼 및 장례식에서 헌금이 각출되었다. 형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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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헌금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제가 제공한 봉사에 대한 수

수료로 강요된 것이었다. 그런데다 십일조를 강제로 징수하자 많은 마
찰이 생기기도했다
이렇게 성직자들이 소명이 아닌 지신들의 탐욕적인 생활을 위해 평신
도들에게 압력을 가하자 평신도들은 종교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

우 피상적으로 방관하며 살아가려고 했다 그들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이생과 저생에서 미움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마법을 익히는 정도
로간주할뿐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평신도들이 예수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

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편견에 싸여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만 인식했다. 그래서 그가 장차 오실 때는 악
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재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중보적 구세주라는 생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
다

이같은 편견 때문에 신자들은 살아 생전에 선행으로 인한 많은 공적
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유죄판결로 엄하게 벌을 받는다는 두려운 마음
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같은 생각에 젖어있는 신도들을 다루는 성직자들의 입장은 물론 유
리할 수 밖에 없었다 평신도들은 카톨릭의 7성례와 각종 절기에 대해

서 맹신적으로 순종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평신도들은 두
려움에 근거한 미신적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신적 신앙으로 마음에 안정을 얻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위안을얻고자하는각종성지 순례자들이 늘어갔다. 돈이 많은이는로
마로 순례를 떠나고 ，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은 가까운 스페인이나 스

위스로 순례를 떠났다. 이렇게 되자 경건한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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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기도 했다 로마로 가는 순례자를 위해서 쓴 「로마의 명소들」이란
책은 1 500년 경에 라틴어로 19판， 독일어로 12 판이 나왔다. 이 책은이
탈리아와 네덜란드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미신적인 요소들로

가득했다 순례자들이 로마로 가서 ‘라테란 (Lateran)’ 교회에 예배하면
모든 죄와 죄책 처벌도 다 용서받는다는 안내문도 있었다.
또 성 베 드로 성당의 높은 제단에 선한 뜻을 품고 순례만 하면 그에게
는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가령 부모를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로
부터 자유롭게 되며， 죄책과 처별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고 하였다

성 그로체 (St. Groce) 는 더 높이 평가하였다 누구든지 성 그로체에 가
려는 마음을 갖고서 순례의 길을 나선다면 그는 도중에 죽는다 해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방문하기만 하면 연옥
에서의 100년 동안의 고통받을 것도 다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와 같은 책자들이 성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대부분의 많은 대중들이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겨， 성직자들 자체가 무식하였고， 품행이 단정치 못했으

며 .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권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장차 있을 처

벌을 해결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지와
부패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마틴

루터를 통해 무지를 깨우치고 잘못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하
신다.
우리는 이상에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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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한 성직자들에게서 눈길을 돌리셨다 또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목
자들이 오히려 사리사욕을 위해 수탈하고 능욕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배
척을당해야했다.

이와 같이 종교가 휩”야 하는 펼연적인 결과로 인해 종교개혁은 시
작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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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2쟁

루턱의 준비
---------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마틴 루터처럼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인물도
별로 없다. 어떤 이들은 루터를 격렬하게 혹평한다. 그는 교회의 통일을
파괴한 자요，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은 산 돼지와 같은 자요， 오늘날 수

많은 교파주의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는 정 반대의 평가를 한다. 그는 순수한 복음전파를 위해
위대한 개혁을 성공시킨 성경적 진리의 수호자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
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 승리자라고 한다

루터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명석한 두뇌로 깊은 학문에 전념하였던 솔

직한 학자였다. 그의 개성은 매우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자기 신앙상 진리라고 확신한 것은 그 시대의 어
떤세력도막을수없었다

루터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강한 신념이 첫째되
는 요인이었지만 그 당시 새로 발명된 인쇄술은 그의 개혁 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해 줌으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지지를 폭넓게 얻을 수

있게했다.
또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그가 교황이
나 황제에게 즉각 정죄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었고 그를 돕는 사
람들의 세력하에 보호받을 수도 있었다 이같은 모든 요인들， 즉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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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적， 정치적 여건들이 루터로 하여금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게
하였다.

1.루터의준비
루터의 교육과 사역들을 개혁자에 로

의 길을 예비케 하였다. 여기서 는 그의
출생， 교육， 수도승을 거쳐 대 학 교수
가 된 후 회개하기까지의 모습을 살펴

보자

川 루터의출생과교육

1)그의어린시절
루터

마틴 루터는 1483 년 11 월 10 일에

독일 아이 스레벤(Eisleben) 에서 7 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

친 한스 루터 (H ans Luther) 는 작은 농촌지방 출생이며 , 그의 모친 마
르가레테 지글러 (Margarette Ziegler) 는 도시민 출신이었다.
이 들 사이에서 태어난 루터는 그의 부친이 광부로 전업함에 따라 광

산촌인 맨스필드로 이사를 하였다 . 루터의 소년시절은 가난한 광산촌에
서 어려운 가정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었다 가난에 찌들린 부모들의

힘 든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어 린 루터는 광산촌의 빈곤하고 조잡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엄격하
고 현명한 교육에 의해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랐다.
루터의 부모는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그래서 루터가 한때 장성한 후
우울증 증세와 신경 불안 증세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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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가정 분위기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2)

루터의 교육

루터가 처음 학교를 다닌 곳은 맨스필드에 있는 시골학교였다 루터
는 그 학교의 교사로부터 매우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잘 견디어냈다

1497년 한 해 동안 마크데부르크에 있는 공동생활 형제회가 운영하
는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다시 아이제나하 (Eisenach) 의 성 조지학교

로 가서 3 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는 숙박과 교육비의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루터는 교회당에서 소년 성가대원이 되어 의무적으

로봉사해야했으며， 이같은봉사로교육비를해결하게 되었다.
아이제나하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
한 에르푸르트 CErfurt) 대학에 입학을 하였다 여기서 1 5 0 2년에 학사학

위(B .A) 와 1505년에 석사 (M.A) 학위를 취득하였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1 392년에 창설한 학교였다 그 당시 많은 대학들
은 황제나 제후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에르푸르트 대학은 도시민들이
성금으로 세운 학교였으므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긍지가 대단한 전통으
로이어져 왔다.

이 대학의 학장은 독일 최고의 성직자인 마인즈의 대 주교였다. 교수
들 역시도 상당수가 성직록에 오른 사람이거나 수도사였다. 그래서 그
곳의 모든 선생들은 로마 카톨릭에 위배되는 사항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서약을해야했다.
루터가 이 대학에 간 것은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법률

공부에 앞서 예비적 단계로 교양과목 철학을 배우게 되었다 루터는 철
학을공부하기 위해 희랍어 라틴어 등고전어를배우는등바쁜학창시

절을 보내었고 그의 밝고 사교성 있는 성격으로 항상 음악적 분위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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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았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음악박사 또는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루터가 1502년 가을에 학사학위를 받을 때 석차는 42명 중 30등이었

다 그런데 1 505 년 l 월에 석사학위를 받을 때의 석차는 1 7명 중 2 등이
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값비싼 법령집 (Corpus Juris) 을 선물하기도
했다.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1505년 5 월에 법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큰 기쁨에 부풀어 있기
도 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혔다 . 그해 7월에 루터
는 아버지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에르푸르트시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
원에 들어갔다. 이것을 알게 된 그의 부친는 몽시 화를 냈으며 아들로부

터 심한배신감을느끼게 된다 .
루터가 이와 같은 갑작스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다. 여기서 이 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
자

(2)

루터가수도사가되다

루터는 150 5년 7월에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의 이런 갑작스런 결단에
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는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

음몇가지로열거된다.
첫째. 루터가 대학시절 에 르푸르트대학의 인기 교수였던 휴머니 스트

인 요한 베젤 (John WeseJ)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루터가 석사학위 직전 부활절 휴가 때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서

잘못하여 다리의 핏줄이 잘리게 되었다. 이때 많은 피를 흘리고 거의 죽
을 뻔한 일이 있었다. 또 그 무렵 에르푸르트 지방을 휩쓴 전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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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들 중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듭되는 생명
의 위협을 통해 자신도 죽음에 대해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몇 주전의 일이었다. 뜨
거운 여름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번개로 인해 쓰러

지는나무를보고심한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오던 그가 그날 천둥과 번개소리를
들으며 순간적으로 그는 죽음을 모면해주변 수도사가 될 것을 성 안나
에게 서원하게 된다. 이것이 루터가 수도원 입단의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으로본다.
셋째，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
이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자란 소년시절의 경험이 그를
수도사가 되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어린시 절 부터 종교적인 바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하고 법률가가 되기 를 바랬다. 그렇지 만 루터는
내세 를 위한 준비를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법률가가 되어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그 누
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관한 관심과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을것이다.

이유야 어떤 것이었든지 1 505년 7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l 년여의 수련기간을 거친 다음 1 5 06년 9월 에 정식으로 수도회
에 입문한다.
루터의 수도원 생활은 매우 엄격하고 철저했다 루터가 배당받은 방

은 가로 7 피 트에 세로 9피트 넓이의 난방시설이 없는 방이었다 하나밖
에 없는 창문 밖으로 수도사들이 묻히는 수도원 묘지가 있었다.

수도원 생활은 철저 하게 단련된 금욕주의였다. 그곳에서 수도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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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기적인 기도 말고도 루터는 많은 금식기도와 고행을 함으로 좀더
완전한 성직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수도원의 규율은 사소한 것이라도

다 지켜야 했다. 만일에 하찮은 규정이라도 어긴 것을 인식할 때는 즉시
고백과 참회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루터는 너무 자주 고백과 참회를 하

겠다고 고해를 요청하다가 그 당시 수도원 부원장이며 고해신부인 요한
슈타우핏츠 (Johann

von

Staupits) 로부터 죄를 모았다가 고백하라는

충고를듣기까지 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마음에 평정을 얻을 것으

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의 끊임없는 금욕적 생활과 쉴 사이

없는 참회를 반복하면서도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더욱 엄하게 경계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더 많은 고뇌와 참

회가있을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1 5 0 7년에 루터는 사제로 임직을 받는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신부로서 첫 미사를 집례한다.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2년
여 동안 많은 참회의 기간을 보냈으나 내적 평안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슈타우핏츠의 천거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한 후
대학교수가된다.

(3)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루터
비벤베르크는 도시라기보다 대 규모의 촌락에 불과했다. 이 도시는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었다 . 그 주

된 이유로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지 못했고， 토양 역시 기름지지 않았다.
이 도시의 주민은 1513 년경 3 천 명의 주민과 356채의 집이 있을 정도
였다.

16세기가 시작될 무렵 삭소니의 선제후였던 현자 프레드릭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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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내에 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하였고 1502 년 10월 18일에 맥시밀리
안 황제의 특허를 얻어 대학이 시작되었다.
프레드릭은 교황청 총 대리인이며，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부원장인 슈

타우핏츠와 함께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슈타우핏츠 자신이
교수이며 신학 교수단의 책임자가 된다. 이 대학의 초기에는 학생이
416명까지 등록했었다. 그러나 1505 년 경에는 5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루터는 슈타우핏츠의 천거로 1508년에 비텐베르
크에 있는 조그마한 수도원으로 파송되어서 그곳 대학을 돕게 되었다루터는 150 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철학 강사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강의하였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는 학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슈타우핏츠는 루터를 에르푸르트 대학에

보내 신학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도록 한다. 그리하여 151 2년에 루터는
성서박사(Bachelor

of Divinity) 라는 학위를 받게

된다

루터는 1517년까지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철학과성경을기르치는대

학 교수생활을 계속한다 루터가 대학 강사시절 중 1510년 11 월부터
1511 년 4월까지 약 5 개월간로마를방문한다 이것은루터가어거스틴
파 수도회를 대표한 방문이었다 루터는 모든 카톨릭인들이 동경하는

거룩한 성시 로마를 방문한다는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겼다. 루터는
경건한 순례자의 심정으로 거룩한 도시 로마를 5개월 동안 두루 살펴보
게된다

루터는 가장 유명한 성소들을 샅샅이 참배하였다. 특히 면죄부까지
약속된 라테란 성당의 성 크로체도 참배하였다. 라테란 성당 북쪽에 위
치해 있는 거룩한 황금계단을 찾아 보았다. 이 황금계단은 교황 레오

4

세가 고안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 거룩한 계단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287H 의 계단을 밟으며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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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신 것을 재현시킨 계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계단을 빌라도의 회

랑’

(Praetorium of Pilate) 이 라고도 한다

이 계단을 예수께서는 걸어가셨으나 인간은 무릎으로 기어서 한 계단
씩 오를 때마다 감격의 키스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카톨릭의 가르침대

로 하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참회를 한 자는 과거 선조들

의 100년 전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 하였다. 루터는 이 계단을 27계단까
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디 그래서 마

지막 한 계단은 맨발로 별떡 서서 걸으며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느

끼게 된다. 루터는 다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주를 위해 순교한 8만 명
의 순교자 무덤이 있는 곳과 46명의 교황들 무덤을 참배했으나 그곳에
서도 역시 어떤 감동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 시를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소문들은 너무도

부패가 만연한 도시라는 것이었다. 이런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사전에
교황을 면담키로 선약이 되어 있어서 교황을 만날 시간에 갔었으나 교
황은부재였다.

또 교황 율리우스 (Juhus n) 는 첩을 거느리고 있고， 알렉산더 교황은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루터는 풍문만이 아니라 교회 제
후들의 공개적인 죄악을 직접 목격하고는 분개하였다 .
그러나 루터는 너무도 많은 의심을 품게 된 자신을 참회하려고 성당
을 찾아갔으나 신부가 고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

는 l 개월에 l 회 정도는 강론이 실시되었는데 로마에는 57H 월 동안 한번
도 강론은 들을 수도 없었고 의식만 있을 뿐이었다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고 난 후 큰 실망에 빠졌다 . 그가 다시 비텐베르
크로돌아왔을때 그의 마음은무겁기만하였다. 1 5 1 2년 10월 1 8일 루
터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교수가 된다. 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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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그가몸담고 있던 비텐베르크조그마한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

1) 1 5년에는

마이센 {Meissen} 과 튜링기아 지역에

있는 11 개의 수도원지역 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하여 루터는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고， 수도원들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루터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하였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그것은 바로 루터의 회개였다.

2. 루터의회개
루터가 회개한 시점은 어느 때일까. 여기에 대한 확인은 몇 가지의 가

능성을 살펴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루터가 회개한 시기는 여름날 폭우가 쏟아지고 천퉁， 번개로 인

해 심한 공포감을 느껴서 성 안나에게 서원한 때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수도원에 들어가 계속 번민한 것을 보면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다 .
둘째，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의 모든 규정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며칠씩 금식과 하루 6-7회 의 참회 때 회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때에도 루터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
이없었다.

셋째， 루터가 로마시 를 방문하여 황금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가 마지막 순간에 느낀 강한 깨달음의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었을 것이
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루터는 계속 정신적 방황을 거듭하였다.
위에서 추측한여러 경우에도루터의 진정한회개의 근거는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루터의 회개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루터가 비댄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어느 때 그의 회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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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정답으로 추
측되기 때문이다 이제 루터가 카톨릭 신부에서 개혁자의 사상으로 바
뀌어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루터의

비텐베르크대학교수시절을살펴보는것이 중요하다.

(1) 초기 강사 시절( 1508-1512)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사로 지내면서 정교수가 되기 위해 에르

푸르트 대학에 가서 학위 공부를 하였다. 이때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에

서 배운것은주로스콜라신학이었다.
루터는 학교의 요구대로 옥캄 (Ockham) ， 다이어 (d'

Ai lly) , 가브리엘

비엘 (Gabriel Bie j)과 같은 대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어거스틴

(Augustine) , 끌레르보의 베르나르(B ernard) 와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를 탐독하였다.
루터는 신학의 대가들을 연구하고 공부는 하였으나 그것을 대학에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한다. 루터 자신은 성경

블 강의하려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으로 알았다. 그래서 성경
을 가르치는 일에 더 정열을 기울였다. 그가 처음에 가르쳤던 철학 과목
은점차줄여나갔다

(2) 초기

대학교수 시절 (1513-1514)

\') 1 2 년에 신학박사 학위와 함께 대학의 정교수가 된 루터는 1 5 1 3년
여 름부터 처음으로 시편을 강의하였다. 루터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기호대로 라틴어역인 벌게이트 번역본을 사
용하였다

루터는 시편을 강해하기 전에도 수년 동안 성구집 (Psalted 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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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들을 많이 암송해 왔다. 그 성구집들이란 주로 교회 절기를 맞추어

그리스도의 생애 중 중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따라서 루터
의 시편 강해는 주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으로 맞추는 기독론적인 해석이
었다.

루터는 평범하게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시편을 강해해 나갔다 그러

던 중 시펀 22편을 강해하다가 고뇌가 시작되었다. 시편 22편 의， “내 하
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씀
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 가 곧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께 저버

림을 당해야만 했을까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답을 찾
을 수가 없었다- 사실 여기서 예수 그리 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에 대한 그의 고뇌를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처절한고뇌를당해야만했는가 .

루터는 자기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였다. 그것을 통해 루터는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난
을 겪어야만 했던 분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분이셨

다는 친근감과 함께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이전의 그리스도는 심판주요， 악을 벌하는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했었
으나 똑같은 고난을 겪은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는 데서 많은 위로를 받

게 되었다고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꼭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는 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답과 확신을 얻은 것은 그후
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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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수 시절 (1515-1516)

루터는 1 515년부터 1516년까지 로마서를 강해했다. 그는 로마서를
강해하던 중 그동안 의심스럽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들을 발견하
게 된다. 루터는로마서 l 장 1 7절 말씀을통해 드디어 그가가지고 있던

문제를풀게된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앞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복

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엔 결과가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라는 깨달음이었다. 루터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다. 여
기 본문에 의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 ’ 와 ‘믿음’ 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

을 때 루터는 종래까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전
까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워 놓은 기준을 모든 인간들이
다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의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통

안 겪은 경험 에 의지해서 살펴보아도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
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이룰 수 없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오는 죄의식과 번민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간
의 힘으로 완성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도를통해 구속의 사실을 이루어 놓으신 그사실을믿는 믿음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성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의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인간들의 공적과 상관 없이 덧입혀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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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의 행위가 의로워졌거나 또는 인간들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
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해서 주신 것뿐이다.

수년 후에 루터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 사

이의 올바른 관계를 깨닫게 되기까지 밤낮으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
었다. 결국나는하나님의 의라는것이 순수한은혜와자비를통하여 믿

음에 의해 우리 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의를 가리키는 것임을 발견하
였다. 이러한 각성을 얻은 즉시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감격
을 경험하였으며 천국으로 행}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
았다
루터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

되었다 루터가 전에 깨달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잘못을 심판만 하시 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다
신실하고 확고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의 의문은 풀

리기 시 작했다.
하나님의 의란 인간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후 인간의
성취에 따라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

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을 가

질 때 의롭다고 입혀주는 칭의는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인 것이다(엠

2: R) .
루터가 이같은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개인적 연구생활과

영적 탐구는 계속되었다. 루터는 계속해서 신부이며 교수로 목회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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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1516-1517 년에는 갈라디아서를 조L해하고. 1517-151R년에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명료한 그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 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감화를 끼친다.

그렇다면 루터가 회개한 시기가 어느 때였을까，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 로 루터가 151 5- 1 5 16년경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깅L해하던
시기로추정할수있다.

루터는 그가 새로 깨달은 진리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의 순회설

교 때에도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기존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 가르침과
상치되는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루터가 카톨릭과

반대 의견을제시하기 시작한최초의 혼적은 1516년 중반때쯤이다.
루터가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가 그토록 감격해마지 않았

던 이신득의같은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당장 현실

적 문제인 면죄부 판매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면죄부 판매가 비 성서적
이라는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반대는 1516년 그의
설교를 통해 나타내기 시작한다

루터의 이와 같은 영향은 루터와 그의 통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드
디어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경향으호 나타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학적 흐름은 드디어 면죄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겠다는 결단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루터의 개혁 과정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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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3 쟁

루틱의 '1혁

---------

지금까지의 루터는 순종심이 넘치는 수도사였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상급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루터로
하여금 잠잠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면죄부(免罪符.Ind버gence) 에 대한

의분이었다. 사실상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
면 면죄부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1.면죄부의역사
면죄부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십자군 원정 때부터였다. 성지 예루

살렘을 적군인 회교도의 손에서 탈환해야 한다는 거룩한 싸움인 십자군
전쟁은 1 1-1 2세기 때에 일어난 운동이었다. 이 당시 교황들은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자들이나 순례자들이 교회에 재산을 기증하면 이들에겐
면죄가 약속되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면죄부가 좀더 교리적으로 발전한 것은 13세기 때 알렉산더

(Alexander of Hales) 에 의해서였다. 그는 공로의 보화’ (Thesau1Us
meritOIious)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후대의 신학자들이 더욱
확대시키고 정밀하게 발전시켰다 . 그래서
1)'easury

.성인들의 보화.

(The

of Saints) 라는 교리 로 정 착하게 된다.

이들 교리의 주장은 교회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행(순례， 금욕， 금
식)들을 그대로 따르는 자는 평범하게 고행 없이 살아가는 신자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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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들 역시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모아져서 공동의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많
이 지은 사람도 보다 성스럽게 살아간 다른 형제들의 선행으로부터 이
익을얻을수있다고하였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인류들의 죄악을 다 씻어버

랄 수 있었던 것처럼 성인들과 많은 순교자들의 선행이 후대인들에게

영향을줄수있다고하였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하늘 창고에 보화로

축적되어져 있다는 이론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모든 공로들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교황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은 성인들의 축적된 보화를 죄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로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1 .:1 <; 7 년 칼렉스투스 (Calixtus) 교황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면죄

부로 해방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또 1 476년에 내

려진 교황의 교서 ‘살바토르 노스터 (Salvator Noster: 우리들의 구원)

에서 면죄부가 죄를 해방하는 대상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한다
고 하였다 . 불론 변죄부를 작성할 때는 진실한 회개와 고백을 요구하였
다 그렇지 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것처럼
되었다

그 뒤로 1<;07년에 교황 율리우스 2 세는 오늘날 로마의 성 베 드로 성
당을 건축할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또다시 면죄부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l 익 13년에 교황 레오 10 세가 또다시 재 발행하였다. 이 면죄부는 판매 촉
진을 위해서 판매 수입의 1 /3은 판매한 사람이 차지하게 했고. 또 1 /3은
그 지방 감독이 차지하고， 나머지 1 /3은 교황청으로 보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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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가 살고 있던 당시 독일에서의 면죄부 판매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허가된 사항이었다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호헨졸레른’ 7~문 출신
의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Albelt

of Brandenbmg) 가

독일의 두 개의

교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버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
에서 가장 중요한 대 주교구인 마인쪼 (Mainz) 교구를 수중에 넣을 야

심을 품고 있었 다 . 그래서 알버트는 그 당시 탐욕과 사치와 향락에 깊이

젖 어 있던 교황 레오 10세와 홍정을 했다. 흥정 결과 알버트는 l 만 루카
(ducatis) 의 거금을 내고 마인 쓰 교구를 사게 된다. 그러나 그 돈은 너
무 막대한 금액 이 었으므로 교황은 알버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교구 내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통
해 얻어진 이익의 절반은 교황청에 헌납하도록 하였다. 알버트의 지휘
하에 독일지방의 면죄부 판매책을 맡은 사람은 도미티크 수도회 출신의

수도사 요한 테첼(John Tetzel: 146 'i - 1'i I lJ) 이었다.
테첼은 알버트의 위임을 받아서 면죄부를 팔기 시 작한다 이 테 첼은
당대에 유명한 웅변가였다. 그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
과 속임수를 써서 면죄부를 선전하였다. 그와 수행하는 성직자들 또한
자기들이 팔고 있는 면죄부는 죄인 들을 세례보다도 더 깨 끗하게 만들

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
람들을 위해 면죄부를 살 때에 는 헌금함 바닥에 동전이 쩔랑 하고 떨어
지는순간연옥에 갇혀 있던 영 혼이 화살처럼 솟아오른다.고까지 하였

다
이렇게 거짓된 교리에 의한 교묘한 선전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은 분

노를 자아냈다. 그런데도 독일 국민들은 이태리 교황청에 착취를 당하

는 것조차 모르고 이 들의 선전과 선동에 끌려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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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실을 지켜보던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시민들의 도덕적 생활

과 신앙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고 여러 주교들에게 이 사태를 중지시
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면죄부 판매는 대 주교가 허락했다는 추
천장 사본이 루터에게 입수될 뿐이었고， 그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사고와 결단 끝에 종교적 분노로 9 5개조의 신조문을
쓰고 ， 그것을 발표하게 된다.

2.95개조신조문
川작성 · 발표된경위

루터는 기존 전통적 신앙에 대해 자기 입장을 옐벼야 할 필요를 느끼

고는 최초로 97개 신조문을 작성한다. 이 97개 신조문에는 스콜라 신학
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공격하였다. 이 신조문은 어디
까지나 학문적 범주 내에서 토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논

문 발표가 대학 밖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 개조 신조문을 쓰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YS 개조 신조문이다. 루터가 이 95개조 신조문을 발표할 1 5 1 7년
당시 그는 매우 온건하였다. 그는 비텐베르크 여러 수도원의 설교가로

서 매 주일 설교를 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설교는 차츰 그 당시 고위 성
직자들에 대한죄악을지적하고그들의 도덕적 타락을통렬하게 비난하

였다. 그런 그의 설교는 그 당시의 성직자나 교황에게 보내는 큰 도전장
이 아닐 수 없었으나 그는 용기 를 내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
의 행위 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교황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하면 교황은 그같은 힘을 예배당 건축같은 일을 위해 쓸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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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했다.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아무 대가도 받지 말
고 교황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세

속적인 돈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교황의 권한을 타락시키는 파괴행위라
고하였다.

루터는 95 개조 신조문을 작성하여 브란텐부르크 주교인 제롬과 대 주
교인 알버트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러

자 루터는 이 신조문을 비텐베르크 ‘성인의 교회 (The

Church of all

Saints)’ 정면 문에다 붙여 놓았다. 이 교회당 문은 중요한 학문적 서류
를 공고할 때마다 게시판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루터가 95 개조 신조문을 그곳에 게시한 것은 그 당시에는 공개적 학

문 토론회 개최 공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 신조문을 1 5 1 7년 10월 3 1 일에 발표하였다 . 그 이유는 그

다음날인 11 월 l 일이 ‘모든 성인의 날’ , 즉 만성절이라고 하는 날이었
기 때문이다. 이 날은 l 년 중 도시민들과 이방객들이 가장 크게 운집하

는 날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1 5 1 7년 10월 31 일은 프로테스탄토 종
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기록이 된다.
95 개조 신조문의 원본은 라틴어로 쓰여졌다. 그런데 독일의 인쇄업자

들은 원본과 독일어 번역을 곁들여 독일 전역에다 이 신조문을 살포하
였다. 이 신조문은 2주 내에 전 독일로 퍼져 나갔고 ， 또 3 주 후에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루터 자신도 너무 놀

라게된다.
그렇다면 이 9) 개조 신조문이 그토록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도

록 인기를 집중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수있다.

첫째 ， 이 신조문은 통상적인 학문 토론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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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반박문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당시 모든이가신성 불가침으로여기던 드높은권좌에 있는

교황이 공격의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마인쓰 대교구 감독인 알버츠는 l)4개조 논문으로 면죄부 판매

에 대한 합법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의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비성
서적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학문적으로 대응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

에 루터의 %개조 신조는 이같은 그의 허구성을 학문적으로 명석하게
파헤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넷째， 면죄부 판매대금의 2/3 가 타국인 이탈리아로 빠져나가는 것은
모든 독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였다.
다섯째， 요한테첼에 대한개인적 증오가크게 작용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그 신조문은 삽시간에 전 유

럽으로 획산되는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LJ 'ì개조 신조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터가
쓴 ”개조 신조문은 주로 로마 카톨릭 교리에 관계된 것들이었다. 여기
서는 그 내용들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을 살
펴보기 로 하자.

(2)
1)

957H조 신조문 내용
고해 (Confession)

-

7 조에서 언급

카톨릭의 고해성사(告 解뿌事)에는 4 개의 행습이 있었다 하나는 지은

죄에 대한 통회이고(contritio) . 두번째는 그 죄 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

konfession) .
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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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고해받은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가 부과하

가지

1 역 종 H’개 혁시

방법 들 을 실천함으로 선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

(satisfaction) . 네번째는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언하는
것 (abs이utio) 이었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루터는 자기 입장을 제시하
였다

2)

죄에 대한 참회 기간 - 8 . 85.87조에서 언급

고대 교회에서는 중죄를 지은 사람은 동료 교인과 교제를 차단시켰

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재입회는 전체 회중이 운집한
가운데서 공개적인 고백을 함으로 가능했다.
또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는 장기간의 금식 ， 광범위한 구
제， 노예의 해방 등의 공개적 정표를 요구하였다. 그러한 후에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회중들이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고 인정할 때 다시

금 회중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
참회기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 그리고 전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던 것 이 나중에 는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도록
바뀌어 졌 다 그리고 회중 전체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차츰 사제가 적
당하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같은 제도가 8세기 경에는 슬퍼하는 기간， 공개적 죄의 고백， 회 중

으로부터 인정받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1 4세기 경에 이 르러서는죄에 대한고백， 회 중으로부터 인정， 슬퍼 하
는 기간이 생 략된다. 그리고 1 5세기 경에는 면죄부로 인정을 대치시킨
다. 이같은제도적 허구성을루터는지적한다.

끼 면죄부

20-21.26.27.28J 1J7. iR .4 2.5 0.5 1. 52 .5 4.5 5.n.74.

7 ().77. 재 .86. 써.IN.YI 조문에서 언급
면죄부에 대한 시 작은 루터시대보다 천년은 앞서 거 슬러 올라간다 . 7
세기 때부터 고행 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 는 행습이 있었다. 고행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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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금 ， 희사， 벌과금 둥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면죄부의 기원이 되었다.
이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 이론은 알렉산더， 보나벤투라， 그리고 토마

스 아퀴나스 등이 세웠다. 이들이 세운 이론은 이러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번민하다가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사면

을 선포하면 고백한 모든 죄책감은 제거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책감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세적인 형별로써 이 지상에서 고통받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
음 이후에 영원한 처벌장소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었다. 사제가 부과하

는 고행은 현세적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해
결하지 못한 처벌은 연옥에 가서 완성을 본다고 하였다. 이같은 주장으

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대한 고통을 두렵게 여겼다.
이들은하나님이 참된 참회자에게 요구하는통회의 종류로서 .아트리

치오 (Attritio)’ 와 .콘드리치오 (Contritio)’ 가 있다고 했다. 콘드리치오

는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 통회이고. 아트리치오는 두려움에서 일어난
통회이다.

그런데 아트리치오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할
지라도 사세가 성례전적 사변에 의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아트리치오. 고백 ， 그리고 면죄부는 구원을 얻게 해
주는 꽤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면죄부를 사야만 했다.
최초의 면죄부 발행권은 사제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사제가 이를 악

용하자 그 발행권을 주교의 수중에 국한시켰다 주교 역시 자신들의 특
권을 남용하자 교황은 발행 권한을 로마의 주교나 로마의 주교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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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리인에게로 제한시켰다.

이같은 권한이 처음에는 절도있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U.14세기에
이르러서 면죄부의 발행은 매우 무절제하게 남발되었다 . 1 4세기 때에는
교황청에서 전쟁을 위한 군인 징집이나 병원 건립 ， 그리고 예배당 짓는
일과 다리나 도로를 보수하는 데도 면죄부가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루터는 9'; 개조 신조문에서 면죄부의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6개 항의 조항을제시하였다
첫째， 면죄부는 단순히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사면할 수 있다 면

죄부는하나님이 부과한처벌은사면할수없다
둘째，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수중에 보전하셨다.
셋째. 면죄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은 십자군에게 주어진 면죄부가 개인의 죄책은 물론 사후의 처벌까
지도 사면한다는 주장을 반대한 것이었다.
넷째.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교회가 부

과한 처벌은 오로지 산 자에게만 적용된다. 연 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
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다 교황의 관할권 이 연옥에 미치지도

않고， 천국열쇠의 권한도미칠 수없다.
다섯째.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

로부터 이미 용서 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전혀 필요 없다

여섯째， 축적된 공로의 보화란 옳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 성인들이
라고 해서 공로가 축적될 수 없다.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축적된 공로가
아니라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루터의 주장은 아주 평이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루터의 % 개조는 평신도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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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평신도의 영적 상황에 관해 호소하듯 표현하였다.

그 외에도 연옥에 관해 (22-23 ..1 5 ， 82조)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10 ， 1 3， 83조) , 축적된 교회의 보화 (56 ， 58 ， 59.63 ， 64 ， 65 ， 66조) . 교황의

권위 (2 2 ， 25 .26 ..1 3 .4 1 조) 등으로 엮어진 전체 95 개조 신조문들은 주로
카톨릭의 교리에 관계된 것들을 루터 자신의 견해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파문을 던진 것이 바로 면죄부에 대한
그의주장이었다.

이 95개조 선조문이 알려지자 성황리에 팔리던 면죄부의 구매의욕이
식어졌고， 판매 중단의 위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에 제일 크게 불

만을 품은 사람은 요한 테첼이었다. 그는 이 이단자를 3주 내에 화염 속

에 쳐 넣겠다고 나섰다 . 또다른 도미니크파 신부들도 루터를 화형에 처
해야 한다고 강단에서 설교하였다.
그리고 루터의 반대자로 오랫동안 싸워오던 도미니크파 수도원 소속

의 ‘잉골슈타트 Ongolstat)’ 대학 교수인 요한 엑크 (John

Mayr of Eck)

는 루터의 %개조 신조문을 반박하는 글을 써서 부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잉골슈타트 대학의 요한 엑크와 비텐베르크 대학의 루터가 면죄부
를 놓고 신학 논쟁을 벌이게 된다 .

(3) 면죄부논쟁

루터는 이 름 없는 한 수도사였다. 그런데 그의 ()~개조 신조문은 전 유

럽을 온통 시끄럽게 했다. 이렇게 한 수도사의 건방진 행위로 사회와 교
회가 소란스러워지자 당시 독일 황제인 맥시밀리안 (Maximillian) 은 교
황 레오 10세에게 루터를 침묵시키도록 부탁하였다 교황은 이 문제 수

습을 루터가 소속되어 있던 어거 스틴 파 수도회에 해결하도록 지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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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파 수도회원들은 연례 정기회의겸 루터 문제
수습을 위한 대회를 소집했다.

1)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회 (1') 1H년 4월 15-1H 일)
루터가 소속된 수도회는 어거스틴파 은둔 수도회였다 . 이 수도회 소

속 수도사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전체 수도사 대회 를 실시해 왔다. 이번
의 하이델베르크 대회 역시 연례 정기회의였으나 루터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까닭은 그가 발표한 %개조 신조문에 의한 파급효과

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이 정죄 를 받고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채 참석하였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루터는 전혀 상상 밖의 반응에 놀라게 되었다.

그것은자신의 9') 개조신조문이 동료수도사들사이에서 격렬하게 논의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루터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세력 들이 더 많았다
특히 젊은층의 수도사들은 루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반응

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거 스틴파 수도회와 오랜 세월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대한 감정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

로 본다. 그것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요한 테첼이 면죄부 선전을 하면서
너무 감언이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같은 불만

을 루터가 대 표해서 적절하게 응수해준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대표적 의사를 표현한 루터 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면 했지 정죄하는 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루터는 자기가 소속된 수도회의 의사를 표현한 대변자로
인식되어 일개 무명의 수도사가 아닌 어거 스틴 파 수도회의 대표 신학자
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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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우구스부르크 (Augsburg) 의 면담

교황 레오는 건방진 루터를 소속 수도회에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나 결

과는 정 반대가 되었다. 이에 교황은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여 면죄부에
대한 그의 견해를 해명하도록 출두케 하였다. 이같은 소환장은 7월에

발부되었고， 루터가 접수한 것은 8월이었다.
이 소환장을 놓고 루터가 그대로 로마로 간다는 것은 무덤으로 스스
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때 루터는 독일 선제후인 프
레드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루터는 선제후의 비서인 슈팔라틴 (Spalatin. 14R4-1545 ) 을 통해 자
기는 대학의 학문적 자유 보장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 프레
드릭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요청한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프레드릭은 황제 맥시밀리안의 힘을 통해 루터가 로마로 소환되어
가는 것을 취소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당시 프레드릭은 왜 루터를 보호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자신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이 오랫동안 존폐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었

는데 루터가 이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부터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루터의 9S 개조신조문발표후에 이 대

학은 전 유럽에서 유명대학으로 급상승하게 되었다. 이 렇게 대학의 명
성을 높인 루터를 쉽게 로마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프레드릭은 맥

시밀리안 황제로부터 루터를 위한 황제의 면책 특권을 받아냈다
다른 한편 로마 교황 레오도 독일 선제후인 프레드릭을 경솔하게 대
할 수가 없었다. 독일 황제 맥시밀리안은 늙어서 오래잖아 다시 새로운

황제를 선제후들이 선출해야만 할 형편이었다. 그런 중에 프레드릭 선
제후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대단히 지혜가 많은 이로 존경을 받고 있어
차기의 황제로 기대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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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추기경 카제탄 (C매etan) 을 독일로 파견하였다.

황제 맥시밀리안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독일 전체 제후들과 군주들
이 모인 제국의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독일 제후 군주들만 아니라 교황
청의 사절인 카제탄이 참석하게 되고 이곳에 루터가 참석해서 교황 사
절인 추기경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때 프레드릭은 루터로 하여금 로마는 갈 수 없으나 같은 독일 영내

아우구스부르크의 제국의회는 참석해도 좋다고 했다. 프레드력이 그렇
게 허용한것은그가이미 황제의 면책 특권을받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루터는 황제의 면책특권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
면 이미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존 후스 (John

Huss) 7r 황제의

면책특권

을 갖고 콘스탄틴회의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화형을 당해 죽고만 사실

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교황의 사절인 추기경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를 만나
서 그로 하여금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종용할 계획이었다 만약 루터

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를 체포하여 로마로 압송하라는 지시를
받고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와 추기경 카제탄이 만나게 된
다 (151 8년 10월). 여기서 추기경은 루터와 토론을 거부한 채 무조건 그

의 의견을철회할것을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루터는자기의 잘못이 확
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면 자기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싸움
이 있은 후 루터는 자기가 체포될 것임을 감지하고 비밀리에 그곳을 떠

나 비텐베르크로 귀환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황은 루터 문제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게 된다. 교황청

에서는 독일인으로 프레드릭 선제후의 교황청 주재 개인 대리인인 밀티

쪼 (Charles

von

Miltitz) 를 파견한다. 이 밀티쓰는 프레드릭 비서인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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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틴과도 친구 사이였다. 밀티썩 독일에 돌아와 여러 사람을 접해

본 결과 루터의 면죄부 논쟁은 단순히 한 수도사의 견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독일 전 국민들 사이에 잔잔히 흐르
고 있는 감정적 문제였다.
여기서 밀티쪼는 슈팔라틴의 중재로 루터를 만나게 된다. 이들 세 사

람은 합의점을 찾고 루터가 서약을 하도록 설득을 시킨다. 밀티쪼는 첫
째， 논쟁은 더이상 중지한다， 둘째， 루터는 교황에게 복종한다는 서약서
를 쓴다. 셋째， 루터는 일반 백성들에게 교황을 존경하도록 한다， 넷째，
면죄부는 교회법이 제정한 것으로 고행을 사면하는 데 유용하다고 권장

한다.
이같은 약속에 루터는 동의하고 약 6개월 통안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오직 공부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 기간에 루터는 자기가 발견한 의인
(義시에 관한 자신의 확신을 재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교황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
인지 교령집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교령집을 연구하다가 놀라움과

분노가 엇갈리는 가운데 교황의 절대권이 허위로 가득차 있음을 발견하
게된다

루터가 이렇게 놀라움과 분노에 차 있을 무렵 요한 엑크는 교황의 지

상권을 놓고서 칼스타트와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이 논란은 자연히 루
터와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3) 라이프찌히(lÆipzig) 논쟁 (1 'i 1 9년 6월 27 일 7월 16일)
루터가 밀티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 달을 조용히 지내고 있
을 때 평소 루터에 대해 불만이 많던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이자 잉골슈
타드 대학의 교수인 요한 엑크가싸움을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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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크는 평화스런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면죄부 판매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폈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
다리는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엑크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안드레
아스 보덴스타인 폰 칼스타트 (Von

Carlstadt , J 480- J S4 J )를 공격하였

다

칼스타트는 루터와 같은 대학의 교수이며 신학적으로 루터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 그런데 칼스타트는 대단한 학자이긴 했으나 성품이 너

무 경솔하고 게다가 극단적인 결론을 잘 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엑
크와 칼스타트는 지상 논쟁을 펼치다가 급기야는 대면 논쟁으로까지 발
전하게된다

이 두 사람은 라이프찌히에서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다. 두 사람간의
논쟁 제목은 칼스타트와 엑크간의 논쟁같았으나 사실은 루터를 겨냥하

고 있는 도전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간의 논쟁처럼 선전은 되었으나 결
국은 루터도 논쟁에 참가하게 된다.
논쟁 장소인 라이프찌히는 루터 입장에서 볼 때 적들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총장은 논쟁 당사자들만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는 같은 대학 교수들인 칼스타트， 멜랑히톤 (Melanchthon) , 요
나스 (Jonas) ， 암스도르프(Amsdo에 등의 교수들과 200여 명의 학생들

도 함께 가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투구와 도끼와 창으로 무장을 한 호위

병이 되어서 교수단을 싣고 라이프찌히로 향했다.
라이프찌히 대학은 많은 청중을 수용할 만한 강당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지 (George) 공작의 넓은 연회실을 빌려 그곳에서 토론하게 된
다. 처음 6월 27 일부터 7월 3 일까지는 엑크와 칼스타트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에서 논쟁의 명수인 엑크는 수많은 교부들의 말과
교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열심히 인용하며 칼스타트를 공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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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칼스타트는 엑크만큼 준비를 하지 않아서 논쟁의 양상은 엑크의 기

선으로기울어졌다.
다음으로 루터와 엑크 사이의 논쟁으로 계속되었다 . 7월 4일부터

16

일까지 논쟁은 계속되었다. 엑크는 전에 칼스타트 논쟁에서 승리를 거

둔 신선한 기분으로 이번에도 영웅이 되겠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논쟁
이 계속되는동안두사람의 차이점은금새 드러나게 되었다. 루터는성

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반면 엑크는 교회법과 중세신학에 보다 익숙
했다.

이때 두사람의 논쟁의 쟁점을비교해 보면 다음과같다 .

.

엑크의 입장·

첫째 ， 교회회의 결정사항은절대성을가질만한중대한것이다.

둘째， 로마교회는사도적 전승을이어받은수위 교회이다.
셋째， 교황은절대 무오한 거룩한권위를 가지고 있다.
· 루터의 입장 ·

첫째 ， 성경만이 최상의 유일한 권위가 있다 . 교황이 성서보다 우월할
수없다 .
둘째， 진정한크리스천의 생활은성도의 교제에 있다.
셋째 ， 교회회의 결정이나 교회전승은 교회내 질서와 평화를 위해 참
고사항으로 필요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루터는 성경에 기초를 둔 기독교가 모든 교황

이나 종교회의들보다도 더 권위를 가진다고 하면서 콘스탄스 종교회의
에서 종교회의 이름으로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종교회의가 저지
콘 대 오류의 표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자 종교회의 선봉자인 엑크는 루터야말로 종교회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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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규정한 후스의 교훈을 지지하는 이단이자 동의자라고 몰아붙이
게 되었고 변증적 실전에 능한 엑크가 루터와의 논쟁에 승리를 얻은 것
같이 되었다. 루터는 우울한 예감을 안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고 만다.

그러나 루터는 라이프찌히 논쟁으로 그의 생애가 놀랍도록 전환되는 계
기가된다.
이때를 기해 루터는 더이상 카톨릭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
다고 단언을 내린다. 그는 이제부터 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 신앙의 수
호자로 나설 것을 결심한다. 앞으로 그에게 많은 대결과 위험들이 점철
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투쟁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다. 그래서 그는

좀더 구체적인 자기 주장을 확고히 펼쳐가게 된다.

3. 루터의저작활동
(1) 당시 독일의 정치 분위기
루터가 개혁을 소신있게 전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 당시 독일 정

치적 상황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 앞서 서론에서도 종교개혁의 시기가
너무도 알맞은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지적하였는데 그이유가바로이 점을말한것이다.

그 당시 독일의 황제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의 가문에서 계승되어 왔

었다. 그러던 것이 1519년 l 월 1 2 일 맥시밀리안 황제의 죽음으로 그 막
을내리게 된다.
새로운 황제는 선제후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했다. 그 당시 황제 후보

자로는 스페인의 찰스 l 세와 프랑스의 프란시스 l 세가 거론되었다. 이

때 교황 레오는 찰스와 프란시스 중 어느 인물도 황제에 오르는 것을 원
치 않았다. 그 이유는 어느 세력이든 한쪽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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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이다.

찰스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권인 오스트

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납부 이탈리아까지 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프란시스 역시 달가운 인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비대해지면 과거처럼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농에서 억류된
것과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황의 의중에는 독일 영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던 독일인 삭소니의 선제후 프레드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래서 황제 선출은 몇 달간의 우여곡절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대부분의
독일인 들은 자국민인 프레드릭을 선호하였다. 그런데 프레드릭은 스페
인의 젊은 왕 찰스를 독일 황제로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찰스가 독

일황제 로 선출된다 (] 5 1 Y년 6월 2K 일) .
독일 황제로 선출된 찰스는 스페인의 어려운 국내 사정 때문에 즉각

취임하지 못하고 15 20년 1 0월 23 일에 아켄에서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
한다 . 이 로써 찰스는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이탈리아 일
부를 합병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가 된다.

일단 찰스가 독일의 황제가 되긴 했으나 사실상 그 자신이 독일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독일 국민과 친해질 수가 없었다. 게다가 독일의 정

치는 황제 배후에 있는 선제후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의 정치력은 한
계점이 있을수밖에 없었다

이런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선제후 프레드릭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릭도 일하기가 훨씬 용이해 졌 다. 이와 같은 상황
이라 찰스가 독일 황제라고는 하나 사실상 그 실권은 선제후들이 가지
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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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활동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루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소신을

발표하는 저작활동을 하게 된다. 사실 루터는 1516년부터 시작해서
1546년까지 무려

4007H

이상의 논문을 썼다. 이것은 한 달에 평균 한

편씩 썼다는 계산이 나옹다. 그렇지만 1520년도 한 해 동안에 쓴 4편의
논문은 그 당시 3개의 출판사를 매우 바쁘게 만들었다. 그 4편의 소책자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 r선행에 대한 설교J (Serrnon on Good Work)
1520년 5월에 발표된 이 소책자는 그 대상이 주로 일반 평신도였다.
이 책에서 그는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에 관한 개념을 정면으로 거부하

였다.
그 당시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이란 통념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하는 것들을 말했다. 그렇지만 루터는 그런 7'}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다른 이교에서도 얼마든지 다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
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교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교도들은 그들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죄책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으나기독교

가 말하는 선행이란 단지 인간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
에서 볼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것이라는것이다.
요한복음 6:38-3LJ에서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고 하였는데 그 신앙이 선행의 시발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감격의 발로로 실천되는 모든 것은 다
선행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느낄 때 믿음에 의한 행위들이 크거나 작
든지 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근본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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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결국은하나라고하였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한 보상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고해를 하며， 구제와 순례 여행을 함으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불안감에

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합의식
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고로 신앙에 의한 행위는 보상을 생각지 않고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봉사인 것이다.
이같은 이론에 근거할 때 카톨릭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루터가 말

하는 참된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한 모든 행위인 것이다.

2) r독일 귀족에게 고함J(THe Address to German Nobility)
1520년 8월에 출판된 이 책은 출판된 지 몇 달 안에 4.000여 권이 팔

려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인쇄가 뒤따르
지못할정도였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기독교 국가의 개혁을 존중하는 독일의 기독교
귀 족들에 게 J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Respecting the Re formation of the Chlistian Estate) 라고 되어 있
다.
이 책의 내용은 모든 개혁의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 그때까지는

누구도 독일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한 원한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못
하였다. 그러던 것을 루터는 이 책에서 독일 사람들이 품고 있던 개혁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루터는 이 책에
서 유럽의 각 국가들을 신비할 정도로 지배해온 카톨릭 사제들의 초자

연적 권력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굳게 갇혀져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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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큰 벽을 지적하였다. 이 벽이 외관상으로 아주 앓은 종이 벽같지만

실제적으로가공할만한큰위력의 벽이라고하였다.
첫째 성벽은. 교황의 권한이 왕이나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권

한까지도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교황， 주교. 사제와 수도사는 영적인 신분에
속한 구성원 들이며 그 반면에 제후， 군주， 노동자， 농민들은 영적 신분

에 예속되는 세속적인 신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영적 신
분이란 단순한 허구일 뿐이라고 하였다. 참된 영적 신분이란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전체적인 연합체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 다 사제로 삼으신다고 했다.
루터는 여기서 만인제사장 이론을 전개한다(뻗전

2:9-10)

그는 말하

기를 길거리에서 신발을 꿰매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
으면 주교나 교황과 똑같은 영적 제사장이 된다고 하였다
성직자라는 직분이 평신도와 구별되는 것은 그 직분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 다른 일보다는 특별한 종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것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신분상 다같은 제사장이지만 성직자는 직분

상의 제사장인 차이뿐이라고 하였다. 만일에 교황， 주교， 사제들도 지신
의 맡은 일을 게을리하면 그들도 부주의한 석공이나 농부처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모든 신자는 영적 사제직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론을 주

장함으로 교황청의 가공할 성벽을 분쇄시킬 이론을 정당화시켰다.
둘째 성벽은， 교황 이외의 어느 누구도 성서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성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그싹도의 n뜸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깨우침을 추구하면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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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있다고하였다

세번째 성벽은，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하였다.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다(마

18: 17). 그

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황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성경에 복종하는의무를지킬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황제들도 교회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교회회의
는 교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황만이 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교황의 전권강화를 위한 횡포나 다름 없다
고하였다
이렇게 세 권의 책에서 루터는 교황의 월권과 성직?:}들이 독신주의를
위하는 것，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교황만의 회의권 주장

에 따르는 잘못들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이같은 잘못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타락시켰다고 했다. 그래서 루
터는 새로운 신학교육의 개헥을 주장하였다.

3)

í 교회 의 바벨론 포로J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1)20년 10월 .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는 BC 6051건부터 535년까지
를 말한다. 그 뒤

AD

130) 년부터 1377년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

이 프랑스 아비농에 억류되어 있던 시기를 또 ‘바벨론 유수기 ’ 라고 했
다

그런데 루터는 새로운 의미로서 이 말을 사용한다. 즉 로마 카톨릭 교
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례전을 이용해서 포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루터는 1 )20년 10월에 발표된 이 책에서 카톨릭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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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까지 성례전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례전 중
세례， 성만친， 참회제도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가 지적한
로마 카톨릭의 포로들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주의만찬때 일반교인들에게 잔을수여하지 않는점을지적 .
고린도전서

11 : 26에 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되어 있다. 그런데 로마가톨릭에서는 1414년 플로렌스회의 이래
평신도들에게 잔을주지 않았다. 그렇지만사제는떡과잔을다취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제와 평신도를 성례전에서

구분해 놓음으로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는 등급적 구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케 한 권위주의적 산물이라고 지적하였고 ‘성도를 얽어매고 있는

포로’라고하였다.

@ 화체설 (암ansubstantiation) 교리의 잘못을 지적 .
화체설의 교리에 의하면 성찬식 때의 떡과 포도주의 변화는 떡과 포
도주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제에게 위임한 특권적 힘에 의

해서 먹과 포도주가 변화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빵을 사제가 축복하면 곧 2천년 전 갈보리 언띄
위의 예수의 몽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마술적이고

이교철학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미사 (Mass) 교리의 잘못을지적그리스도의 죽으섬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단 한번의 희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롬

ó: 10). 그런데 매주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

의 희생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미사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매 주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신도들도 매 주마다 사죄 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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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 성립
될 수 없다. 루터는 미사가 희생으로 드라는 제사행위도 아니고 하나님

께 제물을 바치는 봉헌도 아니라고 했다. 더더욱 미사가 하나님의 은혜
를 구하는 선행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결혼을 성례전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반대하였다. 결혼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성직 수임식( Ordination) 은 로마교회가 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래 임직식은 교회에서 전도자를 선택하는 의식이었는데 카톨릭에서

는 수임식이라고 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시키는 의식으로 사용하
고있다고했다 .

4) r그리 스도인의 자유J (The Freedom of the Christian Man)
이 책은 1520년 10월에 교황을 위해 쓴 책이다. 이 책은 주로 교황과

의 화해를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긴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
인의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다룬 것이다.
루터는이 책에서 다음과같은사실을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 누구에게도 예

속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충실한 종이며 누구에

게든지 봉사한다." (A Christian man is the most free Lord for aU.

and subject

ω

none: a Christian man is the most dutiful servant

of all. and subject to everyone.)
루터가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는 그리
스도인에게는영적인 것과육적인 것의 2중본성이 있다고하였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해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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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적， 내적 자유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덕행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는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하였다. 이렇게 내 적으로 자유롭게 된 자는 아

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자유해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고 있
는 현실은 외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은 내적 자유를 향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가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모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
다
결론적으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엔 양면성이 있음을 설파하였

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노예상태에서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대
한사랑과봉사로종이 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루터는 이런 글들을 보다 화해적인 어조로 썼 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

에서는 교황에게 보내 는 공개서한이 포함되어 있다. 루터 는 이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교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
된 교리와 그에 따르는 부패 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지 교황 개인을 비
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혔다

4. 루터의파문
( 1) 교황의 교서
루터 가 개혁에 필요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교황은 ’엑스우르

게 도미네(Exsurg

Domine) ’ 라는 교서 를 발행한다( 1 520년 6월) . 교황

은 이 교서의 작성을 엑크와 카제탄에게 맡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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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일어나소서. 오주여 당신의 소송사건을제기하소서 어리석은자가

어떻게 주님을 힐문하는지 기억하소서- 산 돼지 한 마리가 숲 밖으로 뛰
쳐나와 포도원을 망하게 하며， 들판의 야생 짐승들도 당신의 포도원을
먹어치읍니다
이렇게 계속되는내용은루터의 저작속에서 41 가지의 잘못들을지적

하고 이것들은 이단적이고 미친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모든 신실
한 자들은 루터의 책을 닥치는 대로 소각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루터 자

신이 자신의 주장을 60일 이내에 취소할 것을 명했다. 만일 교황의 교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푸터는 이단으로 취급당할 것이며 시장에 의해서
체포당해 구금될 것이고， 이런 자를 숨겨준 도시나 마을들은 파문에 처

한다고하였다.
이 같은 교서가 발행되자 교황청

특사인

지로라모 알레안더

(Aleander)와 엑크는 루터의 저서들에 대한 화형식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은 교황의 일방적인 교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다른 반응을 하였다 즉 독일의 많은 주교들 역시도 교황의 교서가 출판
되어 일반 국민에게 보급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교
황 편에 서서 비열한 교서를 만들도록 협력한 엑크에 대해서 모든 국민
이 조롱과 비난을 보였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도 교황의 교서

가 현실을 모르는 교서라고 출판을 거부한다. 오히려 루터에게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격려하는 서신들이 쇄도한다.
이때 루터는 「적그리스도의 저주스런 교서를 반대해서 J (Against

the

Execrable B비1 of An ti-chlist) 라는 소책 자를 발행하여 교황의 교서 에
맞선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는 교서 화형식을 거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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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서를 위배하는 교서는 하등 가치가 없음을 천명한다 그리고
교황청 헌장과 스콜라 신학을 포함해서 교서를 함께 불태우는 일에 비
텐베르크 학생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공고한다
1 52 0년 1 2 일 10일 오전 9시.

엘베강과 성벽 사이에 있는 엘스터 문밖의 공터에서 수많은 학생， 교
수， 도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서 화형식이 거행되었다 루터는 교서
를 커다란 모닥불 속에 던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화염 속에서 너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한편 교황청에서는 일개 수도사가 교황의 교서를 불태웠다는 소식을

듣고크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1 52 1 년 l 월 3 일 에 교황은루터 를 파문한
다는 파문교서 Cbull of Excommunication) 를 발행하고 루터가 법 외 에
있는 이단자임을 선언한다 이제 교황의 파문장에 대한 집행 여부는 독

일의 황제 손에 좌우되게 되었다.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임을 자처한 독일의 새 황제 찰스는 1521 년 l
월 2 2 일에야 최초의 의회를 개최한다. 그가 독일 황제 자리에 오르자마

자닥친 문제가루터에 관한문제였다.
찰스는 2 1 살의 젊은 나이로 루터문제를 위해 1 52 1 년 4월 16일에 보
름스 (Wonns) 의회를 소집 하게 된다. 황제는 루터로 히여금 보름스 의
회에 출두하여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및 제후들 앞에서 그의 의견을 진
술하라고한다.
이렇게 하여 열리게 된 보름스 의회는 이미 교황청에서 특별대사를

보내 루터로부터 사죄를 받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음모되어 있었다.
이때 교황청의 수행원은 수석공증인 마리노 카라키올리 (Marino

Caraccioli: 1 4 69- 1 53 0) 와 루터의 범법성 을 확보할 책임을 맡은 제롬
알레안더 (Jerome Aleander)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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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는 이미 교황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선고를 받은 사람이므로 황제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과 선제

후 프레드릭은 루터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지 않고 양자간의 주장을
다 들은 다음에 판결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프레드릭 선제후가 루터를 옹호하고 나섬으로 보름스 의회는 루터가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보룹스
의회로나가게 된다.

(2)

보름스 의회 (1521년 4월)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출두해야 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독일의 모든
국민들은 루터의 보 름스

행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루터가 보름스 성으로 갈
준비를 할 때 루터를 아끼

는 많은 사람들은 루터의
보름스 행을 만류하였다.
그렇지만 루터는 자기 를

죽이려는 윈수들이 자기에
게 구름떼같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진리를 위해 가
겠다고하였다

이때 루터는 자기의 마
음을 안정시키려고 류트
(현악기 일종)에 의 한 음
Worrns Cathed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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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으로자신을달래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 라는 찬송을 지었다고 한다.
루터가 보름스 성에 도착하는 행렬은 마치 임금의 행렬과도 같았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교황을 대적하고 독일을 위해 우뚝 선 용기있

는 루터를 향해 열렬한 환호를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1) 2 1 년
4월 1 6일 에 보름스의회에 나타나게 된다.
보름스 의회에는 찰스 황제와 그의 동생 페르디난드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제후들과 제국의 대제후들이 좌정했다. 뿐만 아니
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타국 사람들도 루터문제의 결과를 보기
위해수없이 운집하였다

황제와 제후들과 각국 특사들이 모인 청문회 첫날 사무관이 루터에
게 물었다. 루터 앞에 수북히 쌓인 책들을 가르키며 ， “이것이 네가 쓴
책이냐?"라고 루터에게 묻자， “예라고 대답한다. 두번째 질문은 “너
는 이 책을취소하겠느냐?" 라고서기관이 묻자루터는 ”내가예， 혹은
아니오를 대답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자 서기관은

“예， 아니오 둘 중에서 하나만 대답하라”고 한다 루터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응수한다. 이 책 들은 신앙과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응수한다 . 그래서 2 4시간의 시간 여유를 주기로 하고 첫날이 넘어 갔

다.
둘째 날에는 ‘ 천 명이 넘는 독일 사람들과 외국인 들이 루터를 보기 위
해 모여 들었다 이 날은 4명의 추기경도 함께 했다. 이 날도 전과 같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이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들에는 세 가지 영역에 관계된 것들이 있다 첫째. 종교와 도
덕적인 것， 그것을 나는 취소할 수 없다 . 둘째， 교황과 교회에 관계된
것. 그것 역시 취소할 수 없다. 셋째 ， 개인에 관계된 것 ， 그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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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가 너무 과격했다고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우 죄송스럽게 여긴
다.

그리고 성서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본인이 틀혔다고 증명
되지 않는 한 취소하기가 불가능하다. 본인은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

을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은 오류일 뿐
아니라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러한 양심
을 거스리면서 행동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며， 또 안전하지도 못하
다고생각한다

그리고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끝을 냈다. “나는 여기 굳게 섰
다. 그리고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벤

이렇게 말하고는 승리의 몸짓을 하며 회의장을 떠나 자기 숙소로 돌아

왔다. 다음날 황제는 루터가 제국으로부터 파문당해야 마땅하다고 제안
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모든 제후들은 황제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협상을 모색해야 된다고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루터와 협의할
위원회 를 구성하여 루터와 여러 차례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3 주 동안 안전기간을 허락해주면
서 그 기간 안에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도중인 5월 4일 저녁이
었다. 루터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일단의 무장 기병들이
알렌슈타인 근처에서 매복해 있다가 루터를 납치해 갔다

이 기병 들은 프레드릭 선제후가 보낸 무사들이었다 이들은 루터 를
프레드릭의 별장인 발트부르그에 은신케 하였다.
다른 한편 루터가 회의장에서 나간 후에도 협상 위원들과의 협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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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루터에 대한 황제의 집행 영장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자 교황청

특사로 파견나온 알레안더가 루터에 대한 황제의 칙령 영장을 찰스에게
건의하게 되고루터에 대한황제의 칙령이 내려진다 .

(3) 루터에대한칙령
루터에 대한 황제 형 집행의 영장을 알레안더가 기안을 하고， 프랑스

프란시스 l 세와 독일의 찰스 5세가 서명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루터는 이단자이다. 루터를 어느 누구라도 도울 수 없다. 뿐만 아니

라 어느 누가 루터를 죽인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를 체포하는 자
는 황제에게 돌려야 한다 루터의 모든 저작품들은 다 불태워져야 한다

그리고루터의 책은더이상발행할수가없다.‘

이와 같은 황제의 칙령 때문에 루터는 죽는 날까지 많은 제약을 받으
며 지내게 된다 또한 루터에 대한 칙령이 선포됨으로 루터를 반대하던

세력 들은 아주 만족하게 여겼다.
이렇게 루터는 1 'i 2 1 년 l 월 3 일 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였고 'i
월 26일 에는 황제로부터 체포딩해야 한다는 칙령을 받았다，

이에 대한각나라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영국 내에서 루터의 모든 서적 을 소각하라고 명령하였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루터의 서적이 잠입해 들어오는 것을 혹독한 처별로 금했

다
그런데 독일은 어떠했나. 독일에서는 공개적으로 황재의 칙령을 무시

해버렸다 . 오히려 루터의 책은 전보다 더 활기를 띠며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지된 서적 들이 스페인 ， 이 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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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은 짐짝 속에 숨겨져 반출되어 나갔다.
그렇지만 루터의 생애 중 황제의 칙령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긴 하였

으나 많은 짐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끝까지 개혁작업을진행시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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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4쟁

뜨로댐쓰탄트 (Protestants) 의 씨작
---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돌아오다가 발트부르그 (Wartburg) 성 안으
로 피납되어 온 후로는 계속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루터는 여기서

10

여개월 동안 서재에 파묻혀 더 많은 연구를 한다 그러는 동안 독일사회
와 정치는 여러 변에서 달라져가고 있었다.

1.독일사회의동요
川 과격한개혁운동
루터가 발트부르크에서 은둔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루터가 적

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는 없지만 개혁
은계속되어야한다고나선사람이 둘이 있었다그들 둘은 다 어거 스틴파 수도사였는데 한 사람은 루터와 같은 대학
의 교수였 던 칼스타트 (C따!stadt) 였고 ， 다른 힌 사람은 가브리엘 쓰빌
링 (Zwilling) 이 라는 수도사였다.

칼스타트는 수도사인 몸으로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는 독선생
활의 모순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해 보이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서약. 성직자들의 구별된 의복. 미사가

희생의 반복이라는 것 등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리고 미사 때 신자들
에게 잔을 주지 않던 관행을 무시해 버리고 떡과 잔을 다 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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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를집행하였다.

쓰빌링은 더 과격하였다. 그는 교회당 내의 제단， 성상， 화상들을 파

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사란 우상숭배적 행습이라고 불같이 비난하
였다 홍분한 군중들은 1 'i 21 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교회 예배당을 침범

하여 등을 부수고， 사제들을 위협하며 찬양 대신 민요를 불렀다.
그러나 이보다 더 비텐베르크 시민들을 더욱 홍분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비텐베르크에서 남쪽으로 64마일 정도 떨어진 쪼비카우

(z뻐ckau) 에서 예언자로 자처하는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이 동기가 되었
다. 그 세 사람이란 쓰비카우 시의 성 마리아 (St. Mary) 교회의 설교자
인 토마스 뭔쩌 (ηlOmasM삐zer) 와 방직공으로 일하고 있던 니콜라우스
슈트로크 (Stroch). 그리고 마르크스토마이 셔투버너 (Stubner) 였다 .

이들 세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찾아와서 이 도시에서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고 군중들을 선동하며 열광케 하였다. 칼스타트는 이렇게 전 시
민뜰이 열광적으로 홍분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자신

의 개혁안을 강압적으로 요청하였다 칼스타트는 사회생활과 공중예배
에 관한 개혁을 서둘렀다. 그가 요청한 개혁 내용은，
첫째， 시민을 위한 공동 금고세도를 제안한 것이었다 . 공동 금고에는
교회 재정， 노동자의 길드에서 나온 수입 ， 그외 특별 자금의 수입을 전

부 넣게 하였다 그리고 그 관리를 두 사람의 행정관과 두 사람의 시민.
그리고 한 공증인에게 일임하도록 했다. 사제에 대한 봉급이나 수도사
에 대한 지원금도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

둘째， 종교생활에 관한 개혁도 제안하였다 즉 교회 예배당 신축을 금
지하고 미사를 간략하게 축소하고 성찬식 때 잔과 떡을 참여자가 직접
받게 하였다 그리고 예배당 내의 화상과 입상 사용을 반대하였다 . 이같
은 급작스런 변화들로 많은 노년층들은 크게 위협성을 느끼고 염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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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자극을 받은 이가 선제후 프레드릭이었다. 그는 칼
스타트의 파괴적 위험성에 염려되어 루터로 하여금 다시 온건한 활동을
해 주기를기대하였다

(2)

기사전쟁 (Knights

War)

비텐베르크 시에서는 계속하여 소동이 벌어졌다. 시 의회에서는 루터

의 귀환을 간청하여 루터는 발트부르크 성채생활을 청산하고 시로 돌아
온다(3월 6일) .
시에 돌-o}온 루터는 칼스타트의 과격한 개혁을 좀더 온건한 개혁으로

선회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약한 형제들에 대한 사
랑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칼스타트와 루터 사이

에 약간의 대립이 생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훗날 서로 결별하게 된다
이 무렵 1 522 년부터 낀년까지 그 유명한 기사전쟁이 일어난다. 기사

들은 전쟁 때 나라의 어려움을 지킬 수 있는 펼요한 존재들이다 그렇지
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효용성을 잃게 된다 이들 기사들이 효용성을

잃고 난 후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한 부류는 농사를 짓
거나 부동산 관리자로 전환한다. 또 다른 부류는 보다 강력한 영주들의

수하에 들어가 관리자가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 중 소수가 산적으로 변해서 강도와 약탈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기사전쟁이란 바로 이런 산적으

로 변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기사전쟁의 대표A는 프란즈 폰 식킹겐 (Franz von Sickingen) 이었
다. 프란즈는 자기 영지 내에 있는 광산의 수입과 상인들의 마차를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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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이웃 황제들
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또 프랑스 왕의 요구로 I 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로레인 지경까지 원정，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 프란즈가 1522년 8월 27일에 기사 반란‘ 이라는 전쟁을 일으킨다.
그의 표적은 반 몽건적 존재인 트리에르 대 주교였다. 그의 구호는 사제의

압박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민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대 주교의 영지를 탈환할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반란은 독일사회를 불안하게 하였다. 프란즈 세력이

3

인의 영주들의 힘에 의해 다음 해 1523년에 진압되기도 하지만 기사전
쟁으로 인한 독일사회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3)

농민전쟁

기사전쟁이 끝나자마자더 참혹한난리가발생한다. 그것은 1524년

5

월부터 시작해서 15 26년 7월까지 남부와 중부 독일 전역을 휩쓴 농노

들의 반란이 그것이었다. 이들 농노들은 독일의 반 이상 지역에 약탈을
일삼는 횡포로 크게 유련하였다.
이들 농노들의 반란은 그 당시 독일사회가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혁명적 풍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루터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자유가 곧 사회 해방인 양 착각을 한 전체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할수있다
이들 농민전쟁의 요인은 몇 가지의 복잡한 이념들이 작용하였다. 일
반적인 큰 오해는 루터의 개혁정신을 마치 사회 해방으로 그릇 오해한
것이 큰원인이었다.

그 외에도 재침례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마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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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공산 사회적 운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한 원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농노들이 세속적인 봉건

주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곧 종교적 계급구조를 쳐 부수고
자 하는 반항심리로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농노들은 세바스찬 롯저(Sebastian Lotzer) 가 대변한 ‘ 1 2개 조
문’ 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같은 요구사항

자체는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된 난리는 군중심리에
의해 폭도들로 변했다. 그래서 방화， 약탈， 사형(私JfIJ.

lynching).

살인

둥이 자행되었다. 이로 인해 바인베르그 (Weinberg) 성민들은 학살을
당하였고 ， 헬펜슈타인 백작은 창에 찔려 죽었다.

투링기아 지방의 농노들은 에르푸르트시를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독
일의 중부지방에서만 40개 이상의 성들과 수도원들이 파괴되었다
이때 가장 난폭한 농노들은 뭘하우젠 (M뻐lliausen) 에 본거지 를 둔 광
신자 토마스 뭔쩌 (까lorr퍼sMüntzer) 수하에 있던 농노들이었다 이 뭔쩌

는 천년왕국의 지상실현을 꿈꾸는 종교적 극단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고 모든 재산들이 다 공동 소유가 되는 천년
왕국이 곧 도래한다고 선동하였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을 살해하

고 기존 질서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이 같은윈쩌의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1 525년 5월에 삭소니의 게오

르그 공과 아이제나흐의 필립 백작이 연합하여 수천 명의 농노들을 살

해하고 수백 명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한 윈쩌는 사지가
절단당하는 능지처참형을 받는다

이와 같은 독일 농노들의 반란은 타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플란더즈

(Flanders) . 프랑스.

영국， 보헤미아지역에서도 농노들이 일어났다. 이

무렵 루터는 농노들의 반란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 처음에는 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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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자제를 권면하는 입장에 선다. 그가 ‘난동과 혁명에 침여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진실한 권면’ 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그는 무력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원

칙론을 제시하였다. 그래도 농노들의 반란이 거칠어지자 ‘농노들의 1 2개
조문에 대한 답변과 평화를 위한 호소’ 를 발표한다. 두번째 글에서는 영주

들과 주교들을 비판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노탬게도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루터 자신이 농노분쟁을 조정하려고 투링기아 지방까지 갔다
가 너무 과격한 약탈과 방화사건을 목격한다. 여기서 루터는 강경한 입

장으로 선회한다. 그리하여 ‘강도질과 살인을 자행하는 농노 집단들에
대하여.라는팝플렛을발행한다( 15 2 5년 5월) .
여기서 그는 반란자들은 억압하고 목을 매달아 강경하게 탄압해야 된

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물론 사태 수습 후에는 다시금 농노들에 대해 관
대하고 자비롭게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글을 쓴다. 그렇지만 한때 그의
농민틀에 대한 심한 주장은 그로 하여금 일대 오점이 되었고 ， 그 후로도
계속그 일을후회하게 된다.
농노 반란 후에도 농노들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
게 부과된 채무는 더 늘어났고 많은 영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반란이 끝난 후 농노들 사이에는 루터가 자
기들 배반자가 아니냐는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루터가 계속 농민 들에 대한 관심 을 평으로 오해 는 진정시 킬
수 있었고 대 규모의 사람들이 루터의 복음주의적 종교를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끝까지 루터 를 오해한 사람은 재침례파에게 합류한다.

2. 개신교도들의 동맹(프로테스탄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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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종교개혁에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즉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일부
제후들이 루터에 대해서 뚜렷한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선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앞뒤 가리지 않는
사회 혁명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후들

중 로탱의 공작 안토니는 복음주의적 설교가들이 말로 소요를 선동하는
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또 슈바비안 동맹에서 헌병 사령관직을 담당했던 ‘아이킬리’ (AichilD
는 루터파 설교자들을 공격해서 약탈한 뒤에 40여 명의 목사들을 교수
형으로죽였다고한다.
이같은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황청에서는 농민전쟁이야말로 루

터가 불러 일으킨 것 처럼 악선전을 하였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운
동은 과거 화란에 있었던 극단적인 후스파와 같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의 부활이라고 공박하였다.
이와 같이 농민전쟁 후 제후들 가운데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등}는 숫

자가 증가되었으며 동시에 결속력도 강화되었다 로마 카톨릭에 동조하

는 제후들은 1 52 5년부터 상호 방위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연맹을 형
성한다

이 동맹 형성에 있어 영향력이 컸던사람은삭소니의 공작조지， 마인
쓰와 브란멘부르크의 선제후， 그리고 부룬스빅의 공작 헨리 등이었다.
이 들은 동맹을 맺은 후 자기들 연맹은 루터파들의 힘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자 개신교를 지지하는 제후들도 자신들이 침해를 받을 경우
서 로 도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 개신교의 지도자로서

는 삭소니의 요한， 헤세의 필립 (Philip

of Hesse).

오토 공작 일가， 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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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트， 그리고 부른스빅 -뤼네베르크의 프란시스와 만스펠트의 백작 등
이었다.
이렇게 독일의 종교계는 같은 영 안에서도 영주들의 신앙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두 부류로 나뒤어졌다 이같은 독일의 흐름을 국회에

서 조정해 보려고 의회가 소집된다.

川 제 1 차 스퍼 101 에르 ( Speier) 의회 (1526년)

독일황제 찰스 5세는 1 52 1 년 4월 16일에 보름스에서 의회를 소집한
후 루터를 출두케 하였다 . 그때 황제는 루터를 죄인이라고 칙령을 내렸
다 . 그 뒤에 황제가 계속 독일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신이 내린 칙령에

따라 루터를 불리하게 집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국인 스페
인의 내란과 거기에다 프랑스군의 침략 터키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

해 스페인 수습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독일황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시 1 526년에 스페이에르에서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는 밖
으로 스페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안으로는 독일의 종교문제를 수습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스페이에르 의회는 로마 교
황청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누적된 채 모이게 되었다.

왜 로마 교황청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되었는가， 농민전쟁 이후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다 똑같은
지주뜰 중에서 일반 세속 지주들 밑에서 소속된 농민들보다도 성직자

계열에 속하는 지주들 밑에 소속된 농민들의 생활이 훨씬 더 열악하고

형편없었기때문이다
그래서 성직자 계열의 지주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무자비하게 농민들
을 착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분명한 증거는 농민전쟁 때 농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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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이 세속 지주들보다는 성직자 계열의 지도자들에게 더 험악하고 거
칠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흐름은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 l 차

스페이에르 의회 소집 때에는 성직자 계열에 동조하던 회원들은 미묘한
감정 문제로 인해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루터를 동조하던 회원 들은 대다수가 참석하였다 이 들은

개혁을 찬성하는 회원들이었으므로 종교개혁에 유리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
제 l 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는 개신교에 유리한 의회였다 여기서 결
정 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제에게 결혼을 허용할 것
둘째， 평신도에게도잔을수여할것.

셋째， 예배에서 라틴어와 더불어 자국어인 독일어를 사용할 것

넷째， 교회 성일들의 숫자를대폭삭감할것 .
다섯째 . 성서해석애 있어서 성서는 성서대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적용

할것.
여섯째， 각제후들은하나님괴 황제에 대해서 소신대로행동할것.
일곱째 ， 평신도들은 영주의 종교 선택에 따라 신교이든 구교이 든 따
르도록할것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상당 부분에서 종

교개혁이 승리를 거둔 듯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을 개인이 자유롭
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후나 영주가 선택한 신앙을 따라야 했
기 때문에 신앙은여전히 세속권위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 l 차스페이에르의회가끝난후대부분의 북부독일은
거의가 루터파 일색이 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로마 카톨릭 제후

제 4징 프로테스틴트의 시작

93

들은불안을느끼게 되었다.

(2)

제2차 스페이에르 의회 (1529년)

제 l 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불리하게 정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카톨릭 제후들이 다시 뭉쳐서 일어났다. 그들은

제 2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 루터파 촉을 공격하려고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다.
이때 황제가 나서서 전권 위임 대표를 차톨릭측 제후로 지명한 뒤 그
를 통해 I 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 정한 루터파 위주의 법령을 황제의
권위에 의해 폐지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l~t 때의 각종 결정 사항들

을 투표로써 취소시키고 루터파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결정시킨 내용들을 보면，
첫째， 개혁운동은 어떠한 면으로든지 더이상 발전시킬 수 없다.

둘째， 과거 보름스 의회에서 채택한 황제의 칙령은 그대로 준수되어
야한다.
셋째， 카톨릭 지역이 더이상 개신교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

록 한다. 이 말은 당시 북부 독일엔 개신교가 강했고， 남부 독일은 카톨
릭에 머물러 있었는데 남부의 어느 곳도 이젠 더이상 개선교가 될 수 없
다는것을말한다.

넷째， 개신교도들이 사는 곳에 카툴릭인은 살 수 있어도 카톨릭 지역
에서 개신교도들은 살 수 없다

다섯째， 개신교도들이 목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카톨릭에 의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카톨릭 입장에 유리한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다.

94.1 부 종교개혁 사

이 법령을 본 신교도들은 항거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자 황제의 명령
도 저항하는 나쁜 무리라는 뜻으로서 프로테스탄트 (Pro않stant) 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다 .
이들 항거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공식적으로 항거 서류를 채택
하였다. 이 들은 이미 한의회에서(1 526년) 만장일치로채택하여 결정된
사항들을뒤늦게 다른의회( 1 529년)에서 다수의 횡포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신교파 제후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령에는 지신들이 순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한다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황제에 대한 순종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하자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택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방어 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

었고 이와 같은 개신교도 동맹은 신교 동맹군(League of Schmalkald)
을 결성 하여 미리 전쟁에 대비를 한다.

3. 루터파교회조직
개신교도들이 동맹군을 결성하여 로마 카톨릭 세력과 대결도 불사하
겠다고 한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삭소니의 선제후 요한， 브란멘부르크의 후작 조지 ， 공작 에르비스트，
브룬스빅-뤼네부르크의 프란시스 헤세의 백작 필립， 안할트의 제후 볼
프강 등이었 다. 그리고 이 들의 항의서에 가담한 도시도 1 4군데나 되었

다
이 들은 항의서를 채택하여 황제와 독일 국회에 제 출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모두가 단합하여 공동방어로 대응하도록 조약을 체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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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채 루터가 돌아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무렵에 스위스 취리히 (Zwich) 에서는 쪼벙글리 (Zwingli)가 개혁운동을
슬기롭게 진행시켜 나간다는 소식이 퍼졌다. 쪼벙글리의 개혁은 북부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루터파 교회보다도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전해졌다. 이같은 소문에 남부 독일의 도시들은 쪼벙글리 개혁
을선호하고있었다.
이때 독일의 종교개혁에 있어 가장 유능한 정치지타 헤세의 필립

(Philip of Hesse) 백작은 개신교 진영의 공동동맹이 독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서둘러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와 스위스의 쓰벙글리와의 사이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신앙협의회를 마련한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말부르크 회의였다

(1) 말부르크 ( Marburg ) 회의 ( 1529년)
필립 백작은 말부르크에 위치한 자신의 성에서 독일과 스위스의 신학
자를 초청 한다. 그러나 이때 루터나 벨랑히톤은 쪼벙글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 생각에는 쓰벙글리보다는 학식이 많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를 만나는 것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와 반대로 쪼벙글리는 루터를 만나기를 강력하게 원했다. 쪼벙글리

가 단숨에 말부르크에 달려옴으로 신앙협의회는 1 529년 10월 30일에
서 11 월 5 일까지 계속되게 된다.
이때 루터를 동행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었다. 쓰벙글리를 통행한
사람은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프랑스 슈트라스

부르그에서 온 헤디오(Hedio) 와 부처(Bucer) 등도 있었다 이들 두 진
영에서 온 신학자들이 개신교 신학에 관한 제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이
협의회 를 이 름하여 말부르크 대담 (Marburg Coll쩌uy) 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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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말부르크 대담에서는 15개의 신학적 조항들이 논의된다. 루터와

쪼벙글리는 이들 1 5개 조항 중 14개 조항에는 피차가 다같은 기독교 신

앙으로 천명하고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단 한 개의 조항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성만찬에 관한 견해였다. 그들은 성만찬에 관한

견해에서 중세 신학자들이 주장한 화체설에 대해선 둘 다 공통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들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 때 놓인 떡과 포도주라는 성물과 어떠한 관계
를 갖느냐 하는 데 있었다. 루터의 경우에는 중세 신학자들의 화체설의
오류만 제거된다면 나머지 카톨릭 의식은 그대로 존속해도 괜찮다는 생

각이었다.
루터는 성만찬의 최우선적인 용도는 성찬 참여자에게 그리스도를 직

접 만져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광받
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지 역적 인 입재 Oocal presence) 로서 그것은 빵과

포도주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성찬 침여자가 그리스도 몸의 연장인 성물에 접촉하게 되면

지금도 성도들이 하늘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지역적 임재는 사제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리 스도의 편재성 (ubiquity) 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

광스러운 몸은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결국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에 있게 되는 것이다 . 루터의 이와 같은 주장을 동체설

(Consubstantiation) 이 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쪼벙글리는 주의 만찬이 다만 기념적인 의식이라고 주장

하였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
이 아니고 ， 과거에 한번 바쳐진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 때 성물은 그리 스도의 살과 피 를 상징하는 것이다. 죄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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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성물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

다. 그리 스도가 이룩하신 사역의 은혜는 성찬식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

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획득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므로
성물에 대한 참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항상 새롭게 갱신되는 연합을

상징한다고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론은 서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할 이론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만찬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
해서 형제애로 묶여질 수 없다고 결별을 선언한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
스의 개신교간의 연합을 꿈꾸던 필립 백작의 꿈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러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필립은 다시 남쪽의 독일 도시들과

북쪽 루터파 제후들간에 연합을 위해 또다른 협의회를 마련한다. 그것
은 1 ')29년 슈바바하(Schwabach) 협의회였다. 그러나 이때도 남쪽 독
일에서 파견되어 옹 대표들은 루터의 굽히지 않는 태도 때문에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만다. 이렇게 해서 펼립 백작의 독일 개신교와 스위스 개신
교를 연합하려던 노력 이나 독일 내 국민들의 연합을 모색해보려던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와 쓰벙글리의 결렬은 두 사람만의 결렬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된다 . 역사는 이 들 두 사람간의 결렬을 크게 아쉬워 한
다. 이같은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아우구스부르크 (Augusburg) 신앙고백 (1 530년 )

말부르크 대담이 결렬된 후 개신교도들은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
기 스스로 해 결 해야 된다는 착잡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무렵 찰스 황제
가 9년 만에 독일로 돌아온다. 그는 1 52 1 년 보름스 의회 후 오랜만에

98 .1 부종교개혁 시

다시나타난것이다

찰스는 1 51 0년 4월 8일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든 선제후， 그리고
제후， 군주들을 모이라고 소집하였다. 여기서 그는 종교문제에 있어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 그는 개신교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제시하고 어떤 점에서 카톨릭과 차이가 있는지를 지적하도록 한다
여기서 루터파들은 신앙에 관계된 자신들의 견해서. 라는 것을 제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훗날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 이라고 한다 。1
선언문은 그 자체가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
야말로자기들의 견해와선언문이었다.
이 고백서는 주로 텔랑히톤이 작성하였다. 루터는 이때 자기에게 내

려진 금지령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벨랑히톤이 주역을 맡았다 이 고

백서는 멜랑히톤이 작성 한 후 삭소니의 선제후，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
프레드릭， 브란데부르크의 후작 조지， 뤼네부르크의 프란시스와 공작
에르네스트， 헤세의 필립 백작， 안할트의 제후 볼프강， 그리고 뒤른베르
크와 로이트링겐 시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서명하였다. 이 고백서가 6월

25 일 의회 앞에서 낭독되었다.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부분은 신앙고백에 서명한 자들의 견해를 밝혔다 여기서 그들
은 자기 들이 중세 교회와 어느 정도까지 공통되어 있는가를 밝혔다. 그

래서 서방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충실한
가를 밝혔고 ， 또 쓰벙글리같은 과격한 개신교도들과도 어떻게 다른가를

말했고， 재침례교도들의 가르침과의 다른 점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

서 벨랑히톤은 깎l들의 믿는 바가 전 기독교회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념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서명한 사람들이 황제에게 항거하는 이유로써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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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폐들을 지적하였다 즉， 성직자들에게 강요된 독신제도， 미사가 되풀

이되는희생이라는견해 ， 고백의 필요성， 수도원의 서약， 그리고교황이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를 혼통해서 사용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멜
랑히톤은 여기서 성^}숭배， 연옥설， 화체설， 만인 제사장설 등 논쟁이
될만한 문제는 삭제하였다

이 고백서가 선언문 형식으로 의회 앞에서 발표되었을 때 황제와 카
톨릭 입장을 따르는 다수파들은 고백서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쌍방간에

서 로 자기들 입장을 제시하는 반박서가 제출되었다. 이런 모든 반박서
는 1 5 시년 4월까지 취소하도록유예기간을준다

그렇게 되자 루터파 제후들은 카톨릭의 횡포에 맞서지 않고 의회를
떠나버렸다 그러자 나머지 카톨릭 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령
을통과시켰고황제는그법령을공포한다 ( 1 530년 11 월 1 9일).
루터파 제후들이 의회를 떠난 후 카톨릭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된 것

을 안 개신교 제후들은 황제령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의논하게 된다.
이 들은 1 2월 22 일부터 3 1 일까지 독일 남서쪽 국경도시인

(Schmalkalden) ’ 에

‘슈말칼덴

모여서 ‘슈말칼트’ 동맹을 결성한다

이 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울 때는 스스로 방어는 물론

동맹간에 공조체제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 동맹에는 북부 루터파만이
아니라 남부 독일의 도시 들도 가입하였고， 멘마크도 가입을 희망하였

다.
이 렇게 되자 찰스 황제도 개신교도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
었다. 결국 황제는 1 ') .1 2 년에 뉘 른베르크에서 다시 의회를 열어 전에 개

신교도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을 무효화한다. 그리고 어느 제후국
도 신앙상의 견해차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더이상 제안하지 말자고 제안

한다

100.1 부 종교개혁사

로마 키톨릭주의자들은 황제가 이같은 제안을 하지 말도록 종용했으
나 찰스는 독일 국내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
당시 터키족이 비엔나와 오스트리아， 네텔란드인들을 위협해 왔으며，
프랑스와도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신교도들은 황

제를믿고터키전투에 참전하여 침략을격퇴시킨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는 상당 기간 안정 속에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1 530년 멜랑히톤이 의회에 제시한 것은 루터교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는원년이 되었다

(3)

종교전쟁 (1 546년 )

1 532년 뒤른베르크 의회 이후 1 546년 종교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독
일 내 투쟁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였다 . 그동안 1 540년과 1 54 1 년에 황
제의 제의로 개신교도와 카톨릭간의 협의 를 가졌으나 별 효과가 없이
끝났다. 이렇게 오랫동안 종교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드디어 황제는 개

신교에 대한강경책을쓰기 시작한다.
찰스 황제는 개신교를 완전히 소탕해버릴 계획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
진하였다. 그는 교황으로 하여금 트랜트 종교회의 (The

Council of

Thent. 1 545- 156 3 ) 를 열게 하였다. 그리고 그 회의에 개신교도들을 초
청하여 화해의 수단으로 의견조정을 시도하자고 하였다 이 작전에 칼
빈이 직접 참석해적 자기의 개혁의지를 밝히고 돌아온다.

그리고 개신교 대표자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의견 경청을 듣는 것처럼

하되 내용상으로는 개신교도들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분열에 의해 힘이 미약해졌을 때 전쟁으
로 끝을 내자는 전략을 7t지고 있었다

여기 황제의 개신교도들을 분열시키려는 작전에 처음으로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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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슈말칼텐 연맹의 대표자 햇세의 필립이었다. 필립은 19세가 갓 지
난 때 삭소니의 공작 조지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기서 그는 7남매의 자
녀를낳았다.

그런데도 필립이 아직 복음에 선명하지 못했던 때라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귀족들의 난흔 (prornisc버ty) 에 젖어 살았다. 필립이 루터주의
로 복귀한 뒤에도 그의 여색을 즐기는 방종의 습관을 끊지 못했다. 그래
서 그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13년 동안 단 한번 성만찬 참석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 후에도 그는 간음죄로 인하여 고민을 하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
혼을 하면 자기를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첫 아내에게

동의를얻고다시 맞을새 신부의 어머니와도동의를얻었다.
뿐만 아니라 루터와 멜랑히톤의 동의도 얻었다. 루터는 단혼이 그리

스도가 추천한 방식이나 구약 족장들의 선례를 들어 중혼에 동의하면서
도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비밀에 붙이자고 충고하였다. 그래
서 필립은 1 7 살 된 처녀와중혼을하게 된다.

그러나 필립의 중혼 소문이 퍼지자 루터는 선하고 강력한 거짓말로
계속 비밀로 할 것을 권하지만 필립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 소문은 로마
카톨릭의 군주들이나 개신교도들의 군주까지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필립
은 이중결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루터와 멜랑히톤， 그리

고 개신교 전체에게까지 큰 먹칠을 하고 말았다
찰스 황제는 이 기회를 틈타서 개신교도들의 동맹관계를 흐트려 놓으
려고 필립에게 어려운 공약을 강요한다. 또한 필립 백작에게 이중결혼
죄로 재판을받아야하며 ， 제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받아야한다고주

장하였다 . 필립은 공개적 모욕을 당한 상처로 인해 친구들을 멸리하고
두문불출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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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복잡한 와중에서 1546년 2월 18일에 루터는 63세로 운명

을 한다 찰스 황제는 이때야말로 개신교도들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라
고판단하였다.
1 5 46년 찰스 황제는 교황 바울 3세， 자기 동생 페르디난드공， 바바리

아의 윌리암공， 삭소니의 모리스(삭소니는 공작령 삭소니와 선제후령
삭소니로 양분되어 있었다. 현자 프레드릭이 다스혔던 삭소니는 선제후

령으로 루터파 신앙의 본산지였다‘ 그러나 공작령 삭소니는 루터파를
가장 대적하는 곳이었다.). 기타 소규모 영주들을 거느리고 진격을 개시
하였다.

이 진격은 찰스 황제가 전쟁을 시작한 지 l 년이 못가서 남부 독일을

다 휩쓸었다. 황제는 자기 휘하에 스페인의 보병을 끌어다 전쟁을 하였
다 . 그는 남부 독일의 개신교 도시들을 함락시켰다 그후 북쪽으로 계속
진군뼈 1 547년 4월 24 일에는 윌베르크 (M파l빠rg) 에서 루터파군을 대
파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삭소니의 선제후 존 프레드릭과 헤세의 필립
을사로잡는다.그리고 5월 19일에는비텐베르크를함락한다.

1548년 6월에 황제는 세 사람의 신학자(카톨릭 , 에라스무스， 루터주
의자)로 하여금 .아우구스부르크 협정 (A맹lsburg Interim) 이라 부르

는신앙고백을작성케 하였다.
찰스 황제는 이 신조를 독일인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강요
가 백성 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독일 국민들은 황제가 스페인 군
대를 끌어 들여 독일을 스페인화 하려는 오만한 처신에 반기를 들기 시
작한다.
1 5 48년부터 1 ')')2년 사이에 황제의 인기는 급격하게 상실되고 그의

체제는 무정부 상태로 치달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삭소니의 모리스 (Maurice

of Saxony) 는

각종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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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원하여 슈말칼트 동맹의 영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모리스가

1 546년에는 황제군에 붙어서 루터파 군대를 공격했었다. 그런데 황제
의 인기가 퇴락하자 다시 루터파의 총 지휘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이다.

이 모리스는 찰스 황제의 제국군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낸다. 찰스
황제는 모리스 군대에 체포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가까스로 피신을 할

수있었지만이때 당한수모는평생 크게 작용한다.

1552년 8월에는 파사우 {Passau} 에서 평화회의가 열린다. 여기에는
독일 제후들이 모이게 되어 이때 헤세의 필립과 존 프레드릭이 석방된
다. 이때부터 제국 전체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 찰스 황제는 자신이
개신교를 무력으로 분쇄하려고 하였으나 역부족임을 인식하고는 루터

파 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만다

1 552년 2월에 다시 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의회는 아우구스부르크
에서 모였다. 여기서는 종교문제로 인해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그 문제
의 해 결 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다.

의회는 몇 달간에 걸친 논쟁 끝에 절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루
터파도 합법적인 종교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카톨릭도 동

등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아우구스부르크 의회는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루터교는 오랜 투
쟁 끝에 안정을 찾게 된다.
한편 찰스 황제는 1 55 5년부터 급격하게 의욕을 잃고 모든 것에 지치
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독일은 그의 동생

페르디난드에게 양도하고， 네텔란드， 이탈리아 일부， 스페인은 그의 아

들 펼립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자신은 스페인의 산 제로니모 드 유스테
수도원 별장에서 은거를 한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무상함에 젖어 번

1 04. 1 부 종교개혁사

뇌하며 고민하다가 1 558년 9월에 사망한다 .
독일의 새로운 황제 페르디난드는 자기 형의 종교정책을 거의 전면적

으로 포기하고 온건정책을 쓴다. 페르디난드의 후계자 맥시밀리안 2세
역시 온건한 종교정책을 써 프로테스탄트주의는 계속 확장을 거듭 한
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지 B}들 사이에 사소한 정치적，
군사적 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 이 분쟁들은 다음 세기의 3 0년 전
쟁으로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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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5 쟁

루틱의--------공쩍

2천년 교회사에 보기 드문 위대한 신앙적 영웅 루터는 63세를 일기로

그의 생을 마쳤다 그의 한평생은 가난. 시련， 핍박， 투쟁으로 점철된 인
생이었다. 한 인간이 세상에 왔다가 가고 나면 그가 남긴 발자취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 특이한 삶을 살아간 루터의 생애를 더듬어 보자. 그리고

그가 남긴 긴 여운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들셔주고 있는 산 메아리들
을살펴보도록하자

1.루터의 생애
루터는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수도사요， 대학 교수요，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 여기서 살아간 그의 인생 연표를 한번 살펴봐.
루터는 1 4R3년 11 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는 한스 루터였고 ， 어머니는 마르가레테 지글러였다.
루터는 아버지가 광산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기는 ‘맨스필
드’ 라는 광산촌에서 자랐다 . 1 4살 때(1 497년) 마그데부르크의 라틴학

교에 입학하여 공동생활을 l 년간하였고다시 1 49R년에 아이제나하성
죠지학교로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1 5 이년 당시 독일의 명문학교인 .에 르푸르트 (Erfuπ)’ 대학에 입학

1 5 02년 가을에 B .A.학위 를 받음

1 505년

l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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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학위 를 받음 5월에 법학대학원에 진 학 .7월에 어

거스틴파 수도원으로 입단， 사제 임직

1508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
1511 년로마방문
1 5 12년 10월 신학박사 학위

151 5년 마이센， 튜링기아지역의 수도원 지역 대리인
1515-1516년 루터의 회개
1 5 17년 10월 95 개조선조문발표

1519년 라이프찌히 논쟁
1520년 4대 저작

1 52 1 년 4월 보름스 의회에서 증언， 5월 교황의 파문
1 ')24- 1526년 농민전쟁

1 525년 수녀출신 캐더린 본 보라(Katherine

von Bora) 와 결혼， 3 남

l 녀를둠
1 526년 제 l 차스페이에르의회

1529년 제 2차 스페이에르 의회
1530 1견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1546년 종교전쟁
1')46년 2월 1 8 일 사망(당시 %세)

루터는 둘째 아들과 딸이 그의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부인
역시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나친 과로와 심장병으로 고
향 아이스레벤에서 운명하게 된다.

2. 루터의 λ싸과공헌
루터에 관한 사상을 다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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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도 그에 관한 연구가 계속 새롭

게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동안 발견되어진 사상들만 살펴보
도록하겠다.

川 루터의사상
여기서는그의 주요한특정들을살펴보겠다.

1) 의인(義전)의

교리(롬

1: 17)

이것은 루터의 대표적인 신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가 깨달은
이 진리는평생 고뇌와고투끝에 얻어진 깨달음이었다.
루터가 볼 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about)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지식에 속하
는것이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in)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께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믿음은 하나님 속으로 투신핸 것을 말
한다고했다.
카톨릭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
런 잘못된 신앙 개념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은총이란 것을 뒤늦게 깨닫
게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들이 믿
을 때 선물로 덧입혀주는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는 인
간들의 행위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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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루터는 이 확신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할
내적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과업을 끝까지 포기하

지 않고 완수한 것도 사실은 여기서 얻은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만인

제사장론(벤전

2:9)

중세기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악은 사제의 중재 (mediation

of a

priest) 라는 개념이었다. 중세기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나마 성례전을
집행하는 사제가 임직의 효능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비
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다.
사제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중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였다. 그런데 이 같은 중재적 사제직은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로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자유
를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 통로를 성례전이란

제도와 사제 중재직이라는 삼중적인 방어벽으로 가로막고 있었고 사제
들의 소유영역으로 제한시켜버렸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
제 로 인해 고민할 때 그 문제의 해결방법이란 것이 부도덕한 생활로 가
득찬 사제에게로 가서 고해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짓게 했다. 그리고 사

제들은하나님의 값없는사죄의 은총을돈을받고서 선심을썼다.
이같은 큰 악에 대해 루터는 모든 신자의 영적 사제직을 큰소리로 외

쳤다 성직자는 그들이 하는 일이 특별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선택되었

다는 점에서 평신도와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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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만인 사제직 사상 역시 루터가 크게 깨우친 사상이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 사상이 과거에 없던 것을 루터가 창안해 낸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을 중세교회가 없애버린 것을 루터가

다시 되찾아 놓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종교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원리가 되었다.

3) 성서에

대한권위

루터 이전의 로마 카톨릭에서도 성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렇
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란 신구약에다 외경을 포함한 것이었고， 또
신구약의 원어로 쓰여진 성경이 아닌 라틴어 번역성경을 뜻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란 것도 신구약 전체를 일관하고 있
는 성서적 사고에 의한 성경 지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경을 단면적으

로 좋은 교훈집을 집합시켜 놓은 경전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개념은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실한
자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성서였다.
그렇 기 때문에 성서는 교황이 주는 것이나 교회 회의가 제정해서 주

는 것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교황의 어떤
지시나 교회 회의의 어떤 결정보다도 성서가 깨우쳐주고 이성적으로 증

명되 는 것이 훨씬 더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루터는 9살 소년이 성서 를 가지고 있다면 성서가 없는 교황보다도 하
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성경해석의 독자적인 자유를 인정승찌 않았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고민을 하며 성경 속에서 진리 를 깨달으려고 할
때 수도원 선배 들은 성경 읽는 것을 제재시켰다. 왜냐면 성 경 을 읽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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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안만 더 조성할 뿐이라고 하였다.
왜 성경을 읽는 것이 불안을 조성시킨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독일
어와 별게이트 성경 서문에 독자들은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다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해석의 독자적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루터의 이같은 주장은 후에 다시 수정되고 만다. 루터의 사상은 초
기 것과 말기의 것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많다. 그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세심한 신학사상사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4) 교회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교제의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신적인 요소란 십자가에서 죽으
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뜻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란 예수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한 인간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중세기 교회는 전반적으로 두 개의 교회관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맞서서 흘러갔다.

사실 교회는 한 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고 있는 교제로서 외
적인 조직이나 가시적인 것들과 전혀 무관한 요소가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회로서 다른 사회처럼 가시적
인 정치적 결속력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상반된 두 개의 교회관이 서로 배타적인 모습으호
지속되었다. 중세교회에 지속된 교회관은 가시적이고 교권적인 국가 교

회였다. 이런 교회관이 수립된 배경은 멸라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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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마교회의 교회법 전문가들이 법률학적 변증론에 의해서 세워진 것

이었다.
이들이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왕으로 삼고 엄격한
군주제적 헌법을 가진 가시적인 국가라야 했다. 이런 교회에 대한 개념
은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 개념이 국가 조직과 같은 힘에 의해

가시적인 일들을 많이 해낼 수는 있었으나 경건하고 성스러운 교회를
세속 국가 정도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이에 루터는 이런 중세적인 교회관을 본질적인 교회관으로 개혁시켰

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상에서 오직 유일한 우주적 교회라는
사상을반대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신앙
적 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으며 교회 내에서는 개개인의

신앙을이끌어주기 위해서 일정한종류의 말씀의 사역과성례전의 집행
이 있어야한다고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가시적 ， 교권적 교회관
을 배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루터가 처음에는 독립 개교회의 존엄성을 주장했었다.
그렇지만 후에는 루터교회가 국가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 점에 있어서
도그는사상적 변모를느끼게 한다.

'i) 성례전
잘 아는 바와 같이 루터는 동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카톨릭의 화체
설만 제거하면 카톨릭이 주장하는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믿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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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루터의 동체셜은 카톨릭에서 약간 변형된 것

으로 이 같은 사상 때문에 다른 개혁자인 쓰벙글라와 갈라지고 만다.

(2) 루터의 공헌
루터가 개혁자로서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공헌은 어떤 점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성경 번역사업
루터가 \ 52 1 년 보름스의회에 출두했다가귀환길에 발트부르그성채
에서 \0여개월 은둔생활을 하였다 이때 그는 라틴어 성경을 헬라 원문

과 참조하여 독일어로신약성경을번역하게 된다 (\ 522년).
그 뒤 구약은 멜랑히톤과 협조하여 \ 530년에 번역을 완료한다 루터
의 성경 번역은 대 중이 쉽게 성경에 접할 수 있게 해준 커다란 공로였

다
2) 찬송가의 보급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의식위주의 집회에 새롭고 참신한 예배 이미지

를 도입하기 위해 찬송가를 많이 보급하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사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 등의 찬송시를 37

편이나 쓰기도 했다. 루터는 오늘날 개신교 예배시 즐겨 부를 수 있는
잔송가를 보다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 가정생활의 재건
루터 이전에는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부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저급
하였다.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부인에 대한 관념은 너무나도 편견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결혼제도가 \ ')22년 ‘결혼생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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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논문을 발표함으로 결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4)

루터교의 창시자

루터 자신이 루터파 교회의 창시자가 되기를 본인은 원치 않았을 것
이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창시자가 되었다. 루터의 영향력이 널리 여러
나라로 퍼지기는 했지만 독일 밖에서는 스칸디나비아로 한정되었다. 그
리고 스웨덴으로도 깊숙이 파고들어 갔다.

5) 저술가
루터의 저작은 무려 4.000여 편에 이른다. 그는 실로 보기 드문 저술
가였다
ó) 기타

루터는 대학 교수로서， 또는 순회 설교자로서 지역문제의 해결사로서
다양한 공헌을 하였다. 루터가 이렇게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협조자 멜랑히톤 (Melanchthon. 1 4<，)7- 1 56이을 만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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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빙글리 (ZwinglD 의 '1혁

종교개혁의 3대 지도자하면 루터. 쪼벙글리， 칼빈을 대표적으로 든다.

루터는 독일을 중심하여 개혁을 하였고， 쪼벙글라는 스위스를 중심하여
개혁을 하였다. 그러나 쓰벙글리의 개혁의 여파를 타고 스위스에서 개
혁을 성공사킨 사람이 칼빈이다.

칼빈은 쓰벙글리의 개혁의 여세에다가 루터의 개혁사상을 혼합하여

개혁교회의 종합사상을 완성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쪼벙글리의 개혁
을살펴보도록한다.

1. 스위스의 정치적 조건
쓰벙글라나 칼빈이 활동했던 스위스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

위스의 정치적 조건을 알아야 한다.
쪼벙글리 시대의 스위스는 명목상으로는 아직도 신성 로마제국에 속

해 있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정치적 독립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 들 스위스는 원시적인 튜톤족 유형의 행정체제， 혹은 마을로
이루어진 연방체제를 조금 확대한 소규모적인 공화국들로 구성되어 있

었다. 그렇지만 여러 자치주들(cantons) 이 모두 독립체였으나 전체는
한나라의 공동적인 연맹으로묶여져 있었다

스위스가 이러한 독립된 자치주들로 구성된 연방국의 역사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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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3세기부터였다. 이들은 1 29 1 년에 봉건 영주들의 속박으로부터 자

유를 쟁취하고자 ‘영원한 동맹. 을 결성하였다.
이때의 자치주는

‘쉬비쪼 (Schwyz) ’ ,

‘우리 (Uri)' , ‘운터발멘

(U nterwalden) ’ 등 3개의 삼림 자치구였다 . 이와 같은 자치주는 점차
발전하여 쪼벙글리 시대에는 13 개의 자치주들로 발전하였다.
그 1 3 개의 캔톤은 위의 3 개 외에，

‘루쩌른 (Luzern) ’ , ‘취리히

(Zwich) ’ , 베 른(Bem)’ , ‘글라루스 (Glarus)’ , ‘쭈그 (Zug)’

프라이

부르크 (Freiburg)’ , ‘바젤(BaseJ)’ , ‘샤프하우젠 (Schafthausen)’ , ‘솔
로투른 (Solothum)’ , ‘아펜젤 (Appenzell)’ 이었다.

이 들 13 개 자치주들은 상호 방위조약 및 공동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연맹의회 (Diet) 라는 기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각 자치주들은 각자 자치

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의회는 실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스위스

는 신성 로마제국의 통치형식을 1 648년까지 유지한다 . 1 648년 ‘웨스트
팔리아 화약 (Peace of Westphalia) 에서 스위 스의 법적 독립이 공식적
으로이루어진다.
이 스위스의 교회 행정체제 역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프랑
스쪽을 횡t하고 있는 스위스는 로마나 갈리아 (G머ia)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회가 형성되었고， 독일쪽을 향한 스위스는 아일랜드 설교가들에
의 한 기독교가 받아들여 졌다 .

이렇게 되자 바젤과 로찬은 베상송에 속한 교구였고， 콘스탄스는 마
인 쪼의 교구로 취리히와 그 주변 교구 속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 때문
에 스위스 사람들은 모든 교회적인 사항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웠으
며 ， 교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어랬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16세기가 시작되면서 단순했던 스위 스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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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용병제도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돈을 받고

타국에 가서 대신 전쟁을 치루는 용병제도가 있었다.
스위스 자치주들은 자신들에게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는 곳으로 군대
를 보내서 싸우게 한 후 돈을 벌게 하였다. 이러한 용병들은 자신들의
도시도 아닌 곳의 전쟁에 나가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했다.
이들은 전쟁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서는 난폭한 생활과 부도덕

한 생활을 즐겼다. 이들의 영향으로 스위스 전 연맹에 속한 주민들의 타
락을가속화시켰다.
스위스의 보병을 거래하는 커다란 세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황

청이었다 . 이들 두 나라는 스위스 안에 여러 자치주에다가 상주 대리인
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들 대리인들은 자치주로 하여금 자기들에
게 용병을 파견하도록 선동할만한 지도급 인사를 포섭하여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개혁자인 쓰벙글리가 등장한다

쓰벙 글라가 태어난 시대는 이와 같이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때였다.

2. 쓰벙글리의개혁
川그의준비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히 쓰벙글리(U1rich Zwingli)는 1 484년 l 월

l

일(루터보다 54일 뒤)에 태어난다. 그가 태어난 곳은 빌트하우스 혹은

빌덴하우스 (Wildhaus

or

Wildenhaus) 라 불리는 조그마한 마을이었

다. 이 마을은 해면보다 3 .600피트나 높아 과일이 잘 맺히지 않을 정도
의 고원지대였다.
그의 아버지 이 릅 역시 울리히였다. 쓰벙글리는 아들 여넓에 딸이

kll6장 쓰빙글리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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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인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는 빌트하우스 촌의 서기였다. 그래서 그는 자
기 힘이 미치는 한 자식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
내고자노력하였다.

그의 삼촌 바톨로뮤 쪼벙글리 (B artholomew
ZwinglD는 교구의 사제였다 쪼벙글리는 자기

삼촌이
울 21 0 1 쓰빙글 2 1: Ulnch

ZWlld

ι

1484- 1531)

베젠학교의

교장이 되자 8살 때 삼촌

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바톨로뮤는 쪼벙글리가

조숙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10살 때 바젤로 전학하여 성 데오도르

(8t.Theodod

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게 한다.

그곳에서 쓰벙글리는 라틴어， 변증법 . 음악 등을 공부하였는데 쪼벙
글리는 얼마가지 않아 선생의 실력을 따라잡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1 3 살 때 베 른학교로 전학을 한다 여기서 2년간 ( 14Yh-14YH) 공부
하는 중 개혁자요， 인문주의자인 별플린(Heinrich Wolflin) 의 영향을

받는다.
별 플린은 쓰벙 글리에게 고전에 대한 사랑과 음악의 즐거웅을 가르쳤
다 베 른에 있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는 쓰벙글리의 비범한 자질 을 알
아차리 고 자기들 수도원에 들어 올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것을 안 가
족들은 그를 강제 로 빼내어 대학 교육을 받도록 비엔나로 보냈다

그는 비엔나에서 2 년간( 1500- 1502) 대학생활을 한다. 여기서 고전
문학과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으며，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 즈즈

벙글리와 일생 동안 절친했던 하인리히 로리티(Heinrich lρlitD . 그리
고 루터의 적 대자 요한 엑커를 만난다. 쪼벙글리는 독일에 대한 언짧은

감정과 스스로 충실한 스위 스인이기 를 자부하여 다시 바젤로 돌아온다.

바젤 에 돌아온 그는 1 5 04년에 B .A. 를. 1 5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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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학위 를 마친다 .

(2) 그의사역
l) 첫 목회지 글라루스 (Glarus.1506-1 5 16)
즈즈벙글리는 1 5 06년에 글라루스 교구의 사제가 되어 10년간 (1506-

1516)

사제로 지낸다 이 기간 동안은 쪼벙글리로 하여금 내적 자기 실

력을준비하는데 최선을다하는좋은기회가되었다

우선 쪼벙글리는 각 분야에 대해 넓게 공부를 하였다. 그는 기하， 지
리， 철학， 신학， 언어학， 고전 등 각 분야를 골고루 공부하였다 특히 헬
리어 공부는 더욱 많이 해서 바울서선을 헬라어로 암기할 정도였다.

히브리어 공부와 교부들의 저술도 넓게 섭렵하였다. 그래서 그의 친
구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 시대의 키케 로’ 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

다. 뿐만 아니라 글라루스의 민중들과도 가까이 함으로 대중들의 실체
를 가깝게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쓰벙글라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지역 출신의 용병들과 함께 종
군 신부로써 출전에 침여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1513년에 있었던 노바

라(Novara) 전투였고， 다른 한번은 1 5 1 5년의 밀란 교외에서 별어진 마
리그나노 (Ma디gnan이 전투였다

첫번째 원정은 승리로 끝났으나 자기 교구 내 용병들이 피정복자를
약탈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실망하게 되었고 두번째 원정에서는 스위스
의 젊은이들이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죽고， 영적으로는 부패되는

것을알게 된다
그래서 그후 쓰빙글리는 설교를 통해 용병제도의 모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그런데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인해 스위
스는 재정적 도움을 얻는 대신 프랑스에 충성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

다. 스위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음에도쓰벙글리는용병제도를계속

저 1 6상 쓰빙글리의 개혁

Î 19

비판하였다 이에 그의 그런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친불주의자들
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쪼벙글리를 글라루스에서 몰아내었다.

2)

제 2 목회지 아인지텔른 (Einsiedeln ，

1516-1518)

아인지텔른은 유명한 순례지이며， 수도원 이름 역시 잘 알려진 곳이

었다. 쪼벙글리는 이곳에 사제 자리가 주어지자 곧바로 받아들였다. 그

는글라루스와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곳 교구 일을돌볼수 있
는조치도취하였다.
이곳 아인지델른 수도원에는 성 처녀의 검은 조상(Black Image of

the Vìr밍n) 을 보려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들었다. 쪼벙글리는 이곳
수도원을 순례하는 자들에게 전면 속죄된다는 면죄부에 대해 비판을 시
작하게된다.

1518년에는 이곳으로 변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왔던 프란시스파 수도

사 베르나므딘 삼손 (Bernardin Samson) 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
한다. 그리고 쪼벙글리의 회심은 이 무렵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순례나 선행이 구원에 관계된다는 로마 카톨릭의 관념을 정면
으로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신있게 셜파하였다. 쓰벙글리의 친구들은 그가

더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주선으로
취리히의 대성당의 시민사제 (Peoples Pries t) 자리에 취임하게 된다.

3)

제 3 목회지 취리히 (Z띠ich ，

1519-1531)

쪼벙글리가 취리히로 옮겨 가려 할 때 그에게는 그를 방해하는 두 가

지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나는 그가 음악 애호가이기 때문에 경박하고
성실치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1 20 .1 부종교개혁시

이에 대해서 쪼벙글리

는 자기가 부도덕한 범죄
를 저지른사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는
처녀도 아니고， 좋은 가문
의정숙한여인도아닌여

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실

취리히 1518년 쓰빙 글리는

취리히 대성딩에서 주임 사세로 일했다

이 있다고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취랴히 교회 참사원들은 첩과 여섯 명의 자녀들이 있

고，수많은 성직록을 받고 있던 스와비안 출신의 다른 사제보다는 쓰벙
글리가 더 깨끗하다고 결정하여 쪼벙글리는 취리히의 그레이 트 민스터

(Great Minster) 교회 에 부임 하게 된다.
쪼벙글리는 1 5 1 9년 첫 주일부터 설교블 시작하였다. 그는 강단에 헬
라어 성경을 놓고 본문을 직접 해설하는 강해설교를 하였다. 쓰벙글리

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6년에 걸쳐 신약성경 전부를 강해하였다
이같은 쓰벙글리의 설교는 대성공이었다 사람을 끄는 인품， 다정다

감하고 예리한 판단력， 아름다운 음성과 뛰어난 웅변 등 설교가로서 갖
추어야 하는 좋은 점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대단한 주목과
인기 를 끌게 된다
즈즈벙글라는 그의 설교를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접근시키려고 금

요일에는 시장터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래서 그의 명성은 각 지역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종래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옥과 성도의 중보기도 교리를 부정하였다 프란시스코파， 도미니크
파， 어거스틴파 수도회는 그의 견해에 반대를 제기하나 크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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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는못했다.

@ 제 l 논쟁 (1522년 4월)
이같은과정 중에 한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사순절 기간동안에 육
고기 (flesh meat) 를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 일로 인

해 쓰벙글라는 시의회 앞에 출두하게 된다. 이때 쪼벙글리는 「음식에 관
한선택과자유J (1522년 5월)라는글을써서 그들을방어하였다.
이 무렵 한 정치적인 사건이 쪼벙글리의 개혁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1 52 1 년 5 월 .루찌른 (Luzem)

캔톤에서 모인 스위스의회였다.

그때 스위스의회는 취리히’ 캔톤의 격렬한항의에도불구하고취리히

에서 프랑스에 보낼 용병 16.000여 명을 징병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런 의회의 결정에 취리히는 항거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정

병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캔톤의 자치주들의 부추김과
취리히 캔톤의 자금의 손실을 들어 쪼벙글리를 이상론자라고 몰아세우
고 드디어 취리히 주민들 중 6.000명이 교황청 용병으로 가입하기 위해
떠난다 시의회에서는 그들을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전투에 나갔다가 소수만이 가까스로 돌아오고 큰 희생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 후 취리히는 앞으로 외국을 위해서는 어떤 봉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이것은 취리히와 교황청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쓰벙 글리가 취리히에서 개혁운동을 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이때 쓰벙 글

리는 「아르케텔레스J (Archeteles. 처음과 끔이라는 의미) 를 출판한다
(1 ')21 년 8월) .

이 책에서 쓰벙글리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회와 정치에 관한 모든 견해 를 밝혔다- 이 책은 쓰벙글리의 적 대

1 22 .1 부 종교개 혁시

지들을 홍분하게 하였다. 그 까닭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rι
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 종교회의나 교황의 도움 없이 오직 성령의

도움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쓰벙글리는 공개토론에 의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제의받게 되고 이렇게 하여 쓰벙글리는 여러 차례의 논쟁을 거
듭한다

@

제 2논쟁 (1 ')23 년 1 월 2 '1일)

쪼벙글리가 이때 준비한 것은 U 개 조문 (Sixty-Seven

AIticles) ’ 이

었다

이 공개 토론회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약 600명 이나 시민
회관에 모였다 자치주의 모든 성직자， 사제들이 다 참석했으며， 스위스

의 다른지역에서도수많은저명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사회는 한때 쓰벙글리의 친구이기도 했던 존 페이버 (John
Faber)가 보게 되었다 그는 콘스탄스 주교를 대신해서 논적으로 등장

하였다 쓰벙글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을 펼쳐놓고 자기의
견해를 진술하였다.

‘

Ó7 7H조문’ 은 토론 제목으로 초안되었다.

처음 6개 조항에서는 자기가 신앙하는 긍정적 교리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복음의 의미 선언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무죄성을 통해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넘과 화해시킨 그리
스도의 사역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교제라는 의미 를 지닌
교회의 본질 등을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인위적 규
칙들을반박하였다.
그 반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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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황만이 대제사장적 직분이라는것.
둘째， 기념의 의미 로서가 아닌 희생으로서 실시되는미사
셋째， 성자들의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들，

넷째 , 사람이 선행으로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다섯째，의무적인 금식
여섯째， 순례가 권장되는 것

일곱째， 수도원의 규칙.
여넓째， 사제들의 독신 강요
아홉째，파문의 오용.
열째 ， 면죄부판매 .

열한째， 고행 및 연옥에 관한교리.
열두째，사제제도.

열셋째， 종교 내에서 국가의 역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쪼벙글리는 로마 카톨릭의 광범위한 모든 규범들

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논쟁에서 쪼벙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
장은 중세교회가 원래의 교회를 변질시켜 놓았다는 이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순수한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

이었다
쓰벙글리는 이 논쟁에서 대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취리히 시의회
는 캔톤 내의 모든 신부들에게 즈즈벙글리의 가르침을 실행하도록 명하였
다

@ 제 {논쟁 (1 '1 23 년 10월 26-2H 일 )
저1 2 논쟁에서 쓰벙글리가 승리 를 거두긴 했으나 아직도 갈등과 긴장
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감지한 즈즈벙글라는 다시 공개토론회를 요구한

124. 1부

종 J Ù 개혁시

다. 이번의 주제는 미사 및 성상숭배에 관한 문제였다.
이 때에도 약 8 00-900명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참석하였다 . 이 중에

션0여명이 성직자였다.

a 첫날의 논쟁 (1 ')23년 10월 2 6일)
이 날의 주제는 성상(Images) 에 관한 문제였다. 쓰벙글리는 교회 내
에 성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
상과 그림을 교회에서 철거시킬 것이지만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자고 하였다

이때 개혁에 강한 뜻을 가진 재침례피들이 시의회에 나타났다 그들
이 주장하는 개혁은 루터파처럼 국가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 개혁파

들처럼 카톨릭에서 약간의 개혁만을하는것도안된다고하였다

b

둘째날의 논쟁( 1 523년 10월 27 일)

이날 토론의 주제는 미사에 관한 문제였다. 이 주제는 격렬하게 논의
되었다. 로마 카톨릭 에서는 1 2 1')년 라테란 (Lateran) 종교회의에서 화
체설 교리를 공식화 하였다.

이 화체설 교리에 의하면 성찬식에 사용되는 예품 (Element ) 인 빵과
포도주가 외형 (Accidents) 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실제로 그리스도의 살

과 피 로 변한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미사도 이를 집행하는 사제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만인을 대
속하시기 위해 피 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여기에 대해 쓰벙글라는 성경에 기초하여 볼 때 화체설 교리가 잘못

되었으며， 미사가 희생의 되풀이라는 것도 비성서적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하였
다. 그리고 미사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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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의 만인을위한대속의 죽음을모욕하는행위라고주장하였다

미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와 영적인 고통을 상기하는 것이 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미사의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시

장은 이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자고

보류하였다.

@ 제4논쟁 (1 525 년 I 월 1 7-1 8일)
이 날의 논쟁 주제는 유아세례에 관한 문제였다. 앞서 1523 년 10월
논쟁 때에는 스위스의 재침례파들이 시의회에 나타나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때 이후로 시의회에서 볼 때 수많은 세례 청원자들

중 대다수가 유아세례에 관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
의회는 쓰벙글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재침례파들과 공개토론을 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유아세례에 관한 공개논쟁이 있게 된다.

쪼벙글리가 논쟁을 해야 할 스위스 재침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는 세 사람의 대표자가 있었다. 콘라드 그레벨 (Conrad GrebeD .
펠릭스 만쓰 (Felix

Manz). 수사 요르그(Brother Jorg; 이 요르그는 푸

른 외투라는 뜻의 블라우 록이라고 했다.)
이들은 스위스 형제단 (Swiss Brethr민ü 을 이끌고 있었다. 이들은 카
톨릭과 루터파 및 개혁파들이 시행하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 성인 침
례만을 인정하였다 침례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신앙적 자각
을 한 성인들에게 중생의 상징으로써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자의식이 없는 유아에게 성인 부모들의 신앙 고백만을 믿고
그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침례의 참 뜻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즈즈벙글리는 자신만만하게 재침례교도들을 공격하려고 논쟁을
벌였다. 그들 사이 오고 간 논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6.1 부종교개혁사

。 쓰벙글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한
다. 그렇기 위해서는 유아세례가 필요하다.

口 재침례교 .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성경(요 1 : 1 2) 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하였다.

o

쓰벙글리 : 구약에는난지 8 일 만에 어린 유아에게 할례를실시했

다. 따라서 신약의 유아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유사하다.

口 재침례교 : 구약의 할례는 택한 백성의 기호로 실시했다. 신약의
침례는 영접한 자에게 신앙고백적 선언으로 실시한다 신약 때는 선민
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
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는 유사성이 없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에
게만 실시하였다. 신약의 침례도 남자에게만 실시해야 하느냐?

o

쓰벙글리 . 신약의 사도들도 유아세례 를 실시한 암시가 있다 사도

행전

16: .iO-‘션에 ‘권속’ 이란 말에는 어린 유아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

는다.
口 재침례교 : 사도행전

16:

30-션은 뜻이 분명하다.

iO절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
다

i 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복음을전했다
긴절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고 했다. 여기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들었다
li절은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

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 (Housh이d) 이 다 침례를
받은후”라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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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그가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

접 한다면 침 례가 가능하다- 문제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무의식의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이다.

<>

쓰벙글리 : 너희들이 재침례를 주장하는데 재침례란 말이 신약 어

디에 있느냐?
口 재침례교 · 사도행전

19 :

1 -5에 보면 아볼로가 시행한 잘못된 침

례 를 바울이 다시 재침례를 주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재침례란 침례

를 두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 물로 뿌려서 (Spri따‘ling) 세례를 시행하
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므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롬 6 : 1-6),

<>

쓰벙글리 : 성경에서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시행을

해도죄가될것이없다

口 재침례교 ·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교부， 감독， 교황들이 너
무 많이 말함으로 교회가 타락되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옳다.
<>쓰벙 글리 : 예수께서 어린 아이 들을 축복하셨다-마

18 : 13) 그러

므로 그들에게 유아세례를주면 더 복이 된다.
口 재침례교 :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축
복은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 축복하신 것을 사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더
큰복이 될 수없다.

<>
14).

쓰벙글리 : 부모들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전 7
그것은 유아세례로 가능하다.

口 재침례교 . 부모가 자녀 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
(덤후 .~ : 1 6- 1 7 ) 로모범을통해서 가능하며， 유아세례로는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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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쟁 후 쓰벙글리와 재침례파 사이는 원수처럼 멀어진다.

쪼벙글리가 시의회의 힘으로 재침례파들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리하
여 쓰벙글리는 재침례파들을 국가의 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라고 하여
취리히에서 추방시킨다.
그리하여 그레벨은 다른 곳으로 전전하다 혹사병에 걸려 사망한다. 그

리고 만츠는 산 채로 물에 처넣어 익사시킨다. 그리고 블라우록크는 붙잡
혀 화형에 처해진다. 재침례파는 이렇게 히여 개혁자의 손에 죽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 재침례파는 과연 국법을 교란시킨 자들이었는가? 그리
고 그들은 극형에 처해 죽어야 할 정도의 중죄를 지었는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견해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역사는 아직도 굴절
된 채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 관한 사실을 다음 장에서 좀더 구체
적으로살펴보겠다.

@ 제 5논쟁( 1 529년 10월)
이 논쟁은 루터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성례전에 관한 논쟁이다. 이 논
쟁은 말부르크 논쟁이라고도 불려진다 이 모임의 주선은 독일의 필립

(Philip of Hesse) 백작이

독일과 스위스간의 개신교 연합을 기대하면서

주선하게 된것이다.
그런데 쓰벙글리는 성만찬이 그에 침여하는 신자들에게 이미 믿음으

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정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반해 루터는 “이것은 나의 폼이라:' (마 26 : 26) 고 한 말을 문

자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응수한다‘ 이에 대해 홍분한 쪼텅글리는 요한
복음 6장에 있는 생명의 벽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세웠다(요

6:

51 ). 그리고 “자， 바로여기 당신의 목이라도부러뜨릴만한논거가있지
않느냐?"고 쓰벙글리가 외치자， 루터는 “당선이 지금 스위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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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헤세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좋을 걸， 독일에서는 그렇게 쉽

게 목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지하며 쏘아부쳤다.

이와 같이 즈즈벙글리는 논쟁과 토론으로 그의 개혁을 이끌어갔다. 결
국 너무 과격하게 서두르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지만 그는 풍부한
식견과뛰어난웅변술로그의 개혁을잘진척시켜 나갔다.

3. 캐펄(KappeD전쟁
쪼벙글리는 자기와 견해를 함께 하지 않는 재침례파들을 가차없이 죽
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대자인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는 전쟁을 동
원해서라도 적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개혁자의 좋은 동기가

방법에 있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 제 1 차 채펄전쟁 (1529년 6월)
취리히에서 벌어진 쪼벙글리의 개혁운동은 스위스 전체에 신교도 개
혁운동에 촉매역할을 한다 베른(Bem) 시는 1528년 l 월에 쓰벙글리와
오에코람파디우스(1 48 2- 1591 ), 부처(Bucer) 둥과 장장 19일간에 걸친

공개토론을 한 후에 개신교측 진영에 서게 되었다.
바젤은 전에 베른논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오에코람파디우스에 의해
개혁이 진행되었다.

쪼벙글리의 출신지였던 세인트 갈 (8t.Goa l) 지방에는 바디안

(Vadian. 14Wi-15 'i 1)이

개혁을지도하였다.

글라루스 (Glarus) 지방에는 발렌틴 추디 (TschudD 가 개혁을 진행시
켜 갔다

또 쪼벙글라의 영향은 샤프하우젠， 콘스탄스， 멤밍겐

(Memmingen) , 기타 남부

1 30. 1 부종교개혁사

독일지방 도시들로 번져 갔다

이렇게 스위스의 전역 이 교황으로부터 멍에를 벗어버리파 승}는 열

망으로 가득했다. 그렇지만 산림지역의 캔톤 (Froest Cantons) 들은 계
속 카톨릭교회에 남아 있고자 하였다.
이들 3 개 지역의 캔톤들은 취리히가 득세하는 것에 큰 질투를 느꼈으
며， 자기들이 연맹 내에서 누리던 지도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자 원했
다 그래서 이들 지역 캔톤들은 루케르네와 쭈그 캔톤들과 합세하여 오

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게 된다.
결국 스위스의 총 13 개 캔톤 중 취리히를 중심한 개신교측 캔톤이 8
개가 되었고 ， 로마 카톨릭측 캔톤이 5개로 양분된다. 이때 쪼벙글리는
다른 캔톤들의 원조도 없이 캐펄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다같은 스위스

인들끼리 종교 차이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은 피차 원치 않았다
전쟁터에서 만난 양측은 빵과 우유 등 농담을 교환하며 치명적인 전
투를 피하였다. 이 들은 상대방을 형제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리히 군대는 반대 7-}들이 제시한 평화조건을 수락하였다. 이 조약을

캐펄의 제 I 차평화조약이라고 한다. 이 캐펄 평화조약은내면적으로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불씨를 남긴 채 전쟁을 마무리 짓게 한다. 쪼벙글리
는 이 전쟁 3 개월 후에 말부르크스 대담에 참석한다.

(2)

제2차 캐펄전쟁 (1531 년 10월)

앞서 제 l 차 캐펄전쟁 때에는 쌍방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 전쟁을

끝맺었는데 쓰벙글리는 제 l 차 전쟁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캔톤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취리히 외에 베른과 바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와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1 ')1 1 년 l 월에 모인 스위스전체 캔톤들의 연맹 의회에는상호간의 비
난과 반격이 난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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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베른에서는 자

기들 영토를 통해서 산림 자치구로 가는 포도주， 소금， 그리고 철 동의

통과를 저지시키는 것으로 대항했다. 산림 캔톤 3 개 자치구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지원군을 합세하여 8. 000명으로 취리히를 공격해 들어왔다
이때 취리히 군대는 1 . 500명으로 응전한다. 쓰벙글리는 취리히의 적
은 군대를 거느리고 종군목사로 참전하였다 . 중과부적의 심한 열세에

몰린 취리히군이 퇴각하는 모습을 보던 쪼벙글라는 전장의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 죽고 만다. 전쟁터에서 쓰벙글라의 사체 를 발견한 적군들은

이 를 조각내어 태우고 그 재를 공중에 산산이 뿌리고 만다.

취리히의 전사지들은 400명 이상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26명의 시
의회 의원들과 25 명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취리히 측이

아직도 상당한 예비인력이 있음을 안 카톨릭 캔톤들은 더이상 공격을

계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 2차 캐 펄 평화조약(1 53 1 년 11 월 20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쪼벙 글리가 전사당하자 취리히는 스위스 개신교의 자치주들

사이에서도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주도권은 제
네바에 있는칼빈에게로넘어간다.
이 렇 게 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독일처럼 나라 전체가 개혁을 이 루
지 못하고 카톨릭과 개신교들이 자치주를 중심해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
로마무리가된다

4. 쓰벙글리의유산
즈즈벙글리는 1 484년 l 월 l 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1 53 1 년 10월

11 일에

캐펄 전쟁터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 그는 47세의 젊은

1 32. 1 부종교개혁사

나이에 요절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된다.

(1)

신학적 특색

첫째 ，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성의 힘을 많이 활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이성이란세상을연구하는이성이 아니라하나님의 영광을위해
쓰여지는 이성을 뜻한다.
둘째， 쪼벙글리는 칼빈 이전의 이 중 예정론을 믿었다. 루터가 믿는 예
정론은 인간이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예정이라는

체험적 예정론을 말했다. 그러나 쓰벙글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을 미리 알고 결정하신다는 이성적 논리의

결론으로 예정론을 말했다. 그래서 쓰벙글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어
떤 이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이는 유기로 예정하셨다고 했다.
셋째， 쪼벙글리의 대표적 신학은 성례전 신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었다.

넷째， 그가남긴 '677H 조문’은 기독교의 서론과 같은귀한진리들을
남겼다.

(2)

스위스 국가에 큰 공헌을 하였다.

첫째， 그는 종교적 우월주의와 정치적 적극 행동주의가 혼합된 종교

적 율볍주의가 남기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경향은
교회사 속에서 가끔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는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

신이 먼저 죽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둘째. 스위스 국민들은 종교적 전쟁의 쓰라림이 어떠한가를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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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하였다. 그 후로 스위스 국민들은 종교전쟁에 말려들어가는 일이
없이 초연한 위치를 유지하였다.

(3) 인간적인모습

그는 1522년부터 부유한 취리히 도시의 미망인인 안나 라인하르트

(An na Rei따lard) 와 성직 결혼 (Cler밍cal marriage) 으로 살립을 차렸
다 성직 결혼이란결혼식을치루지 않고교회 재판소의 판결을따라부
부가되는것을뜻한다.
쪼벙글리는 당시 사제들이 사실혼을 하고서도 공개적 예식을 하지 않

음으로 사제의 아내가 창녀로 인식되고， 자신의 자녀들이 사생아로 불

리워지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였다.
그는 수백 수천 명의 사제들. 수도사들， 수녀들 가운데 제대로 정절을
지키는 자가 없음을 폭로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였다. 쓰벙글리에게는 후계자이며， 사위이기도 한 ‘하인리히 불
링 거 (Heinrich Bullinger, 1:'i 04-1 :'i 75) 가 있었다.

1 34. 1 부종교개혁사

께 7쟁

째힘혜 교 (뻐abaptists) 운동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재침례교도들만큼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

난을 당한 무리들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카톨릭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
하였고. 개혁교도들에게서도 죽임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록이나 평가마저도 가장 왜곡되고 굴절된
상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들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재인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 들 재침례교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정열적 삶의 진솔한

면들을 살펴봄으로 그들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명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재침례라는 용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사 책에 보면 재세례파. 라고 기록되어 있
다. 그러나 원래 쓰인 아나뱀티스트(마labaptist) 라는 말의 뜻이나 역사
적으로 이 운동을 펼친 사람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재세례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것이다.

원래 쓰인 아나뱀티스트는 두번째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려는 아나뱀티스트들은 이미 받은 유아세례나

성인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없으니 다시 침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사용하
였다.

여기에 대한 논증은 「새교회사 1 J (p .36-42 ) 에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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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세례를 두번 받으라는 뜻을 가진 재세례란 용어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다.
둘째， 이들 재침례교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록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사실이다

예컨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독일의 토마스 윈쩌 (Thomas
Müntzer) 가 그 사회 혁명운동의 기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앵겔스 (Enge!s) ， 마르크스 (Maα) , 레닌(Lenin) 동으로 계승되었다고

설명한다.
또 독일의 역사가요， 종교 사회학자였던 에른스트 트휠치(E rnst

만oe!tsch ， d , 1 922) 는 재침례교도들을 완전주의와 성결 (holiness) 을 목
표로 지향하는 분파 (sects) 주의자였다고 한다.

또 역사가 알브레흐트 릿출(Albrecht RitschI)은 경건주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재침례교도들은 엑스타시 (ecstacy) 를 추구하는 영적 수도
자들과도 같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사의 대가인 펼립 샤프 (Philip SchatD는 재침례파를 과
격 한 복음주의자들이며 , 극단의 프로테스탄트(Ultra Protes떠nts) 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스피츠(Le삐s W. Spitz) 는 과격파 개혁자들이라고 하였고 ，

린제이 (Thomas M. Lindsay) 는 경건한 기독교 공동제의 직접적인 계
승자들이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자들이라고하였다다.
또한 래토레트 (Kenneth S.Latoαωur‘따te
떼
잉)는 재침례교도들은 높은 수준
e
의 도턱을 요구하며 열렬한 선교열을 가진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이었다

고 하였다. 그 외에는 재침례자들을 이단이라고 서술함은 물론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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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편파적으로 설명한 기록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렇다면 재침례교도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 그것은 루
터나 쓰벙글리 , 칼빈의 개혁은 한 사람의 단일체제로 개혁운동이 전개
되었지만 재침례교도들은 한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일어난 장소도 어느 한 곳이나 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위스， 독일 ， 화란， 모라비아 등 유럽 전 지역

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운동은 자발적이기는 했으나 다양했다. 그들의 운

동이 자발적이었다는 말은 순수했다는 뜻이나， 다양했다는 말은 조직 력
이 없어서 큰 일을 못했다는 뜻이다.
재침례주의자들은 개혁의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보다 순수한 신앙

적이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무 심한 핍박으로 변질된 그룹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재침례교도들의 운동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는 중세생활의 양대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곧 신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다 . 이 두 가지 흐름은 모든 개혁자들

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었다. 루터의 경우를 보자그가 처음에는 면죄부 반대라는 신앙적 문제로 개혁을 시작했다. 그
러나 신앙문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황권과 싸워야 했고， 황

제와도싸워야했다.
이때 루터는 슈말칼트 (Schmalkald) 동맹이라는 사회운동으로 그의

개혁 과업을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신앙적인 것에서 시작
해서 ， 완성은 세상의 힘인 무력으로 완성했다.
쪼벙글리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취리히에서 설교와 논쟁을 통해 개혁
을 시작했으나 논쟁만 가지고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었다 . 스위스의 다
른 자치주들과 정치적 연합을 해서 전쟁으로 개혁을 완성하려다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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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말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
의회의 협력 없이는 그의 개혁을 완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영국， 화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재침례교도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종교와 정치의 엄정 분리라는 대

원칙 때문에 신앙운동을 사회운동과 연결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순수
한 신앙운동만 고집하다가 수없는 희생만 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종교와 정치가 엄정 분리라는
큰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는 카톨릭의 공헌도 아
니고， 더구나 개혁교회의 공헌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 수백만 이상의 재
침 례교도들이 피를 흘려 희생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본다.
셋째， 재침례교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재침례교도들 중에는 신앙운동만 아닌 사회운동으로 치달리다가 세
인의 비웃음을 자아낸 비극적 무리들도 있었다 그들이 순수 재침례교

도들인가， 아니면 그 당시 과격한 운동을 빚은 자들과 재침례교도와 어
떤 연관성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연구 과제이

다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두 사이(순수 재침례교도와 과격한 사회

주의성 무리들)가 연구할 과제이지 이 두 사이가 하나라고 단언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역사적 자세이다. 내가 믿기에는 이 두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 그것을 이 장에서 밝히려고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이가 구분 없이 다 같은 것인 양 취급하고 있다. 이

들 재침례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있는 여러 갈래의 각기
다른 성격들을 알 필요가 있다. 볼링거라는 쪼벙글리의 사위는 재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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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안에는 13개의 서로다른분파가있다고하였다. 재침례 운동이 여

러 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운동들의 성격을 대략 분류하면 여
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복음주의적 재침 례교도 (Evangelical Anabaptists)
@ 병상적 재침례교도 (Contemplative An abaptists)

@ 혁명적 재침례교도(Rev이utionarγ 마1abaptists)
@ 영적 복음주의 재침례교도 (Evangelical Spititualists)

@ 영적 이성주의 (Ra tional Spiritualists)
@ 영 적 혁 명 주의 (Revolutional Spiritualists)
이제 이 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다른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
지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겠다.

1. 스위스의 재침례교운동
川이들의기원

스위스 재침례교도의 기원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 어떤 이는 쓰벙글리
의 제자 때부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왜냐하면 스위스 재침례교 지도
자들이 한동안 쪼벙글리 밑에서 헬리어를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은 쓰벙글리가 아인지델 른 ( Einsiedeln) 으로 오

기 이전부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들은 중세기 왈도파
(Waldenses) 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 들에 대한 정확한 기

원을찾기란매우힘든일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도 재침례파와 비슷한 기도회 모임
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이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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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주로 종교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취급하여 사람들을 처형시킨 종

교재판관들의 기록이었다. 이같은기도모임의 공동체는 14세기 말에도

있었고. 1 5 세기 초반부터 종교개혁 시기와그이후까지 계속되고있다.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은 1 5 14년 바젤에서. 1515 년 스위스에서，

1 5 1 R년 마인쓰에서，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있었다는 문헌이 나와
있다- 그리고 15 24년에는 형제단같은 모임이 프랑스， 네덜란드 ， 이탈리
아， 삭소니， 프랑코니아， 슈트라스부르크. 그리고 보헤미아에 있었다는
기록이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침례교도의 기원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는 심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이들이 그 이전에도 있

었는데 역사 속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 쪼벙글리와 성경공부를
위한 헬라어 공부 때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스위스 재침례교 형제단은 1 0월 논쟁(I 523년 10월의 성상논쟁과 미
사논쟁) 때 공식적으로 시의회 앞에 나타났다. 이들은 시의회 앞에서 참
된 개혁은 자기들이 걷고 있는 모습대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것이 시의회로 하여금 쓰벙글리 와 재침례교도들 사이에 공개토론을 하
게하였다.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이 즈즈벙글리와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을 한 후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후 상황을 살펴보자.

(2)

10월 논쟁 이후

앞서서 쪼벙글리 와 재침례교도간에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다. 그 논쟁을 주선한 시의회는 논쟁의 결과를 어떻게 판
정하였는가. 시의회의 모든 이 들은 자기들이 이미 유아세례 를 받은 자

였고， 쓰벙글리 역시 유아세례가 성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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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의회에서는 쪼벙글리의 의견이 옳다고 결정하였다.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
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모든 어
린이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

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쪼벙글리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자기 자녀 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1_~2 'ï 년

2월 l 일 이후

로 체포하겠다는 부칙을 정하였다.

그렇지만 재침례교도들은 시의회가 쪼벙글리의 사주에 의해 일방적
으로 제정한 유아세례법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1 525 년 l 월

2 1 일에 만츠의 집에서 성인세례 의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스위스 형제
교회가 최초로 시작되는 날이다 .

취리히 시의회에서는 재침례교도들이 성인침례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2월 8일 이후로 재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은화 l 마르크의 벌

금형에 처하며， 그 이후로도 계속 재침례를 시행할 경우는 추방형에 처
한다고하였다
시의회에서는 재침례주의자들 중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을 구속하였

다. 그들에게는 별금형， 추방형， 수감형，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사상을 변
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고는 시의회는 사형을 선고함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선발되었는데 하나는
만츠였고， 다른 하나는 블리우록이었다.

블리우록은 취리히 시민이 아니었으므로 사형선고를 집행할 수 없었

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채찍질로 매질을 한 다음 도시 밖으
로추방시켰다

취리히 시민인 만츠는 1 'ï 27 년 l 월 5 일에 취리히 시민과 그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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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지가 묶인 채 강제로 익사를 당했다. 이때 쪼벙글

리는 그가 죽는 것은 침례문제가 아니고 시의 법을 어긴 반역행위 때문
이라고역설하였다.
그 외에도 그레벨 (GrebelD은 감옥 속에서 인간 이하의 고문을 견디

지 못하여 탈옥했다가 1 52 6년 8월 에 흑사병에 걸려 이름 모를 곳에서

객사를 당한다. 이제 스위스 재침례파 지 D}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
하게살펴봐.

(3) 스위스 재침례교 지도자

1) 콘라드 그레벨 (Conrad Grebel. 1498-1526)

@ 그의생애
그레벨은 취리히 시의원인 제이롭 그레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바젤대학에서 글라레안 (Glarean) 파수에게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인문
주의에 심취한다 . 그후 다시 비엔나 대학으로 가서 3년 동안 공부한다.

이때 바디안 (Vadian) 이란 교수 밑에서 많은 감화를 받는다 바디안 교
수는 후에 그레벨의 누이와 결혼한다.

그는 비엔나 대학생활 중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 성병을 얻는다. 그는
비엔나의 환경을 옮겨 보려고 파리대학에 가서 2 년 동안 공부한다. 그
런데 국제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느껴지는 심적 타격과 성병으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귀향을 한다

그리고는 1 52 0년 취리히 쪼벙글리 문하에서 헬라어를 배운다 .

152 1

년에는 부모들의 반대 를 무릅쓰고 신분이 낮은 여자와 결혼을 한 후
1 522 년에 함께 공부하던 다른 1 0명의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하다가 회

개 를 한다. 그후 그는 스위스 형제단에 가입하여 지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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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한일
그는 28세의 짧은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업적은 별로 없다. 굳이 있다
고 하면 10월 논쟁 때 시의회 앞에 나타나서 개혁을 주장한 일과 최초로
스위스 형제교회를 만츠 집에서 개척하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525
년 l 월 2 1 일) .

그레벨은 1525년 l 월 이후 가정방문 정도의 전도를 하다가 II 월에
쓰벙글리에게 체포되어 내란 선동죄， 종교단체 저해자， 유아세례 반대

론자라는 죄명으로 종신 징역선고를 받는다 1526년 3월에 어떤 사람
의 도움으로 탈출했다가 그 해 여름에 흑사병으로 객사하고 만다.

2)

펠릭스 만츠 (Felix

Manz. 1498-1 527)

@그의생애
만츠는 취리히의 카톨릭 사제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는 부친의 도움

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리어에 능통했다
만츠 역시 쪼벙글리에게 헬라어를 배우다가 그레벨을 만난다. 만츠는
쓰벙글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밖에 나써 활동하는 것이 서로 다
름을 보고 실망하여 쪼벙글리를 떠난다.

@그가한일
만츠 역시 29세의 짧은 나이로 일쩍 죽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업적은

거의 없다 . 굳이 있다고 하면 1525년 l 월 21 일에 자기 집에서 최초의
스위 스 형제교회를 시작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당일 유아세례가
아닌 성인침례 를 주고 받는다.

이들은 만츠의 집 목욕탕에서 관수(빼lsion) 에 의한 세례를 실시했
으나 그해 4월에 섯틀 (Sittle) 강에서 다시 침수에 의한 침례를 실시한
다- 이때 침례를 받은 이는 그레벨. 만츠， 블라우록， 르불린， 브로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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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 시와졸리칸농가의 성도 35명이었다

만츠는 쪼벙글리의 추격을 피해 센트 고울， 베른， 바젤 등지로 피신을

하다가 나중에 쓰벙글리에게 체포된다. 그래서 1 527년 l 월 27 일에 익
사형을 당한다 쪼벙글리는 너희 침례주의자는 물을 좋아하니 물이나

실컷 취하라고 익사형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오， 주여 내 영혼
을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는말로최후를마쳤다.

3)
@

죠지 블라우록 (George

Blaurock. 14(j 1-1 529)

그의생애

그의 본명은 ‘카제 이콩 (C멍 acob) 이었다 . 그런데 그가 푸른 코트를

즐김으로

Blue-Coat

란 뜻인

Blaurock’ 이란 별명을 얻었다.

블라우록은 만츠나 그레벨보다 7년 연상이었다. 그는 독일인으로 가
난한 가정에 태어나 라이프찌히 대학을 졸업한다. 대학 졸업 후

1519-

1 5n 년까지 사제생활을한다.
그는 자기 신앙의 궁금증을 안고 고뇌하다가 쓰벙글리를 찾는다. 그
런데 그에게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 그런데 1525 년 l 월 초 성경공부

인원이었던 만츠와 그레벨을 통해 자기 갈길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점 을
찾는다

@

그가한일

그는 재침례교도가 된 후 l 월 2<.}일 에 쪼벙글리를 찾아간다. 거기서
그는 쓰벙 글리에게 참다운 개혁자다운 셜교를 하라고 진언한다 이 일
로 그는 설교 방해자가 되어 투옥된다
그래서 2월 24일에 취리히를 떠나는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는 바젤，

베른시 를 다니며 순방설교를 한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쓰벙글리는

다시 블라우록을 체포해 매로 친 후 국외로 추방시킨다 그는 스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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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을 할수없게 되자그리스로가서 천 여 명을개종케 한다. 이것
을 안 쓰벙글리는 다시 블라우록을 체포하여 1 52 9년 9월 독일령 가까

운 클라우센 (Claussen) 에서 목베어 처형을 시킨다.

(4) 스위스 재침례교도의 신앙
스위스재침례파는이들이 전부가아니라이들은대표지다로희생
이 분명하게 밝혀진 자들이다 . 이 외에도 무명으로 죽은 이들은 수천을

능가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다가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가 그
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
1) 믿는자의침례
즉 세례를 두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것이다. 구원받은자는주님과연합의 뜻으로침례 를 받。야한다.
2) 영혼의 7}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와 정치로
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신앙이 짐이 되거나 무거운 부담이 되어서

는안된다.

3) 교회와국가로부터 완전 분리
4) 세상의 사악한 악으로부터의 분리

5) 중생한 자만이 교회 회원이 됨
6) 훈련과 양육을 받는 생활 : 교회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징계 사용

7) 목사는세상으로부터도 좋은평판을받아야함.

2. 독일의

재침례교 운동

독일의 재침례교 운동은 후세인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남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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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순수 신앙 운동가들과 사회운동을 곁들인 운동가들로 구분할 필

요가있다.

(1) 순수신앙운동가들
1) 마이클 새틀러 (Michael Sattler, 1490- 152 7)
@그의생애
새틀러는 프라이부르크 (Freiburg)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라이

부르크 대학 공부 후 수도사가 된다. 그는 수도원에서 성경공부와 루터
의 저작들을 탐독하다가 전통적 카톨릭 교리에 불만을 품게 된다. 그는
브레이스가우 (Breisgau) 에 있는 성 베드로 수도원의 부원장으로 있었

다.
그는 수도원 부원장직을 버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취리히로 갔다 거

기서 스위스 형제단에 가입한다. 그런데 쪼벙글리의 재침례교도에 대한
탄압으로 취리히를 쫓겨난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 피신을 했다가 다시 오스트리아 흑삼림

(Black Forest) 지방의 호르브(Horb) 로 이주를 하였다 여기서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

1 .s 27년 독일과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사이를 연결하는 쉴라이타임

(Schleitheim) 집회를 주재한다 저기서 그 유명한 쉴라이타임 신앙고
백 (Schleitheim

Confession) 을 작성 한다.

이 쉴라이타임 신앙고백서는 현존하는 침례교 신앙고백의 최초의 고
백서가 된다 . 쪼벙글리는 이 신앙고백에 대한 반박문을 썼고， 칼빈도 오

랜 후에 이 고백문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고백서를 작성 배포한 것이 유죄가 되어 오스트리아 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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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체포된다. 새툴러는 .엔지샤임 (Ensisheim)’ 에서 재판을 받게 되
었는데 여기서 그는 혀를 잘리고 빨강게 달은 쇠에 살은 두 조각 난 후

다시 성문 밖으로 끌려 가서 다섯번에 걸쳐 살이 찢어진 후 화형을 당했
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각종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므로 물에 빠트려 익
사당했다. 이것이 1527년 5월 17일의 일이었다. 참으로 이들은 비참한
죽음을당한것이다

@

그의신앙

여기서는 그가 남긴 쉴라이타임 선앙고백서와 그가 재판을 받은 기록

을 그대로 옮겨 보고자 한다.

a.

쉴라이타임 신앙고백서 주요 요점

첫째， 회개 및 개심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다 소

멸되었다고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푼다.

둘째， 일단 재침례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후 침례까지 받은 이가 실수
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이 비록 부주의의 결과였다 하더라도 징
계를시킨다.

셋째，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우선 침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침례 를 받은 이들은사단이 이 세상에 심어 놓은 악과 죄악으로
부터 스스로 성별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와 목사는 바울이 명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평판을듣는인물이어야한다.
여섯째， 교인들은 여하간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일곱째 ， 누구도 맹세할 수 없다.

b. 새틀러가 재판관에게 재판받은 기록문
(여기는 재판관이 묻고 새틀러가 대답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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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신은제국의 명령에 불순종해도좋다고해서 체포되었다“나
는 제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당신은 화체설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했다는데-‘정경에는 단지
기념일 뿐이라고 했다

셋째， 유아세례 를 반대한 것은?-“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
고했다 ”

넷째， 성례전 중 도유식 (Unction) 을 반대한다고 했는데-‘자제가 시행
하는 기름이라고 해서 보통 기름과 다른 신비적 힘을 발휘할 수는 없
다”

다섯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반대한 것은 “마리아
가 예수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중보자같은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다를
바없다

..

여섯째， 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잔과 떡은 두 7찌다. 주께서 허락
하신 것이므로 모두 필요한 요소이다. 미사 때 잔만 주는 것은 성경적으
로잘못이다

일곱째， 맹세 를 반대하는 이유는-“주께서 마태복음

5 : 34-37에

무엇

이 든지 맹세하지 말라고하셨다 ..
여닮째 , 당신이 결혼하여 부인을 얻은 것은 사제로서 잘못이 아닌 7}
“나는 결혼하지 않고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너무 많이 보

아왔다 . 결혼제도는하나님이 친히 세운제도이다”
아흡째 ， 한나라의 국민으로전쟁을반대하는이유는- “로마카톨릭 교
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터키인을 죽여야만 평화가 온다고 했
다. 그러나 성도는 전쟁이 없이도 이미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 새 틀러야말로 그 당시 재침례교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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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여준 최상급의 증언자였다. 이 새틀러는 진실한 신앙 때문에 부
정직한신자들에 의해 순교를당했다.

2)

발타사르 후브마이어(Balthasar Hubmaier.

14H5-1528)

@ 그의생애와교육
후브마이어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5마일 떨어진 바바리아(Bavaria)
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대학에서 B .A.와 M .A.학위를 받았다.
그의 생활이 너무 신실하고 순결함으로 친구들은 그에게 의학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신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I 5 ]j년 9월 29일)
후브마이어는 잉골슈타트 대학 교수가 되었다 (] 5 1 2-1516년). 그는 또

그 도시의 유명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된다( 1515년) . 그리고 그는 레겐스
부르크(Regensburg)의 주교좌 성당의 설교자이기도 했다( 1516년).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대학을 떠난다 그 주된 원인은 자기가 몽담고
있는 잉골슈타트 대학은 루터와 숙적인 요한 엑크가 있어서 그의 신학
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발트슈트 (Waltshut) 지방에서 은거를 한다. 여기서
그는 비어있는 유대교 회당을 사용하며 강한 개혁적 설교를 한다. 이 무
렵 너 무도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폭동을 일으

킨다

후브마이어는 개혁정신을 가진 에라스무스， 글라레안 (Glarean) 등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으나 그들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취리

히의 쓰벙글리를 찾아간다. 그는 거기서 10월 논쟁을 목격한다.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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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 후 자기 소신을 밝히는 1 8개항의 논문을 발표한다 . 이때의 주요
내용은 중생， 미사， 의식， 성상 ， 의롭게 됨 등에 관한 논문이었다. 쪼벙
글리는 후브마이어의 글을 보고 모조리 불태워 없앤다 .
후브마이어는 쪼벙글리가 개혁의 의지는 강하나 신학적으로 많은 문
제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152')년 쓰벙글리와 재침례교도와의

논쟁 때 재침례교도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신자들을 위한
기독교 침례 J (The

Christian Baptism of Believers) 라는

책을 발행한

다. 이 책은 신앙고백이 선행되어야만 침례를 베풀 수 있다는 재침례교

입장을밝힌 책이었다.
취리히 시 당국은 그를 즉시 체포하여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
하였다.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풀려나오자마자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설

교를 하였다. 그가 1525년 4월 16일에는 3 일 동안에 300여 명의 회개
자를 만들고， 그들 모두에게 침례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침례도구
는 소 젖통 (milk paiD이었다.
후브마이어가 다시 체포되어 그의 주장 철회를 강요당하자 취리히 시

민 들은쪼벙글라의 비겁함을절타하였다.
후브마이어는 취리히 를 떠나 콘스탄스， 아우구스부르크， 레겐스부르
크 등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방랑 설교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라비

아 지방의 니콜스부르그 (Nikolsburg) 에 자리를 잡는다. 여기서 그는

1')26- 1 527년

l 년 사이에 1 .200명의 회개 결심자를 낸다. 이때 주로 루

터파 교인들을 재침례교도로 개 종케 하였다.
함스부르크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평화롭기만 하던 자기들의 영토 내

에 종교적 혼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게다가 쓰벙글리는 모라비
아 영주들에게 후브마이어는 광신적 공산주의 선동자라고 사주하여 그

를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한다

150.1 부 종교개혁시

순진한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영주들은 후브마이어를 체포하여 페르디난드 공의 관
리들에게넘겨준다

후브마이어는관리들에게 체포되어 1528년 3월 10일에 비엔나교외에
서 화형을 당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다뉴브 강에 빠트려 익사당했다
이때 비엔나에서만 105명의 재침례교도들이 극형으로 처형을 당한다.

@

그의신앙

후브마이어의 재침례교 사역은 불과 3년 ( 1 52')-1 528) 밖에 되지 않는

다. 그가 좀더 오래 활동을 했더라면 침례교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될 수
있었을것이다.
그의 신앙은 그가 남긴 작품에 의해 관측된다
첫째，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다.

둘째 ,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셋째， 침례는 반드시 회개에 의한 거듭남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새 사
람. 새 생활을할자에게 준다.

넷째， 주의 만찬은 잔과 떡을 함께 줘야 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념
의만찬이되도록한다.

다섯째， 목사는제사장(중보자)이 아니라복음전파자이다.
여섯째，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 믿는 자의 대제사장권은 개인적 특권이다.
여닮째 ， 교회훈련이 필요하다 .

.1) 한스 탱크(Hans

Denck. 1495- 1527)

한스 탱크는 저명한 인문주의자로 바젤의 ‘에라스무스 모임. 의 일원

이었다. 그는 I sn년 뉘 른베르크에 있는 ‘세발두스 (Sebaldus)'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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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었다.
1 ') 24년 말에 그는 이단으로 고소되어 도시에서 쫓겨나는 추방형을

당했다. 이후로 탱크는 떠돌아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신비주의적 색채를 짙게 나타냈다. 그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본성의 빛. 즉 내적인 말씀(Inner Word) 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닙의 길을 충실하게 걷도록 지도했다. 탱크
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 사랑， 믿음， 그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겸손을 나타낼 것 이 웃에

게 진정한 도움을 줄 것， 빌려주기， 꾸어주기， 나눠주기 등으로 서로 도
울 것，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공유할 것， 서로 형제로 부르는 것에
다른 것은가르치지 말것 등이었다

이 탱크는 1 52 6년 8월에 재침례교 지 B}들을 위한 집회를 소집하였
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들 국법 위반
자로다처형을당한다. 탱크도 15 27년에 처형을당했다 .

4) 한스 후트(Hans Hut. 1<{H5- \527)
후트는 서적을 제본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가진 자였다

\ ')2 6년 오순

절 때 침례를 받고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아우구스부르크 지방의 재침
례교도들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니골스부르그에서 일하고 있는 후브마이어와 논쟁을 한 적이 있
다. 후브마이어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위험한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 정당방위로서 무력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반해 후트는
기독교인은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절대 대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

1 52. 1 부 종교개 혁 시

한스 후트는 철두철미한 무저항 이론을 고집하였다 후브마이어는 긴

박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낄 때에는 군인으로
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후트는 기독교인은 칼과는 전
혀 관계가 없고 영적인 출교에만 관련해서 깅k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

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싸우거나 살해를 해서는 안되므로 국가
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한스 후트는 1 527년 니콜스부르크에서 체포를 당했다. 그런데 비엔
나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후 서쪽으로 린즈， 멜크， 스테이어 지

방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이 닥칠 것을 설교하였다.
그는 방종과 공산주의를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투옥이 되어 있던 중 탈주를 기도하다가 살해를 당

한다.

5) 그외의 순수신앙운동가들
제이롭 후터 (Jacob Hutter) 는 모라비아의 니콜스부르그에서 비폭력
공동사회를 조직하였다- 대부분 공인이나 농부들로 이루어진 약 l 만

5

천 명의 형제단원을 약 8 0개 지역에 200명 정도로 나누어 공동 집단을
이루었다
이들은 형제간의 사랑과 평등을 추구하였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억
압받는 자들에게 큰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자발적 공동생활인 후터 공동체들이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15 26년에 후터를 화형에 처한 후 후터
공동체를 강제 해산시켰다.

오늘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국법의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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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당시 국법은 이들을 용납

할수없었다. 그래서 국법 파괴자로모두처형당하게 된다.
한때 쪼벙글리의 친구였던 스위스 사람 루드비히 헤처 (Ludwig

Hetzer,

150 0- 1 529 ) 는 인문주의로 수련을 쌓고 독일신학 둥 신비 학문

에 심취한자였다.
이도 역시 취리히 재침례교에 연루되었다고 추방을 당한다. 그후 스
트라스부르크에서 탱크와 함께 구약의 예언서를 독일 말로 번역을 하였
다. 그것이 발각되자 152 9년 간통혐의로 처형을 시킨다 .

(2)

사회 운동성향의 재침례교 운동

이제부터는 재침례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던

사람들을살펴보자.

]) 토마스 윈쩌 (ThomasMünzer , 1490-1525)
윈쩌가 과연 재침례교도였는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그가 유

아세례 를 배격했기 때문에 포팔적인 의미에서 그도 재침례파였다고 한
다 그가 재침례교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장차 밝혀질 일이다.
@그의 초기 생애
윈쩌는 오스트리아 스톨부르크 (Stolburg) 에서 1 490년에 태어났다

그는 할레 대학 라이프찌히 대학，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등 여러 곳에
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남을 설득하기도 잘 했지만， 선천적으로 과격하
고 극단적인 것을 좋아히는 기질을 갖고 있었다.
@그의사역
그의

최초의

154 . 1 부종교개혁사

사역은 오스트리아 벤티츠에서

교구의

채플린

(chaplain) 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그 역시 루터처럼 카톨릭의 화체설을

반대했으므로 다시 루터교 교구 안에 있는 쓰피카우의 루터교 목사가
된다.
쪼피카우에서 루터교 목사로 목회 도중 순수한 교회를 표방하며 루터
교와 인연을 끊는다. 그리고 순수한 교회란 성령에 의한 혁명적 교회라
고 선포한다. 그리고 세상 전쟁의 종식을 위해 다윗 왕국을 건설해야 한

다고했다
그는 열광주의적 급진적 주장을 함으로 쪼피카우에서 추방을 당한다
그는 윌하우젠으로 도망을 간다

거기서 그는 칼의 복음 (Gospel of

Sword) 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칼의 복음이란 기독교가 이상적으로 실
천해야 될 목표를 사회정화라고 하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는 이에는 이
로， 칼에는 칼로라는 싸움을 통해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그
의 주장은결국가난한농민들에게 잘먹혀 들어갔다.
이 당시 유럽 전역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산발적인 농민 반란이 일어
나고 있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뭔쩌의 이같은 선동은 결국 시의회 를

장악하게 된다. 이 무렵 스위스재침례교도지타인 그레벨， 만츠등이

뭔쩌의 잘못을 책망하고 시정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뭔쩌는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칼의
복음을 외쳤다 그리고 지방에서 산발적인 농민들의 반란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렇 게 하여 그 유명한 농민전쟁은 l 익 2) 년 5월부터 1 )2 6년
까지 전 독일의 절 반 가량을 휩쓸게 된다 .

그후 윈쩌 는 국가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 사지가 찢기워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 사라졌다. 그 뒤부터 농민전쟁은 뭔쩌의 전쟁이라
는 불명예가따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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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대한평가
우선 독일 사람들이 내린 뭔쩌의 평가는 무엇인가， 독일 사람들은 뭔쩌

가 농민반란의 선동자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농민반란이 그 당시 유럽 각 국가의 전체적 흐름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 모든 농민 반란의 주모자가 일개 한 도시의 목사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하는데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뭔쩌가 재침례교도였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독일의 제후들

은 제 l 차 스페이에르 0526년) 의회에서 재침례교도에게 사형형을 내리
도록의결하였다.
그러나 뭔쩌가 과연 재침례교도였는가， 우리가 스위스나 독일의 순수
신앙 운동가들이나 화란에 있었던 재침례교도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순수한 재침례교도들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란 다른 재

침례교도들은 모든 궁극적인 권위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만 두었다. 그
런데 뭔쩌는 어떠했는가， 그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성경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있다. 모든 재침례교도들은 그들이 비록 억울하
게 추방을 당하고 극형에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저항으로 묵묵히
순교를 당했다. 그 어느 누구도 시 정부나 국가를 대항하여 싸운 이가
없었다

그런데 뭔쩌는 칼의 복음을 갖고 최전선에서 투쟁을 했다 이런 점에
서 큰 차이를 발견한다 그렇지만 역사는 지금까지 뭔쩌가 농민전쟁의
주모자요. 재침례교도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특히 윈쩌와 스위스 재침례교 지도자와의 연관성을 들어 그렇게 말하

고 있다 그렇지만 어젠지 석연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어쩌면 이 당
시 재침례교도들은 로마 카톨릭도 거부하고， 루터의 개혁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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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벙글라의 개혁도 거부하는 동 유럽사회에서 외로운 고아였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2) 윈스터 왕국(Kin썽omofM뻐ster)

@

윈스터의 개혁 시작

윈스터라는 곳은 네덜란드 국경에서 얼마 되지 않는 베스트팔리아 지
방의 도시이며， 한 교구의 이름이었다 윈스터는 독일령이었고， 이곳의
통치자는 로마 카톨릭의 주교였다 이 주교는 독일제국의 제후였으며，

그는 종교만 아니라 세속 제후의 권한을 갖고 자신의 주권국을 통치하
였다.
이 윈스터 부서에는 모든 정부의 주요 직책을 카톨릭 성직자들이 다
맡고 있었다. 이곳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에 따른 세금징수를 성직자들

이 다 하였 다. 따라서 이곳의 모든 땅은 성당에 소속된 부유한 참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 그래서 이 곳 시민 들은 성직자들의 통치 아래 시달
리며 살고있었다
시민들의 불만은 때때로 도시 반란의 형태로 분출되었다. 이러한 반

란은 l 'i 2S 년. l 'i 27년에 부유한 도시민이었던 베 르나드 크니퍼돌링에
의해 등장히였 다 그리고 I S2 éJ년에는 끔찍한 기근과 역병에 뒤따라 반
란이 일어났다
이 윈 스터 시에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늦게 불었다. 1'i 2 9년 도시 성곽

밖의 성 모르시 (St. Maurice) 교회 소속인 젊은 목사 베른하드 로트만
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초기에 루터 사상에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는 진리 를 설파했다. 뿐만 아니라 재침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가난한 대중을 위한 관심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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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되어 그도 재침례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설교를 못하도록 저지당
한다.
로트만은 유아세례를 반대함으로 카톨릭에서나 루터교 측에서 크게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로트만 자신이 공개적인 금욕생활과 자비
를 넘치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빈부를 막론하고 막대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용서해 주었으며， 사람

들은 로트만에게 많은 돈을 맡겨 구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로트만은 강
압적인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의 원시 기독교를 가능한
한 따르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신앙으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윈스터

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

벨키오르 호프만 (Melchior Hofrnann) 의 예언

호프만은 스와비안 출신의 모피공 Oeather dresser) 이었다. 그는 직
업상 유럽 동부 및 라인할트를 왕래하였다. 그러다가 루터의 설교에 매
력을 느끼고 루터교인이 되었다 .

\ ')2SJ년 경에는 다시 쓰벙글리파로 갔다 거기서 그는 다니옐 \ 2 장에

관한 종말론적 주해서를 저술하고 각종 광기 어린 예언을 남발하였다
그로 인해 쓰벙글리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

그후 그는 스타라스부르크에 피신을 하였다. 여기서 재침례교로 알려
진 카스파르 슈뱅크펠트 (Caspar

Schwenckfeldt. \4 ,) H-\ ')43 ) 에게 영

향을 받으며 더욱 극단적인 예언을 하게 된다 .
여기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스트라스부르크가 마지막 날

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그의 열정적 설교에 감동된 이
들은 새 예루살렘의 꿈을 안고 스트라스부르크로 몰려들었다 .
그리고 자기는 6 개월 동안 투옥될 것이며 , 그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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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가르쳤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이 달갑지 않은 자를 감옥에
가두고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다가 죽고 만다.

그런데 그의 예언을 믿던 사람들이 그의 투옥까지는 실현되었으나 6
개월 후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실망한다. 이때 호프만은 새
예루살렘은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윈스터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

이 당시 뭔스터는 한참 로트만의 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다 호프만이 새 예루살렘은 윈스터라고 하자 더 많
은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 윈스터 왕국의 주창자들
a. 얀 마티 스(Jan Matthys)
마티스는 폴란드 출신의 제과공이었다 그는 뭔쩌가 세우려던 다윗
왕국을 자기가 세우겠다고 하였다 . 그리고 앞으로 건설할 천년왕국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칼을 휘둘러서라도 천
년왕국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마티 스의 예언에다가 감동적 설교가인 로트만이 합세하였

다.

그리고

그 지방의

유지이며，

큰

직물상인

크닙퍼돌링크

(Krll ppe띠ollinck) 까지 가담함으로 이들 세력은 삽시간에 크게 확장되
었다. 그래서 1 .400명이 재침례 를 받기도 했다.

이때 라이멘의 존 (John of Leiden) 이 도착한다. 존은 유명한 네덜란
드의 사도 얀 복켈슨 (Jan Bockelson) 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존은 당시 25세의 젊은이로 미남이요 구변이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얀마티스에 의해 재침례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초신자로서 열성적
으로 전도한다 그는 초선자의 열심으로 1534년 2월 8일에 크닙퍼돌링
크와 윈스터 시가를 뛰어다니며 모든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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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종교적 히스테리에 감염된 수많은 남녀들이 소리를 지르고 땅

위에 구르는 광태 를 연출하였다.
바로 이런 여세로 그들은 시청과 시장을 장악하였다. 이때 놀란 중산
층의 루터란들이 도시를 많이 떠나갔다 그 대신 전국의 무산 대중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2월에는 완전히 재침례파로 구성된 시의회가 구성된다 얀 마티 스는

그곳에 남아 있던 카톨릭과 루터 란 신자들을 추운 겨울에 성 밖으로 추
방시킨다. 이곳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시장에서 대중이 보는 앞

에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만 하였다 .
얀 마티스는 독재자의 위치에 올라 공포정치를 시작하였다. 모든 현
금과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게 되었으며， 모든 주택들은 항시 개방되어

공동 소유가 되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서적들이 불태워지고 노동자
들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현물로서 임금을 받았다. 병사들에게는 공동
식당에서 식사가지급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성 밖으로 물러간 주교의 군대들이 계속 성을 포위하
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재 침 례교도들을 잡아 죽였다. 이때 얀 마티 스는
구약의 기드온처럼 소수 정예의 군인들을 뽑아 주교의 군대와 싸우러

갔다 . 이때 얀 마티 스는 물론이고 모든 군대가 주교군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이 얀마티스의 사후에 라이멘의 존이 후계자로계승한다

b

라이 벤의 존 (.John

of Leiden)

그는 네덜란드의 사도 얀 복켈슨 (Jan Bockelson) 으로 행세한다 폴
란드 지방의 한 시장과 농부출신 여자 사이에 서자로 태어난 존은 민중
선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광기에 찬 과대망상가였다. 그는 5월 초 도시
의 거리들을 나체로 질주하고 1 일간에 걸쳐 입신(1Ì"ance) 상태에 들기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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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은 권력을 장악한 뒤 시장 한복판에서 왕국을 통치하였다. 로트만
은 여기서 ‘배상’

‘복수의 선포’ 등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는 궁정 웅변

가로 임명되고 크닙퍼돌링크는 수상직을 맡았다.
존은 환상을 통해 일부 다처제를 수립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마티 ~t 남긴 미모의 젊은 미망인을 비롯하여 1 5 명의 여자를 거
느렸다. 존은 아내들 중하나를여왕으로 임명했다.

1 533년에 시작된 윈스터 왕국은 1 535년 l 월부터 반년간에 걸친 제국
군대와 싸움 끝에 드디어 6월 24일에 성이 무너지고 만다 . 반년 동안 포
위상태에서 성 안의 주민들은 벌레와 시체까지 파먹는 지경에 이르렀

다
존은 사로잡힌 채 서커스의 곰처럼 끌려다니며 구경거리가 된 후

1 536년 l 월에 크닙퍼 돌링 크와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때의 사형
법은 쇠 를 빨강게 달구어 지져서 죽였다. 이 들의 시체는 새장에 넣어 윈
스터의 람베르트교회 탑위에다매달아놓았다.

윈스터의 생존한 주민들은 카톨릭에 합류하고 만다. 이 로써 윈 스터

왕국의 수치스런 이 름은 독일 사회에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불쾌한
역사로전해져 옹다.

@ 윈스터 왕국에 대한 뒷 이야기
윈스터 왕국이 일부다처제를 실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 대
한 불쾌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결과까지 가

게 되었는가 하는 상황 인식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모든 기록은 윈 스터 왕국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거기서 피

해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나 제국의 군대가 고문으로 인해 억지로 진술을

받은 고백서 들을 중심해서 역사로 전해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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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다른
자료는 윈 스터 왕
국이 포위 를 당해
서 멸망당하기 몇

주일 전에 재침례
자들의 생활을 기
표위공격을 당히는 윈스터 의 새세례피 카톨릭피 루터피의 연힘군이 기성교회

록한 문서 가 발견

에 대한 재 세 례 피의 위힘을 없애버리고지 했디 최후의 습격 후에 빙어자들은

학실딩했고 지도지들은 잔혹한 고문으로 죽었다

되었다

그것은

「윈스터의 평 기독인의 신앙과 삶의 고백 」 이라는 문헌이었다.

이 자료는

rDie Ge schichtsquellen des Bisthums MunsterJ 라는 책

2권 pp. 445 에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자기네들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답변 형식의

내용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1 534년 7월 어느 날 얀 복켈슨이 로트만을
통해 1 2 명의 장로들을 모이게 했다. 그곳에서 그는 일부다처제 실 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했다. 얀 복켈슨은 윈스터 성내 구성원이 남녀간

에 큰불균형을이루고있음을지적했다
윈스터 시는 전국에서 신앙의 도피처로 그곳을 찾아올 때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과 남편을 두고 옹 부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남자
한 사람에 여자 세 사람 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기 위해 구약처럼 일부다처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관해 로트
만과 다른 설교자들은 즉각 반대하였고， 이 문제로 8 일간을 계속 토론
하였다.

결국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가 선포되었다. 성민
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 다 그런데 놀 라운 것은 이렇게 일부다처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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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된 후에도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순수했고， 도덕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얀 복켈슨이었다. 그는 15 명의 아내 를 거느리고 있었

다.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복켈슨이 제일 좋아한 디바라라는

여인은 얀 마티스의 젊은 미망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윈스터 지도
자들의 딸로 그의 부모들이 성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거나 가까운 친
척들이었다. 이들은 복켈슨의 그늘 아래 생활했으므로 모두 아내라고
하였다

하여간 윈스터 왕국은 3년여 동안 영웅적으로 잘 지속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몇 달을 참지 못하고 일부다처제라는 것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재침례파라고 하면 농민전쟁을 일으킨 윈쩌와

일부다처제로 윈스터 왕국을 건설하려다 망한 언짧은 역사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하게 되었다

3. 화관의 재침례교 운동
윈스터에서 처참한 최후 사건을 치르고도 재침례교도의 운동은 고개

를 숙일 줄 몰랐다. 화란에서는 메노 시몬스 (Menno Simons) 에 의해
흐트러진 재침례교 운동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메노 시몬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근대의 모든 침례파 교회가 존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

도로 화란에서 침례파 운동은 활발하였다. 이제 화란으로 눈길을 돌려
보자

川 메노 시몬스 (Menno Simons. 1496-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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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의 생애와개종
메노 시몬스는 네덜란드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제교육을 받았

다. 라틴말을 훌륭히 구사했으며， 희랍말도 배웠다 . 그리고 1 524년에는

카톨릭 사제로 임직되었다. 그가 임직을 받은 지 l 년 후 미사의 효력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이때부터 루터의 작품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서 프리즈란드 (West Friesland) 에서 한 침례파
성도가 경건하고 장엄하게 순교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메노 시몬스는 자기의 경우 죽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까에 대한 깊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경을 좀더 원어에 접근

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메노 시몬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기가 카톨릭의 사제로 있었지만

유아세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가 한때 관심을 가져보려 했던 루터파에 대한 기대도， 쪼벙글리

나 칼빈의 이론에도 모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 로 침례는 오직 믿는 자의 성인 침례만이 성서적 권위를 갖는다
는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윈스터 왕국에서 보여준 것 같은 열광적인 재침례파들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윈쩌처럼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적
행동도 반대했다. 그래서 그는 행동의 결단을 못 내리고 그냥 사제로 머
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사제의 직분을 갖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자신이 온갖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적 삶을 살았던 재침례

파에 비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던 그가 1536년 l 월 30일 공개적으로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직을
철 회한다고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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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카톨릭에서 떠나는 표시로 옵베 필립스 (Obbe Pillips) 에게 다시

침례를받았다.
펼립스는 호프만의 영향으로 재침례교도가 된 사람이었다 메노 시몬

스는 얀 마티스에 의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오

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성서연구를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자기가 과거의 인연을 끊음으로 해서 많은 핍박이

따를 것도 깊 이 각오하고 있었다.

2) 메노시몬스의

사역

1 536 년부터 시몬스는 화란 재침례교 연맹(Dutch

Anabaptist

Fellowship) 에 가입하였다. 그는 4가지 성격의 목회지 침 을 마련하였 다.

@ 개교회자치교회
메노 시몬스가 개혁교회들을 관찰해 볼 때 그들은 모두가 국가에 연
관을 갖고 있었다. 루터교회는 루터파 제후들과 연대해서 개혁을 하고

있었고 쪼벙글리나 칼빈 역시 시의회라는 정치세력과 연대해서 모든 일

을진행하고있었다.
이런 모습들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 본
래의 교회 모습을 성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개교회 중심의 목회를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개교회 조직만이 성경적이고 .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

자발적인교회

메노 시몬스는 국가 교회가 강요하기 때문에 따른다든가， 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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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으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 행위를 갖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

것은 순수한 신앙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를 영접하여 중생한 사람이 성령에 인도되어 자발적인 평화와 봉사 생
활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

@

분리주의 삶

메노 시몬스는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 모든

곳에서 성별된 삶을 나타내 보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맹세하는 것 ， 병
역 의무， 세속 정부의 참여 둥을 거절했다

G)

성경연구 중심의 목회활동

메노 시몬스는 자기 자신이 성경연구를 깊이 했음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경 연구를 생활화 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사역은 재침례교라 하지 않고 사람들은 메노가
이끄는 무리라는 뜻으로 메노나이트 (Mennonite) 라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신조는 기본 교리서(Book

of Fundamentals) 에 잘 요약되어 있

다. 이 교리서는 후에 1 5 39년 에 출판되었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독일을 왕래하며

핍박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독일로 가면 카톨릭과 루터교의 위험을 당
해야 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재침례교도는 체포하여 사형시키도록
의회에서 국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란 역시 독일의 법이 적

용됨으로 어디를 가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시몬스는 마침내 덴마크의 홀스타인(Holstein) 지방의 한 귀족의 영
토 안에서 안주하게 된다. 그 영토의 주인인 덴마크 귀족은 재침례교도
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죽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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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었다. 그래서 메노 시몬스를 보호하였다. 메노 시몬스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는 계속해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왕래하며 선교

활동을하였다.

3) 메노시몬스의

공헌

그가 죽을 무렵 그는 광범위한 저술들을 남겨 놓았다 그리고 그는 뛰

어난 재침례교 지도자로서 여러 면에서 공헌한 바가 많다.

@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에 재침례교 신앙을 뿌리 내라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침례교를 확산시켰다.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으로 화란에 피신해 지내던 사람들이 훗날 영국 침례교의 조상이
된다.

@ 메노나이트를 세계로 수출하였다
핍박을 받아도 무력으로 저항하기를 거부하는 메노파는 스위스로 남
부 러시아로 흩어졌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던 미국 펜
실베니아로 건너갔고， 남아메리카까지 정착하였다. 그래서 메노나이트

는 2 0여 개의 상이한 분파가 있으나 지금 세계적으로 100여만 이상의
신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 메노나이트는 좋은 사회봉사로 인식을 남겼다.
메노파는 어디를 가도 근면하고 절약의 모범을 보이면서 특히 많은

사회봉사를통해 많은이들의 찬사와존경을받게 되었다.

@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현대적 원칙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공헌

을하였다루터교회나 개혁교회는 국가 정치가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 교파를 형

성하였다. 그렇지만 메노나이트들은 결코 국가와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

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종교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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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을 이룩하였다.
루터파는 개인의 신앙이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다. 자
기가 살고 있는 영주의 신앙을 따라 자기 신앙도 동화되어야 했다. 개혁

교회는 시의회라는 정부가 정한 종교를 시민들은 무조건 따라야만 했
다 그렇지만 메노나이트들은 국가가 추방하고 극형에 처한다 해도 자
기 개인의 신앙은 자기 개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신앙의 자유를 순교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개인종교의 자유의 원칙은 그후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와 프
랑스 혁명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민주주
의 나라에서 국가의 제재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만이 넘는 순교7-1들이 피를 흘리며 죽
어간희생의 결과인 것이다.

@ 메노파들은 세족식 (Footwashing) 이라는 관습을 남겼다.
이제까지 스위스， 독일， 화란의 재침례교 운동을 살펴보았다 다음으
로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개혁교회들과 재침례교가 어떻게 같고. 어
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이 서로 비슷한가를 비교해 보겠다.

4. 개혁신학과 재침례교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川유사점

1) 성경을최종권위로인정

2)

삼위일체 신앙

3) 믿음으로의롭게 됨
4) 만인 제사장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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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생활의

재건(독신주의를 배격하는 점)

6) 교황의 무오성 거부
기 성경 해석의 자율성 보장

8)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우주적 유일교회라는 주장 반대
9) 연옥설 거부

10) 정 부의 권위 를 인정 (카톨릭은 자기들이 지배해야 된다고 함)

(2)

차이점

1) 주의 만찬에 대한견해의 차
루터교-동체설
쪼벙글리-상정설

칼빈-현현설

재 침 례교- 기념설

2) 세례(침례)에

대한 견해의 차

루터교 - 세례로중생

쪼벙글리와 칼빈 - 세례는 중생됨의 상정
재침례교

침례는 그리 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고

백적 선언(롬 6 : 1--6)

3) 세례 ，

또는 침례식의 형태

카톨릭 ， 루터교 ， 개혁교회 - 세례， 즉 살수 (Sprinkling)

재침례교-침례 ， 즉 침수 Gmmersion)

4)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루터교-국교
쓰벙글리 , 칼빈-국가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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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침례교-국가와분리

5)

교회 행정

루터교-감독정치
쓰벙글리， 칼빈-위임 정치
재침례교-회중정치

6) 교회 회원의 기준
개혁교회들-세례받은자

재침례교

중생한자

7) 교회생활
개혁교회들-열심있는 출석
재침례교-그리스도와개인적인 체험

H) 봉사생활
개혁교회들-의무사항
재침례교 - 자발적인 순종과헌신
이렇게 볼 때 재침례교도들은 다같은 개혁 교도들이 아니었다 개혁

파(칼빈과 쪼벙글리)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재개혁한다는 뜻에서 개
혁교리를강조하며， 개혁파라고부른다
그러나 재침례파는 루터파， 개혁파 이상의 개혁을 하여 성경적 신약

교회 로 돌아갈 때까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침례교도의 이상과 정신을 이어받은 침례교회 들은
자기들이 개혁교파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임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것
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 하고 있다.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해서 왜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들도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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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나 개혁교회 들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가 믿는 바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가르
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고초를 다 당했다.
그들은 그렇 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전혀 의심이 없었다. 그 까닭은 그

렇 게 사는 것 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들도 과거 지나간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식과

자세 를 깊이 점검해 볼 필 요가 있다. 오늘 우리 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
가는가， 지 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쪽 해야 될 일 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간다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과거

여러 선배 들을평가하는것처럼 우리 를 평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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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8 쟁

렐민의--------깨혁

오늘날 개신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은 의심할 여지없이 칼빈이라

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학을 잘 다듬
고 정리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사람이다.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났다 칼빈이 갓 태어났을 때 루터

는 이미 수도원에서 4년 동안 번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루터가 9S 개
신조문을 발표했을 때 칼빈은 여닮 살이었다. 이렇게 뒤늦게 태어난 칼
빈은 이미 앞서 이룩해놓은 여러 선배들의 사상과 체험들을 충분하게
다듬을수있었다
칼빈은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천부적 기질로서 과거 교부들의 신학과
개혁자들의 신학，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용해해서 종합적인 신학을 만
들어 놓았다. 칼빈은 루터적인 것과 쪼벙글리적인 것이 서로 차이가 있
을 때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비단 개혁챈 것만。1 아니라 다른 지 Dl들(스트라스부르크
의 부처같은 사람이나 파렐같은 이)에게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채

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신학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까닭으로 그의 신학은 개신교 모두에게 다 적합하였다.
그리고 칼빈신학의 독창적인 면도 있다 예컨대 루터는 칭의의 깊은
교리(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루터는 너
무나도 오랜 번민과 고통을 통하여 발견한 진리였기 때문에 항상 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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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그의 신학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칼빈은 칭의의 교리를 수
용하고 난 뒤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칼빈은 성화론(깐le

Doctrine of Sanctification} 을 발전시켰다. 물론

칼빈에게서 종말론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
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루터는 막연하고 원리

적인 것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칼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이

문제를다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루터도 필요했고， 칼빈도 필요했다. 칼빈이 다
루지 않았던 영화의 교리 (The

Doctrine of Glorification) 는

후대에 다

른 이가 완성해야 될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

분명히 칼빈은 위대한 학자였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누리고 있는 많
은 신학적 깨우침은 그가 55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면서까지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연구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칼빈의 인간적 약점과 실수도 알고 있다. 그도 역시 공로 못지

않게 실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의 공로
가더 돋보이는것이다

1.칼빈의초기생애
(1) 유년시절
칼빈은 1 5 09년 7월 10 일에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난 곳은 프랑스 파
리의 북동부 피카르디 (Pcardy) 지방의 노용 (Noyon) 이었다. 그의 아버
지는 제랄드 코뱅 (Gerald Cauvin) 이었고 어머니는 잔느 라 프랑스

(Jeanne la France) 였다
칼빈 (Calvin) 이라는 성은 그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라틴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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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us였고， 영어로 Cal띠n이라고 한다. 그의 불어 본명은 장 코뱅

(Jean Cauvin) 이 었다.
칼빈은 4남2녀의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랄드는

자기 이들을귀족처럼 자라게 해주고싶었다. 제랄드는그의 조상들이 오이
제 강의 뱃사공으로 비천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칼빈의 아버지 제랄드는 직업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당시 노용 성당
참사회의 공증인 직을 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 상위권에 속하는
안정된집안이었다.

칼빈이 태어난 곳은 성당의 그림자가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
랄드는 자기 아들이 예의범절이 바른 프랑스 귀족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칼빈은 어려서 드 몽트모르(De Montmor) 라는 귀족의
집에 기거하도록 하면서 그 집에서 항상 격식있고 세련된 프랑스 신사
로서의 체모를 갖추도록 배려하였다. 칼빈의 부친은 일찍부터 자녀교육

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하였다.

(2) 칼빈의교육
칼빈의 아버지 제랄드는 자신이 성당 참사회 공증인 직에 있었기 때
문에 성당의 재정에 관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그래서 칼빈

이 겨우 11 살 되던 해에 성당에 부속된 ‘라 제시느 (La Gesine)’ 제단의
사제직 (Chaplaincy) 에 임명케 했다. 물론 안수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제를 표시하는 삭발식 (tonsure) 은 거행하였다.

제랄드가 이렇게 한 것은 성당에서 나오는 성직록의 재산이 사제에게
분배됨으로 여유있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당시의 관습대로 그
의 부친은 성직록에서 나오는 봉록 일부를 아들 대신 미사를 집전할 대
리인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는 칼빈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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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빈은 1 523년 14살때 드몽트모르가문의 세 아들과함께 파
리로 유학을 가게 된다 파리에서 19살 때까지 교육을 받는다. 칼빈은

이곳에서 자기 삼촌과 함께 살면서 ‘콜레지 라 마르세 (College

de la

Marche)’ 대학에 다녔다. 당시 라틴어의 최고 권위자이던 마투린 코르
디에 (Mathurin Cordier) 에게서 라틴어를 배운다，

칼빈은 그후 보다 학술적이며， 종교적인 학교인 콜레지 드 몽테이유

(College de Montaigu) 대학으로 전학하여 15 27년까지 수학을 한다 .
이때 교제한 친구들은 드 몽트모르의 삼형제와 프랑스 국왕의 주치의의
아들인 미셀과 니콜라스 좁 (Michel

and Nicholas

cop) 과 그들의 사촌

형제 피에르 로버트(Pierre Robert) 등이었다.

이들 학생 시절의 친구들이 평생동안 칼빈을 돕는다. 칼빈은 1 527년
에 고향 성당의 참사회에서 그의 학문의 진보를 이룩한 업적으로 포상

을 받는다. 그것이 세인트 마아틴 드 마르트빌 (St.

Martin de

Marteville) 의 사제보로 임명 받은 것이다.
칼빈은 이 자리를 2 년 후 노용에 가까운 풍 레벡크 (Pont

1’ eveque) 의

사제보 자리로 바꾸었다 그는 아직 사제로 안수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무렵 (1528년) 드 몽테
이유대학을떠난다.

15 28년 3월 칼빈은부친의 권유에 따라오를레앙의 유명한법과대학
으로 전학을 한다. 칼빈의 아버지 제랄드 코뱅은 심적 변화를 일으켜 아
들에게 법과대학으로 전학을 하라고 권유한 듯 하다. 그는 자기가 일하

고 있던 노용의 교직자와 말다툼을 하여 두 개의 유언집행 사건에 있어
서 자기 주장을 쩍지\않고 끝까지 ，고집하였다 그것이 결국 그가

1531

년에 파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사건이 되었다.
제랄드는 이와 같은 성당과의 불협화음으로 아들에게 장차 교회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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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희망이 상실됨을 알았다. 그래서 세
속적 출세를 위해 그는 아들 칼빈에게 법률계에 투신하도록 하였던 것

이다 칼빈은 부친의 권유에 따라 오를레앙으로 가서 l 년간 법률공부를
한다 이 무렵 칼빈은 고전문학에 대한 인문주의 연구에 심취한다.

1) 2 Y년 가을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법률학자 안드레아 알치아티

(Andrea AlciatD 에게서 교회법을 배우기 위해 ‘부르쥬(Bourgus)’ 대
학으로 옮긴다. 여기서 칼빈의 후계자인 테오도레 베제(깐leodore

de

Beze) 를만난다.
15 3 1 년에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혼자서 자신의 길을개척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에 법률공부하던 것을 이제는 자기 소원
대로 저 술가가 되는 길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파리의 콜레지

포르테 (College Fortet) 로 옮긴다 여기서 인문주의자 교수들의 강의 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때 칼빈은 희랍어와 히브리어 를 배운다.
1 )32년 4월 에 칼빈은 갓 23세의 나이로 자비 를 들어서 최초의 저서
를 출판하였다 . 그것은 세네카의 (Seneca) r데 클레벤티아J (D e

Clenmentia) (관용에 관하여)를 학문적으로 주석한 것이었다. 이 책은
상당히 현학적 내용의 책으로칼빈의 박학한지식을그대로드러냈다

이 책에서 칼빈은 그 당시에 가능했던 모든 고전적 문헌을 총망라해
서 자세하고 폭넓게 설명하였다 . 그리고 S5 명의 라틴 저자들을 적절하

게 인용하기도 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그 당시 프랑스 공공 재판소에
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형 집행의 부조리들을 과감하게 공격하였다. 그
리고 참된 관용으로 프랑스 왕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계몽조의

내용을담았다 .
세네카에 관한저서를출판한후다시 오를레앙지방에 l 년정도머물

다가 1 )33 년 10월에 다시 파리로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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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칼빈의 개종

칼빈의 개종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 자신이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터와는 달리 칼
빈은 자기 지신의 영적 갈등에 관해 거의 글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상황적 증거로 판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측
할따름이다 1 513 년 10월에 파리로돌아온칼빈은파리 시내 소규모의

개신교도 무리들의 모임에 가담한다. 그때 칼빈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복음주의 설교를 듣게 된다 그 모임은 비밀리에 모이는 집회였다， 이때

무리들은 칼빈에게 성경을 해석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였다.
1 534년 칼빈은 고향 노용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마
련해 주었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을 포기하였다. 당시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그의 전체 수입원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결단을내린다 .
칼빈에게는 니콜라스 콩 (Nicholas Cop) 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성 파르보 (St.

Barbe) 대학의 교수이며 , 학장이었다. 학장은 재직 기간

중 매 년마다 대학에 보내는 메시지 를 발표해야 했다. 콩은 친구인 칼빈
에게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

칼빈은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기독교 철학 (Chlistian

5 : 3) 라는 주제의

Philosophy) ’ 을 전개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복음주의적 진리를 대변한 것이었다.
‘마음이 비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 공적이나
행위를 중히 여기면 마음에 자만이 생겨서 구원받을 수 없다’ 는 요지였

다 칼빈은 이 메시지를 자신의 것과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접목
시킨 것이었다.

이 연설문 발표 후 연설문의 저자를 국회 앞에 이단으로 고소하라는

왕실의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이 연설문의 저작자가 칼빈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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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면서 칼빈은 파리를 떠나 이리 저리 피신을 해야 했다. 칼빈은 고

향으로 내려 갔다 거기서 종교적 평화를 교란시킨 자라는 죄목으로 얼

마동안 투옥되었다.
칼빈은 석방되자마자 미사를 반박하는 글을 쓴다. 이 미사 반박문의

여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1 534년 10월 18 일 과격파 프로테스탄트
들은 플래카드 사건(만1e Affair

of the Placards) 으로 폭발한다. 그들

은 교황 군주제 아래 실시되는 미사의 잘못된 사용에 관한 조문’ 으로
시작되는 벽보들을 파리 및 다른 도시에 붙이게 하였다. 이에 분개한 프
랑스 왕 프랜시스 l 세는 수백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투옥하고 이중

35

명의 개신교도들을 처형시켰다. 그리고 프랑스 내 모든 이단들을 섬멸
하겠다는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때 칼빈의 친형제 하나가 처형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칼빈의 개종은 15 33년에서 1 534년
사이로추측이 된다.

2. 칼빈의사역
(1) 제네바이전
칼빈은 프랑스에서 전개되는 개신교에 대한 핍박을 보며 프랑스를 떠
돌아 다니다가 1~ 전 년 바젤로 도피한다- 바젤에 머물면서 「기독교 강

요J (l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의 저술을 서둘렀다.
이때 칼빈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말할 때， 자기 동생의 처형

당함이 크게 직용했다고 했다 칼빈에게는 형과 두 남동생， 그리고 여동
생 둘이 있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값진 내 통생의 죽
음의 의미 를 의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옹호하며 또한 똑같은 위험이 수

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 있으므로 이 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위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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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라고하였다
칼빈은 이 책을 국왕 프란시스 l 세에게 헌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왕
이 개신교도들을 잘못 이해하고， 추방하고， 처형시킨 사실이 개신교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왕이 계속 의로

운 무리들을 박해할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
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칼빈은 겨우 26세의 젊은 나이로 「기독교 강요」
라는 책을 썼다. 칼빈은 여기서 간결한 문장으로 개신교의 신앙 내용을

밝히려고 했다. 그의 의도는 개신교의 신앙과 중세 교회의 가르침 사이
를 과감하게 비교해서 설명하였다.

칼빈은 서방 기독교 전체가 다같이 숭상하는 신앙고백， 즉 사도신경

(Apostle' s Creed) 을 표준으로 삼고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더

참된 정통주의 (Catholics) 임을 증명하려고 했다.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
칼빈은 이 책을 J5 36년 바젤에서 초판을 발행한다. 초판은 전체가

J40페이지의 6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작은 크기로서 그 당시 흔히
사용되던포켓용정도였다 그내용은이러했다.

제 l 장융법(1 0계명의 해설) , 제 2 장진앙(사도신경 해설) , 제 3 장-기
도(주기도문 강해) , 제 4장-성례(세례와 성만찬) , 제 익장-잘못된 성례 들
(견신례， 고해， 도유， 서품， 결혼) , 제 6장-기독교인의 자유， 교권， 시민
으로서의자유.

이 책은 기독교 신자들의 선앙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새로 입교한 교
인들을 교훈하기 위한 교재의 역할을 하였다. 칼빈은 이 책을 일생 동안

여섯 번에 걸쳐 보완하고 개정하여 완성시킨다. 즉， 처 음 6장으로 된 책
이 마지막에는 4권 H O 장으로 이루어진다. 칼빈은 결국 「기독교 강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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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동안쓴셈이다
칼빈은 이 책을 쓴 후 자기 동생 안톤과 여동생 마리를 데리고 스트라
스부르크로 피신해 가던 도중 제네바에 들른다. 여기서 파렐에게 붙잡
혀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

(2)

칼빈의 첫 제네바 사역 ( 1535-1538)

칼빈은 「기독교 강요」 원고를 1 535년 8월에 마무리 를 하였다. 그런데
인쇄는 1 536년 3월에 완성하였다. 그 뒤 이탈리아를 잠시 방문한다 그
리고는 자기의 꿈인 학문 연구의 삶을 위해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던 길이 국부적인 전쟁으로

인해 지름길 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제네바를 통해 가기로 하고 하룻밤
을 제 네바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런 데 그 밤에 제네바 개혁자 파렐이 찾

아와서 칼빈을 강제적으로 제네바 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사역하게 된 제네바라는 곳과 파렐이라는 인 물
을살펴볼 필요가있다

1) 제네바 (Geneva)
이 도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간의 서부 스위스 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 네바는 레망(Leman) 호숫가에 자리 를 잡고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신성 로마제국과 프랑스 왕국의 통치 아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스위
스 연방국의 국경 도시였다

칼빈 당시 스위 스는 13 개의 캔톤이라는 자치주가 있었다. 제네바는
그 13 개의 캔 톤중에 들지 못하는소도시였 다. 그러나베 른 캔톤과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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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으므로베른의 영향을많이 받게 되었다.

이 도시는 오래 전부터 도시의 현장이 있었다. 1387년 선포된 도시
헌장은 도시 성 안에 3개의 서로 다른 권위를 인정하였다. 하나는 도시
의 군주 혹은 제후로서 주교가 있고， 두번째는 성의 소유자로서 백작이
있고 .ol지막으로 자유 도시민이 있었다.
이 세 부류의 서로 다른 권위들은 복잡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다. 대체적으로 성의 소유주인 백작 가문은 백작직 을 세습적으로 소유
하였다

사보이 가문의 백작은 백작이라고도 하고， 비돔네라고 불리면서 도시
의 총독으로가장높은사법관이었다.

시민들은 민주적으로 조직되었다. 시민들은 l 년에 l 회씩 공인된 시민
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통치자와 대표자가

될 만한 4사람의 특별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들 특별 평의원들은 주
교와 비돔네에게 도시의 권익과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직권 서약을 한

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 행정을 총 책임지고 실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세 부류의 분산적인 권위 당국자들은 삼각관계에서 갈등
을 자주 빚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들과 주교가 연합해서 사보이 가

문의 총독을 반대하는 편이었다 이같은 전통이 1444년까지 이어져 왔
다. 그런데 1444년 부터는 새로운 양상이 벌어진다.

그것은 사보이의 백작 아마데우스 8세 (Amadeus VIID 가 교황에 선출
되었으나 그는 은자가 되기 위해서 교황직을 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교

황직을 사용해서 제네바의 주교직을 소유한다. 이렇게 하여 제네바의
주교직은사보이 가문의 일원이 차지하게 된다.
이 로써 제네바의 권위 체제는셋에서 둘로 압축된다 이렇게 되자사

보이 가문에서 총독직은 총독직대로 계승했고， 주교직 역시 세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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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승하였다 그러자 시민들의 권한이 점차로 무시되어 갔고 오랫동안
박해 를 받아야만했다

이러한 박해 중에 제네바 시민들은 가까이 있는 스위스의 자치주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자치주 중에서 인접한 프라이부르크와 베 른과 제
휴할 것을 요청한다 . 그 결과 프라이부르크와는 1 ) 1 9년에 ， 베 른과는
1 526년에 동맹을 체결한다
이 들 두 개의 자치주들은 사보이 가문의 독재 를 견제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보이 부대 를 소멸시킨다. 그리고 연합군은 주교가 제네바의
군주직 은 계속하되 총독의 권한은 크게 축소시켜 도시민의 특권을 존중

한다는 것으로 협상한다( 1 530년 1 0월)
이날부터 제네바는 다른 자치주들의 모델을 따라서 조직된 2 00명의
의회， 혹은 시민 총회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여기 2 00명 의회는 제네바
도시 전체의 중대사는 반드시 이 시 의회 를 통과해야만 하였다.
예컨대 종교개혁을 채택할 것이냐 ， 말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가 면죄
부 판매 를 허용할 것 이냐안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이 시 의회 관장권
한이었다

다음으로 션 인으로 구성된 소 위원회 (Little

CounciJ) 7}

있어서 일부

행정 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4인의 평의원 (Syndics) 과 시 재
정관 (City tl'eaSUrel‘)을 선출하였다.
이 같은 제네바에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옹 사람이 있었다- 그는 파렐로
1 532년 가을에 제네바시의 가정집에서 개혁에 관한설교를하였다 시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와 그 친구들을 즉각 시외로 추방하였다，

2) 파렐(William Fa l'eJ)
파렐은 프랑스사람이었다 그는파리 왕실대학에서 공부를한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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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으로 설교자가 된다
파렐은 베른 의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인식되었다. 파렐은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범위한 설교여행을 한다 그런데 로잔에 있는 카톨
릭 주교는 파렐의 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추방하려 했다. 그러나

베 른의 주민들은 주교를 쫓아내고 베 른이 개신교로 바뀌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파렐은서부스위스의 프랑스어 사용권지역에서 개신교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파렐이 1 532년 가을에 제네바 시에서 설교를 했다가 추방당한 일
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제네바에 대한 선교열을 식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수제자인 프로망(Antoine Froment) 을 제네바로 보냈다

( 1'i 32 년).
프로망은 제네바에 가서 프랑스어 교사로 둔갑하였다. 그는 광고(현
수막)를 통해 프랑스어를 읽고 쓰기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든지

오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

면 수업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업 내용에 복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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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르침을뒤섞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종자들을 이끌어 냈다. 이들 가운데는 영향력 있는
시민의 부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복음주의자들의 숫자는 매일
같이 증가하였다. 이 무렵 제네바 의회는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

제네바의 최고 군주는 제후요， 주교가 최고 통치자였다. 그러나 제네바
시의 범법자 처벌 행정은 2 00인 회와 특별 평의원의 관장 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는 명목뿐이었다. 주교는 물론 카톨릭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점차 복음주의자가 늘어나고 있
었다.

1 534년 1 2월 에 베른의회는 파렐을 제네바 의회로 파송해 공개토론회
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제네바 주교는 베른의회의 결정을 거부하

였다. 뿐만 아니라 주교는 제네바 전 시민에게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으
며， 모든성경은독일어든프랑스어든압수해서 소각하라고명령하였다.

이같은 베른과 제네바와의 갈등은 더욱 확대되기만 했다. 드디어
1 535년 6월 에 파렐과 비레(Vìret) 는 장기간에 계속된 교리논쟁을 하였
다. 여기서 파렐은 무능한 카톨릭 측의 대변자들을 물리친다. 그 해 8월
에 파렐의 설교를들은제네바시민들은중앙성당을점유한다

그리고 교회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을 부수고 성자들의 조각들
을 우물 속에 빠트려 버렸다. 이때부터 카톨릭 성직자들이 제네바를 떠
나게된다.

1\~6년 l 월 개신교인 베 른에서는사보이 가문을 완전 격퇴시키고 이

도시를 독립시킨다. 그리고 1 536년 5월 2 1 일 스위스의 직접 민주정치
에 따라 각 가족들의 남자 가장들이 대 성당에 모여 총회를 소집한다，

여기서 제네바는 복음주의 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이것이 쓰벙글리가

취리히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국가와 교회 형태의 제도이다.

184 .1 부종교개혁사

개신교는 제네바 시가 수백년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결과
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개혁파 신앙이 확립되었다. 그
렇지만 제네바에는 너무도 산적된 문제가 많았다. 그것은 전 시민에게
깔려 있는 부도덕성이었다 과거 수백년 동안 방탕한 주교들의 독소와

난폭하고 부도덕한 성직자들의 파행은 도시의 도덕성을 무너뜨려 놓고
말았다.
새로 수립된 제네바 개혁을 위해 파렐은 온 정열을 다 쏟았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조직하였다 . 그래서 도시 주민들의 도덕적인 생
활에 불을 붙여주려고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역량
은한계가있었다.
그는 눈앞에 전개되는 미래에 집착하는 탁월한 지도자였으나 자제력

이 부족했다. 그는 유식한 신학자였으나 이론 전개에 있어서 세심한 주
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계속 오해를 남겼다.

그는 조금도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개척자의 생활을 하기 위
해서는 아내와 자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69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앙을 위해 남편과 재산을 잃고서 겨우 목숨만 연명
해 가는 가난한 과부를 만났다 그는 이 과부의 딸과 결혼함으로 불쌍한

모녀에게 가정과 보호를 베풀어 주었다.

그는 자기 생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로 돌아가
서 개척자의 삶을 마무리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는 제네바

에 대한 개혁작업이 너무 힘에 넘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런 순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도착해서 하룻밤을 묶고
간다는소식을접하게 되었다 이때 파렐은칼빈을만나게 된다

칼빈은 1 53 6년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 출판을 마치고 스트라스
부르크로 가기 위해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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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 하룻밤이 칼빈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만다 이때 파

렐은 칼빈에게 제네바에 남아서 자기와 함께 개혁작업을 해 주기를 호
소하였다.
그렇지만 칼빈은 자기가 학문 연구에 몰두하기 위한 계획을 이유로

거듭 사양했다. 파렐은 자기의 간청이 칼빈을 움직이는 데 별 효과가 없
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칼빈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학문 연구가 하

나의 구실에 불과함을 선언하오. 당신이 만일 주의 사업이 이처럼 급박
하게 요구되는 때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당신

을 저주할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당신 자

신을 추구하기 때문이오

이와 같은 엄포에 칼빈은 많은 두려움과 공포

를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파렐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제네바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3)

칼빈의 제네바사역

@성경교사칼빈

칼빈 이 제네바에서 사역을시작한 1')36년은그의 나이 27세였다 . 그
리고 파렐은 칼빈보다 20년 연상이었다. 칼빈을 제네바 시 의회 지도자

들에게 소개하였으나지도자들은별로달갑지 않게 여기는듯했다.
칼빈의 인상은 거만스러우면서도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털을 가진

연약한 청년 사상가 정도로 인식되었다
파렐은 칼빈이 목회자직을 갖기 원했으나 그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
로 활동했다. 칼빈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바울서신들을 매일 가르쳤다.

칼빈은 제네바 시의 주민들에게 쉽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1 86.1 부 종교개학사

이 무렵 칼빈에게 커다란 도전

과 함께 그의 능력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것은
1 53 6년 10월 로잔느에서 가진

카톨릭 측과의 논쟁 사건이었다.

베 른 자치 주에서는 10월 첫째
주간 동안 공개토론회 를 개최하

였다 . 여기에는 33 7 명의 사제，
13개 수도원의 관계자들， 또

25

명의 수도원장 .2명의 성당 참사
회원들을 초청하였다. 여기서 파
칼빈

렐과

비레가 제시하는 1 0개의

복음주의 논제 를 마음껏 논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초청한 337명의 사제들중 1 74명만모습을나타내고그가운

데서 4명만이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한 사람만이 개신교와 논쟁에
맞서게 되었다.
이때 개신교측의 연사는 파렐과 비레였다 칼빈은 단지 참석자로서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토론회는 로잔느 인근 주변 마을로부터 몰려온
수많은 주민들로 거대한 성당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는 월요일부터 목
요일까지 진행되었다.

목요일이었다 카톨릭의 한 사제가 세심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은 옛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개신교는 교부들
을 경멸하고 등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신교는 자기들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말로 공격을 하였다
이때 칼빈이 일어섰다. 칼빈은 교부들의 글을 조금도 살펴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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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서류도 없이 교부들을 하나씩 인용하였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키프리안의 제 2서신집과 제 3서신
집에 있는 내용이며 ... 터툴리안은 마르시온의 오류를 ... 논박했으며， 마

태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주석을 내린 장본인을 흔히 성 요한 크리소스
톰이라고하지만그의 열한번째 설교의 중간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으며

.. 성 어거스틴은 그의 23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으
며 ...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서에 대한 설교에서 그의 여넓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등으로 열거하였다.
이같은 사건이 있은 후 칼빈에 대한 시의원들의 시각은 전혀 새로워
졌다 그 후에 1537 년 3월에는 재침례교도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이때
에는 OJ측의 논쟁이 너무 쟁쟁했다

그래서 제네바 2 00인 의회에서는 논쟁을 중지시키고 과격한 개혁을
주장하는 재침례교도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시킨다 칼빈과 파렐은 재침

례교도들과의 과격한 논쟁의 뒷마무리를 2 1 개 조문을 작성함으후 끝을

낸다. 그래서

‘신앙의 교훈과 고백 (I nstruction

and Confession of

Faith) ’ 으로 발표한다.
@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활동

칼빈이 제네바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조직과 친근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 개혁안을 만들어 소
의회를 통해 200인회로 전달하였다.
여기서 교회 예배와 의식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 중점
적으로 다룬 것은 네 가지 사항이었다. 그것은 주넘의 거룩한 만찬， 공

중예배에서의 찬양， 어린이의 종교교육， 결혼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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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설명할필요가있다.

a 주의 만찬에 관한사항
칼빈은 매 주일마다 성찬이 거행되는 것이 사도시대 교회의 관례였으

므로 매 주마다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카톨릭이 매주 미사로
성찬의 뜻을 혼탁시켜 놓았으므로 그대로 하기는 문제가 따른다고 보았

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가 행해지고 있는 세 교회， 즉
성 베 드로， 성 제르베， 드 리브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씩만 성찬식을 집

행하기로하였다.
그런데 불합당한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문제 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교에 관한 치리제도를 제시했다 칼빈
은도시를여러 구역으로나누어서 충분히 인정을받을만한가치 를지
닌 인물을 그 구역에 배치했다. 그는 그 구역 안에 사는 이 들 중 공개적

인 죄악생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 시키는 이는 목회자에게 보
고케 했고 목회자는 그런 자에게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경고에 따르지 않는 자는 출교를 시킨다는 규정을 하였다

b. 회중의 찬양문제
교회 내 예배 때 찬양의 너무 갑작스런 변화는 곤란했다. 그래서 우선
은 어린이 들을 선발해서 회중 앞에 노래케 함으로 회중들이 따라 부르
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익숙케 했다

C. 어린이 종교교육
교리의 순수 보전을 위해서 어린이 들에게 일찍부터 자신들의 신앙 내
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그래서 간략한 요리 문답

이나 l 년 중 일정한 계절에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 교육을 실시한

다

d 결혼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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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교황청이 악하고 비성경적인 법으로 곡해시켜 놓았으므로 추

후다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규범을제정한다.
여기까지는 교회 행정에 관한 조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조항은 소위원회에서나 200인 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았

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말할 출교의 치리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 때
문에 칼빈은 유명해졌고， 또 이것 때문에 칼빈 자신이 큰 시련을 당한

다
@제네바교회의 규범
칼빈은 제네바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초기 3 세기 동안까지 교회에서 지켜진 치리와 출교제도를
재 도입해야 된다고 했다.
칼빈은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그대로를 고집했다. 즉 어떤 이가 잘

못을 범했을 경우 우선 형제의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 후에도 개선의 정
조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알린다. 교회에서 공개했는데
도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고질적인 상습자는 목사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회중 가운데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구
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자들의 도덕생활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하였다.
이같은 출교와 치리제도를 2 00인 의회에서 결정시켜 주기를 바랬으
나의회는오히려 칼빈에 대한불평이 날로강해졌다.
칼빈의 개혁에 반동적 경향을 보이던 반대파의 세력들이 그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많은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이 본래 프랑스인이라는

사실과 시내에 프랑스 난민들의 숫자가 증대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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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가 로잔느(Lausanne) 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던 피에르 카르

디 (Pieπe CardD 가 칼빈과 비레 를 중상모략하기 시작했다.
또 제네바 시의원 선출을 15 38년 2월 에 실시했는데 여기서 칼빈을 반
대하던 대적들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시 의회의 요직을 맡았다 반대당

중에는 장 필립페 (Jean Phillipe) 가 지도자가 되어 개혁을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시민의 도덕문제를 취급하는 것과 강제로 신앙고
백을 시키는 것 등을 반대하였다.
한편 칼빈과 파렐을 배척하기로 소문이 나있던 사람이 4명의 특별 평
의원으로 선 출되어 이들은 시 의회와 시민들과 합세하여 그들을 비난하
고대적했다

여기에다가 베 른시 의회까지 칼빈을 곤란케 했다 그것은 베른시 정
부가 주동이 되어 예배와 성례의식의 규범을 만들고자 하였다. 베른시

로서는 제네바가 주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모든 세례는 교
회의 입구에 있는 돌 분수대에서 베풀 것이며. 성찬식에는 무교병을 사
용할 것과 l 년에 4차례의 종교축제일(성탄절， 신년， 수태고지， 승천일)
을 연례적으로 지킬 것을 정하였다.
그리고 베른에서처럼 제네바에서도 그대로 따르기로 강요하였다. 칼

빈과 파렐은 이러한 요구를 제네바 안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서 유보시
키고있었다

그런데 베 른에서는 칼빈과 파렐이 자기 들 결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설

교 정지를 명했다. 이때 제 1자인 엘리 꼬로우(Elie Corout) 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 의회는 그를 구금시켰다.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 소위원회의 설교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 \~8년 부활절에 설교를 하였다. 이렇게 되자 200인 의회에서는 그 다
음날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일 이내에 칼빈과 파렐은 짐을 쟁

저 18장 칼빈의 개혁

191

겨서 제네바를 떠나도록 명했다.

칼빈은 이때 51 일 동안 밤낮으로 겪었던 위협과 협박을 오랫동안 기

억하였다. 그는 대로상에서도 모욕을 당했다. 어떤 난폭한 자는 칼빈을
론 CRhone) 강에 쳐 넣겠다고 협박을 했다
200인 의회는 5월 26일 다시 총회로 모여서 목회자들을 다시 부르지
않기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 사람의 설교자에 대한 추방령을 재 확인

하였다 세 사람의 목회자(파렐， 칼빈， 꼬로우)는 제네바 지경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모두추방을당한다.

(3)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사역 ( 1538-1541 )

칼빈은 제네바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3 년 여간의 고투를 하

였다. 그러나 쓰라린 상처만 안고 제네바를 떠나게 된다.
이때 파렐은 뉴사텔 교회 목사로 초청이 되어 갔다. 칼빈은 바젤에 가

서 은신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마틴 뿌쩌 (Martin Bucer)가 칼빈을 초청한다 스트라스부르크에는 약
400명의 프랑스 난민들이 있었다. 부째는 칼번에게 그들을 위하여 목회
를해달라고부탁한다.
이 곳 스트라스부르크는 어떤 곳인가， 지정학적으로 독일의 남 서부의
국경지대의 도시였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정치적， 종교적 망명을 위해
피신을 하기는 아주 알맞는 곳이었다. 칼빈 역사 망명객으로 그가 목회
하기에 걸맞는 도시였다.
칼빈 역시 전에부터 부쩌를 동경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제의를 받아들

인다 그래서 1 53H년 9월 8 일 난민교회에서 첫 설교를 시작함으로 그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사역이 시작된다 칼빈은 부쩌의 온건주의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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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스탄트의 연합에 대한 열망에 깊이 감동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쩌의 목회 스타일과 프랑스어식 예배의식을 자기의 것
으로많이 도입한다. 이것이 훗날칼빈주의 예배의식의 원형이 된다.

교회음악에 관하여 칼빈은 영창이나 오르간 음악보다는 시편을 찬송
으로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 자신이 1 8편의 시편을 골라서
음악에 맞춘찬송을편집하기도하였다.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사역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일주일에 4차

례， 즉 주일 낮 2회， 밤 l 회， 수요일 l 회의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당시
에 명성을 떨치던 야롭 슈트름 중등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기도 하였
다. 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도 강의 를 하였다.

여기서 다시 「기독교 강요」 를 개정 보완한다( 1 539년) 그리고 「로마
서 주석 」 을 집 필하고 ，

‘주님 의 성 만찬에 관한 논문(만act

on the

Lo rd’ s Supper)’ 을 집필한다. 여기서 칼빈은 부쩌의 영횡탤 받았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즉 루터가 동체설로， 쓰벙글라가 상징설로 서로 의견이 달라 화합을
못했던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칼빈은 중도노선인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를 주장했다 칼빈은 예물 위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
다고 했다. 이것을 흔히 현현설이라고 한다

그리고칼빈은개혁자로서도활약한다 . 1 539년 찰스 5세가개최한프
랑크 푸르트의 기독교 재 연합을 위한 회의에 부쩨와 함께 참석한다.
1 54 1 년에는 레겐스부르크 회의에도 참석한다. 여기서 멜랑톤과 깊이

사귀게 된다.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생활은 매우 분주하고 유쾌하였다. 그는 음
악가들과 시인의 협조를 얻어서 회중찬송을 만드는 즐거움을 누혔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특히 기념될 만한 일이 있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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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1 ')40 1년 8월 초순에 재침례교도였던 리제 출신의 과부 이텔레트

드 뷔어와 결혼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과부는 전의 남편의 자녀를 셋
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캉빈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

다. 그 아이는 1 542년 7월 28 일에 미처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

났다가 며칠 후에 죽고 말았다.
루터가 전직 수녀를 취해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쪼벙글리 역시 유력
한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했었다 그런데 칼빈은 가난하고 자녀가 셋이

나 있는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칼빈은 결혼조건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인내심이 깊어야
하고， 내 건강을 돌볼수 있는 여자 를 원했다. 그래서 이텔레트와 결혼
했는데 그녀는 1 549년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먼저 사망한다. 그 이
후로칼빈은혼자지낸다.

다른 한편 목사들이 떠난 제네바는 어떠하였는가. 파렐과 칼빈을 추
방시킨 제네바는 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관들은 신앙 조항을

더 강화하는 조처를 내렸고 재침례자들， 교황주의자들을 정죄했다.
도시의 사치를 단속하는 법을 정하고 교회 훈련법을 범한 모든 사람
들에게도 정죄를 선포한다. 그리고 모든 가장들에게 교회 참석을 강요
하였다. 이렇게 해서 종래의 생활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 의회와 특별 평의원들은 새로 불러들인 목회자를 자신들의

종으로 취급하면서 자기네들이 교회 문제에 관해서 내린 모든 결정을
순순히 지킬 것을 강요했다. 그들은 신앙을 마치 정치적인 사무로 간주
하였다. 이렇게 되자 도시의 도덕성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1')39년 2 월의 선거에서 특별 평의원들은 재선출되지 못했다- 이때부
터 제네바 시 의회에서는 칼빈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마음들이 생기
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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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카톨릭 측에서는 다시 제네바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 1 539년

5월 카아펜트라스에 있던 추기경 야코포 사돌레토 (Jacopo Sadoleto) 가
제네바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말하기를 "1 5 00년간의 긴 역사
를 가진 로마 카톨릭 교회에 비해 이제 25년 밖에 안 되는 개신교도 무
리의 말은 위험 천만이다. 그동안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회의들과
칙령들을 인도하셨다. 오랜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권위가 있고， 천

국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말은 위험 천만이다 .
그들에게는 신학도 없고 전통도 없기 때문에 성서를 왜곡하여 해석함

으로 통일성이 없는 신교도들의 분쟁과 분파를 낳고 있다 제네바 시민

은 지금 위기에 접어들었다. 전체 교회와 운명을 같이하여 교회의 칙령
을 따르든가， 아니면 분열과 계략을 일삼는 인간들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돌레토 추기경의 편지 를 받은 제네바로서는 대책이 없었
다 그래서 제네바는 편지를 베른시 의회로 이첩했다 베른시 의회는 그

편지 를 칼빈에게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응답해 주도록 하였다. 칼빈은
그 편지의 응답을 엿새 동안에 작성해 보내줬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제네바 시민의 여론은 더욱 더 칼빈에게로 쏠혔다.
그리고 제네바 시 의회 중 가용파(파렐을 지지하는 파를 이렇게 불렀
다 )가 더욱 칼빈을 옹호했다.

! 'i 4 0년 l 월 19일에 제네바 시 의회는 칼빈을 다시 초청하기로 결정
한다. 즉. 2 00명 의회는 요한 칼빈 선생의 목회 수락을 얻어내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기로 의결한다. 이 결정에 따라 루이 듀

포(Louis Dufour) 가 다시 제네바로 초청하는 서한을 갖고 스트라스부
르크를찾아간다.

편지를 받은 칼빈은 전에 받은 쓰라린 상처를 기억하고 현재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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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장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때 파렐 목사가 또 벽력같이 칼빈에
게 쏘아부쳤다 제네바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함께 접하는 요지이
므로 세계 선교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번에도 파렐에게 설 득당하고 만다. 그리고 전에 칼빈을 대적해서 반대
하던 장 필립페 (Jean Philipe) 는 살인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처형을 당한

다
이렇게 해서 1 54 1 년 9월 \3일에 칼빈은다시 제네바로돌아온다. 제

네바를 떠났다가 다시 3 년만에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3년 전의
칼빈이 아니었다 보다 원숙한 경지의 지타로 다듬어져 있었다. 이렇
게 해서 칼빈은두번째 제네바사역을하게 된다

3. 칼벤의

제2차 제네바 사역 0541-1564)

(1) 평온한 5년 (1541-1546)

1) 제네바로귀환

칼빈은 제네바를 떠난 지 3년 4개월만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다 이
때 그의 나이는 3 2 세였다. 그는 과거 파렐 밑의 조수가 아니라 책임적인

지와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환하였다.

칼빈이 제네바로 입성하는 날 칼빈은 과거 제네바 시 의회가 자기에
게 행한것을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자기는 제네바 시민의 종으로서 굳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
고 모든 시민이 ‘교회 규범’ 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과 . 2 0일

이내로 교회 법규를 제정하되 자신을 시 의회의 고문역으로 보임해 줄

것을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541 년 9월 16일에 초안이 작성되어 소의회와 60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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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명의 의회를 거쳐서 결정시켜 줄 것을 제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칼빈이 내놓은 제네바교회 규범’은 1541 년 11 월
20일 양 의회와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여 기 말하는 ‘제 네 바 교회 규범 (E cclesiatical

Ordinances of

Geneva) ’ 은 ‘교회에 관한 칙령’ 이 라고도 한다.
이 교회 법규가 오늘날 장로교에서 말하는 당회 기능을 말한다. 그래
서 1541 년 11 월 20 일은장로교가탄생된 날이다. 오늘날장로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날이다.

2) 교회 규범의 내용
칼빈은여기서 교회 내 직분과치리기관을제시하였다.

@교회직분
칼빈은교회 내의 직분을 4가지로규정하였다.
a. 목사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목회자들이다. 목사의 자격
심사는 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성직자회에서 시험하도록 하였다.
시험 방법은 첫째로， 후보자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해석
능력이 있는지， 전래된 신앙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했다.
둘째로， 후보자의 걸음걸이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

며， 또한 선생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여기서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셋째로， 교회 교인들로부터의 청벙으로 회중들 앞에서 설교 시험으로

인준 여부를 판가름하게 했다.
이상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목회자들의 안수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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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숙하게 구별 δ얘 세웠다.

b . 교사
칼빈이 목사와 교사를 구분한 것은 에베소서 4: 11 에 ‘목사와 교샤
라는 말에 근거를 두었다고 한다. 교사의 직무는 매우 중요했다. 교사가

복음의 정통성을 잘 가르쳐야 했고， 건전한 교리 육성을 위해 신중해야

했다 그래서 교사는 어학， 변증학， 철학， 과학 등에 상당한 식견을 요하
는 교육을 거친 자라야 했다.
교사는 지원자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목사회에서 재가를 받아
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는 진리의 훈련을 받은 후 시의원 두 사람
의 보증을받아야했다

c. 장로 (the Elder of Presbyters)
칼빈은 디모데전서 ') : 1 7- 1 8을 근거로 장로직을 부활시킨다고 했다.

장로제도는 구약 모세시대부터 초대교회 이전까지 계승되어 왔었다. 그

런데 사도시대로부터 장로제도가 폐지되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장로
라고했다.
그리고 기독교 1 .') ()O년이 흐른 칼빈시대까지도 성직자들을 감독 또는

장로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 정치와 행정의 효과를 위해서
다시 구약시대같은 장로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기
서부터 장로가 따로 구분되는 장로제도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칼
빈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한다 .

장로들은 목사들을 도와 신도들의 영적 문제를 관할하도록 했다 . 장
로 선택은 평신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1 2 명을 뽑아서 p 명의 장로들을
두었다. 그리고 목사들과 장로들을 합하여 치리법원 또는 장로법원

(governing consistory) 을 조직하였다 이 치리법원을 후에 당회
(Presbytery)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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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집사(Deacons)

집사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고 구제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 재정관은 봉급문제를， 시의원들은 각종 시
설관리를 감독하도록 했다.

@ 교회

치 리기 관-장로법원 (Consistory

System)

칼빈은 이전부터 줄기차게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치리제도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교회 치리기관으로 치리법원， 또는 장로
들로 모이는 장로법원을 만들었다. 장로법원의 구성은 곧 당회가 되었
다. 그래서 당회는 5 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 구성하였다. 평신도 장

로 숫자가 더 많아도 당회는 항상 칼빈의 의견을 따랐다. 그런데 이 당
회라는 장로법원과 시 의회와는 항상 갈등과 대립을 거듭하였다.

장로법원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때 시정 실무자가
참석하여 한달 기간 중 경찰역할을 하는 이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것
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서 장로법원은 규정 위반자. 이단성 여부. 목

사에 대한반항여부， 반도덕적 윤리문제 등을토의한다
그래서 죄질이 경미할 때는 장로법원에서 처리하고， 죄질이 큰 것은

소위원회를 걸쳐 처결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최종 제재는 출교
(excommunication) 를 선고하고 시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같은 장로법원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 일반 시민의 범죄까지

손에 미치자 시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 칼빈은 양보하지 않았다.

칼빈은 그가 소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로 도덕적인 문제를 취급하

는 장로법원을 사실상 주관하였다. 이 장로법원에서는 도시 내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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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 한 사건을 감시하는 데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였다.

1542년 2월 16일자 장로법원의 회의록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내용을보면이러하다.

한 여인은 카톨릭의 책 「성자들의 생애」라는 책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서 출두했고 어느 이발사는 사제에게 삭발식을 해 주었다고 고
소되었다. 어느 금속공은 미사에 쓸 잔을 만들어 주었다고 적발되었고

어떤 이는 교황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소한
것들까지도 모두 재판을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시민 l 만 3 천명을 주일날 모든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

석하게 했다. 그 방법으로 제네바 시를 네 교구로 나누었다. 그래서 주
일 낮에 3회의 예배를 실시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세 번의

예배 중 한번의 예배라도 참석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예
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는 장로법원에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강제적 공포 분위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여

기 저기서 불만과 반항이 터졌다. 칼빈은 그가 대학시절 법률을 공부했
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도 시의원들과 평의원들의 자문에
응했다. 그래서

치리법원 은 세속적인 문제도 다 취급했다. 마술， 이

단. 간음， 신성모독， 난동 등 공공질서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취급되었

다
어떤 시민은 자기 개 를 칼빈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기
도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유지되진 않았다.
1 ) 4 1 년 시 의회에서는 장로법원에서의 제명 동의권을 취소하도록 제

기하였다 뿐만아니라칼빈의 생애 중또다시 험악한시기가찾아온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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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칼빈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칼빈의 사역
이 1 547년 12월 경에는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다. 이 부분을 많은 개혁

교회 관계자들은 생략해 버리거나 또는 미화시키는 것들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우리는칼빈도역시 우리와똑같은인간적 약점들을가졌다고
하는 데 우리가 더 위 로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칼빈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일색으로 만든다면 그에게 가리워서 우리 주님이 숨겨지
기때문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종류의 반대가 있었다.

j) 일반적인 반대

@ 피에르 아모오(Pieπ Am eux)
1 546년 l 월이었다. 트럼프 제조업자인 아모오는 제네바 200인회 의

원이었다. 이 사람이 칼빈을 비난하고 니섰다. 그가 사업적으로 파산지
경에 이 른 개인적 문제도 있었지만 칼빈을 쓸데없이 시 정치에 간섭하

는 내정 간섭자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악당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
리를 전파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때 장로법원에서 는 아모오로 하여금 의회 석상에서 칼빈에게 무릎
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아모오가 자기 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니 그 처벌 역시 공개

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오에게 속옷만 입고(추운 겨울에) 양초
를 켜든 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시가를 행진하도록 하였다. 그래
서 장로법원은 다시 칼빈이 바라는 대로 판결해야 했다. 이 일로 인해
모든 시민들은 칼빈에 대한 적개심을 갖기 시작했다.

@ 그레이트 (Gr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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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년 6월이었다. 목사들을 비방하는 글과 칼빈의 설교에 대한 시정
을 요망하는 글이 성 피에르 교회의 강단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 글의

주모자가 누구인가， 칼빈은 의회로 하여금 그를 색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평소 회의주의에 빠져 있고， 불신앙인의 서적을 휴대하고 다
니던 그레이트를 의심하였다. 결국 이 자를 체포하여 고문하고 참수해
버렸다.

@ 프랭코스(Francois)
이 사람은 나이 7 0이 된 노인이었다. 그는 자기의 장수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즐기고자 했다 .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홍이 돋자 댄

스를 허용하였다. 이것을 장로법원에서 알고는 그를 부도덕한 댄스 파
티를 연 사람이라고 파문을선고했다.

이때 시 의회에서는 그가 70 고령의 노인임을 참작하여 처벌을 완화

해 주도록 칼빈에게 건의를 했다. 그러나 칼빈은 더욱 완강했다. 칼빈은
그 노인과 그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내렸다.
칼빈은 이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즉 전에 칼빈이 스트라스부
르크에 있을 때 그를 후원하여 칼빈을 다시금 제네바로 귀환하도록 하
기 위해 노력한 사람 중에 아미 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페린은
15 53 년에 특별 평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칼빈이 처벌한 70 노인은 바로 이 페린의 장인이었다. 뿐만 아
니라 칼빈은 페린의 아내와 사위까지도 치리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에
칼빈을 좋아하던 페린이 이제는 칼빈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 페린은
칼빈의 콧대를 꺾으려고 장로법원이 가진 파문권을 폐지하고 이 를 다시
의회에서 소유하도록 주동하였다.

@ 헨리

2세 (H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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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왕 헨리 2세가 개신교도들을 핍박하였다 그러자 제네바 시 의
회에서 공식적으로 헨리 2세에게 불복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포하

였다.
이와 같이 칼빈을 반대하는 반대자와 대적자들이 수없이 늘어갔다.
이 외에도 수많은 처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처별로 인해 4년 동

안 58명이 처형을 당해 죽고 76명이 시외로 추방되었으나 기록되지 않

은것이 더 많다고할수있다.

2) 교리적인 반대

CD 카스텔로 (Sebastian Castellio)
카스텔로는 프랑스 마틴 시에서 출생하여， 리용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이 카스텔로는 서로 다른 신앙을 용납하지 못하고 세르베투스를 처형한

칼빈의 행위를 비난하다가 수난을 당했다.
카스텔로는 1 54 1 년에는 칼빈과 함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기
도 했다 . 그런데 그는 그 당시 대다수가 쫓던 견해를 따르지 않음으로

성직에는 임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지식과 무지에 대한 의심과 확신의 기술에 관5배 J(On the art

of doubing and being sure. of knowing and being ignorant) 라는 책
을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식을 얻는 근원으로 경험， 계시. 이성 세 가지가 있는
데 처음 두 가지는 마지막 이성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칼빈에게는 계시도 인간의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칼빈은 성경은 이성의 도움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했고， 카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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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성경을 믿되 무조건이 아닌 인간의 지식과 양식으로 검토된 후 믿

는것이 더 확고하다고주장했다
그후 1 554년 칼빈은 「마이클 세르베투스의 과오에 대항한 정통 삼위
일체 교리의 수호」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같은 해에 카스텔로는 「이단들에 관하여， 과연 그들이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 7b 를 저술했다. 이
책은 그후 1 33 판을 거듭해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 속에서
카스텔로는재침례교도들에 대한핍박을비난하였다.
“그들은 가련하게 참살당했다. 무기를 들고 대항하지 않는 자들까지

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보다 잔인한 것은 책을 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인하는 야만성은 영원까지 존속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런 글을 보고 칼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칼빈은 카스텔로가 솔
로몬의 아가서에 대한 정경성을 의심하는 자요，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

려갔다는 전통적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고 고발하였다. 카스텔로는 이단
으로 재판을 받던 중 15 56년에 사망하였다.

@ 볼세크 (Jerome Hermes Bolsec)
볼세크는 파리 태생으로 카멜라이트파 수도사였다. 그런데 볼세크는

자기 신앙에 회의를 품고 종교개혁에 공명하였다. 그래서 수도사직을
버리고 제네바에서 그리 멸지 않은 베이니 촌으로 도망을 갔다 거기서
그는 의원을 개업하였다. 그러면서 칼빈과 친교를 나누었다.

볼세크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가에 신학을 취미삼아 가끔 성직자
신학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성직자 토론회란 칼빈이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들만 대상으로 선학과 목회에 관한 토론회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볼세크가 성직자 토론회에서 방청하던 중 칼빈의 예정 교리가 난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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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표명하였다. 1 55 1 년 10월 16일 금요 성직자 토론회가 있었다.

이때 볼세크는 예정론에 관해 이견을 제시하였다.
볼세크의 이론에 의하면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이는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형별로 유기하신다면 하나님을 마치 전권을 휘

두르는 독재자로 모시는 결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볼세크는 각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개인적 신앙의

책임이 따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언성을 높여서 어거스틴과

토마스아퀴나스등을인용하면서 예정론교리의 진실됨을강조하였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칼빈은 볼세크가 악의로 남을 비

방하는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소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다. 갑작스럽게 구
속된 볼세크는 너무 당황했다. 그래서 볼세크는 제네바 시 의회는 칼빈
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다른 도시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

볼세크는 베른， 비젤， 취리히 등의 타 도시 개혁교회 목사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다.
이때 대부분의 목사들은 내용보다는 볼세크에 대한 선처 를 바라는 회
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칼빈은 그 회신들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원회로

하여금 볼세크를 제네바에서 추방시켰다. 볼세크는 다시 프랑스 카톨릭
으로 귀의하였다. 그리고 칼빈에게 복수라도 하듯 악랄한 험담에 가득

찬전기를남겼다 이 전기는 1557년에 출판되었다.

@ 트롤라에트 (Jean Trolliet)
전직 수도승이었던 트롤라에트는 제네바에 와서 다시 신학교육을 받

고 1 552년에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트롤리에트 역시 칼빈의 예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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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갖고 있었다 그런 중에 볼세크에 대한 편파적 재판을 보았다.
그래서 트롤리에트는 재판의 편중성에 대해 불평을 하였다.

칼빈은 이 사실을 1552년 6월에 소위원회에 고소하였다. 여기서 트롤
리에트는 잘못을 사죄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트롤리에트로 하여금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건전한 책이며， 전혀 논
란할 필요가 없는 바른 교리의 책이라고 선포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칼빈은 사상적으로 온건하고 진실한 목사라는 것을 선언하도록 했
다- 그런 후 트롤리에트를 목사직에서 파직시켰다.

@ 미카엘 세르베투스 (Michael Servetus)
칼빈의 생애 중 가장 큰 실수로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세르베투스의

문제이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에서 왕실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특출한지적 능력을받았으며， 원래 법학과의학을공부하였다. 그

것도 만족하지 않아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다.
툴루즈 (Toulouse) . 볼로냐(Bologna). 바젤 (B aseD. 스트라스부르크，
파리， 리용 등 명문학교는 다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바에서 최
후를마쳤다.
세르베투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법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 속에서

나사렛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의 이 감동적 체험이

. 신앙의 중심이요， 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 인성 등에 관한 정통적 교리에 관해 반기를 들었다.
그에 의 하면 , 삼위 일체 교리 의 위 (persons). 본질 (substance) . 실체

(essence) 등의 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닌 헬라철학에서 나온 개념들을
선학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덮어 씌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용어들은 희랍의 철학적 용어인만큼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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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것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 .
이 이 론은 잘못 설명될 때 머리 셋을 가진 지옥의 문지기 켈레페스를 연

상하게된다고하였다
당시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혁가들(루터 쪼벙글리 , 부쩌 등)에게 자
기 견해 를 설득하고자 ‘삼위일체의 오류에 관하여 (On

the ElTos of

the 'lìinity)’ 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153 1년).
그리고 자기 논문을 각 개혁자들에게 우송하였다. 그것은 개혁자들
모두로부터 강한 반대와 반발이 쏟아졌다 루터는 사악한 책이라 하였

고. 쪼벙글리는 악한 문서이므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벨랑톤은 미숙한 글로 불완전한 표현이라고 했다 카톨릭에서는 이단
에 회부하여 처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거의 모든 지

방에서 정죄를 받고 유통이 금지되었다.
세르베투스는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백히 밝히기 위해 153 3년에 다

시 「기 독교의 복원J (The

Restoration of Christia띠ty) 이 라는

책을 썼

다. 이 책은 양으로 보면 방대하지만 내용으로는 산만하였다

이 책에서 세르베투스는 참된 기독교의 교리는 성서에서 직접 찾아내
야 하고， 역대 교회 회의에서 제정된 모든 교리들은 다 파기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리 스도의 선재설， 유아세례 ， 의인의 교리 ， 인간의 완
전타락 등을 모조리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 폐의 혈액순환을 주
장하였다. 만약 세르베투스가 죽지 않았다면 현대 초기 생물학에서 개
척자의 위치 를 차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르베투스는 이 책 때문에 체포령이 내려진다. 그래서 그는 무슈 드

빌레뉴페 (M.de Villene벼e) 라는 가명으로 변장한 채 떠돌아다녀야 했

다. 그러나 그는 비엔나에 들렀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나(1 5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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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다행히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한편 리용 시에서는 세르베투스가 없는 중에 궐석재판을 연다. 여기
서 칼빈은 전에 세르베투스와 불쾌한 서면 논쟁을 했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세르베투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한다. 재판은 세르베투스를 분

살형을내리도록하였다.
세르베투스는 사면초가의 위협을 피해 조용히 나폴리에 가서 병원을

개업하고자 하였다. 세르베투스는 나폴리로 가던 도중 제네바에 들르게
되었다. 이때 전에 칼빈과 서면논쟁을 통해 여러 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으으로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몰래 칼빈의 설교를 들으

려고 교회로 갔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서 체포되고 만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영적 지다로서 확고한 위치를 누리고 있을 때였
으므로 세 르베투스의 체포는 그의 오랜 숙적을 처치하는 데 절호의 기

회였다. 칼빈은 그의 비서 폰테인을 고발자로 삼아 세르베투스를 투옥
시켰다. 그의 죄목은신성모독죄였다.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2개월 1 3 일 동안 지하실 감옥에 가두고 온갖 방
법으로 그의 개심과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때 세르베투스는 바꿔 입을
옷도 주지 않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당했다

1 553 년 9월 26 일 에 제네바 시 의회에 의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그
에게 사형을 시키고 그의 저서와 함께 분살을 시키도록 선고가 내혔다.
드디어 1553 년 10월 27 일에 제네바의 삼펠 사형장의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는다. 이때 칼빈은 화형 대신 참수형을 주장했다고 한
다. 그러면서 ‘세르베투스가 죽는 것은 국법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이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세르베투스가 남긴 말은 ‘영원한 하나님
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홀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세르베투스에 대한 말이 많아졌다. 그는 분명히 무신론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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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구나 이단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종의 자유주의 경향을 가

진 사상가였다. 이 사람은 성격이 안땀인격으로 많은 이들과 충돌을
많이 하는 논쟁형의 사람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교리인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가 칼빈에 의해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개혁이라
는 미명하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씻지 못할 악을 저질렀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개신교도들은 1903년 11 월 l 일에 속죄의 비석

(monument

expiatoire)o1 라는 추모탑을 건립하였다. 이 비석은 16세

기에 개혁자에 의해서 희생된 세르베투스를 위로하는 추모의 탑이었다.

지금 이 추모탑은 제네바 동편 불란서령인 안누마스에 세워져 있다.
이 안누마스는 알프스 몽블랑 봉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르베투스의 동상과 추모탑이 있다.

그 동상의 4면에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정면에는
‘ 151 9년 9월 29일 아라공주(나바라주) 뷔르누(투테라)에서 출생하여
자유 신앙의 사도요， 자유 사상의 순교자인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칼빈

에게 고발되어 1553년 10월 27 일 제네바에서 산 채로 분살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비문 후면에는 ‘각국에서 모인 기부금으로 된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통상을 세울 것을 제네바 시 참사회가 거부했으므로 위원회는 이것을
안누마스에 세우기로결정하였다 . 1903년 10월 2 5 일 안누마스시장 J .
큐르사， 조역 베레， 조역 롤랄산’ 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비문 좌우에는 세르베투스가 감욱 안에서 인간 이하의 고문으
로고생한내용들을묘사하였다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공개적으로 화형시킨 다음에는 그 이후로 아무
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칼빈의 권위는 스위스의 다른 캔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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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자들까지도그를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칼빈을 후세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미국의 저명한 교
회사 학자 롤란드 베인톤은 카톨릭에 의해서 허수아비가 태워지고， 개
혁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실제가 화형을 당했다.’ 고 하였다.

그 누가 말하기를 ‘민주주의의 원조를 칼번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하
나 아무리 보아도 칼빈은 민주주의와는 먼 사람이었다.’ 라고 했다.
우리는 몽테뉴 (Motagne) 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세바스티안 카

스텔로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 복음적
인 합리주의자들이나 재침례교도들이나 자유 사상가들은 전통적 교리

를 거부하므로 희생되어 사라졌다. 그렇지만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고상한 자유들은 그들의 희생 위에 피어난 결실들인 것이다
당시 국가의 힘을 배경으로 한 집권 세력들은 정통 신앙수호라는 이

름으로 모든 소수파들을 토벌하고 그들의 사상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 사상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어 인류의 진정한 양심 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발악을 한 폭력지들에게 말없이 심판을 하고 있
다

3)

즐거운 0년(]

'i'i 5-] 564)

세르베투스를 처형시킨 이후의 제네바는 극히 평온해 보였다. 외면상
으로는 시 의회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네바

시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칼빈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
칼빈은 이러한 정부를 신정정치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정부 형태를
구약에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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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제네바 시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치 ’ 라

는 구호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성령의
조명 아래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칼
빈의 해석만이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제네바 시정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법원’ 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제네씨는 유럽 전체에서 개혁자들의 지상천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 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도시 제네바로 향해 모여들었다 그래서 15 57년 10월 1 4일 에는

영국인 50명 ， 이탈리아인 25명. 불란서인 2 00명， 스페인인 4명에게 제
네바 시민이 될 수 있는 특례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이렇게 되자 제네바 시 의회나 시민들도 차츰 칼빈에 대한 허물을 누

그려뜨리기 시작했고 칼빈에 대한 권위가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 558년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제네바로 망명와서 칼빈에게 배운

다.
1 559년 에는 칼빈의 평생 소원이던 제네바 학당을 개관하였다. 이 학

교의 교장은 칼빈의 제자 베제 (Theodore Beze) 였다. 그리고 가장 저명
한 학지들을 제네바로 초청해서 시 의회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케 하였
다. 이 학교의 소문은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칼빈은 1 564년 2 월 6 일 에 최후의 설교를 했다. 그에게는 수많은 해
동안 과로와 피곤과 교회 를 위한 근심 때문에 고질적인 여러 가지 병들

을많이 갖고있었다

칼빈은 1 540년 뷔어 부인과결혼했다가 1549년 에 사별한후평생을
혼자 지냈다 그래서 그의 건강도 더 돌보지 못했다. 그는 극히 간소한
저녁식사 후 밤 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자
리에서 움직이기 전에 전날 밤에 읽었던 내용을 소화하고 기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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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상을 했고 전날밤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기억에 떠오르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계속적인 철야연구와 뛰어난 기억력으로 충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건강을 잃고 요절하게 만드는 많은 병을 가져왔다
그는 특히 만성적인 위궤양으로 더 고생을 하였다. 이렇게 무리를 하

던 그가 1564년 5월 27 일에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칼빈은 그의 제자 베제의 품에 안기어 임종하였다. 그의 유언에 따라

플랭 빨레에라는 일반 묘지에 묘비를 세우지 않은 채 매장되었다.
칼빈은 완강한 고집 ， 성급함，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충동성과 너그러
움과 개방성의 부족 등 모든 인간적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 그는 중

간키에 창백한인상이었으며， 검은머리와수염을지니고 있었다 . 의복
은 소박하였으며， 음식도 약간만 먹었고， 잠도 적게 자는 편이었다.

그는 굉장히 재치가 있었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특히 놀라운 천부
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극히 드물게 명랑할 때가 있었는데

그의 특기는 동음이어 를 이용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데 소질이 있었다.
보통 때 그의 태도는 엄숙했으며， 어조는 단순하고 직접적이었다. 그
의 어법은 심사숙고한 후에 심 각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죽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고， 그의 영향력 역시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4. 칼빈의공적
川 기독교강요
1) 이 책의 역사

칼빈은기독교강요를일생동안썼다

2 12 .1 부종교개 혁 사

제 l 판은 1536년 스위스바젤에서 출판되었다. 초판의 양은총 140페
이지 정도였다. 그리고 내용도 모두 6장(章)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온 지
9개월만에 매진되었다.

제 2판은 153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되었다. 제 2판의 양은 l 판
에 비해 부피가 두 배나 되었다.

제 3판은 1541 년 제네바에서 프랑스어판으로 출판되었고，
제 4판은 1 543년 제네바에서 라틴어판으로 . 1545년에는 프랑스어판
으로출판되었다.

제 5 판은 1 55 0년 제네바에서 라틴어판으로. 1551 년에는프랑스어판으
로

제 6판은 1559년 제네바에서 라틴어판으로. 1560년에는 프랑스어판
으로출판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559년(프랑스어는 60년) 판을 소
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 l 초판이 6장이던 것이 마지막 6판에는 4권
8 0장으로늘어났다.
이렇게 일생 동안 거의 30년 동안에 걸쳐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였다.

여기서 칼빈의 신학적 핵심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의 신
학은 계속 완성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
계속 발전되어 갔는가， 아닌가는 이 강요의 여러 판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있다.

2) 이 책의 중요성

@ 최초의 복음적 교리에 의한 조직선학과 같은 책이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중세기 카톨릭 교회의 조직신학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J (Summa TheologicaD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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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는 제 l 권， 신론 11 9 장( 1 2 65 년) . 제 2권， 인간론 1 89 장
(1 269- 1 272년) . 제 3권， 그리스도론 9 0장을 쓰다가 1 274 1건에 세상을
떠난다 그가 죽은 다음에 제 4권， 성례전， 교회론 등을 보충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퀴나스에게 돌혔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모든
신학교에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성경 다음가는 교재였다.

그 후에 루터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으나 규모도 작고，
내용도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칼빈이 써낸 「기독교 강요」는 과거 교부들
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것과 자신의 것을 종합뼈 정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사상 속에는 방대한 자료들이 집약되어 정리되었

다. 이 책은 복음적인 최초의 조직신학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책은미국건국초기에 막강한영향을미쳤다
미국 건국 초기의 청교도들이 나 필그림단(Pilgrims)들의 사상적 기초
는 이 기독교 강요에 의해 사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고로 미국
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동 모든 분야가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았
다 지금의 미국을 과거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이다. 그러나 200 여년 전의 미 국은 분명히 청교도들의 큰 영호t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 사상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유래되었
다.
오늘날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의 모든 것에 거의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 어 알미니안(Ann inian) 도 칼빈의 영향에 의한 반동에
서 생긴것이다.

3)

이 책의 내용

여기서는 개요만 살펴보겠다. 칼빈 자신이 쓴 최종판이 1 5 5 9 년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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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칼빈 사후에 기념집으로 1564년에 다시 나온 것이 있다.
1 5 5 9년 라틴어판결정판은모두 4권 80장으로구성되어 있다

@제 l 권(창조주하나님)
여기서 창조와 인간론， 그리고 하나님과 계시문제 를 취급하고 있다.

흔히 칼빈의 사상이라고 하면 예정론을 기억한다. 그러나 칼빈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 이다. 그 사상을 창
조론에서 다룬다. 1 권에서 창조론， 그리고 원죄론 등이 중점적으로 다
루어졌다.

@제 2권(구속주하나님)
여기에서는 인 간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

들에게 이루어 졌는가를 말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율
법을 주셨다 .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세 직

분(예언자， 제사장， 왕)의 완성자로 오셨다.

@제 3권(성령이신 하나님)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 스도의 은혜에 침여

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른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인가를 취급한다
이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도에 관한 것을 대단히 많이 언급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 를 불러 일으킨 선택에 의한 예정론을 말하
였다. 여기서 칼빈은 이중예정(Double Predestination) 을 말한다.

@제 4권(거룩한교회)
여기서 교회 론， 성례전 ， 시 정부에 관하여 다룬다. 칼빈은， 교회는 가

시적인 기관과 동일시 될 수 없고， 모든 선택된 자를 포함하는데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라고 하였다. 그래서 보편교회 (The Catholic Church)
는 불가시적이며 ， 가시적 교회는 어디에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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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The

Holy

Community) 는 교회와 국가를 구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되 사랑의 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2) 칼빈의신학개요
여기서는 그의 특징적인 것만 지적해 보겠다.

1)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주권은 칼빈신학의 기본 중심이다 칼빈의 좌
우명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Coram

Deo) ’ 였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
님께 영광을 (8이i

Deo Gloria) ’

Dei Gloriam) ’ 이 란

•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Ad

Majorem

말 속에서 그의 사상이 나타난다.

칼빈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기 위해 모든
우주만물과 인간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바
쳐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칼빈신학의 전체적 핵심을 이룬다.

2) 예정과예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

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흔히 예정론은 칼빈이 맨 먼저 주장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이가 있다.

그러 나예 정론은오래 전부터 조금씩 발전되어 온것이다.

첫 단계는 2-3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 숙명론과 비슷한 예정을 주장
했다. 이에 대해 희랍교부들은자유의지에 입각한예정으로대응했다 .
두번째 단계는 서방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선택에 의한 예정 을 말했
다. 엄밀히 빨써 예정론 교리의 창시자는 어거스틴이다. 여기에 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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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이다.

세번째 단계는 토마스 아퀴나!:7)- 예정론을 좀더 발전시켰다.
네번째 단계는 칼빈의 예정론이다. 칼빈의 사후에 예정론에 맞서는
알미니안주의가자유의지에 입각한예지 예정론을주장한다.

여기 칼빈은 과거의 예정론과는 좀더 다른 예정론을 말했다. 그는 그

유명한 .이중 예정론(Double Predestination) ’ 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같은 운명으로 창조하지 않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에， 어떤 이는 영원한 저주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것

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정을 한 시기가 어느 때인가， 여기에 대
해 두가지 설이 더 따른다.

하나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을 전택설

(Supralapsarian)01 라 하는데 이것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한다 다음
으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후택설(Inpralapsarian) 이라고 한
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정했다는 알미니안에 가까운
주장을수정 예정론 (Sublaps없ian) 이라고 한다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설이 대표 주장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타
락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칼빈의 이같은
이중 예정설에 근거하여 후에 돌트(Dort) 에서 전 세계 칼빈주의자들이

총회로 모인다. 이들은 1 6 18년 11 월 1 3 일부터 1 6 1 9년 5월 28일까지
장장 1 54일 동안 회의를 거듭하여 칼빈주의의 5 대 강령을 제정한다.
그 5대 강령이라는것은，

첫째， 전적인 타락(Thtal Depravity)
둘째 ，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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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제 한된 구원 (Li mited

Atonement)

넷째， 불가항력적인 은혀110rresistible

Grace)

다섯째， 성도의 견인-보존의 확실성 (Perseverance
이 사상은 그후 1643년 7월

l 일부터

of Saints)

1 649년 2월 22 일까지 회의를 거

듭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estminster Confession) 를 만든다.
여기에 총 33개 장과 대소 교리문답이 제정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워l 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의 고백서이다. 그런데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 적법한 주장인가에 대해 현대신학에서는 거의 의견을 달
리하고 있다 물론 개혁주의 신봉자들은 그대로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정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 분명히 예
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 여섯번 나온다(행 4: 28: 롬

8 : 2 <)-.~O : 고전 2:

7: 엠

1 : 4- .'), 11

등) . 그러므로 예정론 자체는 성경

의개념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예정론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디
까지나 믿는 성도들에게 국한시켜 이해되어야 할 주장이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의 과거와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성찰해 봤을
때 고백되어지는 감격을 뜻한다 이것은 장차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
라고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킬 내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과 하
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7}.지고 창조되었으므로 두 가지는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와교회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시 정부와 국가에 관해 말했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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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이 믿는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는 장로법원이
라는 치리기관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
하였다.

칼빈은 초대교회가 실시한 치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시민들의 의복 사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호사스러움， 저주와

맹세 ， 노름. 춤， 가면 무도회 등 모든 도시민의 생활을 제재하려고 하였
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치리는 어디까지나 회중과 목회 안에서 한정시켰
다. 그렇지만 칼빈은 치리와 출교의 범위를 세속 도시민 전체에게 적용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치리는 교회 내의 문제로 국한시켰

다. 그렇지만 칼빈은 치리 방법으로 세속 권력인 시 의회 권력의 힘을
빌려서 강화시키려고 했다.

칼빈의 이와 같은 발상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종교적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속 권력까지 장악했던 그것
과 유사함을 보게 된다 중세교회의 교황은 영적 문제로 만족하지 않고
세속 권력들도 모두 장악하려고 했었다.

칼빈도 교회 장로법원에서의 치리행사를 도시민의 모든 생활까지 장
악하였다 이 점을 살펴볼 때 칼빈의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에 대한 사상
은 강력한 중세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

에서찰빈의 개혁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교회 직분에 관한 사상

칼빈은 전에 없던 새로운 장로제도를 만들었다. 성경에 장로직이 없
는 것은 아니다. 구약 때부터 시작된 장로제도는 신약 초기 복음서 시대
까지도계승되어 왔다

저1 8장 칼빈의 개혁

219

그런데 사도시대 때부터는 장로직의 개념이 달라진다 즉， 장로는 곧
감독을 뜻했다(행

1:

j;요삼 1

20 :

17-28: 딛

1 : 5-7: 뻗전 5 :

1: 요일

1 : 1: 요이

: J).

그렇지만 칼빈은 교회 행정에 필요하므로 구약의 장로제도를 다시 부
활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로직의 부활 근거로 딩전

5:

1 7-1 8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일을 하고 샀을
받는장로를말한다.
이 본문은 말씀도 가르치는데 수고하고 다스리는 일에도 수고하므로

존경을 배나 하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 는 다스리

는 일만 따로 하는 장로를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칼빈은 성경에 없는 제도라도 교회 행정에 필요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목사나 장로를 모두 같은 장로라
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주장에는 성경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
다.

5) 칼빈의 성례전사상
칼빈은성례전을정의하기를 “성례전은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약함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의 선의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인 찍어주는 정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

에서 ,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다고 했다.
칼빈은 성찬이나 세례를 사죄와 은총의 수락을 입증하는 표정이요，
인장이되，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
리에게 전달하는 영적 체현(歡얀體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성

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양심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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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칼빈의 경제 이론
칼빈이 현대 산업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자본주

의 경제체제와 대금업을 믿었기 때문이다. 고지식하고， 성경을 문자적
으로 믿으려던 재침례교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
다.
그래서 잠

28 : 8.

출

22 : 25 . 레 25 : 36

등을 근거로 이자에 대한 문

제를 타부시했다. 그 결과 그들은 현대 생활에 항상 닥후되었다. 그렇지
만 칼빈은 대금업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의 영향으로 현대 자본주의자들은 용기를 갖고 현대문명을 개척하

였다 칼빈의 이러한 이론은 꼭 성경에만 있어야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
니라 이성에 의한 현실 이해에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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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국의 매혁
----

----우리는 그동안 유럽대륙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역사， 주로 독

일교회， 그리고 쪼벙글리와 칼번에 의한 스위스와 프랑스 일부의 개혁
교회들의 개혁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파， 또
는 분파주의로 알려진 재침례교도의 운동도 살펴보았다.

이제는 또다른 형태의 개혁운동사를 살펴보자. 그것은 영국에서 일어
난 개혁운동이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대륙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그런데도 영국교회의 개혁은 대륙에 비

해 전혀 형태가다른개혁을하였다.
우리는 영국교회의 개혁운동을 단지 영국 자체의 것만으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 영국은 그들의 개헥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파급된다 즉

청교도 운동， 분리주의 운동， 독립주의자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류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이후의 기독교를 알
려고하면 반드시 제 16.1 7세기 영국의 기독교를알아야한다

영국은 교회사적으로 ， 선교적 측면에서 영어를 전 세계에 공급한 문
화적인 면에서 가히 세계적인 영힐탤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국 교회들의 오랜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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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오래 전에 이미 개혁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있었다. 잘 알다시피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가장 찬란하게 꽃피게 한 것은 스콜라 신학이다. 그
런데 이 스콜라 신학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영국인이다.

역사에서는 이들을 후기 스콜라 신학자라고 한다. 그들은 존 둔스 스
코투스 (John

Duns Scotus: 1266-1308) 와 윌리 암 옥캄 (William

Occam: 1280-1347) 이 다.
이들 다음으로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한 사람이 있다위클리프 (John

Wycliff: 1300-1184) 는

가난과 청순한 신앙 운동을

펼쳤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롤라드 (1ρllards)' 라고 했
다. 위클리프는 비카톨릭적 요소 때문에 사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 유해가 불태워 분살되었다 (1428년).

그 다음에 윌리암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 은 신약성경

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그 당시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도록 규
정되어 있었는데 법을 어기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틴데일을 카톨릭

은 가만 두지 않았다. 틴데일은 대륙으로 피신하여 성경 번역책을 영국
으로 반입시켰다. 이로 인해 그는 유죄로 체포되어 처형된 후 그 시체는

화장당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이 오랜 세월동안 연연하

게 흘러오고 있었다. 이같은 국민의 정서 위에 헨리 8세라는 독특한 군
주에 의해 영국의 개혁은 시작된다.

1. 헨리 ~~l의 교회
川 한리 8서|의 가겨|와 가정

헨리 8세 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가계와 가정관계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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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헨리 8세의 가계
헨리 8세는어떠한가문의 출신인가， 이것이 그의 인생과연결된다.
1 7 세기 초 이전까지는 대영제국은 둘로 나뒤어져 있었다. 잉글랜드는
튜더 왕조7} 지배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왕조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제임스 l 세 (James

1 : 1603-162 5 ) 에 의해 한 왕

조로대영제국이 된다.

튜더 왕조는 헨리 8세의 아버지인 헨리 7세(HeæyVll : 1 457- 1 5 0 9 ) 가

창건되었다. 헨리 7세는 튜더 왕조 창건을 위해 그의 재위기간 동안 거
의 평화가없었다.

어렵게 창건한 튜더 왕조의 기반을 위해 헨리 7세는 국제적 혼인 외교
정책을 쓴다. 그래서 그의 장남인 1 4세의 아아더(Arthur) 를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Ferdinand) 왕과 이사벨라(Isabella) 의 딸인 1 6세의 아라

곤의 캐더린 (Catherine of Aragon) 과 결혼을 시켰다. 뿐만 아니라 헨
리의 딸 마가렛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에게 출가시키고， 또 다른

딸은프랑스의 루이 1 2세에게 주었다.

그런데 헨리 7세의 장자 아아더가 캐더린과 결혼한 지 6개월만에 죽
고 만다 (1 )O~ 년). 이때 헨리 7 세는 캐더린이 가지고 옹 지참금은 물론
이고 ， 스페인과의 전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기기 싫었다 그래서

아아더의 친동생과 장차 헨리 ” 세가 되는 캐더린을 결혼시키기 원했다.
이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법은 죽은 형의 아내를 맞는 것이 위법

이었다. 혈연관계의 계율 (Law

of Consanguinity)' 에 의하여 이 법은

레위기 I R : 6- I R에 의거하여 5 촌 내지 6촌 관계에서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에 근거하고 있 다. 또 레위기

20 : 2 1 에도 형제의 아내 를

취할수없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헨리 7세는 교회법 을 특별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교황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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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교황 률리우스 2세 (J띠ius n) 는 교회 법

을 무시하고 특별 윤허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헨리는 겨우 12살 때 그의 형이 남긴 미망인 캐더린과

7

년 연상의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다 (1509년). 이때 두사람의 결흔주례
를 캔터베리 대주교인 와함(Warham) 이 섰다.

2) 헨리

8세의 가정

@첫번째 부인캐더린
헨리 8세는 그의 아버지가 죽던 해 (1509년) 왕위에 올랐다. 그는 캐

더린과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는 딸 메리 (Mary) 였다.
메리가 10살 되던 해는 1526년으로 그의 연상 아내 캐더린이 41 살이
되었다. 헨리는 캐더린으로부터 왕자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 헨리는 그가 형의 아내를 맞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의 의심은 앤 볼린에게 쏠리는 관심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
었다. 앤 볼린은 캐더린의 시녀였다. 그런데 헨리와 그와의 사이에서 임

신 소식을 듣게 된 헨리는 그녀로부터 왕자를 얻을 기대가 커졌다.
그래서 헨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얻고자 했다. 헨리가 즉위한 처음

2

년간은 대주교 와함이 국사를 처리했다. 그후 교활하고 잔인한 추기경
월 시 ( Cardinal Th omas

Wolsey: 1 47 \-1 530) 가

득세하여 헨리 치세의

절 반을차지한다 월시는백정의 아들이었으나주교가되었다.
헨리는 월시를 장상 khancoller

: 현재의

수상)으로 임명했다( 1515

년) . 또 교황 레오 10세는 월시를 캔더버리 대 교구의 교황 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5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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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종교개혁의 마정 01 회화적으로 묘시되어 있다 헨리 8 세는 계승지인 그의 이들 에드워드 6세를 기리키고 있고 교
횡은 기운이 잉어지끄 있디 개혁자인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는 고문의 자격으로 멍자 옆에 잉이 있다

월시는 장상으로 국가의 세력과 캔터베리 대리인으로서 교회의 세력

을 장악했다. 이 월시가 교황 클레벤트 7세로부터 헨리와 캐더린과의
결혼 무효재가를 얻어내기 위한 공작을 개시했다.
이 당시 이같은 결혼 취소 ， 혹은 무효령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으
며 ， 당시의 교황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칙령을 흔히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월시는 이번의 경우는 원래 교황 률리우스 2세가 교황의 특별
사면령 을 내려 결혼하게 되는데 헨리와 그의 형수 캐더린과의 결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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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헨리와 캐더린의 결흔은 처음부
터 진정한결혼이 성립되지 못한다고했다
이와 같은 월시의 외교 노력으로 교황 클레벤트 7세가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컴펙기오 (Campeggio) 추기경
이 영국으로파견되었다.
그런데 사태는 이상하게 번져갔다. 당시 스페인의 찰스 5 세는 캐더린
의 조카였다 그래서 캐더 린은 자기 조카에게 자기 결혼이 무효되지 않
도록 해 달라고 애원을 했다 이 당시 찰스 5 세는 교황을 자기 마음대 로

좌지우지하고 있던 때였다.
찰스 5세는 군대를 파견하여 로마 교황을 습격했다 캐더린의 조카였
던 찰스로부터 압력을 받은 교황은 이제 다시금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를
거부하게 되었다.
캄펙기오 추기경은 로마로 귀환하고 만다. 이 렇게 되니까 헨리는 월
시 대주교를 체포했고， 그는 재판 도중 죽게 된다. 그리고 다음 인물로

토마스 크랜머 (Thomas

Cranmer: 148<)- 1556) 가

등장한다. 이 크랜머

는근면하고학식이 있는신앙심 깊은개혁 공로자이다

@두번째부인앤볼린
새로운 종교 자문인 크랜머는 헨리 왕에게 결혼에 관한 문제를 주요
한 카톨릭 대학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하였다 헨리는 곧 파리
대학을 비롯하여 오를레앙， 툴루즈，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에 그의 결

혼에 관한의견을물었다.
그때 모든 대학들은 헨리와 캐더린의 결혼이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회답을 해 왔다. 오직 루터만은 정당한 결혼이라고 했다. 이때부터 헨리
는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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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는 로마를 위협해 자기 종교담당 자문인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

주교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국 내의 성직자들을 교황의 권위

아래 두지 않고국왕의 권위 아래 두도록법령을고쳐나갔다.
15 53년 l 월에 비밀리에 캐더린과이흔한지 거의 6년이 지난후다시
비밀리에 앤 볼린과 결혼한다. 그리고 헨리는 대주교 크랜머로 하여금

캐더린과의 이혼이 적법이고， 또 앤과의 결혼이 적법임을 공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앤 볼린이 6월에 정식 왕후가 된다. 그러자 교황은 헨리
를 파문시켰으나 헨리는 교황의 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9

월에는 앤에게서 엘리자뱃 공주가 태어난다.
그리고 1543년에는 그 유명한 ‘수장볍 (the

Act of Supremacy)’ 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영국 국교회가 탄생된다

@ 세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 (Jane

Seymour)

헨리는 앤 볼련에게서 왕자를 기대했었다 . 그런데 딸 엘리자뱃 하나

만 얻었다. 헨리는 앤 볼련의 아름다운 살결과 검은 눈동자에 반했었다.
그런데 그에게서 왕자를 얻을 소망이 깨졌다 그러자 그녀를 간음의 누

명을 씌워 처형시킨다 (15 36년). 이로써 앤은 l 천일 동안의 짧은 영화로

끝을맺었다 .
헨리는 세번째 여인으로 제인 시모어를 맞이했다. 헨리는 이 여인에
게서 에드워드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세번째 부인이었던 제인 시

모어는 출산 후 건강회복을 못하고 153 7년에 사망한다.

@네번째 부인 클리브스의 앤(Anne

of Cleves)

제인이 죽은 무렵 때마침 헨리는 스페인의 찰스와 프랑스의 프랜시스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때 헨리는 독일과 유대를 맺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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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독일 여인과 정략결혼을 한다.

독일 여인은 삭소니 지방의 존 프레드릭의 처제

‘클리브스의 앤

(An ne of Cleves)’ 이었다. 헨리는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후에 그 여
인의 효용가치가 없어지자 이혼을 한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중매를
한크롬웰을처형시킨다.

@다섯번째 부인 캐더린 하워드 (Catheηne Howard)

헨리는 캐더린 하워드를 다섯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이 왕
비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카톨릭과 가까웠다. 그래서 개혁자들에게 미움

의 대상이 되었다. 이 왕비 역시 헨리의 미움을 받고 참수당했다.

@ 여섯번째 부인 캐더 린 파 (Catherine Paπ)
헨리는 여섯번째 왕비로 캐더린 파를 맞이한다. 이 왕비는 헨리가 죽
고난후까지 오래도록지낸다.

이렇게 헨리는 여섯 명의 왕비를 둘 정도로 정력적인 사람이었다. 이
같은 군주는 세계사 속에 희귀한 인물일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집요한
자녀의 욕심을 가졌던 헨리였지만 모든 여인으로부터 얻은 자녀가 오직
셋뿐이었다. 그들 세 자녀가 헨리 다음의 영국 왕이 된다.

헨리가 죽고 난 후 (1547년) 맨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유일한 아들 ‘에
드워드’ 이다. 그런데 이 에 드워드의 재위기간은 매우 짧았다. 그 다음에
두번째 왕이 된 이가 ‘피의 여왕’ 으로 소문이 난 메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세기 가까이 처녀 여왕으로 재위한 엘리자뱃이
있다. 영국의 교회는 헨리 8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자뱃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루어진다. 이제 그들의 교회 정책을 살펴보자.

(2) 헨리 8세의 교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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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는 보기 드문 학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재주있는 언
어학자였고， 상당히 유식한 아마추어 신학자였다. 그런가 하면 고집이
세고 기회주의적이며 자기 본위의 철저한 이기주의자였다.

헨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였느냐 하는 것은 그의 수많은 여인들 관계

에서 잘 드러 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상당한 기회주의자였다. 헨리는 루
터가 쓴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글을 읽고 그에 대한 반박문을 썼다.

헨리가 쓴 반박문은 ‘일곱 성례식을 변호하기 위한 논문’ (Asseltio

Se ptem Sacramentomm) 이었다. 헨리는 이 반박문을 교황 레오 10세
에게 헌정하였다. 교황은 헨리의 논문을 받은 후 헨리에게 ‘신앙의 수호
자 (Defender of the Faith) 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15 2 1 년 10월) .
헨리가 이처럼 로마 카톨릭에 대해 충성을 했는지 아첨을 했는지 잘
모를 일이다. 그러던 그가 캐더린과의 이혼문제를 로마 카톨릭이 도와

주지 않을 때 카톨릭과 결별을 한다.
헨리의 교회정책에는 그를 돕는 두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개혁을 주

창하는 의회 지도자 토마스 크롬웰 (CromweU)과 캔터버리 대 주교 토
마스 크랜머 (Cranmer) 이다. 이들은 개혁파에 속했다 .
또다른 보수세력이 있었는데 노포크의 공작(D버<.e

of Norfolk) 과 윈

체 스터의 주교인 스테픈 가디너 (Stephen Gardiner) 가 여기에 속해 있
었다
헨리는 이 들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헨리 g세가 수행한 업적들을 살펴

보자

1) 1')34년 의 ‘수장법 (the Act of Supremacy)’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국 국왕을 영국의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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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이다. 이 법으로 시작해서 영국교회는 오랜 카톨릭과의 관계를

결별하고 영국의 독자적인 교회로 출발한다. 이 법이 오늘날 영국 국교
회인 성공회의 탄생이 되는 때이다.
이 법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모든 첫 수입을 교황에게 수입세라는 명목으로 보내던 것을 비

롯하여 교황에게 보내는각종헌금을봉쇄시킨다.

둘째 , 로마의 주교에게 베드로의 축제일에는 각 세대당 l 페니씩 보내
던제도를금지한다.
셋째， 교황에게 특별 사면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금지， 그같은 특별
면제권은 영국 내 교회에서 구하도록 한다.

넷째， 계승법(The Act of Successìon)을 통과시켰다. 계승법이란 ‘헨리
와 아라곤의 캐더린과의 결혼은 무효다’ 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다섯째， 수장법 (The Supremacy Act) 을 통과시켰는데， 영국 국왕을
영국교회의 수장 (Supreme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 으로 지명
한다는것이다.

여섯째， 반역법(The 암easons Act) 인데， 왕의 적법한 칭호(영국교회
의 수장)를 부인하는 자는 반역죄에 해당하며， 왕을 이단 혹은 분리주의
자로 부르는 자도 반역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수장법은 국왕이 교회에 대한 통수권을 규정하고 또한 국

왕이 교회 를 검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못박는 법이었다 그리고 이
법은 왕과 그의 가족들을 반대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반역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튜더 왕조 하에 국교를 만들기 위한 작업
이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국왕의 지존법에 대해 반대하던 세력이 많았다 그들은 국
왕의 지존법을 반대하다가 희생되고 말았다. 희생자 중에 유명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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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리이며， 헨리의 개인 친구였던 토마스 모어와 로체스터 주교인

추기경 존 피서가 있다. 이중에 토마스 모어는 죽은 지 400년 후

1935

년에 로마 카톨릭의 성자로 봉하였다

2)

1 536 1년 r lO조문(1능n Arti c1es) J

이것은 ‘기독교의 안정을 위해서 대왕 폐하께서 마련하신 신조’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영국교회의 최초의 교리적 신조를 내놓은

것이다 이 10조문의 5개조항은교리， 나머지 5 개조항은성례전을다루
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카톨릭의 7개 성례 중에서 세례， 성체(성만

찬) 참회에 대한 언급만 한다 . 그리고 성상들은 교회 내에만 둘 것과 마
리아는 중보 기도자로서 존경할 것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영국교회
는 가시적인 개혁의 모습을 드러낸다.

3)

1 5 .1 7년 「주교서 CBishop' s

Book) J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지도서 (The Institution of a Christian

Man)' 라고도 한다. 이 내용은 교인들과 하위직 성직자들을 위한 기독
교 기초 교리서와 같은 것이다.

내용은 4부로 나뉘어져 있다. 사도신조 .7성례전. 10계명， 주의 기도 ，
그리고 아베 마리아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영국의 대주교와 주교들에 의해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주교의 책’ 이라고 한다. 그러나 헨리가 나중에 자신의 생각대로
개정한다

4)

232 .

1537년 영어 성경번역

1 부 종교개 혁사

이보다 앞선 영어 성경의 번역은 틴데일 (ηndale) 때 이루어 졌다- 틴

데일은 성경번역을 국내에서 못하고 네덜란드에서 완성한다. 그는 성경
을 번역하여 국내로 반입시키다 처형당한다. 그런데 이제 영국교회의
사정은 달라졌다. 마일 스 커버데일 (Miles Coverdale) 에 의해 과격하다

는 틴데일 성경을 개정한 영어 성경이 나온다.
헨리 왕은 모든 교회가 영어성경 한 권을 교회 내에 비치토록 명령하

였다 (1537년) . 이것이 다시 개조되어 1539년에는 「대성경 J(The

Great

Bible) 으로 나온다. 이 성경 서문을 크랜머가 기록했다고 해서 크랜머의
성경으로알려졌다

이렇게 영어성경이 개 교회에 비치되었다는 것은 개혁교회의 기반을
다지게되는계기가된다.

5) 수도원의

해체

헨리는 그의 선친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 . 궁정에 돈이

떨어지자 크롬웰은 수도원을 사찰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의 수도원은
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큰 수도원을 사찰해 본 결과 너무 미신적 요
소가잡다했다.
성 베드로의 머리털과 수염， 성 스데반이 맞아 죽은 돌， 순교자 성 도
마의 머리카락과 뼈， 성모 마리아의 젖과 다른 두 개의 뼈가 담긴 조그

마한 수정 유리병 등

온갖 물품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성물이라고 반

입해 들어와서 군중들에게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크롬웰은 국회의 법을 따라 모든 수도원을 폐쇄시키고 그 재

산을 왕 앞으로 귀속시켰다 (1 53H년) . 이렇게 함으로써 카톨릭 교회는
핵심을 이루는 중추적인 힘을 앓고 만다 물론 교황 바울 3세는 헨리에
대한파문을거듭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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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3 9년의 ‘6조문(The

Six Articles)’

이 법률은 크랜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내

용은 다시금 카톨릭에로 접근하는 내용이었다. 즉， 화체설을 지지하며

성찬 때 먹만 주는 l 종 성찬을 지지하고， 성직자의 독신제 반대는 물론
이미 한 결혼도 무효로 헤어져야 한다.
이같은 극단적 회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괴롭혔다. 그래서 6조문
은 ‘6개 가죽끈이 달린 피묻은 채찍’ 이란 악명 높은 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크롬웰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는 이 법의 실제적인 실시를 가
로 막았다. 그런데 크롬웰이 1 540년 7월 28일에 참수를 당한다 그 이
유는 크롬웰이 독일 삭소니의 .클리브스의 앤’ 을 헨리에게 중매해서 네
번째 부인이 되게 했는데 그 앤이 헨리와 결혼하기 전에 로레인의 공작

의 아들과 약혼을 했었다는 이유로 처형시켰다(7월 9일) 그래서 크롬
웰을 재판도 없이 처형시킨다.
헨리는 1 547년 l 월 27 일에 사망한다 그의 마지막 임종은 크랜머가
지켜보았고， 크랜머에 의해서 장례식이 치루어진다. 그만큼 헨리는 크

랜머를 한결같이 신뢰하였다 . 헨리는 죽었으나 그는 영국이 카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로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지지를 형성한
후죽는다. 그의 뒤는그의 유일한아들에드워드가계숭한다.

2. 에드워드 ()，{~l의 종교정책
(1) 에드워드 6세(Edward VI. 1537-1553)
헨리 8세는 그의 후계자로 그의 세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가 낳은 아

들 에 드워드 6세에 의해 계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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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을 때(] 547년 l 월 28 일) 그는 겨우 9세였고，
항상 나약했으므로 1 6세도 못된 15 53 년에 죽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

한체질인데다가과중한공부로그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에 드워드는 어려서부터 라틴어와 헬라어 및 불어를 배워서 13살 때에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키케로의 작품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드워 드가 차기 임금에 오를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당파들은 그를 수

중에 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른 처 음
3년간은 그의 삼촌인 개혁교도 에드워 드 시모어 (Edward Seymour) 가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후에는 책략과 지모에 능했던 와윈 지역의
백작 촌 더 들리 (John Dudley) 가 집권하였다. 이 사람은 노덤벌랜드

(NOl t humberland)

공작이라는 직위를 획득하였다.

(2) 에드워드 6세의 종교정책
에드워드의 치세기간은 전체가 6년 반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
진 업적을보면 다음몇 가지 를들 수있다.

1) 훈령 (I njunctions: 1 547 년 7월)
이 법은 전에 발표된 'ó조문’ 이 너무 카톨릭적이던 것을 철폐하도록

하는 훈령 이다. 이 훈령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
경을 인쇄하고 배포하던 제한법을 모두 폐지시켰다. 이교도들이 처형받
던법도폐지하였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주교들이 세속 권력과 관할권을 찬탈한 사실을
설교하도록 하였고， 예배 때 복음서와 서신서를 영어 로 낭독할 것과 기

도문을 행진 때 암송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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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큰 훈령은 새로운 연보법 (Chantries act) 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모든 연보는 국왕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중 성찬식(먹과 포도주)을 베풀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
성직자의 결혼을허용(주교들의 53 대 1 2 로 찬성 결정)했다.

그리고 설교집이 만들어져 배포되었다. 이 설교집을 만들게 된 동기
에는 매우 한심 한 사연이 있다. 그것은 1 547년부터 155 1년까지 영국인
성직자들이 어느 정도 설교가 가능한가를 파악하려고 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전직 로마카톨릭의 성직자들의 무식이 그대로드러났다

311

명의 성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다. 그중 1 7 1 명은 십계명의 내용을
잘 몰랐고 .277명은 지신이 펴 들고 있는 성경이 무슨 책(출애굽기인지
전도서인지)이며， 무엇을말하는지 몰랐다 . 10명은주의 기도를반복하

지 못했으며 .27 명은주의 기도의 저자가누구인지 말하지 못했다.
이 같은 보고서는 영국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에 소위 성직자라는 카톨
릭의 사제 들이 얼마나 무식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그래서 영국교회의 질적 향상을위해 설교집이 만들어져 배포된다.

2) 제 l 기도서 (the First Prayer Book)
이 것은 좀더 세부적인 예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도서의 주된
책임자는 크랜머였다. 이 책은 영국교회의 여러 지파와 후에 생긴 앵글
리칸 교회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했다 이 기도서에서 영국인은 최초로
자기 말로 예배 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다

이 무렵 독일과 스위스로 종교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뿐
만 아니라 대륙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피신해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 중에 유명한 이는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째로 그는 영국
으로 피신해 왔다가 세상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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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기도서 (the

Second Prayer Book. 1 552년)

이 기도서는제 l 기도서의 부족한것을보완한것이다 그리고오늘날
의 영국교회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공동기도서의 대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 이 기도서에서 우리가특히 기억할대목이 있다. 그것은과거 카
톨릭식의 용어 나사상을현저하게 많이 제거하였다는점이다

즉， 중재적인 미사라는 사상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제단
(altar) 이라는 용어 를 삭제시키고 탁자 (table) . 또는 상이라고 했다. 여

기서 ‘강대상’ 이라는 말도 연유되게 된다
또 과거는 성직자를

‘사제 (the

Priest)' .

우리나라에서는 ‘신부

(Father)’ 라고 한다 그렇지만 ‘목사 (a Minister) ’ 라고 불려진다. 그리
고 목사의 의복에 관한 조항들이 제정된다. 목사의 의복은 중백의 (the

Surplice) 로 제한된다

이렇게 개혁이 진척되던 중에드워드가사망하게 된다. 15 53년 7월

6

일에 그는 건강 악화로 사망한다 그러자 그의 후계자로 메리가 여왕으
로승계한다.

3. 메리의 치세와카톨릭의 반격( 1553-1558)
川 여왕메리의통치시작

에드워 드가 죽고 난 후 그의 승계자에 관해 논란이 많았다. 그러다가
결국 메리 가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1 553 년 여름) . 이 메리는 헨

리 8세와 아라곤의 캐더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소녀시절에 사랑

스럽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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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녀가 1 7 세 때 그녀의 전 생애 동안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충
격을 받게된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 헨리 8세와 국회， 그리고 영국교회

들이 그녀를 불법한 사생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수치심에 쌓여 지울 수 없는 낙인과 함께 고독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메리가 37세 되었을 때 영국은 그를 여왕으로 환호했다. 그렇
지만 그때는 이미 여윈 얼굴과 쉰 목소리의 나이 든 여인으로 변해 있었

다 . 그녀의 검게 빛나는 눈동자만이 한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를말해줄뿐이었다.

그녀는 평생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고자 스스로 선택한 남자 스페인
의 필립과 결혼한다. 그녀의 우상이었던 필립은 몇년 동안의 결혼생활

을통해 그녀에게 싫증을느끼게 된다. 그토록애타게 바랐으며， 열정적
으로 기다렸던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한 인간으로 불행했을 뿐

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가장 증오스런 ‘피의 여왕(Bl∞dy Mary) ’ 이
라고이름지어졌다
메리 여왕은 왜 그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되었을까. 우리는 그의 입장

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메리는 평생 로마 카톨릭 신자로 살기 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일 영국 국교회를 사실대로 인정할 경우 그녀가 가
진 왕위 계승자로서의 무자격을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는 경우 자기 아버지 헨리

8

세가 주장하던 대로 자기 어머니 캐더린과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 그럴

경우 메리는 사생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신분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차지한 왕위 계
승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서도 영국 교회법을 따를 수 없었다 . 그녀는 개
인적인 확신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영국 국교회를 다시금 로마 카톨릭
으로 회복시켜야 할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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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재위 초기에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했다. 메리는 도량이 넓은

편이었으나 개신교를 반대하는 데는 잔인함을 넘어서 거의 광선적이었

메리 는 \ 553 1년부터 \ ):1B년 11 월 \ 7 일까지 약 5년 동안치리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화형시킨 사람은 2 B2명이었다. 그외 감옥에서 굶겨 죽
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이다 .

(2) 메리 여왕의 종교정책
\) 신앙에 관한 포고문(Proclamation about Religion)
전임 에드워드 왕이나 영국 의회는 다같이 왕권을 카톨릭 교도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영국의 국민들 생각은 달랐

다 헨리 8세가 비 록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가까운 혈통이
메리라고부르짖었다 .
그래서 새로 왕위에 오른 메리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모든 국민이 조용

한 성품과 기독교인의 사랑의 행위로 함께 모여 살자고 권면하였다. 그
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명령으로 강요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위협이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의 문헌을 왕의 허락 없이
백성 들이 읽 는것을방지하겠다는선언도했다.

2) 새

종교법 개정

메라 는 국회 를 통해 (\ Yi3년 \0월 5 일부터 \ 2월 6일까지) 종전에 제
정한 모든 종교법 을 번복하게 하였 다. 그래서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

더린과의 결 혼은 유효하며， 메리 자신 을 적법한 왕위 계 숭자로 고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에 드워 드 6세 때 만들었던 모든 종교법 을 폐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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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공공 기도서를 폐지하고， 성직자의 결혼 허가를 취소하고， 두 종류

의 성만찬참여를철회했다
~) 여왕의 결혼 ( 1 SS4년 7월 2) 일)

메리는 자기 결혼의 상대자로 스페인의 필립을 지정했다. 필립은 그

의 외종 4촌이었고 장차 찰스 5 세의 후계자로 양위될 예정이었다.
떼리가 스페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하원에서는 외국인과 결혼

하지 말도록 간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난동
이 발생하였다 켄톤지방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적대 감정 때문에 4천
명의 군중들이 런던 성문까지 접근하였다가 격퇴당한다.

그런데도 메리는 필립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들 사이에 소생이 없으리라는 사실이 점차 확실
해지자남편은메리 곁을떠난다.

이렇게 남편에게까지 무시뻐야만 하는 실망 속에서 메리는 프로테
스탄트틀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잘 아는 크랜머가 대주교에서 쫓겨나고 투옥된다. 또 성경을
번역했던 커버데일. 존 로저스 등이 추방당한다. 이들은 맨 먼저 처형당
한다 (1 S)S년 2 월 4일). 그래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망명해 왔던 개

신교 지.s:A들은 다시금 대륙으로 안전을 찾아 도피를 한다 그러고 메
라 는 토마스 와이어트 경을 포함한 여러 개신교 지도자를 처형시키기
시작한다

4) 영국을다시 교황청에 순종케 함，
영국은 그때까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출교당한 땅이었다 그래서 메
리 여 왕은 다시 교황청의 화해를 받으려고 한다 이때 교황 줄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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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영국인 추기경 레지날드 포올을 특사로 파견한다.

이 포올은 헨리 8세와 메리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포올은 헨리 8
세가 캐더린과 이흔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헨리의 영국교회 수장이라는
수장법을 반대하였다. 그로 인해 영국에서 위협을 느끼자 로마로 가서
추기경이 되었다.

이 포올을 교황의 특사로 영국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 7찌 난

관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선왕들이 교회 소유의 토지들을 귀족들에
게 판매해서 개인 소유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이 다시 카
톨릭으로 복귀하려면 그 토지들을 환원해야 한다고 할 때 국민들의 저

항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영국 전체를 카톨럭으로 되돌
리기 위해서는 교황청이 영국 수도원의 토지쯤은 포기하도록 설득했다

이렇게 해서 폴이 영국으로 되돌아와 국회에서 상하 양원의 의결로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 결정하였다. 이러므로 헨리 8세， 에 드워드 6세 때
제정된 반 교황적 법 률들이 모두 취소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과거 헨리

7 세 시대 성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폴이 켄터베다 대 주교가 된다

(\ 556년) .

5)

이단 법과 박해의 부활

\55 5년부터 시작된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갈수록 힘악해졌다
저명한 개혁파 주교들과 신학자들을 체포해서 여러 감욱에 분산， 수감

시켰다.
추기경 폴은 교황청 특사의 권한을 살려 이단을 심문하는 위원회를
구성 하고 죄 수들 을 심 문하도록 했다. 끽맨H 먼저 요한 로 x
저1 스 (John
Ro
앵
ge
밍r’잉가 화형되었다. 그외 수많은 순교자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순교자에 관한 많은 기록은 존 폭스(John Fox) 가 쓴 「순교자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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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J (Book

of MaltyrS) 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 속에는 신앙을 위해 기

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용기있는 장면들이 자세
히 묘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크랜머의 순교 장면은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그는 캔터버
리 대주교였으며 , 헨리 8세를 도와 개혁을 주도하였고 . 에드워드 6세 때

는 기도서 작성에 공헌한 신실한 목자였다.
그런데 크랜머는 1 555년 10월 l 일에 정죄받아 현재의 벨리올 대학

앞에 있는 옥스포드의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를 고소한 사람은 메리 여왕과 필립이었다. 그리고 고발된 내용은
간음， 위증， 이단이었다. 간음이란 그7} 사제로서 결혼했다는 것이고，

위증은 그가 사제로서 교황에게 순종을 서약한 후 파기했다는 것이고，
이단 죄는 화체설을 부인했다는 것이었다.
크랜머는 치욕스런 예식을 통해 직함을 박탈당하고 사형판결을 받는
다( 로마에서 판결한 후 지시함) . 그런데 7'}톨릭에서는 그의 형 집 행 전
에 정 교한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 그래서 일련의 철회 를 제시하면서 크

랜머에게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 다 .
이때 크랜머는 군주의 명령으로 강요되므로 궁극적 권위 를 느끼면서
일반적으로 서명을 해 나갔다. 서명 요청 조항은 모두 7 개 였다. 처 음

4

개 조항은 별 거리 낌 없이 서명하였 다. 그러나 나머지는 심한 양심 의 가
책 속에서 이루어 졌다.
그런 뒤에 1 ))6년 3월 21 일 성 메리 성당 내 강단의 맞은 편 위에 올

려 졌다. 그는 마지막 말을 시작했다 먼저 집권자들에게 진실 한 순종을
바칠 것과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살도록 권면하였다 .
그런 다음에 그는 전에 자기가 행한 7 개 조항의 서명 은 단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며， 행여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해서 마음에 없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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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서명을 철회한다고 했다. 아
울러 내 손으로 쓰고， 서명한 이 손이 우선적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황을 비난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저술들이 신념을 대변하
는 것임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손을 먼저 태

우고 난 뒤 자신이 불 속으로 싸여 들어갔다.
이와 같은 크랜머의 순교는 그의 죽음의 불꽃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하
였다. 그래서 잔악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의 반동을 불살라버리고 드디
어 영국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었다.

크랜머는 헨리의 대신들 가운데서 오직 그만이 메리를 여왕으로 삼아
야한다고고집했었다. 그런데 그는자기가추대한그여왕에 의해서 화

형을 당했다. 그는 지신이 무너지더라도 공화국이 바로 서기를 바랐던
인물이었다.

한편 폴은 캔터버리 대 주교가 되었다. 그리고 필립이 공석 중일 때 여
왕의 주된 자문관 역할을 했다. 메리 여왕은 전에 폐기한 카톨릭 법을 복
구실천하려고안간힘을 썼다 그런데도국내상황은호전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새로운 교황 바울 4세는 나폴리 사람으로 메리의 남편인 필
립을 증오했다. 그리고 추기경 폴도 싫어했다. 메리의 마지막 몇년은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와 교황은 그
녀의 애원을 거 들떠보지 않았다
메리가 세인트 제임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남편인 필립은 거의

방문하는 일이 없었다 또한 그에게 자녀도 없었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
다. 오히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적대자들에 의해 증오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에 지치고 원성에 싸인 메라는 1 558년 11 월 17
일에 죽고 만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영국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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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엘리자뱃 여왕하의 영국

川 엘리자멧이 여왕이 되다 ( 1558-1603)

메리의 뒤를 이어 그의 이복동생 엘리자뱃이 왕위에 오른다 찰스

5

세는 메리가 살아 생전에 그녀의 배다른 동생 엘리자뱃을 처치하도록

여러 차례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에 젖은 메리였지만 그와 같은 가혹한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엘리자뱃은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엘리자뱃은 2')세

때 왕위를 차지한다. 그녀는 노련한 경험을 가진 세상 물정에 밝은 여인
이었다 그녀는 약간 큰 키에 바랜듯한 붉은 머리 를 가졌다 그리고 올

리브색의 안색과 꿰뚫는 듯한 눈길에다 우아한 손과 기품있는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 그녀의 그런 성격은 교활하고， 계산에 밝고， 냉정하며

요염한 여성의 역할과 냉철한 행정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
다 그는 신속한 결단을 내 랄 수 있는 자신감에다 파비안적 계략

(Fabian

tactics) 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드워

드나 메리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잇기에 적당한 인물이
었다.

엘리자뱃은 프랑스어， 라틴어， 이탈리어 를 구사할 수 있던 그 당시의
현 대 여성적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 그녀는 또 교묘한 화술에도 뛰어났
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에게 혹시 결혼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심을 잔뜩 갖게 함으로써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였다.

엘리자뱃은 전 생애를 처녀의 몸으로 지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결혼

보다는 전 영국의 안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엘리자뱃은 4 5년동안재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전 생애 동안고르

게 건깅한편이었다. 그러나나이가들어감에 따라얼 굴이 점점 말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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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해졌으며， 이빨도 누렇게 변색되고 고력 못했다. 그녀는 이런 것을
감추려고 거대한 붐은 가발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녀는 자기가 왕이자 여성인 것을 이용하여 계속 사랑의 유희를 즐
기었다 그녀의 말년에는 궁정의 젊은이들 가운데 에섹스 백작 (earl

of

essex) 을 사랑했다 그런데 에섹스는 버릇이 없고 군사 지휘자로 실수

를 많이 한 것이 결국 그녀 최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에섹스는 버
릇없이 굴다가 반역죄로 기소를 받고 참수당한다. 이 일로 그녀는 말년

에 깊은우울상태에 빠져들곤했다.
1 602년 9월 7 일， 그녀는 60회 생일을 축하받았고 160 3년 3월 23 일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2)

엘리자뱃의 국정 수습

엘리자뱃은 윌리암 세실 (William CeciD 을 가장 가까운 정치 고문으
로 선택하였다. 세실은 소머셋 (Somerset) 과 노덤벌랜드 등을 모셨고，
메리 여왕 때도 국정에 참여했었다. 이 세실이 처음에는 국무상， 후에는

재무상을 역임했으며 후에 버글리 경 (1ρrd Burghley) 이라고 불리웠다.
세실은 항상 침착과 중용을 추구하는 온건한 프로테스탄트였다.

1)

I S )t)년 4월의 국회 (수장법 ;the

Act of Supremacy)

엘리자뱃은 1 559년 l 월 1 5 일에 왕관을 썼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수장법을 통과시킨다. 과거 메리 여왕이 임명한 주교들의 성직자 회의

는 거의가 카톨릭 교리 를 믿고 있었다， 그렇지 만 과거 헨리 8세가 주장
하던 영국 왕이 영국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 법으로 다시 회복시켜
야만했다.

즉. 헨리는 국왕을 ‘교회의 지고한 머리 (Supre m e

Hea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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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라는 칭호를 법으로 제정했었다 (1534년). 그런데 메리의 반
동으로 이 법을 폐기하고 말았다. 그것을 다시 엘리자뱃이 복구시킨 것
이다(1 559년) .
이 수장법은 영국 국왕 하의 모든 관리들. 재판관들， 성직자들은 국왕

이 모든 것의 수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서약을 해야 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주나 고위 성직자를 받드는 고양 행위는 반역
으로 다스려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것은 곧 메리 여왕 때 주장된 모

든카톨릭 법안의 취소를뜻했다.
영국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통치를 폐지시키고 교회에 대한 최고의 통
치자가 영국 왕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때 모든 주교들은 국왕의 수장법
에 서약하기를 거절했으며， 이들은 자동적으로 주교직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되자 영국교회는 주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
여기서 새로운 주교좌에 대한 주교의 임명 문제가 논의되었다. 전에

처럼 국왕의 임명제로 하면 간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사와 수석 사제
중 국왕이 지명한 공천위원들이 천거한 사람을 국왕이 임명하도록 했

다
이렇게 해서 새 로운 캔터베리 대 주교가 임명되었다 전의 대주교 포
올은 메리 여왕 임종 후 1 2시간 후에 그도 임종을 했다. 그래서 새 대 주

교로 메튜 파커 (Matthew Parker) 가 임명된다 이 사람은 엘리자뱃 어
머니의 목사였고， 엘리자뱃의 가정교사였다.
엘리자뱃은 파커 대 주교의 도움으로 성직자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석중인 주교들 자리가 채워져 나갔다. 이렇게 해서 수장법은

조용하게 처리된다.
그런데도 수장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 를 위해서 국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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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방문( 1 560년)이란 게 생긴다. 국왕의 시찰 방문단은 영국을 여섯개
지방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각 주지사， 지방의 유력 인사들， 약간 명의
법률가와 성직자로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

람들로서 방문단을구성하였다.
이들 방문단은 성직자들로 하여금 수장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폭
설명했다. 엘리자뱃은 방문단원으로 하여금 성직자들에게 부드럽게 상

대하라는 명령을 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사제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고
집스러운 인물들로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도당이라고 하였다 . 또 다른

보고자는 국왕의 수장법을 서약하지 않는 사제들을 특수지역으로 축출
해서 따로 지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방문단까지 활용했으나 국왕의 수장법이 자리잡히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 까닭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카톨릭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뛰어난 인물들인， 재계와 정계에서 실권
을 잡은 젊은 세대 들은 신교도들이었다. 그렇지만 서민 대 중은 대부분

이 카톨릭적이었다.
영국의 수장법 통과 후 6년이 되자 총 9천 명의 성직자들 가운데서 겨
우 2 00명만이 수장 인정을 거부했다. 수장법을 거부하는 세력은 크게

세 그룹이 있었다. 하나는 카톨릭 이고， 다른 하나는 청교도였다. 그리고
세번째는 분리주의자들이었다. 엘리자뱃은 이들 세 그룹을 모두 수장법
으로다스린다.

@엘리자뱃과카톨릭과의 싸움
엘리자뱃은 수장볍 선포 후 (1 :1:1 9년) 국내외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
다. 특히 l :1 ó9-I :1 HH년까지 스패인은 영국 내의 카톨릭 복귀를 위해 다

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래서 스페인의 사주를 받은 카톨릭 교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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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잠입해 영국을 카톨릭화 하려고 하였다.

그중에 하나는 노폭 (Norf이k) 공작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를 엘리자뱃 대신 왕으로 추대하는 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 1 56<)-1 570년) . 이 운동은 극히 일부 지방의 위세로 끝나고 말았으나
이같은 운동의 배후에는 스페 인의 사주와 원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그래서 영국 내 카톨릭의 잔존세력은 두통거리였다. 또 교황 피이우
스 5 세(Pius V) 는 1 570년 2월 25 일에 엘리자뱃 여왕을 파문시키고 만
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30년간은 제슈잇 교단에 의해 집중적으로 포교

공격을 받는다. 그들은 변장한 채 이 집 저 집 포교를 했다.
엘리자뱃은 1 57 1 년에 반교황적 법안을통과시킨다 영국내 교황의

칙령 반입을 금지하고 국왕을 이단이라든가， 반역자라고 하는 자는 반
역죄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한다. 1 585년에는 제슈잇 교단의 광신적 공
격을추방하는추방법을통과시킨다.

이렇게 해서 엘리자뱃의 재위 45년 동안카톨릭 교도들이 22 1 명 처형
당한다 이것은 메리 여왕이 재위 5년 동안 2<)0명의 개신교도들을 처형
시킨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 청교도와의 갈등

청교도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은 1564년부터이다. 이 들이 맨 먼저 문
제 로 등장힌 것은 성직자들의 복장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흔히 이것을 성복논쟁 (The

Vestiarian

Controversy) 이라고 한다

( 1 56 면) 청교도들은성직7.}들에게 입도록마련된제복의 사용여부는
강제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그들은 성직자들이 주중에 캡과 가운을 입고 주일날 중백의(中白衣，
Surp!ice) 를 걸치라는 것에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후 그들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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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줄때 성호를긋는일， 성찬식 때 무릎을꿇게 하는행위， 지나치게
많은 종교 축일， 결혼식 때의 반지 사용， 교회 안에서 오르간 사용 등을
반대했다. 이와같은것은로마차톨릭의 잔재 라고주장했다.

이 들 청교도들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일소하고 중백의 외에는 모든
성직자 의복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전체 성직자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회원의 과반수에 미치 지 못하므로 부결되고 말았

다
그러나 1 572년 에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청교도 운동이 드러난다.

그것은 토마스 카트라이트 (Thomas Cartwright) 를 비롯한 일단의 런

던 청교도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이 들은 엘리자뱃 여왕이 추진하는 앵
글리칸 교회의 계급체제 대신에 장로교 형태의 정부 조직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들은 제 l 차 . 2 차 훈계서를 통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훼한
장로교식 교회체제 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교회를 치리할 당회의 조직과

회중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위임과 공중예배의 요람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반항은 엘리자뱃으로 볼 때 안정과 평온을 위
협하는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수장법으로 다스혔다 그러자 카트

라이트는 1 574년 에 도주하고 만다. 그렇지만 장로교는 지하운동으로
숨어 들고， 표면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

@ 분리주의자들 (Separatists)
이들은 극단적인 반 기성교회적 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
은 캠브리지의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 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함께 모인 집단이라는 뜻
의 회중교회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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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브라운이 쓴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태도를 보여

주는 책 J CBook Wh ich

Showeth the Life and Manners of AlI 암ue

Christians) 에서 설명된다.
그들은 모든 회중들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카톨릭과 앵글리칸을 모두 다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회중은 주
교들의 영향이나 장로회의 조직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도A}는 반드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l 아니더라도 회중들이 적

당한 인물을 목사와 장로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예배도 매우 단순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 그래서 브라운은 1 58 0년경 노르위치
(Norwich) 에다 실제로 이러한 교회를 세웠다 .
이에 경악한 엘리자뱃 정부는 이들 분리주의자들에게 박해를 개시하

였다 1 5H6년에는 신학서적 들에 대한 검열제 (Conventicle Act) 를 실시
하여 극단적인 청교도 운동이나 분리주의 운동을 억제시키고자 했다
1 5<)3년에는 비밀 집회법이 반포되었다. 기성교회(영국교회)에 참여
하기 를 거부하고 따로 별개의 집회를 갖는 지들을 유배 보내거나 혹은

사형에처하도록했다 .
실 로 존 낙스는 엘리자뱃을 가리켜서 ‘훌륭한 프로테 스탄트도 아니고
확실 한 교황주의자도 아니다.’ 고 하였다. 이 말처럼 엘리자뱃은 로마 카
톨릭도 아니고， 그렇 다고 개혁주의도 아닌 적당한 중간으로 절충해 놓

았다. 그녀는 가장 많은 수의 백성 을 만족시킬 영국교회의 구조를 갖기
원했다 그래서 카톨릭적 요소와 개신교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시켜 타

협적인 영국교회 를 만들어 나갔다.
2 )i<)개 선조 (Thirty-Nine

AIticles)

엘리자뱃과 대 주교 파커 (Parked 는 교리적인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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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꼈다. 그래서 과거 에드워드 6세 때 영국교회의 신학으로 규정하

였던 42개 신조 (Forty-Two Articles) 를 개정하여 대 주교회의에 상정
시켰다
여기서 신앙의 주된선조들의 선언이라는 11 개 조항의 신조를발표하
였다( 1561 년). 결국이것이 앵글리칸교회의 기본강령이 되었다

이 39개 신조의 내용은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게 하고，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인 입장도 배제하였다. 여기서는 교황권을 배격하였다. 또 성찬
식에 있어서도 카톨릭의 화체설을 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쪼벙글리의
상징적 임재설도 부정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만이 아닌

실재적 임재를 주장하여 루터적인 데 접근하였다.
이 속에는 예정설이 받아졌으나 극단적 칼빈주의 입장은 아니었다 .
1 562년 살리스버리 (Salisbmy) 주교인 존 제웰 (John Jewel)이 영국

국교를 방어하는 변증서를 썼다 - 그는 ‘앵글리칸 교회를 위한 변증

(Apology for the An glican Church)' 을

썼다 이 책은 최초로 조직적

인 앵글리칸 교회의 입장을 수호하는 책이었다.
1 563 년의 대주교 회의에서 39개 신조를 확정시켰다. 이로써 신앙의
개정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국

교회의 기초는 엘리자뱃 여왕에 의해서 놓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법의 확정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영국 영토와 영국 교회 내에서 로마 카톨릭 주교의 권위 를 완전
히 배척하였다 국왕 아래서 관직을 가진 모든 성직자들과 일반인들은

로마 주교에 대한 배척을 서약해야 했다. 만약 서약을 거절하면 관직과

성직록을 박탈했다. 그래도 거부하면 재산을 몰수했다. 세번까지 거부
할 경우에는 반역자로 간주되어 최악의 형벌을 받게 하였다

둘째. 왕이 영국교회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대주교회의는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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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교회법과 규범의 제정 권한은 국왕의 통제
아래두었다.

셋째 , 공중 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에

의해 모든 영국

인을 위한 공중예배의 통일된 일치예식을 규정하였다. 예배의 자유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규정된 예배 형식에 벗어나는 자는 범법자로 간
주되었다. 예배 형식을 벗어나게 충동질하는 자도 동일 범죄로 간주했
다 모든 신민들은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했으며. 기도와

설교를경청해야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벌과금을 내야 했다 가난한 자는 20펜스
를 지불해야 했다. 완강한 기피자， 혹은 비국교도들은 출교시켰다. 모든
출교된 사람은 구금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국교 안에서의 자유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3)

엘리자멧과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잉글랜 드는 튜더 왕조(맘ldor) 가 지배했고， 스코틀랜드는 스튜어드

(Stuart) 왕조가 지배했었다. 튜더 왕조를 창건한 헨리 7세는 그의 딸
마가렛을 스코틀랜드의 제임 스 4세에게 출가시켰다. 제임 스 4세와 마가
렛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제임스 5세였다. 즉 제임스 5세는 헨리 8세의
조카가되었다

헨리 ”세는 엘리자뱃을 낳았고， 제임 스 5 세는 메리 스튜어트를 낳았
다 그러니까 엘리자뱃과 메리는 사촌간이 된다. 메리가 태어난 지 꼭

l

주 만인 1 '\42 년 1 2 월 14일에 그의 부친 제임스 5 세가 사망한다. 메리

는 생후 6년 만에 프랑스로 보내져서 이곳 프랑스 궁중에서 자랐다 .
그는 프랑스 궁중의 황태자 및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자라났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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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박한 쾌락을 즐기는 기사도적 로맨스풍의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
문인지 장성했을 때는 극히 세속적인 여인으로 정열적인 사랑과 r빙렬한
증오를 즐기는 여인으로 성숙했다.

메리는 155~년에 황태자 프란시스에게 시집 보내졌다. 그런데 메리
의 시어머니였던 캐더린 드 메디치와 사이가 나빠져서 궁정생활이 불편
했다. 1 선 9년에는 프랑스 왕 앙리 2 세가 사망하자 메리는 프랑스의 왕
비가되었다.
1560년 12 월 5 일 그녀의 남편이 사망한다. 이때 메라는 당시 가난한

후진국이던 모국 스표틀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다 그렇지만 스코틀

랜드는 개혁파가 세력을 잡고 있었으므로 자기들의 적대국인 프랑스 왕
비의 귀국을 반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메리가 스코틀랜드인이므로 마
지 못해 응락한다. 이 렇게 해서 1561 년 8월 19 일에 스코틀랜드로 돌아
온다
메리가 프랑스 왕비요， 스코틀랜드 왕이었으나 실제 통치권은 없었
다. 왜냐하면 족별들의 험이 워낙 강했고， 개혁가들의 입김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1 565년 영국 엘리자뱃은 헨리 9세의 증손인 헨리 스튜어트， 즉 다안
리 (D amley) 경을 스코틀랜드로 돌려보냈다 다안리는 카톨릭 교도였
을뿐만아니라메리의 배우자로적당한인물이라고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다 같은 카톨릭 국가로
동맹을 맺게 두는 것보다는 스코틀랜드를 영국 쪽으로 가깝게 하는 것
이 편했기 때문이다 당시 2 3 살이던 메리는 다안리와 사랑에 빠져 곧 결
혼한다

그러나 다안라는 야비하고 폭력적인 남편에 지나지 않았다. 다안리가
꾸민 살인혐의로 메리는 투옥당했다가 탈출한다

메리는 보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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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야hwelD의 제임스 웹번 (James

Hepbum)

경에게 피신을 하였다.

보스웰과 메리는 5월 1 5 일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한 달 후에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일제히 봉기를 들었다 이때

프로테스탄트들은 보스웰은 피신케 하고. 메리는 투옥시켰다. 그러나
메리가 극적으로 탈출을 한다. 그리고 자기 운영을 영국 엘리자뱃에게

맡긴다
엘리자뱃은 메리를 세실에 의해 재판케 한 후 19년간을 연금상태에서
살게 한다 메리는 3 0명에 달하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프랑스로부터 받
는 지참금으로 각종 특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 무렵 이탈리아 은행가 로베르또 리돌피(Roberto Ridolfi) 는 교황
의 허가 아래 엘리자뱃을 암살하고 메리를 노폭의 공작과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시행하려다가 적발된다. 공작은 1 572년 6월 2 일에 참수당한다.
그후 1 ')86년에 메리는 또다른 엘리자뱃 제거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
된다. 드디어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불리던 메리는 엘리자뱃에 의해 사
형에 처해지고만다.

그녀는 죽을 때에도 카툴릭 신앙자임을 천명하고 죽었다 (1 ')87 년) . 메
리의 죽음으로 스페인이 영국을 공격하면 영국 내부에 있는 카톨릭 세

력의 반란이 발생하리라는 희망은 좌절되고 만다.

(4) 엘리자뱃의 영국 확장
엘리자뱃의 재위 초기에는 스페인이 영국의 전통적 적수 프랑스와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큰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세월은 달라져서 영국
과 스페인 사이가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사를 건 투쟁관계로 달라
졌다.
이때 영국은 네덜란드에 원조를 구함으로 대륙 내에서 영국과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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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의를 지켜 나갔다. 스페인의 필립 2세는 영국을 가만히 둘 수 없

었다. 그래서 1 584년에는 네덜란드의 윌리암 오렌지공을 암살시켰다
그후 1 586년에는 주영 스페인 대사 맨도자 (Mendoza) 가 엘리자뱃의
목숨을 노린 혐의로 추방당했다 그리고 1 587년에는 메리 스튜어트가
사형을당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 본 스페인은 영국을 점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1 588년 무적 스페인의 함대가 영국을 공격한다

그런데 영국은 1 596년에 스페인의 칼레를 점령한다 . 1 5Y9년에는 무형
함대가등장한다.

또한 영국은 포르투갈에 대한 반격과 해양 요새 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세계 최강이라던 스페인에 대적하여 승리를 거둔다 이 로
써 영국은 새 로운 자신감을 갖게 된다.
튜더 왕조하의 영국인들은 그 성격이나 전통으로 볼 때 세계적 탐험
가나 식민지 건설자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스페인이 남미에 구축한 식

민지들과 황금 채취를 보고서 뒤늦게 자극을 받아 전 세계 를 향해 영국
세력은영토확장에 힘쓰게 된다.

특히 프란시스 드레이크 (Francis Drake) 는 교묘한 항해술로 스페인
의 해상권을 맹렬하게 교란시켰다 그는 대서양만이 아니라 태평양까지

진출하여 백 오십만 파운드 상당의 보화를 빨어 조국에 바쳤다 . 뿐만 아
니라 스페인의 항구에 많은 함대를 격파하여 스페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딸았다 . 1 5H8년 이 후의 제해권 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옮겨진

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전 세계 제해권이 엘리자뱃 통치의 종말과 함께 끝
이 나고 만다. 엘리자뱃이 1603 년에 사망하면서 그 뒤를 이은 것이 메
리 스튜어 트의 아들인 스코틀 랜 드의 제임스 6세 였 다

제임스 6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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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1603년까지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 그런데 엘리자뱃이 후계

자가없이 죽자그의 후계자로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천거되었다
제엄스 6세는 1603 년부터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합병한 왕이 된다. 이
제임스 6세는 통합 왕이 된 후 이름을 바꿔서 제임스 l 세 (James

I:

1603-1625) 라고 한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하나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임스 6세였던 영국의 새 왕 제임스 l 세는 엘리자뱃의 충신들을 벌
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과
견줄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려던 꿈이 새 왕의 정책 변화로 사라지고 만

다. 엘리자뱃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남미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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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기를 1 5 60년 경으로 잡는데 이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
은 지 40년이 지난 후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교

황과관계 를 단절 한지 한세대 이상이 지난후였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의 개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그것은 스코틀
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이었다. 가장 큰 요인은
왕실이 굳건하지 못했다. 그에 상대적으로 지방의 소 귀족들이 더 강했

다. 그리고국회나지방의회는귀족틀의 집합에 불과했다. 교회는세속
화되어 대중에게 영향력을주지 못했다

이와 같은 자체 요인 외에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 스코틀랜드

는 프랑스와 전통적인 우의를 지켜오고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계
속적인 친선관계는 영국과의 분쟁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그와 반대로
스코틀랜 드가 영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영국 국교인 성공회 를 택해야 된
다는것을의미했다.
이런 와중에서 존 낙스의 공헌으로 프랑스의 카톨릭도 버리고 영국의

성 공회도 버린 스위스 제네바의 장로교를 택한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
혁은 다분히 외세 를 배격하려는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우리는 또다른 형태
의 종교 개혁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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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코틀랜드의 정치사
잉글랜드 북쪽에 자리잡고 있던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로부터 자주

침입을 받았다. 이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를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와

전통적으로 가까운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계속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그들은 다른
서구 유럽에 비해 400년 정도는 뒤떨어진 상태였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약점은 왕실이 항상 흔들린다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왕실 이야기
라면 곧 암살의 일화라고 할 정도였다. 그에 따른 득실거리는 섭정들 세
력도각축전을이루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 소 귀족들이 훨씬 강했다. 그들은 비 양심

적인 봉건 제후들이었다. 국회와 지방 의회가 있었으나 봉건 귀족들의

집합에불과했다.
교회는 로마 카톨릭 성직지들에 의해 엄청나게 세속화 되어 있었다.
그틀은교회가소유하고 있는성직록의 토지로 인해 치부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백성들， 즉 중산층은 어디를 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
다. 그래서 타국으로 교육에 의한 미래 희망을 기대하였다. 이들 중산층

은 프랑스， 영국， 보헤미아 등으로 유학을 갔다. 거기서 유럽 전체를 뒤

흔드는 개혁의 열풍 속에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
스코틀랜드 개혁은 일반 중산층들이 해외에 나가서 개혁의 현장을 목
격하고 돌아용 이들에 의해 시작된다. 그리고 그와 때를 맞춘 정치적인
변화도크게한몫을한다

스코틀랜드는 16세기에 이르러 여론이 양분된다. 즉. 일부는 계속해

서 전통적으로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을 좀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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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이웃인 잉글랜드와 보다 밀접한 선린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를위한최선의 방책이라고하였다.
이같은 여론 속에서 스코틀랜드 왕실과 잉글랜드 왕실에 새로운 관계
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1502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가 잉글랜드

헨리 7세의 딸 마가렛 튜더 (Margaret 'fudor) 와 결혼을 하게됨으로 이

루어진다.
제임스 4세와 마가렛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임스 5 세였다 제임

스 5세는 헨리 8세의 조카였다. 헨리 8세는 자기의 딸 메리 튜더와 제임
스 5 세와 혼인시킬 의사를 표했다. 그렇지만 스코틀랜드의 친 프랑스파
가 우세했으므로 제임스 5 세는 프랑스 프란시스 l 세의 딸 마드렌느
(Madeleine) 와 결혼한다 (1537년). 그녀가 너무 어린 나이로 죽자 메리

와 다시 결혼한다( 1 538년) .
이런 결정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의 제휴를 꺼리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때로부터 브리튼 제도에 자리잡은 두 왕국들은 교회와의 관계

에 있어서 정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 후에도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에 접근을 한다. 그래서 제임스 5세
와 기즈의 메리 사이에서 태어나 아직 어린 아이였던 메리 스튜어트를

자71 o}들 에드워드와 결혼시키꾀 하였다. 그러나 메리는 프랑스로
보내져 그곳에서 자라 그곳에서 결혼을 한다.
이와 같은 왕실간의 불협화음은 곧 스코틀랜드와 앵글랜드간의 정치

사의 흐름을 밀「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실에서는 개혁이
하등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일반 중산층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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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혁의준비
(1) 스코틀랜드의 롤라드
이 나라 백성들은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 유
학승}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같은 추세에 의해 한 스코틀랜드 출신 주

교는 동포들을 위해 파리에다 스코틀랜드 대학을 창설하였다.
또 다른 주교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보장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 1357년부터 1389년 사
이에 학생들이 영국 대학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

이 기간은 옥스포드가 위글리프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할 때였다. 이
렇게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에 의해 옥스포드에서 일어난 학
생 개혁운동인 롤라드(Iρllardy) 가 전달된다. 영국에서 롤라드를 접했

던 학생들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롤라드는 스코툴랜드로 퍼져 갔
다.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롤라드가 퍼져나갈 때 보헤미아의 후스파들도
접근해온다.
1433년 7월 23 일에는 파울 크로우 (Paul Craw) 가 체포된다. 그는 프

라하의 후스파 서신들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후

스파 운동을 소개하였다. 바울은 교회의 종교재판 법정에서 재판을 받
고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졌다.

(2) 스코틀랜드의 루터파 저술들
스코틀랜드 국회에서는 1 525년에 루터파 서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

인들에게 감금형과 그들이 타고 온 선박과 화물을 압수한다고 선언하였다.
또 1 527년에는 루터파의 확산을 돕는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가한다
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노력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 153 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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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단적인 서적을 구입할 수 없다고 선언하

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서적은 40일 내에 반납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물결은 더욱 급속
히 퍼져 갔다. 여기서 최초의 스코틀랜드 개혁을 위한 순교자가 나온다.

그는 패트릭 해밀톤 경 (Sir

Patrick

Hamilton) 의 아들인 패트릭 해밀

톤 (Patrick Hamilton) 이었다.

그는 1 52 0년 파리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 당시 루터
의 글을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때 독일 개혁자의 사상에 크게 감명을 받

았을 것이다.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견해를 숨기지 않
고 밝혔다

1 5 27년 그는 이단의 죄목으로 고소당하게 된다. 그는 스코

틀랜드를 빠져나와 독일로 피신했다.
그렇지만 그는 고국으로 되돌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증

언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다시 돌아온다. 그는 1 5 27년 가을부
터 스코틀랜드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의 목회 사역이 성공을 하자 고
위 성직자들은 불안을 자아냈다. 약 한달 동안 설교와 함께 대학에서 토

론을 하였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다 (1 528년 2월 27 일) .
그로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순교자들이 줄을 이어 발생했다. 특히 날
로 증가하는 왕실의 권력으로 인해 이전에 누렸던 귀족들의 권리가 날

로 박탈당해갔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귀족들 사이에서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더욱거세게 번져갔다.

(3)

죠지 위샤트 ( George

Wishart)

피타로우의 위샤트(Wish없t of Pit떠rrow) 가문의 한사람인 조지 위샤
트는 종교적 빅빼로 인하여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다. 그는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한다. 그러다가 1')43년에 귀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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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옹 몸을 바치겠다고 결심한다. 위샤
트는 고국의 여러 도시로 순회 셜교를 다녔다. 이 무렵 존 낙스가 위샤
트 곁에 동료로서 수행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담대한 설교자 위샤트를 암살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맞서 존 낙스도 양 날이 번쩍이는 칼을 휴대하고 위샤트 신변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위샤트는 체포되어 성 앤드류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대성
당의 재판 후 처형된다( 1546년 3월). 위샤트의 순교가 있은 지 3개월

후 개혁을 지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성 앤드류 성을 뚫고 들어갔다. 그

때 저들은 모든 국민의 원성을 듣는 추기경 데이빗 비튼(D avid
Beaton) 을 살해한다.

비튼 추기경은 성 앤드류의 대 주교로 있으면서 스코틀랜드를 프랑스
와 로마와의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끌고 갔으며， 영국과 종교개혁과는
반대적 경향이 되도록 몰고 갔다

이같은 원성이 높은 추기경을 살해한 후 성 앤드류 성은 암살지들이
장악했다. 그후 이 성은 정부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과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때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것이 존
낙스였다. 그는 성 앤드류에서 강압적으로 셜교자가 되었다. 그의 첫 설

교로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으뜸가는 개혁자로 인정받았다-

3. 존 낙스의 출현 (John 암lOX: 1515-1572)
川 그의초기사역
존 낙스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1515

년경 하딩톤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스코틀랜드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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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계급의 평민 출신이었다. 그의 조상들은 보스웰의 백작{E arl

BothwelD

of

추종자들이었다.

그는 1540년에 교황청 공증인으로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545년에

는 오르미스톤( Orrniston) 과 롱 니드리 (Longniddry ) 가문의 자녀를 가
르치는가정교사로서 1545년 12월부터 1546년 l 월까지 위샤트를수행
하였다. 존 낙스는 강건하고， 우람한 신체로 위샤트를 호위할 때 양 날
이 선 검을 들고 호위하였다.

그런데 존 낙스가 성 앤드류 성 안에서 피난민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그의 나이 32세였다. 성 앤드류 성과 마을에서 닥스의 활동이 끝이
난다. 그것은 프랑스의 군함선이 도착해서 (\547년 7월) 성벽을 향해 쏘
아대는 대포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만 것이다.

이때 존 낙스는 프랑스 군에게 포로가 되어 19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노젓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4명에서 6명이 한 조로 쇠사슬에 묶인
채 노젓는 의자에서 고역으로 시달려야 했다. 그는 배의 오른쪽 노젓는
자리에서 하루종일 자세를 바꾸지 않고 노를 저어야만 했다.
밤에는 노젓는 자리 아래 칸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갔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노젓는 양쪽 자리의 통로를 오가면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감독자의 채찍을 맞아야 했다. 그러던 그는 영국 정부의 노력으로 풀려

난다. 그는 노예선에서 풀려나 1549년 4월 7 일 영국에 도착한다 .

(2)

영국， 스위스， 프랑크푸르트의 낙스

낙스는 영국에서 5년 가까이 종교개혁의 설교자로서 일을 한다.
버워(Ben씨ck) ， 뉴캐슬 (Newcastle) , 런던에서도 목회자로 일하면서

두 차례의 승진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다 거절한다. 그 이유는 영국교회

의 공공기도서와 성례전의 집행과 기타 의식에 관한 사항이 그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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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때 낙스는 이미 영국 국교회의 제한성을 알

게된다.
낙스의 영국 사역도 ‘피의 여왕’ 메리 튜더의 출현으로 중단하게 된
다. 닥스는 프랑스를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다. 여기서 얼마 동안
칼빈과함께지낸다.
그 후에는 다시 불링거 CBullinger) 를 만나러 취리히로 간다. 이 때 낙
스는 독재적인 군주를 백성 들이 제약시킬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무조

건 순종해야 등}는가? 이같은 신학적 문제를 정립하는 데 고심하는 기간
이었던것 같다.
1 554- 1 558년 동안 낙스는 대륙에서 보낸다. 특히 영국인 망명객 들이
모인 프랑크푸르트 개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그의 고상한

인격이 더 한층 돋보이게 됐다. 이들 망명객들은 스묘틀랜드의 개혁은
개신교인 영국과의 병합 관계가이뤄질 때 가능함을깨닫게 해 주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짧게 방문한다( 1 555 1건 9월 -1 556년 7월). 그리
고 다시 제네바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그는 마조리 바우에 스 (Maηory
Bows) 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칼빈 밑에서 공부를 더한다.

4.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川 회중의 의장단 (The

Lords of the Congregation)

이 들 회 중의 지도자가 생기는 것은 왕실에서 일방적으로 카톨릭에 의
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회충 을 섭기겠다는 약속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들 회중을 섬기겠다는 ‘회 중의 의장단’ 은 1 557년 말에 서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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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속 협정을 공증해서 법적 형식을 취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목표하

는 바가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와 유사함을 깨닫고 저들과 동맹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1 5 5 8년에는 회중을 섭기겠다는 최초의 개혁교회가 설립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회중의 의장단은 그 당시 섭정을 하고 있는 태후인
기이즈의 메리 (Mary

of Guise) 에게

공식으로 청원을 한다. 이 때의 청

원내용은다음과같다.

a. 개혁 교회 양식에 따른 다른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
락하라.

b. 성직자들을 이단으로 재판하는 성직자 회의법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논의하고결정할때까지 유보할것 .
C.

이단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세속 재판관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 줄것 .

d. 성직자들의 사악한 생활을 개혁해 줄 것 등을 청원하였다.
이같은 청원을 섭정자 기이즈의 메리에게 제출했으나 메리는 아무런

반응을 해 주지 않았다， 이에 회중의 의장단은 이 문제를 국회로 직접
가지고 갔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의 오용을 개혁하기 바라는 마음뿐
이며 신앙에 관해서는 %댐의 자유를 따르겠다고 선언하였다.

(2)

낙스의 흔댁

이 무렵 닥스는 ‘여성들의 괴수 집단에 대한 첫번째 나팔소리’ (깐1e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이라는 격렬한 논문을 펴냈다.
이 논문은 피의 여왕 메리 튜더를 겨냥했었다. 그 외에도 스코틀랜드
의 기이즈 메리도 포함됐다. 기이즈의 메리에게는 ‘실수로 안장을 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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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막되 먹은 암소’ (Unruly Cow Saddled by Mistake) 라고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 어느 국토든지를 막론하고 여자들로 동얘금 나
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허락하신 법칙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본 엘리자뱃 영국여왕은 낙스가 반여성적인 인물이

라는 나쁜 인식을 갖게된다. 닥스는 몇번이고 자기 본의를 해명하였으
나 엘리자뱃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낙스는 영국과 스코틀

랜드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결국은 동맹관계를 이루지 못하
고만다.
낙스는 스코틀랜드 의장단의 환국 초청으로 155 9년 5월 2 일에 에딘
버러에 도착한다. 낙스는 처음부터 영국의 지원이 없으면 개혁이 성공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뱃”은 낙스의
’첫 나팔소리’에 대한선입관으로도움에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자뱃의 정치고문인 윌리암 세실(William CeciD이 영국
국무장관이 되었다. 이 세실은 상당히 칼빈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었
다. 스코틀랜드 의장단은 세실로부터 도움 약속을 얻어낸다. 세실은 영

국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로 간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주둔해 있
던 프랑스 군과의 대전에서 영국이 숭리한다.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는 에딘버러 조약 (] 5 60년 7월 6일)으로 프랑스

가 스코틀랜드에서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 프랑스군이나 영국군이 다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때 마침 섭정을 하던 기이즈의

메리가 사망한다. 그 결과 프랑스와 잉글랜드 양국은 모두 자기들의 군
사를철수시킨다.

그 후 눈앞의 위험이 사라지자 낙스와 귀족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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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재
산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닥스는 그 자금을 이용하여 국립교육제

도를 확립하고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3)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 of Scotland)
낙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여왕 메리 스튜어트 (Stuart

of

Mary) 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코틀랜
드 개혁교회 를 조직하였다(1 560년) . 이 교회의 양상은 그 후 장로교회
와 유사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시작을 1560년 8월 24일

로본다.
낙스는 자기가 신봉하였던 칼빈주의적 장로교의 모습으로 스코틀랜

드의 종교개혁을 결 정짓는 세개의 기본서를 제시한다 낙스는 자기 추

종자들과 함께 다음 세 가지 기본서를 만들었다.

a. 스코틀랜 드 신앙고백 (Scots Confession)
b. 제 l 치 리서 (First Book of Discipline)
c. 일반 율례서 (만1e Book of Common Order)

등이다.

이 책을좀더 설명할필요가있다.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이 고백서는 개혁교회 신조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신

앙고백은 1 647년의 혜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치된다 . 이 두 개의
고백서는 상당히 많은 연륜(1 5 60년과 1647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전자에 비해 전혀 위배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후자

가 비인간적인 논리성이 있음에 반해 전자가 훨씬 동정적이며 인간적인

면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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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l

치리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개혁 교회를 가장 최선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하

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이 치리서는 곧 교회 행정에 관한 것이다.
교회 행 정 은 당회

(Kirk-Sessions) . 대 회 (Synod) . 총회 (General

Assembly) 를 갖추었다. 그리고 교직자로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감
독관 (the

Superintendents). 낭독자 (reader= 목사를 대신하여 예배의

일부를 주관하는 평신도)를 두었다 감독관은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고

서 그 지방의 교회적이며 신앙적인 상황을 총회 앞으로 매년 보고서를
내야했고 ， 그지역내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해야했다.

3)

일반율례서

이것은 제네바 모범서， 낙스의 예배모범 등으로 이름이 불려진다. 이
것은 교회의 공중 예배와 행사에 관한 지침서였다. 이 책은 주로 시편을
운문적으로 편집했으므로 흔히 ‘시편서’ 라고도 한다.
이 렇 게 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총회는 최초로 1560년 12월

20

일 에딘버러에서 모였다. 이때 총회원은 42명이었고 그중 목회자는 6명
이었다. 이 후로는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투쟁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 차례씩의 회의를 통해 교회 조직은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5. 개혁후의뒷마무리
(1)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종교개혁의 모든 지도자들은 교육활동에 많은 비중을 둔다. 루터가

그러했고 칼빈도 그러했다. 여기 낙스도 마찬가지다. 낙스는 그의 친구
조지 부케난(George Buchanan) 과 함께 학교 건립을 추진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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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앤드류 CSt. Andrews). 글라스고우 CGlasgow). 애버딘의 3개 대학이
새롭게 탄생되었다. 그 후 네번째로 에딘버러 CEdinburgh) 대학이 설립
된다.

(2) 여왕 메리와의

투쟁

프랑스에서 자라나 프란시스 2세와 결혼했던 메리는 미망인이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1 56 1 년 8월 1Y일). 이 메리의 귀국과 함께 닥

스에게는 커다란 공포의 회오리가 불어닥친다. 메리는 스코틀랜드를 다
시 카톨릭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 메리는 잉글랜드 왕위까지 차지

하려고 자기 사촌 단리 경과 결혼했다가 파경을 이 룬 후 다시 보스웰 경
과결혼한다.
이같은 부도덕한 생활로 그녀는 결국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러나 1 560년부터 메리가 쫓겨나는 1 567년까지의 7년 동안의 투쟁은

험하고 힘든 싸움이었다.

(3)

낙스의후계자

닥스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식 개혁교회 를 이룩하였다. 낙스는 1'1 72
년 11 월에 죽게 된다. 그러자 그의 뒤 를 이은 앤드류 멜빌레오(Andrew

Melvilleo) 가 개혁 작업을 계 승한다 멜빌레오는 그가 싸워야 할 대상
둘이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공략해 들어오는 로마 카툴

랙이었고 또다른 하나는 잉글랜드로부터 공략해 오는 성공회의 세력이
었다. 그렇지만 멜빌레오는 이 모든 투쟁에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서 승

리한다 결국 스코틀랜드는 국회 에서 장로회를 공식 종교로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가 정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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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다. 왜 스코툴랜드는 장
로교 국가가 됐을까? 그것이 존 닥스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우
리는 스코틀랜드의 오랜 정치사적 배경 속에서 그 숨겨진 원얀을 찾아

보아야 할 줄 안다. 스코틀랜드는 오랫동안 프랑스로부터 지벼를 받아
왔다 . 그리고 이웃인 잉글랜드로부터도 시달림을 받았다. 그라서 저들

이 개혁을 할 때는 프랑스인도 그들의 종교도 싫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인도 그들의 종교도 싫어했다. 이런 상황에서 멀리 다륙에서
가지고 온 스위스의 장로교 제도는 국민들 감정상 선호할 수밖에 없었

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의 장로교 정착은 스코블랜드
의 국민감정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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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11

쟁

배덜린드의
'1혁
---------

네덜란드는 개혁교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뒤늦게 개신교 국가들의 대

열에 끼이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최초의 순교자가 15 23년에 있었다. 그

후 60여년간을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동안에 흘려
진 순교자들의 피는 수십만명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1 58 1 년에 이르러

서야 국가적인 독립과 함께 신앙의 자유가 얻어진다.

네덜란드의 신앙 투쟁의 역사는 곧 네덜란드 국가적 독립 투쟁의 역
사로 발전되었다. 네덜란드는 자기들을 지배해 온 스페인과 함께 스페
인의 종교인 카톨릭 신앙에서마저 벗어나려고 했다. 여기서 스페인은
군주의 위력이라는 미명으로 세계사에 보기 드문 신앙적 탄압을 감행하
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얻어진 네덜란드인의 신앙의 자유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주에 대한 저항 이
전에 순수한 신앙활동만으로 죽어갔기 때문이다.

1. 네덜란드의 정치상황
오늘의 네덜란드를 이해하려고 하면 과거의 복잡한 역사를 반드시 알

아야만 한다 라인 강 입구에는 흔히 '17개 지방’ (Eìeventæn pr빼1∞s)
이라고 알려진 저지대가 있었다. 이 곳을 저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지

역이 바다수면보다낮은지대 (the lowlands) 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네덜란드 ，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을 포함한다. 이 세

저 1 1 1 장 네덜란드의 개혁

271

나라가 오늘날은 나뒤어 있지만 1 58 1 년 이전까지는 한 군주 밑에 소속

된 여러 지방 (provinces) 이었다. 그런데 북쪽은 화란족(Dutchman) 이
살면서 폴란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앙부는 플레빙족 (Flemings) 이 살면서 플래미스 (Flemish)

언어 를 사용하였다. 남쪽에는 왈룬족 (Walloons) 이 프랑스어를 사용하
였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았으며 교회와 시민 관할권
이 서로 달랐다 그런데다가 네덜란드 땅은 큰 강들의 삼각주 지역에 놓

여 있었으므로 걸핏하면 범람하기 일쑤였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안선
이 계속 침식해 들어왔다. 이와같은 자연과의 투쟁으로 그들의 국민성
은 굳세고 부지런하고 독립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방을 다스리
는 군주는 찰스 5세 (Charles V) 였다.

찰스 5 세는 독일과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일부를 합친 신성
료마제국의 황제였다. 찰스7} Ó살 때 그의 부친 필립이 죽었다. 이 찰스
는 아버지로부터 네덜란드를 상속 받고 어머니로부터는 스페인을 상속

받았다. 찰스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의 고모인 마가렛 (Margar따)이 통

치 했었다 찰스가 네덜란드를 책임지게 됐을 때 그는 네덜란드를 정치
적으로 영토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였다( 1 커 1 5년 L
네덜란드는 이무리 강한 군주라도 하나로 통일시키기가 어려웠다 이
지역은 돈으로도， 조약으로도， 혹은 정복에 의해서도 장악할 수가 없었

다. 그런 것을 찰스는 하나의 동일한 법률체계로 전체 주민의 권리와 의

무를 규제하였다- 모든 지역에 국회를 조직해서 하나의 주권국으로 통
일시켰다
그러나그런 방법으로정치적이며 지리적인 어려움들은어느정도극

복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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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는 인종과 언어로 인해서 1 7개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
실이다.
그런데다가 교회들의 관할권이 서로 달랐다. 즉 어떤 교구는 독일 지

역의 관할 지역이었고 또 어떤 교구는 네덜란드에 속하지 않은 룩셈부
르크 관할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정신 지주로 ‘공동 생활 형제회.

(The Brethren of Common

Lot) 라는 평신도 공동체가 있었다. 이 공

동체는 게라드 그루트(Gerad Groot) 가 설립하여 90년이라는 긴 세월
을계속하였는데 평신도사이에 기독교적인 교육을보급하기 위한목적

으로 설립되었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L 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 (πlomas

A Kempis)7}

살았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문주의 왕자인 에라스무스 (Erasmus) 도 이곳 출신이다

2. 국왕들이행한처사
川찰스황제

1) 찰스가행한칙령들

네덜란드 국민들은 공동생활 형제회의 활동과 학교들로 인해서 1 6세
기의 위대한 신앙 부홍을 맞이할 준비가 놀랍도록 완비되어 있었다. 그
것은 성경의 대중화였다. 1 5 13년과 1 53 0년 사이에 성경 전체 혹은 신
약에 대한 25개 이상의 번역이 이루어졌었다. 그것은 네덜란드어 ， 플래

미시 ， 그리고프랑스말로성경이 보급됐다.
찰스가 1515년부터 네덜란드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보름스에서

루터 를 만나고 난 뒤 네덜란드로 돌아와 루터의 서적과 그를 추종하는
7-}들에 대한 반대 선언을 발표하였다( 152 1 년) . 그 다읍 해에는 1 7 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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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다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 종교 재판소에서 최초로 희생당한 두 명이 있다. 그들은 안트워프
(Antwerp) 에서 화형 당한 헨리 보에스(Henry Voes) 와 요한 에쉬

(John Esch) 라는 어거스틴파 수도승들이었다( 1523년 7월 31 일).
찰스는 선포문을 거듭해서 발표했는데 회수를 거듭할수록 강경한 조
치를강구하였다.
1524년 4월

l 일 = 무슨 책이든지 검열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인쇄

할수없음.

152) 년 9월 25 일

1526년 3월 14일
1) 28년 l 월 28 일

= 비밀리에 모이는모든집회는금지.
= 개인집에서 식사로모이는것도금지 .
= 허가받지 않은서적을소지하는것을금지.

IS 29년 10월 14일 =루터파 서적을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지는
사형이따름
IS30년 1 2월 7 일 = 허가받지 않은 서적을 인쇄하는 자는 눈이나 손

을하나제거함.
1 )40년 9월 22 일
I S44년 1 2월

= 이단의 열정을 증진시키는 찬송가를 금지 .
18 일 = 이탈리아어 , 스페인어 , 혹은 영어로 허가받지

않은 서적을 인쇄해서 배포하는 것을 금지 .

1) 46년 7월 i1 일 = 모든학교선생들은허가받지 않은서적을학교
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서적의 목록표를 제

시할것.
1) ) 0년 4월 29일

= 이단과 그 확산을 금지하는 칙령

발표

이상의 모든 칙령들은 루터파와 그와 근접한 가르침을 막으려는 목적
에서 반포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칙령의 반포와 회수를 거둡할수록
더욱 혹독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사실의 이변에는 아무리 개신교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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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강한 박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박해가 개혁신앙의 확대를 가로막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칙령 그 자체도 공권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음
을말해준다.

2) 찰스가 행한 재침례교도 탄압
찰스는 재침례교도에게만 또 다른 칙령을 선포했다.
1 532년 2월

=

재침례주의자를숨겨주는행위금지 밀고자에게는

12

길더의 보상금을 지급함.
153 3년 2월

= 지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청어 어업에 종사

자를제외하고 l 년 동안거주지 이탈금지.
1535년 = 이 분파로어느누구든지 유혹하거나끌어 들여서 재침례

를 받게 하는 모든 사람은 화형으로 처벌할 것. 재침례를 받거나 이들을

숨겨준 자는 목베암을 당할 것. 여자들은 오로지 생매장할 것.
이렇게 해서 시작된 찰스의 탄압은 갈수록 가중되었다. 최초의 재침
례교 순교자는 저습지역에 속한 얀 발렌 (Jan Walen) 과 다른 두 사람이

다. 이들은 1 527년 헤이그(Hague) 에서 특별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
형을당했다

이들은 화형장의 불 앞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화형대에 줄로 묶어 가
지고 천천히 구워져서 죽게 했다 이같은 잔악하고 옴서리치는 형별은
찰스 황제가 고안했고 이런 희생은 재침례교도들에게만 국한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행해진 처벌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들은 먼저 고문대 위에서 갖은 고문을 다 당한다.
그리고 난 뒤 채찍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다 다음에는 자기

아내와 딸이 물에 빠져 익사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난 뒤

서서히 타는 불에 구워서 타 죽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 다음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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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한 관 속에다 집어 넣고 발로 밟아서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갈비뼈
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는데 그런 후 다시 불어 던져 타 죽게 한다.
이와 같이 잔학한 벌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그 당시 유

일한 종교인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그 단순
한 이유 하나뿐이다 그런데도 저들 재침례교도들은 계속 늘어가기만
하였다.

1 533년 3월이 끝나기 전 모닝켄담 (Monni따endam) 이라는 도시는
그 주민의 2/3가 재침례교도였다 그 뿐만 아니었다. 댄마크의 큰 도시
다벤터 CDaventer) 쪼불레 (Zwolle) 캄펜 (K밍npen) 등은 도시 전체가

재침례교도였다. 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분쇄하려고 다각적인 조치 를 취
하였다. 군대 를 I S 명에서 2 0명으로조직하여 도시 전체를순찰케 했다.
그리고 처형 방법도 가장 잔인하게 했다. 지s:.자들은 목을 베어서 장대
에 매달아 다른 이에게 경고의 정표가 되게 하였다. 또 어느 경우에는 남
자 7명과 여자 5명의 옷을 완전히 벗긴 뒤에 그들의 적나라한 진실을 보

여준다는 정표로써 암스테르담 시가지 를 끌고 다녔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야유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조롱하였다.

이렇게 해서 찰스 5 세가 네덜란드 안에서 죽인 재침례교도의 수가

3 0.000명 이상이라는 기 록이 있다. 찰스는 황제라는 권세로 자기와 똑

같은 생명들 3 0 . 000명을 무참하게 도륙시켰다- 지금은 찰스도 죽었고
무고한 3 만명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역사는 이 사실을 그냥
침묵하지 않는다 . 그 뿐만 아니라 죽은 후의 저들이 간 곳이 각기 다를
것이다.

3) 필립과네덜란드
찰스는 자기 아들 필립에게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물려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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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이 1 555 년 10월 25 일 브루셀 궁전의 대강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

였다. 네덜란드의 새로운 통치자는 즉위 당시 28세였다. 외양적인 면에
서 아버지를 닮아 독일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언어는 스페인 언어였다.

찰스나 필립 부자는 너무 닮은 점이 많았다 두 사람 다 느리고 인내
심이 많은 기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같이 냉소적인 불신으로써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혀 이해할줄모르는냉혈한사람들이었다.
필립은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군주로 인기를 앓기 시작했다. 필립
은 아버지가 해놓은 정책을 그대로 추구했고 독창성이 전혀 없었다. 필

립은 통치 2년 동안에 수많은 불만 요소들을 불러 들였다. 그것이 결국
에는 반란으로 이어지고 만다
필립은 국회를 소집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였다. 즉 전에 찰

스가 l 년에 1 50만 길더(밍lders) 의 세금을 징수하던 것을 필립은 l 년에
700만 길더를 요청하였다. 필립은 스스로의 우둔함과 완강함으로 더 이

상 네덜란드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필립은 15 59년 8월

29

일에 네덜란드를 떠나 스페인에 가서 안주한다 필립은 그 이후로 네덜
란드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필립이 네덜란드를 떠나면서 찰스 5세의 사생녀이며 필립의 이복 여동생
인 파르마의 마가렛 (Margaret

of Parma) 를 섭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녀

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저지대 일대에 스페인의 병사들을 주둔시켰다.

섭정인 마가렛은 필립의 비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 그리고 나라의
외교와 행정 전반을 위임 받은 위원회가 있었다 이 워원회 위원은 아라
스의 주교

(the Bishop of Aπas) 와 드 발레몽의 남작 (B aron de

Barlaymont)과 변호사 반 아이타(Vigilius

Van Aytta) 였다.

이 세 사람 중 아라스의 주교(후에 그랜벨의 추기경이 됨)가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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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인물로서 정부의 실제적 운영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필립
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궁전 집무실에서 명령만 내렸다. 스페인 군대가
계속 주둔해 있는 가운데 섭정이 하는 일이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때 스페인 군대가 네덜란드에 주둔하는 것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처

사임을 오렌지 윌리암 공(William. Prince of ürange) 이 간파한다. 이
에 스페인 병사들과 외국인 병력의 존재를 싫어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

에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네덜란드에 더 많은 지역교구 설치에 관한 교황

바울 4세의 교서가 내려진다. 지역 교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종
교 재판소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

의 지방법이나 권리보다 훨씬 더 우세한 종교재판을 겁내고 증오하였다.
이 무렵 국가의회 의원인 에그몬트 백작(The Count of Egmont) 이
스페인에 있는 필립을 찾아간다. 펼립은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정책

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에그몬트 백작은 국왕의 약속

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의회에 출두하여 펼립이 전해준 편지를 열어본 결과 그 내용
은 정반대였다 필립은 마가렛에게 개신교에 대한 모든 이단들을 예외
없이 처형하라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에
그몬트 백작과 국민들의 실망은 대단히 크게 증폭됐다. 네덜란드의 젊
은 귀족 2 00명은 협상 (Compromise) 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여기서 젊은 귀족들은 섭정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제
반 법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협상서를 섭정에게 제출

하면서 자기들 힘을 과시하기 위해 행진을 하였다. 섭정은 이들의 위압
적인 시위에 약간 당황을 했다. 그 때 최고 위원 중 하나인 발레몽트가

섭정에게 ‘폐하께서 이 거지들 (Th e Beggars) 을 두려워 하시겠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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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라는 유명한 말로 안심을 시켰다.
이 말이후로협상성명서를채택한젊은귀족들은자기들을자칭 ‘거지

들 이라고 하면서 거지들의 주머니를 집어지고 다니며 나중에는 거지 메
달을 만들어서 부착하고 다녔다. 섭정은 네덜란드의 심상치 않은 사태를
감지하였다.

그래서 국왕에게 네덜란드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종교재판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때 필립은 네덜란드를 방

문하겠다고 약속하고 섭정에게 이단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재량
권을허락하겠다고회답하였다
이 무렵 백성들은 자기들의 진정이 성공한 것처럼 알고 크게 힘을 얻었

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필립의 약속은 또 거짓이었다. 필립은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종교재판을 고려한다는 것도 단순한 속임수였다고 했다.
이것을 안 군중들의 전국 각 곳에서의 폭력적 만행은 전염병처럼 번
져갔다. 군중들은 닥치는 대로 파괴하였다. 이와같은 폭동은 오히려 개
혁파에게 허락하였던 모든 특권을 거둬 들이게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
라 이것이 구실이 되어 네덜란드는 장기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3. 오렌지의윌리암공
네덜란드의 국민들이 카톨릭 교회의 건물을 부수고 제단과 화상 조각
등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펼립이 듣게 된다. 펼립은 네덜란드 국민을 크
게 응징하기로 한다 그래서 알바의 공작을 보내서 네덜란드를 진압토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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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알바의 공작 (The

Duke of Alva)

알바의 공작은 경험이 풍부한 스페인 보병 부대 3.000명과 이탈리아

기병대 1 3.000을 거느리고 길고 긴 행군 끝에 네덜란드에 도착한다
(1567년).
윌리암 공은 미리 예감하고 독일로 피신을 한 뒤였다 알바가 도착하
자 마자 사법 재판정을 개설하였다. 이 재판정의 결정은 네덜란드에 있

는 어떠한 법원의 결정보다도 우선권을 가지며， 전국 총회보다 우위권
을가졌다.
이 재판정을 ‘소요 회의’ (The Council

of Thmults) 라고

불렀으나 대중

들은 ‘피의 심판소’ (까1emαx:ly 만ibunaD 라고 불렀다. 이 재판정은 1 2명
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알바 자신이 내혔다 이

피의 재판소에서는 거의 모든 죄를 반역죄로 몰아 처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한꺼번에 95 명 .84명. 1.500명 .8 00명을 처형시켰곤
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모든 범죄-^}를 제보하도록 활용했다. 나라 전

체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다 파르마의 공작녀이며 네덜란드의 명목상
의 섭정인 마가렛은 알바의 공작이 도착한 이래 유명무실함으로 필립에

게 물러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도 알바의 만행은 계속 더하였다.
알바는 15세의 나이로루뱅대학의 학생인 윌리암공의 장자를납치해
서 스페인으로 데려갔다. 이때부터 윌리암 공이 스페인 군대와 맞서 싸

움에 나선다. IS6H년부터 군대를 모아 스페인 군대와 싸웠으나 전투는

실패였다. 네럴란드 군대는 육지에서 거의 실패였다.
그런데 육지 사람이 아닌 선원들과 어부들은 해상에서 계속 승리했
다 . 1 56<) 년에는 I H 척의 작은 배로 스페인의 군함들을 나포하였다 .
1 .572 년에는 왈체렌의 모든 섬들을 점유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스페인

280 .1 부 종괴개학시

군대는 본국에서의 군수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알바는 필요한 돈을 네덜란드 안에서 찾기 시작하였다. 1569년부터
시작된 엄청난 세금 징수는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네덜란

드 선원들이 가장 강력한 세계의 무적 스페인 선단을 무찌르고 해상권
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무쇠처럼 무자비한 알바도 지신의
패배를인정하게 된다.

그는 1 573년 1 2월 1 8일 브루웰을 떠났다. 알바가 그토록 피로 물들
게 한 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는 후계자에게 스페인 수비대를 주둔
시킬 수 없는 모든 도시는 소각시키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는 네덜란드

개신교도 1. 8 00명을 처형시켰다.

(2) 새

섭정 돈 루이스 레께센스 (Don

Louis Requesens)

레께센스는 스페인의 상위 귀족의 일원이며 말타 기사단의 대사령관
이었다. 그는고결한인품과온화한성격의 사람이었다 그가 10년 전에

만 네덜란드에 파송되었더라면 네덜란드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
다 그는 즉각적으로 알바의 정책을 뒤집었다 그리고 증오의 대상인 세

금제도를 철회하고 피의 재판소를 해체하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죄수들
을사면하였다 그리고윌리암공과협상을했다.
이 때 월리암공은세 가지 선결 조건을제시했다.

즉 ， 양심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 따른 복음 설교의 자유. 모든 지난 날
의 현장 복원， 즉 군사적 시민적인 모든 직책에서 스페인 사람을 제거시

킬것 등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또 다시 전쟁이 계속됐다. 육지에서의 전
투는 거의 예외없이 능숙한 스페인의 보병들에 의해 패배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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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년에 스페인 군대가 두 개의 보루 중 라이멘을 포위하였다. 이 때
라이댄의 운명이 거의 결정날 즈음에 윌리암 공은 제방을 무너뜨리고

바닷물을 끌어 들이자고 제안하였다.
제방을 무너뜨린 지 4개월 만에 바닷물이 성벽까지 차 올랐다. 바닷물

과 더불어 애국자들의 선원들이 쳐 들어왔다. 저들은 바다 물 속에 잠긴
옥수수 밭과 정원과 과수원과 n움을 피해서 성벽에 도착하였다. 이 모

습을 본 스페인 군대는 겁에 질려 도망하였다. 라이덴의 포위 공격은 독
립 전쟁의 분기점을 이루었다. 섭정의 군대가 육지에서는 예외없이 성
공하였으나 해전에서는 큰 위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
섭정은 또 한차례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역시 깨어졌다.
레께센스 섭정의 국고는 바닥이 났고 스페인 군대들은 항명하며 월급을

요천하였다 이 때 섭정 레께센스가갑자기 죽게 된다 (1575년 3월) .
레께센스의 죽음은 모든 것을 흔돈으로 몰고갔다. 이 때 네덜란드

17

개 지방이 모여 상호간의 신앙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하나로 묶

을 수 있는 공동 계획을 세운다. 대표자들은 1 576년 10월 28 일 겐트
(Ghent) 에 모여서 ‘겐트의 평화 협정 을 맺는다. 여기서 월리암 공을

1 7 개 지방의 행정 수반으로 정하고 또 그를 네덜란드의 해군 제독으로
선포한다.

(3)

마지막 섭정 돈 요한

(Don John)

펼립은 오스트리아의 돈 요한을 네덜란드의 새로운 섭정으로 선임하
고 그는

11 월

초순에 룩셈부르크에 도착하였다. 국회는 그가 켄트의 평

화협정을 받아들이고 여러 지방이 전통적으로 누려오던 특권을 보전시
켜주지 않는다면 그를 섭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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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브르젤에 입성한 것은 1577년 5월 l 일이었다. 그는 섭정으로 군림하

려고 했으나 네덜란드의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다같이 실제적인 지다

로윌리암공을지지했다.
필립은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스페인 보병과 이탈리아 군대로 이루
어진 20.000명의 군인을 네덜란드에 파병한다. 이로써 또다시 네덜란
드는 전쟁을 계속해야 했다.
그런데 이같은 와중에 주변 국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용

병이 대부대를 이끌고 칼빈주의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동쪽에서
침범해 들어왔다 남쪽에는 스페인 군대를증오한다는 로마주의자들이

혼란케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주의 남쪽과 개신교주의 북쪽이라는 분리가 시작

되었다 . 1 58 1 년 필립은 반대자 윌리암 공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 시도를
선포하였다 윌리암은 매국노이므로 그를 산 채로든지 죽은 채로 가져
오는 자는

25.000 크라운의

포상금과 직위를 하사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맞서서 윌리암 공은 지금까지 스페인 왕에게 보냈던 충성을

엄숙하게 철회하고 새로운 독립 공화국을 건설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포기 선언법’

(Act of Abjuration. 1 5 81 년 7월 2 6일)이 선포된 바로 그

날은 새로운 개신교 국가가 탄생한 날이다.

(4)

종전후의수습

1)

분할된세 나라

이렇게 해서 북쪽은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선언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자유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3 0여 년 간 끈
질긴 고통과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영웅적인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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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앓게된다.

윌리암 공에게 걸린 포상금을 노리는 자들은 3년 동안 계속 그를 괴롭

혔다. 1582년 3월 18일에 비스케이(Biscayan) 출신이 윌리암 공에게
권총을 쏘았다. 총알은 오른쪽 귀 밑을 뚫고 들어와 입천정을 통과하고
왼쪽 턱으로 빠져 나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뒤인 15 84년 7월 9일 게라드 (Gerad) 라는 사
람에게서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고 운명한다. 암살자의 후견인들은 필립
왕으로부터 보상금 중 일부를 받아갔다 필립 왕은 왈리암 공만 제거하

면 반란이 종식될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윌리암 공의 가장 신임할 만한 친구였던 요한 반 올댄비네벨
트 (Johan

Van Oldenbineveldt) 와 아들인 모리스 (MaUrice) 에게 자신

의 일을 떠 맡겼다. 올덴비네벨트는 참을성 있는 외교 수완으로 윌리암

공이 남겨준 미완성의 정치적 과업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모리스는 몇 해 안에 유럽

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적 지다가 되었다. 나이든 사람은 정치가로서
의 노련함으로， 소년 장군은 전장에서 힘을 발휘함으로 스페인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1 607년 필립이 죽은 지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무기의 사용중지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1 2년 동안의 휴전이 이루
어진다. 그후 스페인은 그들이 이곳 전쟁에서 지불한 노력과 출혈이 너
무심한것을깨닫고휴전에 임한다.
그 때 이미 북쪽 지방의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칼빈주의자들로 변해

갔다. 그에 반해 남쪽 지방은 계속 카톨릭이 잔존하였다. 결국 이곳 저
지대 지방들은 종교적 , 문화적 . 경제적 차이 때문에 세 개의 국가로 나
뉘게 되었다 세 나라는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와 두 개의 카톨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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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이다.

2) 장로회주의의

선택

네덜란드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을 때 왜 칼빈주의 를 선호하게 되는
가? 위대한지다윌리암공의 영향일까? 그렇지는않은것 같다 . 윌리
암공은그의 가족이 루터파였다. 그런데 윌리암공은로마카톨릭의 신

앙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칼빈의 가르침을 마음
속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I 익 n년 경에야 자신이 칼빈주의자라고 선

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암 공이 네덜란드에 미친 종교적 영향력
은그리 크지 않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 때 칼빈주의 ^r들이 더 많은 희생과
공헌을 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다. 희생을 말한다면 재침례교도는
30 .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개신교는 루터파. 칼빈파를 다 합쳐도 기천

명 정도가 희생됐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들 네덜란드인 뜰에게 개혁파 중 칼빈주의 를 선택

하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 네덜란드는 국민들의 감정적 문제가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네덜란드는 카톨릭 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페인에 대한 증
오가 카톨릭까지 혐오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루터교는 네덜란드가 가장
일찍이 영향을 받아 옹 개혁주의였다. 그렇지만 루터교라는 이웃되어
있는 독일의 종교를 수용할 경우 또 다시 독일의 영향권을 면키 어려우

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독일을 경계하는 뜻으로 독일과 관계
가 먼 칼빈주의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것을 나는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보고싶다

@ 개혁파가

갖고 있는 신학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 이미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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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와 같이 루터교는 종교가 국가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개혁을 완성

했다 그 점에서는 쪼벙글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재침례교는 어떠했
는가? 저들은 국가와 종교의 완전분리라는 원칙을 항상 고수하였다. 그

래서 종전 후의 네덜란드로서는 현실성이 없었다.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어떠했는가?

저들은 국가가 적의 손에 장악되고 있을 때 외국의 용병을 끌어 들여

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저들은 종전 후 산업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이고진취적이었다. 그래서 잃었던 경제회복에 모

두 앞장을 섰다. 그리고 교회 정치제도 역시 장로회의 주의에 의한 대표
자 중심의 위임 정치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시민과 교회와의 권위관계

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교회 정치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래서 당회(교회법원= Consistory )가 모든 회중을 다스리는 장로회
주의로 네덜란드에 선택됐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실을 맺기까
지는 오래 전부터 이같은 분야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크게 작용을 하였
다. 그것은 1 5 61 년에 구이도드브레스 (Guido
주의에 입각한 .벨기에 신앙고백(Belgic

de Bres) 가강력한칼빈

Confession)’

을 작성하였었다.

이것이 다시 칼빈주의자들의 손을 거쳐 1 57 1 년에 엠더 (Emder) 에서 채

택된다.
그것이 도르드레흐트(Dordrecht) 혹은 돌트(Dort) 에서 모인 대회
(Synod) 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3)

교육기관의 설립

네멀란드가 스페인과 오랫동안 싸우는 동안에 전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 돋우어 준 곳은 교회였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 조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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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신적 희생자들이 고등교육을 배운 지성인들임을 체험하고는 종전

후 많은 대학들이 생겨난다. 도시의 감격스러운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
하는 뜻으로 라이덴 대학이 1575년에 설립된다 .10년 후인 1585년에는
프라네커 (Franecker) 대학이 설립된다. 그리고 그로닝겐( Gronningen)

대학은 1612 년에， 우트레흐트 (Utrecht) 대학은 1636년에， 허더빅

(Harderwyk) 대학은 1648년에 설 립된다.

(5) 칼빈주의의 형성

네덜란드는 장로교를 한 때 국교로 정한 때가 있었다. 그만큼 네덜란
드는 장로교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칼빈주의가 꽃피운
다. 여기서 네덜란드가 칼빈주의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문제의 발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1561 년에 ‘벨기에 신앙고백. 이 나왔

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은 구이도 드 브레스가 카톨릭과 다른 신앙노

선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 다음 1571 년의 엠더 대회와 1572년의 돌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1578년에는 장로교를 화란의 국교로 정한다. 나라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개혁교회 정신을 수용하려는 것과는 달리 화란의 신학자들
사이에는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문제의 시작은 야코부스 알미니우스

(Jacobus

Arminius :

1560.10.10) 에게서 시작된다. 그의 본명은 야콩

헤트마스 (Jacob Hermas) 인데 라틴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알미니우스
(Arminius) 이 다.

얄미니우스는 라이덴(Leyden) 대학에서 1575-8 2년까지 인문주의적
신학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제네바에 있는 칼빈의 후계자 데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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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베자(π1eodore Beza) 에게서도 배웠다. 그는 1 588년 에 암스텔담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그의 명

성 때문에 그에게 성경과신학에 관한자문을받게 되었다.
알미니우스에게 제기된 문제는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제기 한 사람은 ‘드릭크 쿠른헤르트 (Dηck

KoornhertY

였다. 쿠

른헤르트는 화란 정부의 관리로 있다가 할렘(Haarlem) 에서 공증인을
하고있었다 .
그는 1583 년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중에 칼빈의 예정론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테스트(1농st)’ 라는 제목을 붙여 화란
정부에 바쳤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자기 입장을 잘 이해 시킬
수 있게 회답을 요청하였다.
화란 정부는 라이덴 대학의 교수와 그 밖의 저명인사에게 이 문제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10여 명의 교수및 유명 인사는의논만분분했지 명

쾌한 결론을 보지 못하였다 . 이같은 문제를 다시 새로 젊은 지성인 알미
니우스에게 해결해 주도록 부탁했다.
이때부터 알미니우스는 쿠른헤르트의 문서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의

문서 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 알미니우스는 쿠른헤르트 문서를 연구하
기 위해서 성경과 초대 기독교 신학과 당시 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비교
연구하였다.
결국 알미니우스는 상당한 양심의 갈등 끝에 쿠른헤르트의 주장이 옳
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로마서

7 : 14 , 9 : 6-18

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

니우스는 1603년에 모교인 라이멘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된다 . 알미니우
스가 칼빈의 예정론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대학교수 사이에서도

공개 논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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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 교수 중에 프란시스 고마루스 (Francís Gomarus) 는 엄격
한 의미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굳게 신봉하고 있었다. 알미니우스와 고

마루스는 예정론을 갖고 다투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예정 (Pr따빼na
따ü 자체는 다같이 믿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예정의 근거에 관한 의견이 달랐다. 알미니우스에
의하면 예정은 하나님께서 누가 장래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를

미리 아신 예지(據知)에 근거하여 예정이 이루어진다고하였다.
여기에 반해 고마루스는 예수를 믿게 된 자체가 예정에 의한 결과라
고 했다. 즉，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누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 주권적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여

기에 대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예정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
류의 중보자 구세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 자체는 인간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궁극적 운명에 관련된 개인적 경륜은 하나님의 주
권적 예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적인 예지에 기초한다고 하

였다 신적 예지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의 기회에 대해
각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것인가를 미리 알았다는의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우스는 예정론의 이 부분만 빼놓고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추종하였다 이와 같이 예지예정이냐， 주

권예정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두 교수간에 계속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두 교수의 싸움은 학생들 간에도 두 파로 나뉘게 했다. 라이멘

대학의 두 파의 싸움은 전국 교회를 두 파로 나누었다 결국 전국 교회
가이 문제로나누어졌다
이같은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화해를 권하고 전국 교회
총회도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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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싸움을 국가의 고등법원째 끌고가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의 연속으로 얄미니우스가 1609년에

과로로 죽고 만다 (1609년 10월 19일 당시 49세)
알미니우스가 죽자 그의 동료 교수들 중 알미니우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교수들이 싸움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문제엔 그 당시 정치
적， 경제적 요인들。l 첨가된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독립이 보장된 때가 아니었다.
네덜란드인 중에 일부 도시의 상인들이 옛 스페인과 관계를 개선함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여기에 대해 성직지들과 하층계급은 스페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반대했다. 이같은 사회 흐름 속에서 상인들은 알미니우
스 편을 지지하였고 성직자와 하충 계급은 고마루스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1 6 10년 알미니우스파에서 반대 성명(Remonstr
a nc e) 을 발표하였다.

이 들을 혼히

‘반대자’

또는

.항의자들’

(Remonstrants) 이 라고 한다.

2) 알미니우스후계자들의

항의

알미니우스의 후계자로 시몬 에피 스코피우스 (Simon Episcopius) 와
역시 베자의 제자인 헤그의 유명한 설교자 위멘보게르트 (Uytenbo
gaert) 가 뒤를 이었다. 이 사람들은 1 6 10년 l 월 1 4일 에 46명으로 구성
된 ‘항의자들’ 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5 개항에 달하는 수정 요청안을 화

란 정부에 제기하였다. 이 들이 말하는 수정 요청은 다음과 같다.
1 )6 1 년에 채택한 ‘벨기에 신앙고백 의 제 16조가 문제가 있다고 했

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자비를
베 풀어 선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버려 두셨다’ 라는 조항
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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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하이댈베르그(Heidelberg) 교리 문답 중에서도 수정되어야

할 몇 가지 조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칼빈주의의 수정 내용
이란 5 개항이었다.

a. 제 l 조항 : 예정에 대한 정의/예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그 내
용의 핵심은 흔히 예지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로 결정하신 것이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예정에 대해 알미니
우스 지신은 하나님께서는 후에 누가 믿을지를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이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후에 믿게 될 자들을 누구
나 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으로 표현했다. 후자의 경우를 ‘개방 예

정 론(The

b.

Open Decree of Predestination) ’ 이 라고

제 2조항

한다.

속죄/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비록 믿는 자들만이 실제

로 예수님의 구속을 권한으로 받지만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전체 인류

를위해돌아가셨다.

c.

제}조항 . 인간의 성질/이 조항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

파를 공격하기를 저들은 자력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
기우스주의자 (Pela밍anism)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력으로 아
무런 선행도 할 수 없으며， 선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의 죄된 성질은 하나의 경횡탱 또는 무력성을 의미한다

d.

제 4조항 : 은총/하나님의 은혜는 저항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

냐하면 많은 이들이 성령에 저항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e. 제 5 조항 : 성도의 보전/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은혜를 상
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초기에는 그리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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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수년이 지난 후 정치의 개입으로크게 확

대되고 만다 그것은 윌리암 오렌지 공의 아들인 낫소 영주 모리스

(Prince Maurice of Nassau) 가 신학 논쟁에 개입하였다. 모리스는 스
페인과 접근을 반대한 칼빈파 고마루스 편을 들었다. 모리스는 스페인
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한 요한 반 골덴바나벨트 (Johan

Van

Goldenbamavelt) 를 투옥시켰다.
그리고 국제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가 모리스의 친구인데도 체포하였다. 이것이 문제를 더 커지게 하였다.
홀란드 의회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상인층에 대한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대규모 종교 집회를 소집한
다‘ 그것이 저 유명한 도르트 총회(The Synod of Dort) 이다. 이 총회에

서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의 5 개 강령이 채택된다.
한편 도르트총회 후에 흘란드의회는 이 신조를따르지 않는자는교

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로서 모든 교직을 박탈할 것을 결의하고 저
들을국외로추방시켰다 .

그래서 100명에 달하는 알미니안 목회지들은 고국에서 쫓겨났다. 그
래도 계속 알미니안주의를 고집하던 자는 종신형에 처하였다. 또 알미

니안파 예배에 참석했던 자들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알띠니안파의 수령인 에피스코피스와 위덴보게르트는 부라반트에 피

신한다 . 16 25 년 모리스 공이 죽자 그 뒤를 프레드력 하인리허가 계승한
다. 이 때부터 알미니안에 대한 관용을 편다. 알미니안파는 1 6 30년에

암스텔담에다 회당을 세우고. 1 63 4년에는 신학교를 설립해서 에피스코

피우스가 교장이 된다. 화란에 있는 알미니우스파 중에 대표적인 신학
자는 휴고 그로티우스였다.
그는 15 H3년에 출생하여 법학박사로 변호사가 되었고 제세에는 롯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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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Rotterd없n) 의 시장이 됐다. 그후 1617년에 모리스에 의해 종신 징

역 선고를 받았다가 탈옥하여 파리에서 「전시 및 평화시 법규론」을 출판

한다(! 625) 그리하여 그로티오는 국제법의 시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가 쓴 「그리스도의 속죄 J (Satisfaction

of Christ) 는

속죄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티오의 속죄론은 흔히 정치설이라고 한
다. 그에 의하면 모든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도 죄 짓는 인간을 당연히 벌하셔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리

스도를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
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실한 형

벌이 아니고 죄의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인 실례이다. 대략 이런
주장이었다.

그로티오 주장이 칼빈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퍼져서 마침
내 영국， 미국으로 번졌다

이 사상을 따르는 자들로는 틸로트손

(Tillotson) . 파트럭크 (Pat디ck) . 다니 엘 위 트비 (Whitby). 사무웰 크락
크 (Samuel

Clarke). 조나단 에드워드 (Jonathan Edward) 퉁이 있었

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감리교를 통해서 계속

남게 되는일이다.

3)

칼빈주의의 내용

칼빈주의는 도르트 회의 (The

Synod of Dort) 에서

제정되어진다. 이

회의는 1 6 1 H년 11 월 13 일부터 1619년 5월 28일까지 154일 동안 계속
됐다.

이 회의의 회원은 외국인으로 27명이 참석했다. 외국인은 영국， 스코
틀랜드， 독일， 스위스의 학자들이 초대되었다. 그리고 화란의 내국인은

45 명이 참석하여 모두 70여명이 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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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혹은 신학교수도 있었다. 그리고 4분7.11 정도가 평신도 지 Dl-들

이었고 나머지는 국가 회의 의원들이었다. 회의의 용어는 라틴어로 사
용했다.
저들은 회의 진행 전에 알미니안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회의장에 소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냐를 토론했다. 여기서 저
들은 소환 형식을 취했다; 다음으로 알미니안의 진술을 구두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문서로 받게 할 것이냐를 토론한 후 문서로 받기로 결정
한다. 그래서 이듬해 l 월부터 알미니안파 신조를 조사에 착수하여 4월

중순경에 끝마친다. 그리고 5월 6일에 신조제정 작업이 마쳐졌다.
여기서 결정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성경을 새로 화란어로 번역하도록 한다.

@ 회의의 주 목적이 알미니안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알미
니안을정죄한다

@ 알미니안의 5 대 주장에 반대되는 5대 교리를 승인한다.
칼빈주의의 5 대 교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제 l 조항 : 예정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넘의 예정은 선택된 자들의 복음에 대한 각 개인들의 반응을 미

리 아는 예지에 의한 예정이 아니다. 오직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
나님의 깊은주권적 의지에 의한예정이 있을뿐이다.

b.

제 2조항 : 속죄 /제한적 구속

(Limeted Atonement)

알미니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인류를 위해 돌아 가셨다고 했
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는 그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 가셨
음을분명히못박았다.

c.

제 3조항 : 인간의 성 질/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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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avity)

비록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도 자연적 빛의 흔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너무 타락하였으므로 이러한 빛은 올바로 사용할 수 없

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세속적이고 자연적인 사물들에게 적용되는 것
이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될 수없다.

d

제 4조항 . 은총/저 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총은 거절할 수가 없다.

e. 제 5조항 : 성도의

보전/성도의 견인 (Perseverence

of Saints)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은혜 속에서 견인(堅忍)하며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질수없다 .

이와같은 5 개 조항은 그 후 신학생들이 ‘튜울립 (πJLIP)’ 이라는 단
어 를 통해 쉽게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T

= Total Depravity

U

=

L

= Li mited

Unconditional Election
Atonement

1 = Irresistible Grace
P

=

Perseverence of Saints

칼빈의 이 5 대 교리는 정통 칼빈주의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 후에 다
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43년에 이루어진다. 칼빈주의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교리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이다. 이것이 다음에 정통주의로

연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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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톨릭의 빈 '1 혁운동
--------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6세

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후 1 50여 년 동안에 걸쳐 로마카톨릭에게
큰 손실을 주었다. 동부진영의 대부분이 개혁이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
게 되었고 ， 그리고 서부 유럽의 약 반가량을 로마카톨릭은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카톨릭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저
들이 이와 같은 쓰라린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
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취한 개혁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게 나

타났는가? 그것을 이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왜 차톨릭은 이렇
게 많은 것들을 잃게 됐는가? 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 이유는 카톨릭이 영혼의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일이란 성직자들이 과도하게 세속적인
일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 그들은 정부를 간섭해서 통치권자
를 수하에 넣을려고 하였다. 성직자들의 재판소가 도시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간섭하였다 성직자들은 자기네들이 속한 땅의 일상적 법률에
순종할의무가없다고반항하면서자기들실속을다챙기는 ‘성직 이권’

이 법의 우선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양식있는 발언을 하는 비위 를 거
스리 는모든 사람들은출교라는끔찍한처벌을면할길이 없었다.
이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통치체제는 영성의 결핍을 가져왔으며 국가

를 타락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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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는변화를갈망하였다. 이 변화에 대한갈망은정치인들，지식인
들， 귀족과 도시민들 그리고 양식 있는 성직자들과 수도사들과 교구 사
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이들 대다수는 개혁되지 않는 교황청이야말로 유럽의 지속적인 골칫
거리라고 인식하였다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카톨릭으로 하여금 새로
운 변화에 대한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카톨릭에게 옛날 순
수했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 뿐

만 아니라 더이상 카톨릭이 개선교로 떨어져 나가1 못하도록 자체 개
혁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카톨릭은 종교개혁이라는 충격을 통해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제도적

으로많은위기를당하였다 그렇지만그많은고통과아픔을통하여 전
에 볼수없던 순수한모습으로접근하려고하는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같은 각성에도 불구하고 지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교황
들 자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 로 갖추지 못한 존재

들이었다 오히려 새로운 수도단체들이 역사에 남을 공헌들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황들의 모습과 수도 단체들의 활동에 자극받고 뒤늦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카툴릭 교회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종고깨혁 기간의 교황들
川 줄리우스 2세

(Julius

n:

1503-1513)

줄리우스 2세는 60세로 교황에 당선되었다. 그가 교황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통풍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이며
결단력 있게 일들을 처리하였다 그는 교황이라기보다는 황제와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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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10년동안 재직하면서 교황청에 소속된 유럽의 전영토를 회복

하고 공고히 했으며 확장시키는 일에도 지신이 직접 통치하였다. 그는

교황청이 지상의 군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족벌주의를 배격했고 ， 성직매매를 반대했으며 ，

새로운 성 베드로 성당에 기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아 및

아프리카의 선교를 장려하였다.

(2)

레오 10세 (Leo.

X

1513-1521)

이 사람의 본명은 지오반니 드 메디치 (Giovanni de Medici : 1475-

15 21)’ 이었다. 메디치의 아버지는 교황 이노센트 8세(1 484- 1 492 ) 이었
다 그에게는 본처 소생의 아들 하나와 사생아 둘이 있었다. 그 아들이
나이 1 3 살 때 아버지가 추기경으로 임명을 했었다. 이 메디치는 38살에

교황이 된다 이 레오 10세는안락과사치 를 좋아했다.
그리고 로마시 를 융성시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예 술을 장려
하였 다. 그는 자기 가족을 극대화시키는 데 전념하였다. 레오 1 0세가 재
위하고 있는 동안 루터가 % 개 신조문을 갖고 종교개혁 을 시 작하였다

그러나 레오는 그같은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금

고를 채우고 성 베 드로 성당을 짓 기 위해 면죄부 판매 를 장려하였다. 그
런 상황에서 너 무나 부패가 증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 기 때문에 레오
를 독살하려 는 음모가 있었다. 이 음모는 배신자에 의해 누설됐고 음모
의 주모자로 22세의 추기경을 고문한 뒤 처형시켰다. 그 뒤 로 그 일에
관련된 추기경들에게는 별금형을 내렸다. 그 뿐만 아니라 지 명의 새로
운 추기경들을 택함으로써 교황 선거단이 메디치 가정에 유리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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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0세가 10년간 통치하는 동안 개혁 교회는 너무도 많은 진전을
하였다. 그리고 카톨릭으로서는 너무 많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
15 2 1 년 1 2월 l 일 레오 10세가임종할때에 모든추기경들은사태의 심

각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3) 아드리안 6세 (Adrian VI : 1522-1523)
레오 10세가암 종할때쯤카톨릭으로서는사태의 심각성을느끼게 되
었다. 그래서 선거단에서 교착된 모든 관계 상태를 극복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아드리안은 네털란드 출생으로

비천한 유트레이트(Utrecht) 태생이었다. 그는 공동생활익 형제단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후 루우뱅 (Louvain)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친구였고 찰스 5세가 어렸을 때 가정 교사였다.

그는 스페인의 ‘토르토사 (Tortosa)’ 대주교와 카스틸과 아라곤 주재
교황 사절을 역임하였다 그는 찰스가 자리 를 비 울 때 스페인에서 섭정
도 하였다. 그는 학문이 깊고 금욕적이며 종교심이 깊은 데다가 많은 행
정의 체험이 있었다 그야말로 교회 내의 개혁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인

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교황으로서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그가 라틴어에 능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술에 취미가
없었다. 이같은 것 들이 이탈리아인의 르네상스 기준에서 평가할 때 순

박한 촌티 를 벗지 못한 수도사 정도로 멸사를 당했다. 그는 실망과 울화
에 가득찬 채 I') n년 9월 1 4일 에 숨졌다. 그는 비 이탈리아인이었기에

자기 능력을 펴 보지도 못한 채 2년만에 타계하고 말았다-

(4) 클레멘트 7서I(Clement

vn : 1523-1534)

제 12장 카톨릭의 빈 개혁운동

299

개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추기경들은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이 빨리 서거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그

래서 전에 교황 레오 10세의 사촌 동생인 률리오 드 메디치 (Giulio

de

MedicD 를 교황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클레멘트 7세라고 한다. 클레벤트 7세 역시 사생
아로 태어났었다. 그런데 그가 교황이 되자 자기가 합법적 자녀가 되도

록 만들었다. 클레멘트 7세는 레오 10세처럼 사치하거나 향락을 즐기지
않았다 그는 재치있고 사귀기 쉬운 도회지 타입의 성직자로 예술을 장
려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특별하게 악한 점은 없었으나 고질적요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모든 일을 미루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모든 일

을 지체하였고 소심함 때문에 목적이 불분명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위 성직 자리에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이를

임명하였다. 어떤 때는 18살인 집안의 조카를 추기경에 임명하기도 했
다 이런 그의 불분명한 성격 때문에 재위기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먼저 잉글랜드가 교황의 권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또 스페인의

찰스 5세가 교황이 프랑스편을 든다고 군대를 파견해 로마를 접령하였
다. 그래서 이때 교황은 성 안젤로 (St. Angelo) 성에 도피해야만 했다.
또 독일에 루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잘못 기용하였다. 교만한 추기
경 카제탄 (C메etan) 을 보낸 것이나 그 후에 또 알레안더 (Aleander) 를
보낸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못됐다.
오히려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학식을 고루 갖춘 캄펙기오 (Campeg
밍0 ) 추기경 을 보냈더라면 루터와 어떤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고 보는 것

이 당대의 에라스무스의 견해였다. 클레벤트 7세는 15 32년 5월에 종교
회의 소집에 동의하고 1 534년 9월 25 일 자기가 동의한 소집령을 내리
지못한채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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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울 3세 (Paul ßl : 1534-1549)
이 사람의 본명은 알렉산더 파르네세(Alexander Farnese) 였다. 이
사람 역시 전형적인 르네상스형의 고위 성직자였다. 이 사람은 초기에
메디치의 가문에서 양육받았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사생아가 딸려 있
었다 그가 교황이 된 후 처음 한 일은 족벌들을 등용시킨 일이었다 . 그

래서 14 살인 아스카니오 스포르자 (Ascanio Sforja) 와 1 5 살인 알렉산더
파르네세 손자를 그의 표현에 의하면 ‘노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Props

for 이d age) ’ 추기경으로 임명 한다고 했다. 또 자기 아들들을 파르마
(Parma) 와 피아센자(Piace띠 a) 공에 임명하였다. 그는 또 신학보다 점
성술을 더 의지하였다. 그리고 로마시를 르네상스 예술의 중심지로 만

들기 위해 유럽 각국들로부터 온갖 수단을 다해 자금을 끌어 들였다 .
그런데도 바울 3세는 카톨릭의 개혁운동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는

면죄부 판매와 관련된 가장 추악한 악덕들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부재
자 주교들에게 자기 임지로 돌아가서 감독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명령

하였다. 또 추기경에 뛰어난 에라스무스주의 성직자들을 임명하였다
여기에는 유명한 기암피에르트 카라파 (Caraffa) 와 레지날드 포울

(Re ginald Pole) 등이 있었다.
또 로마에 본부를 둔 종교재판소를 재조직했고 ， 개혁의 일정을 제출

할 조사위원회를 임명했다. 그리고 제슈잇 선교단을 공인하여 그들을

이용해 선교에 힘썼다. 또 신세계 (the New World) 에서 인디안들을 노
예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때 새로 임명받은 추기경 가스파로 콘타리니 (Gasparo

Contarinj)

가 바울 3세에 게 ‘교회의 개혁 에 관한 자문 .. (Counsel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church)' 를 제출하였다( 153 7년 3 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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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타리니는 교회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1536년 11 월 초에서 1 537년
2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하여 자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내용에 보면 족벌주의， 성직매매， 복수교직 중임， 부재 성직자， 세
속 및 일반 성직자들의 비도덕적 생활 용이한 처벌해제제도， 창궐하고
있는 뇌물수수 현상 등 각종 타락상들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혁자들이 부르짖고 있던 신학의 근본문제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면죄부에 관한 문제라든가 칭

의에 관한 문제 등등은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개혁에 대한 이해
가 제한됐거나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사항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바울 3세는 종교회의를 개최하도록 계속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내외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1 537년 만투아에서 모이려고 했으나 그곳
의 공작의 반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1 538년에는 베니스령 비첸
자(까ce찌 a) 에서 모이려고 했으나 대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 찰스 5세가 자기 영토 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고집함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황제 직할 도시인 트렌트가 회의장으로 확정되었다.
1 542년에는 트렌트(맘ent) 에서 모이려고 했으나 찰스 5세와 프란시스
l 세간의 전쟁으로 몇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우여곡절 끝에 1545년 3월 25 일에 소집공고된 트렌트회의가
1 2월 13 일에 드디어 제 l 회기의 막을올리게 됐다. 회기가시작되자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에 교황 바울 3세가
1549년에 노경으로 사망하였다 그래서 회의가 정회된다 루터는 바울

3세 재위 중에사망했다

(6) 줄리우스 3세 CJu1ius ßl : 155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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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우스 3세는 바울 3세 사망 후 교황 선출을 위해 수개월간 난항 끝
에 1 550년 2월 7 일에 선출되었다. 그는 델 몬테 (del

Monte)

추기경으

로 바울 3세가 임명한 개혁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는 또 트렌트 공회에
서 교황청의 대변인을 지낸 여유만만한 기질을 가진 터스카니

(Tuscany) 지방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가 교황이 된 후 실망만 안겨다 주었다. 그는 근실함과 견고
함이 부족하고 쉽게 실망하며 무례한 농담을 즐겼다. 그는 또 화려함을
좋아했고 세속적이며 축제와 관련된 오락을 장려했으므로 로마에서는

인기가 있었다. 그의 취미 역시 사냥을 즐기며 큰 돈을 놓고 하는 노름
을 좋아했고 광대들이나 배우들을 불러다 즐겼다.

이 줄리우스가 한 일은 한두 가지가 있다 그는 자기가 총애하는 1 7세

된 자격없는 자를 추기경에 임명했다. 그리고 154 5년 개회했다가

1547

년까지 정회된 트렌트회의를 다시 재소집하였다(제 2차 회기) . 그래서

1 551 년 재소집했으나 곧 정회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1 555년에 사망
하였다.

(7)

마르셀루스 3세(fv1 arcellus m)

마르셀루스는 교황된 지 3주만에 사망하였다.

(8) 바울 4서I ( Paul

N : 1555-1559)

이 사람은 본명이 기암피에트로 카라파 (Giampietro Caraffa) 로 아홉

명의 개혁위원 중 한사람이었다. 바울 4세가 교황으로 선출됐을 때 는
그의 나이가 79세가 다 됐다. 그런데도 4년 동안의 교황 업무를 왕성하
게 발휘했다 그는 학식이 있고 청렴했으며 신앙심이 깊고 금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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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을모르고솔직하며 말과성질이 급했다.

그는 과거 힐데브란트(Hildebrantl 나 이노센트처럼 교황은 그리스도
의 대리자(Vicar

of Christl 로 모든 군주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하게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과거 1 536년 교황의 사

절로서 마드리드에 머무는 동안 종교 재판이 얼마나 막강한 힘으로 영
향력을 미치는지를 체험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교재판소를 강화했다
그리고 금서 목록을 수정해서 오직 강경 노선만이 효과가 있다는 신념
을가지고있었다

이같은 카라파가 교황이 된 후 그는 강압적인 반 종교개혁 (Counter

Re formation)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는 이단에 관해 의심 받고 있는 사
람들에게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추기경 중에 하나

이며 열성적 개혁가인 ‘모론 (Morone)’ 을 투옥시켜 종교재판을 받게 하
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는 약하였다. 그는 자기 직분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재임 중 로마 시민들에
게 악평을받았다.
그가 사망했을 때 민중들은 봉기하여 그의 동상의 λ찌를 절단해 버
렸다. 그리고 종교재판소의 죄수틀을 해방시켰고 그들의 기록을 말소해
버렸다. 그는 그렇게 당하였지만 그 후 그 후임자들에게는 좋은 경종과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교황청을 숙청하고 교황직을 카톨릭 개혁 운

동의 지도적 위치에 올려 놓았다는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9)

비오 4세 (Pius

lV : 1559-1565)

비오 4세는트렌트공회를다시 소집하여 일을완결케 하였다 그리고

칙령들을 확증했다. 그는 또 선임자인 카라파의 조카로 추기경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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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고범죄(비gh Crimes) 를 적용하여 한사람을 처형시켰다. 이렇
게 함으로 추기경단 (The Sacred College) 에 대항히여 교황의 권위를
입증하였다. 그도 역시 예술의 옹호자였는데 임기 말년에는 향락으로

인해추문을남겼다.

(1이 비오 5세

(Pius V : 1566-1572)

비오 5세는 1 3세기 후반에 다스린 그레고리 10세 이후 처음으로 성자

로 추대된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도미니크 종단의 사람으로 신학과
철학의 선생이요， 종교재판관이었으며 성자로 추대된 마지막 교황이었
다. 그후 1 903 -1 9 14년까지 교황으로 있던 비오 10세가 1 95 1 년에 복자

(the Blessed) 로 시복 받았으나 성자는 아니었다.
그는 지극히 겸허했으며 가난의 규율 (the

rule of poverty) 을 지키는

개혁가들의 대변자였다. 그는 바티칸 안에서도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했
으며 교황청의 재판소를 도덕의 모본으로 만들었다. 주일 성수를 법으
로 제정하려 했으며 ， 신성모독， 동물을 괴롭히는 일， 매춘 행위를 억제

했다
그는 족벌주의에 대항하여 친가의 몇 사람을 징계했다. 그리고 자기

가 소속됐던 종단이라고 해서 특혜 베 풀기를 거부했다. 그는 새로운 교
리 문답서와 일과 기도서와 미사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그는 세속에 파

묻힌 성직자들의 개선을 위해 뼈 아픈 고통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비오
5세의 노력으로카톨릭의 개혁은교황청이 바로서면 된다는좋은모범

을 보여 주었다. 비오 5세 이후의 교황청은 이 개혁의 통제력을 유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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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그레고리

13서I(Gregory

: 1572-1585)

그레고리 13세는 사생아로 성장하여 후에 교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의 생애는 탓할 것이 없는 생애를 영위했다 그는 통치 기간 중 개신교

에 빼앗긴 영토를 돌이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예수회 (Jesuit) 를 후원
해서 많은 선교도 지원했다.
그는 트렌트 공회에서 제정된 칙령을 강화했다. 그리고 고위직 주교
후보자들에 관한 인정은 자기가 확신할 수 있기 전까지는 세속 군주들

의 지명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는 스페인 안에서 그 나라 안의 교회를 지배하려는 군주들의 노력

을 꺾으려고 막강한 필립 2세 (Philip n) 에게까지 도전하였다.

그 외에 1 58 5-1 5lJ G년까지 재위한 식스투스 5세 (Sixtus V) 는 경건
생활에 열중하였다. 그는 로마에서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황청 을 재조직하였다. 그런데 그는 교황청 재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저기에다 관직을 매매하였다 .
1 5 9 2- 1 (1 0익년까지 재위한 클레멘트 8세 (Clement VIlD는 친족주의에
탐익하기는 했으나 공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4세에게 속죄를 허용함으
로 스페인과 프랑스간의 고질적인 항쟁을 종식시켰다 특히 전임자가
시 작한별게이트성서 수정 작업을완성했다

1605- 16 2 1 년까지 재위한 성경학자 바울 5 세 (Paul V) 는 그가 교회
의 권리라고 믿는 바를 법으로 제정하여 여러 카톨릭 국가들에게 적용
하려고 노력했다. 그도 선임자들처럼 권력으로 가족들의 이익신장을 도

모했다‘
16 2 ‘ - 1 644년까지 재위한 우르반 6 세(U rvan VllD 는 30 년 전쟁
(1 6 1 8- 1 6때 )의 반 이상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다. 그는 교황청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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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무대에서 중재자로 만들기를 원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제 16.17.18세기의 그어느교황도과거의 대 레오(Leo

the Great) 대 그레고리 (Gregory the Great) 그레고리 7세 , 이 노센트
3세(Innocent m) 등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제 13세기 이후 단
한사람만이 카톨릭 교회가 성자로 추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그만큼 모든 교황들이 이전 세대의 선배들만큼 영적， 도덕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카톨릭 국가들의 반 개혁운동
여기서 카톨릭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제 16.1 7세

기의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을 말한다 그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
랑스 등을 말한다 . 이들 나라들은 개신교의 강한 종교 개혁의 반동으로
반 종교개혁 운동을 펼친 것이 사실이다. 요즘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
계 적 으로

확산됨 에

따라

역 사가들은

반

종교개 혁

(Counte l'-

Reformation) 이 라는 단어 보다는 카톨릭 의 종교개 혁 (Catholic
Reformation) 이 라는 명 칭 을 즐겨 쓴다.
그들의주장은이렇다
카톨릭 나라에서 개혁을 위한 옴부림은 단지 개신교들의 반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카톨릭도 자체 내에 있던 영적 에너

지가 때 맞추어 개신교 종교개혁 때 분출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같은 분출적 자연 발생의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의 개혁운동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개
신교 개혁에 대한 반동적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

재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카톨릭의 억압과 박해는 개혁에 맞서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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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도였음이 확실하다 특히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노선의 증거로 스

페인에서 나타난 ‘로마의 검 (Sword

of Rome) ’

또 ‘이단에의 망치

(Hammer of Heretics) ’ 등이 증명 하고 있다.
그리고 개신교가 국가화 되었던 보헤미아， 모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은 예수회 선교단의 재 공격으로 다시 카톨릭으로 넘어갔다 그런 의
미에서 반 개혁운동이란 말이 타당하다

川스페인
1 )이사벨라여왕의

개혁 정책

이사벨라 Osabella :

145 H 5 04) 는 카스틸 (Castile) 의 여왕이었다 .

그는 여하한 형태의 변화나 교리의 융통성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강력

한체제를구축하였다.

그는 이곳의 키메네즈 데 키스네로스 (Ximenes de Cisneros : 14361 5 1 7 ) 추기경과 함께 엄격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펼쳤다. 그는 당시 수
녀원과수도원이 왕실이나귀족또는성직자들이 낳은사생아들을 사치

스럽 게 기르는 것을 개혁하였다. 이 개혁을 반대하는 이는 종교재판소
를 통해 강하게 다스렸다.

또 키메네즈 추기경은 여왕의 도움을 받아 4개국 대역성서 를 완성하

였다. 이 성경 이름은 ‘콤플루툼 대역성서 (π1e Complutum Polyglot

Bible)’ 였다 여기 ‘콤플루툼’ 이란 말은 알칼라(Alcala) 라는 스페인 도
시 이 름을 라틴말로 옮긴 것이었다. 여기서 쓰인 4개국어는 그리이스，
라틴， 히브리 , 그리고 아람 (Aramic) 말이었다.

다음으로 키메네즈 추기경은 여왕의 도움으로 알칼라 대학교 (The

University of Alcala)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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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였다. 여왕은 이 대학교를 통해 고위 성

직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였다. 여기 스페인에서 실시한 종교
재판소는 일체의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종교재판소를 목격한
카라파 (Caraffa) 가 후에 교황 바울 4세 (15 5 5-15 5 9) 가 된다. 그는 강압

적인 역 종교정책의 수단으로 종교재판소를 강화했다.

2) 스페인의

신비주의 운동

스페인의 신비주의자로 유명한 이는 아빌라의 테레사 (1능resa of

Avila :

1 5 1 ')-1 582 ) 이다. 테레사 수녀 이전에도 이탈리아의 씨에나의

캐더린 (Catherine

of Siena : 1 347-1 38 0) 이 있었고， 또 프랑스의 아크

의 조앤 (Joan of Arc ’ 1412-143]) 이 있다. 조앤 보다는 잔 다아크

(Jeanne Darc) 로 더 유명한 이 성처녀는 영， 불간의 100년 전쟁 때 환
상적으로 조국을 도운 여인이다.

테레사 역시도 2 1 살 때 가출을 히여 카르멜 종단( Carrnelite) 수녀원

에 들어갔다. 그는 2 0대 초반에 몽유 증세에 걸려 8개월 이상을 반신불
수된 상태로 지냈다 . 40대 초반부터 내적인 목소리 (interior voices) 를
듣기 시작하였고 환상을 보았고， 그녀가 생각하는 계시를 경험한다.

그녀는 약 20년간은 첫 수도원 생활에서 내적 갈등의 삶을 살았다. 그러

나 40대 중반부터 테레사는달라졌다. 1 5 62년에 아빌라에서 최초의 개혁
적 ‘칼멜 수녀들’ 혹은 .맨발의 수녀들’ (Reforrned Carrnelite nuns) 모임
을 창설했다. 테레사 수녀는 집자가의 요한.

(John of the Cross : 1542-

1 605 )을 통해 남지들을 위한 칼멜 수도원도 창시했다.
테레사는 일생동안 32개의 수도원을 창설했다. 살아서도 성자로 존경
받던 테레사는사후 40년 후에 성자로추대받았다.

(2)

이탈리아

제 1 2장 카톨릭 의 반 개혁 운동

309

이탈리아는 자체 개혁이든 종교 개혁이든 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라였다. 교황청은 앞서 교황들 모습에서 살펴본 대로 악덕에 빠져 있
었고 지극히 불결한 외양간 (the Augean stables) 과 같아서 희망을 찾

아 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종교적으로는 인류에 기여한 것이 없으

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발상지로 훌륭한 미술과 기이한 문학을 생산해
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 nci : d . 15 19) , 라파엘

(Ra phael : d.1520) , 미켈란젤로 (Michelangelo : d.1 564) 등 위대한
미술가 등은 교황청 장식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과거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다. 앗시시(Assisï)의
프랜시 스 (Francis : 118 H 226) 와 안셀름(Anselm : 1033- 1109) , 토
마스 아퀴나 스 (Tho mas Aquinas : 1225-12 74 ) , 사보나롤라

(Savonarola: 14')2- 1498) 등은 개혁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로마가 카톨릭의 본산지로 자리가 잡힌 중세기 이후부터는 이

탈리아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 로마 카톨릭의 본산인 교황

청이 부패하게 된 것이 이탈리아 사람뜰 때문인지 아니면 교황청이 로
마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무기력해졌는지는 그것을 모르겠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이탈리아는 기독교에 공헌한 것이 별로 없다(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3) 프랑스
1) 개신교의 개혁운동

프랑스는 종교 개혁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

에 속한다. 프랑스야말로 가장 개신교 국가가 되어야 할 나라였었다. 그
런데 헨리 4세라는 군주가 카톨릭 신앙을 선택함으로 국민들도 싸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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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결과 결국 카톨릭 국가가 되고 말았다.
프랑스 최초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I 세의 누이
동생인 마거릿 당굴렘 (Marguerite

Dangou1eme :

1492- 1 549 ) 에 의해

시작되었다. 마거릿이 나바르의 왕 앙리 달브레(Henri dalbret) 와 결혼
했을 때 그녀의 네락(Nerac) 성은 박해받는 개신교도들의 피난처가 되
었다. 마거릿이 친숙히 지낸 개혁자들을 .모우그룹’ 이라부른다.
궁중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1545년에 왈도파 (Waldo : 왈도파에 대한

소개는 「새 교회사

1J

P. 288-294까지의 기록을 참고하기 바란다)에 의

해서 자행된다. 이 왈도파의 학살은 엑스(마x) 의 대주교가 왈도파가 살
고 있는 마을 메랭돌 (MerindoD 의 주민들이 대대적인 모반을 꾀하고 있

다는 거짓 보고를 함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군대는 7주간 동안 살상 행
위를 계속했다 이때 3 0개 마을의 왈도파 신자들 중 3 ， 000-4 ， 000명의

남녀가 현지에서 웹됐고 700명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여기서 살
아남은 극소수는 스위 스로 도피하였다. 이같은 학살은 그 후에도 계속
됐다

1 562년 3월

l 일에 기즈의 공작은 추기경과 함께 파리로 여행도중 봐

씨 (Vassy) 에 잠시 체류했다 그날 주일 개신교도들이 예배 를 드라는 군
중들에게 사격을 가했다. 이날 600-700명 의 개신교도들 중 63명이 사

살당했고 100명 이상이 상처를업었다

봐씨에서 개신교도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은 카톨릭주의자들에게 큰
고무적 사건이 되었다 . 그래서 루앵(Rouen) ， 툴루즈(Toulouse) ，그레노
블 (Grenoble) , 보르도(Bordeouex) 등에서도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자행됐다 이때 3 ， 000명에 이 르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들이 죽
어 갔다

1 572 년 8월 2 3 일 이탈리아인 들이 헨리 4세에게 강요해서 시작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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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학살사건이 이루어진다. 헨리 4세가대학살을명령하자파리， 모우，

트로이， 루앵， 리용， 똘루즈， 보르도 등 수많은 곳에서 개신교도들이 살

해당한다. 이때의 학살을 정 바톨로뮤의 대학살’ 이라고 한다. 헨리 4
세의 총리였던 슐리 (Sully) 는 정통한 통계로 70.000명이 학살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박해에 개신교도들은 더욱 거세게 반격을 하였다. 이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도들 간의 싸움은 전 국가적인 상황이 되었다. 헨리

4

세는 스페인 군대 지원을 얻어 개신교도들과 계속 싸웠다. 그리고 30여

년의 전국적인 내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헨리는 카톨릭 신앙을 선택
하고 낭트의 칙령을 선포한다. 낭트의 칙령 (\598년)은 곧 프랑스 개신

교의 헌장이었다.
이 유명한 칙령은 95 개조의 총칙 (4월 \3 일 서명)과 567" 조의 세칙

( \ 598년 5월 2일 서명)으로 구성되었다. 낭트의 칙령으로 개신교도들
은 라 로웰， 몽또방， 몽빼리어 등 강력한 보루를 포함한 2 00여 개의 도
시에 대한완전한통치권을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타협이 이루
어졌다， 그리고 이들 개신교도는 유럽의 다른 개신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오고있다.

2) 카톨릭의 개혁 운동
프랑스에서의 카톨릭 개혁은 늦게 시작됐다. 그 까닭은 앞서 살펴본
대로카톨릭과개신교와의 종교전쟁이라고하는싸움이 \590년대 말에
야 종식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카톨릭 개혁은 뒤늦기는 했으나 열매

틀이 많이 었다.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시작된 예수회 운동이 급격하
게 퍼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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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년부터 1640년 사이에 47개의 새로운 대학이 예수회 운동에 의
해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경이적인 영향이라 아니할 수 없

다.

1593 1건을 전후하여 아비용에서

.기독교

교리의 회중’ (The

Congregation of Chris t1 an Doc띠 ne) 이 창설됐다. 이것은 가톨릭의
평신도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니일 에 헌신할 재속 사제들로 구성됐
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하나는 정식

사제들의 종단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학파로 구성이 된다.
프랑스 학파는 프랑스 신비주의 학파 (The French School of
Mysticism) 라고 알려진다 . 이 운동은 피에르 드 베휠르 (Pierre de

Berulle : 1 575- 1 629) 가 선구자였다. 이 사람은 후에 추기경이 된다
이 베휠르는그가 존경승}는 ‘아빌라의 테레샤와 ‘맨발의 칼멜’ 수도회
를 보급한다. 이같은 프랑스 학파는 예수회의 영향을 받은 베휠르에 의

해 프랑스여러 곳에 영향을미친다 .
그리고 베휠르의 제자 샤를르 드 꽁드랑 (Charles de Condren :

1588-1 64 1)에 의해 대중으로 퍼져나간다 꽁드랑의 추종자 뱅상 드 뿔
(Vìncent de Poul : 1 580- 1 660) 은 많은 공헌을 한다. 그는 몇몇 대학
들을 창설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사제들의 회 중(The Congregation

of the Priests of the Mission) 을 포함한 여 러 모임을 시작한다. 이 모
임은 30년 이내에 프랑스 학교의 3 분지 l 정도가 뱅상 드 뽕의 후예들의
지도를받게 된다.

뱅상 드 뿔은 성 라자르 (St . Lagare) 수도원을 설립해서 본부를 삼았

다. 그는 이 운동이 널리 분포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선 자매단 (the

Sisters of Chmity: 1633) 을 창설했다. 이들은 병자를 간호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그는 파리에서 노인을 위한 숙소와 통합병원을 창설했다. 또 여성으

제 1 2장 카톨릭의 반 개혁운동

313

로 구성된 방문학원 (π1e Institute of the Visitation) 을 창설했다. 또
베휠르의 프랑스 학파 일원인 위드 (John Eudes : 1 6이 - 168이에 의해
선한 목자의 회중 (The

Congregation of the Good Shepherd) 이 창시

된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카톨릭의 종교 개혁을 위한 사람들이 계속 늘
어난다.

그들 중에는 여성의 종교 생갈을 부홍시킨 베네닥트 여수도원장들도
있었고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학교의 형제들의 단체

를 창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모두를 다 열거하면 너무 지엽적으로 흐
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카톨릭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나온 것

중에 심 한 논란과 분열로 끝낸 사건 하나를 소개해보자 그것은 소위 잔

센주의 (Jansenism) 라고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꼬르넬리우스 잔센

(Cornelius Jansen : 15R5-1638) 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루뱅(Louvain) 대학을 다닐 때 예수회의 후예들과 논쟁을 하며
공부를 했다. 그는 루뱅 대학 교수가 되어 일생동안 예수회 후예들과 독
설로 대항하였다. 예수회 역시 그에 필적할 신학교수진을 갖고 있었다 .
잔센이 어거스틴에 관한 책을 써 냈다. 여기서 그는 칼빈주의자적인 것
을 강조하였다. 즉 구원 받을 사람들에 대한 신성한 예정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개신교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
인적인 종교 경험을 강조했다 개인의 영혼이 그 창조자와 가칠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고 개신교도들이 이해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격하

고 완전한 기독교 생활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
장했다 이와 같은 잔센의 견해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잔센주의
자 중 뛰어난 사람이 블레즈 파스칼((Blalse

Pascal : 16건 - 1 6(2) 이 다 .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였고 그의 「팡세」 로도 유명하다. 결국 잔센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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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정죄 받았다(J 65 3).
그러나 그 뒤로도 잔센주의는 계속됐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각 나라들
이 로마카톨릭과개신교와의 치열한전쟁으로수세기 동안치달았다. 이

싸움 속에서 개신교가 약한 몇몇 지역에서는 카톨릭이 승리를 했다.
161 8년부터 1648년까지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30년 전쟁이 다시 일

어났다. 이로 인해 카톨릭 교회가 몇 가지 얻었으나 국경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겸허와 희생이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한

다. 그런데도 이웃에 대해 서로 죽이려는 지속적인 전쟁사는 기독교 역
사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3. 제슈잇 수도회 (까le Society of Jesus)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전유럽에 퍼져 나가는 개혁의

불길을 막으려는 여러 운동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돌격대로 제
일 앞장 선 것은 제슈잇 수도회라 할 수 있다.

川창설기

창설자 이그나티우스 로올i!}(Ignatius

Loyola : 149 1-1 556).

이 사람은 그의 부친이 바스크(Basque) 의 귀족이었다. 그가 태어난
바스크 지방은 요즘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비스케 만

(the Bay of Biscay) 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의 부친은 페르디난드 왕의 궁정에서 시종 (Page) 노룻을 한 적이 있
다. 로올라 가문은 전통적으로 충실한 카톨릭교도였다. 로용라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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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궁전 예절을 익히고 전략을 공부한 후에 다른 두 형제와 함께 자
기들 상전이라 할 수 있는 나제라 공작 (d따<:e

of Najera) 의 군대에 소속

되어 전투에 참여한다.
1521 년 5월 21 일 프랑스 왕 프란시스 l 세가 팝플로나 (Pamplona) 에

진격해 왔다. 저들 프랑스 군대는 팡플로나 성벽을 향해 대포를 쏘아랬

다. 로올라는 이들을 막고자 분전하던 중 때마침 날아온 대포 알에 오른
쪽다리는으스러지고왼쪽다리는부상을당하는비운을겪게 된다.
프랑스 의사는 이 젊은이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미숙한 솜씨로 두번

씩이나 부러지고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다. 고
향으로 돌아와 휴양하던 중 여러 성자들의 전기를 탐독하게 된다. 특히
루돌프 (Ludolph

the Carthusian) 가 쓴 「그리스도의 생애 」 에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이때에 로올라는 자기가 꿈꾸던 기사도적 이상을 종교
의 영역으로전환하고자결단한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빛나는 영적 갑옷을 입은 군대로서 의로우신 왕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지휘하에 사생 결단의 전쟁을 벌이는 군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과 그의 명상들은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성자의 길로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했다. 로올라는 바르셀로나

(Barcelona) 근처 만레사 (Manresa) 에 은거하여 l 년간 지내며 그의 과
거 생활에 관한철저한정리를한다.
그러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제어함으로써 구원을 가능하
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씨름을 한다. 그는 이때 「영적 훈련」

(Spilitual Exercise) 이라는 대표적 저서의 뼈대를 만든다 이 저서는
후에 1 54 1 년에 완성 출판된다. 만레사에서 약 l 년간을 지낸 후 예루살
램을 순례한다. 그는 그때 모슬램교도들을 개종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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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 로올

라는 키메네츠 추기경이 설립한
알칼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다. 그때 그의 나이가 약 30가량
이었다. 여기서 어린 소년들과 함
께라틴어 를 배웠다 로올라는가
정과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설
교를했다 그리고그가집필하고

있던 「영적 훈련」 을 소개했다. 그
러나 그는 종교재판소에 의심을
받고 얼마간 투옥됐다. 그러나 앞

으로 3년 동안가르치거나모임을

주재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고 풀

지옥에 가세 하는 일공가지 죄에 대한 그림 로올비
의 고전 「영적훈련」의 도해관에 실린 그림 01 다

려나온다.

출옥 후 그와 그의 동료들은 살라만카 (Slalamanca) 대학교로 갔으나
거기서 2 개월도 못되어 다시 투옥되었다. 로올라의 열정이 이단의 혐의

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로올4는 1 )2 i:l년부E~ 1 53 )년까A1 7년 동안 파
리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몽테뉴 대학 (College de

Montaigu) 과 생트 바르브 대학 (College de Sainte Barbe) 에서 수학
하였다.

1)3 4년에

신학사 학위 를 취득하고 15 3 커년에 문학석사 (M.A)

를받았다로용라가 파리에서 공부히는 동안은 칼빈이 공부를 하고 떠나온 때였
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한 사람은 개혁자

의 길을 걸어갔고 다픈 한 사람은 카톨릭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걸어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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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로올라가 파리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자기 동지들을 규합하는
큰 일을 하였다. 로용라는 최초의 6명에게 「영적 훈련」을 소개하며 동지

로 규합하는 데 성공한다. 이때의 6병은 곧 로올라의 후계자로 계승한
차기 사령관이 된 디에고 라이네즈(Diego

Lainej) , 알폰소 살메론

(Alfonso Salmeron) 과 후에 극동 지역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긴 프란
시스 사비에르 (Francis xa띠er) 등이다.

이렇게 해서 1534년 8월 15 일에 여섯 동지들은 수도원의 세 가지 맹
세를 한다. 즉， 가난， 그리고 정절， 복종의 맹세 (The customary three

fold monastic vows of poverty, chastity, and obedience) 를 하였다.
이것이

제쥬회’ (The Societly of Jesus) 의 시작이다. 원래는 The

Company of Jesus라고 했었다.

(2) 발전기

제쥬회는 교황의 사절에게 자기들의 교리적 정통성을 납득시키고 이

모임이 교황의 권위 수호와신앙을전파하는 데 막대한공헌을할수있
다는납득을시킨다
드디어 1540년 9월 27 일 교황의 공식 허가를 받아낸다. 제쥬회는 하

나님의 군사 (Soldiers of God) 인 군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교
황의 지시하에 전투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를 철저
히 부정하였다

그들의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는 너무나 과장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과 같은 구절이 있다모든 사건 모든 사물에 관하여 안전하게 생각하
고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수해야 한다. 나에
게는 아무리 흰색으로 보이는 것 이라 하더라도 만약 교회의 계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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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검은 색이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이를 검은색으로 믿을 것이다’

(규칙 제 1 3조) .
그리고 제 l 법칙에는 “인간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 경외하고 섬기
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러한 벙법들을 통해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사물들이 자기의 진정한 존재 목적을 성취
하도록 돕는 한에서만 이들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들이 자기의

궁극적 존재 목적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들을 제거해 버려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의 유일한 욕망과 선택은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가 하
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이 tl}-^]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 속에서만 행해져

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조직은 우두머리로 총장(GeneraI)을 둔다. 그리고 모든 회원
은 그리 스도께 하듯 총장을 대우하며 존경할 것을 맹세한다. 회원 자격
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좋은 성품을 소유한 인물

들 가운데서 지적으로 뛰어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매력적이며 헌신

적인 인물들만으로 회원을 가입시켰다.
회원이 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철저했다. 처음 2년간은 견습기간

이었다 그후 신입회원이 돼서는 가난， 정절， 복종이라는 일반 수도회의
서원을하게된다.

그후 l 년간은 교양 학문을 공부하고 3년간은 철학을 공부한다. 이 공
부를 마치 면 어린 회원들에게 철학， 문법을 가르친다. 그후 다시 4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서야 정식으로 사제가 된다. 사제가 된 후에도 다시

l

년간은 실천 신학으로 설교학， 영적 훈련을 한다. 그 후 다시 2 년간의
실제 시 험 기간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교황에게 절대 순종한다는 특
별 서원으로 비 로소 제쥬회 정식회원이 된다.

로올라 자신은

5 피이트 2 인치도 안되는 왜소한 체구였다. 게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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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동안 소화불량 증세 때 문에 고생하였다. 그리고 다리 수술을 할 때 남
자의 자존심으로 남아 있는 돌기(突起) 를 없애는 수술을 하였다. 그는

평생을절면서 살았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면에서 지 B}의 역할을 했다. 항상 원기가 념쳤
고 평온했으며 자신감이 넙쳤다. 모든 회원 들에게 어떤 불순종도 허용
하지 않았다. 로올라는 살아 생전에 교황의 교서 를 받은 지 1 6년 만에

예수회 회원은 1 ， 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 그리고 그의 생전에 100개
에 달하는 대학과신학원을설립하였다.

(3) 수확기

제쥬잇 수도회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수도원 운동 중에서 최후로 화
려하게 꽃을 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쥬잇 수도회는 왜 그토록 뛰어
난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었는가?

그 첫째 요인으로는 탁월한 조직력을 들 수 있다. 제쥬잇은 가장 하층
계급으로부터 사령관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소통되는 연락망을 갖고
있었다. 이 탁월한조직력은뛰어난의사소통을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엄격한 징계조치 를 통해 영적 생명력을 계속 강건하게 유지

하고자하였다.
제쥬잇은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였고 개인적 고해 성사를 강조하고 영
적으로 회원들의 문제를 항상 상담함으로 회원들의 양심 상태를 늘 점
검해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요인은 올바른 종교적 지식의 함양을 위해 보다 고
상한 차원의 고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쥬잇 수도회를 통해 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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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결실은교육과선교부분이다. 로올라가죽은지 l 세기 반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회는 7007H 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오늘날 그 학교들의

숫자는 수천에 이르고 있다. 저들은 개신교 국가들에 들어가 도서관， 수
도회， 자선기관， 병원， 학교둥어디든지 침투하였다.
제쥬잇 수도회의 놀랄 만한 성과는 역시 선교이다. 제쥬잇회는 프란

시 스 수도회 종단 후예들과 경합하여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이들
제쥬잇 종단이 유럽 쪽에서는 개신교로 넘어간 지역들을 다시금 로마

카톨릭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들였다. 이런 지역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폴란드 등이 있다. 헝가라 역시도 개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 기울어진 것을 다시금 카톨릭 강국으로 되돌려 놓았다.

남미에 있어서도 그 공헌이 대단하다. 멕시코， 페루를 카톨릭 국가로

만드는 데는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어거스티니안들이 가장 활동적이었
다 그렇지만 브라질과 파라과이에서는 제쥬잇들이 가장 큰 공헌을 했
다고할수있다
아세아에서의 선교활동은 어려운 점이 많았다. 남미의 인디언들은 집

단적으로 개종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아시아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자라옹 고대 문화와 기존 고등 종교들 때문에 개종이 힘들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쥬잇 선교사는 프란시스 사비에르이다. 그
는 로올라와 같은 지방 사람이었다. 그가 18살 때 파리의 생트 바르브

대학에 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로용라를 만라게 되었다. 사비에르는
폴투칼 왕이 동인도 제도에 보낼 선교사 요청에 의해 납부 인디아에 가

서 3년 동안 폴투칼 식민지들을 대상으로 해안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한
다.

그후 동인도 여러 제도(말락카， 말라야 몰로카이)에서 선교를 2년반
동안한다. 그리고 1 549년부터 1551 년까지 일본선교를한다. 이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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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마， 야마구찌 등 각지에서 선

교 활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무렵 전도를 받은 풍신수길(豊民

秀吉) 이 임진왜란때 한국을쳐들
어 오면서 종군 사제를 데리고 들

어온다.
그는 46세 때 중국 선교를 계획
하던 중 열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카톨릭에서는 사비에르를 성자로
추대했다. 사비에르 유지를 받들

어 중국 선교사로 제쥬잇 선교사
마태오 리치

(Matthew Rici

1 55 1-1 6 10) 가 활약한다.
마태오는 중국의 상층부터 전
도하여 차츰 하류 계급으로 내려

가는 선교방법을 썼 다 . 그는 천문
학과 수학에 깊은 조예가 있어서

페이킹에서 환영을 받으며 선교
예수회 선교시들은 16-17셰기에 님아메리카에서 굉범
위한 지역에 걸쳐서 일하였 디 에쿠이도르의 키토

: Ouito l 에 있는 GI 교회는 그들에 의해 건축되었다

했다 이 마태오 신부는 현지의
풍습과 전통에 너무 타협을 많이

한다는 다른 종단 선교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어느 곳이든 제쥬

잇 선교사들의 영향은 확대되었다. 이것이 다른 종단들의 시기가 돼서
약 한 세대 가량은 교황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제쥬잇 선교단은 그 어느 종단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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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들 제쥬잇 교단이야말로 교황청의 손에 들려

진 강력한 검과 같았다. 군대 조직과 같은 이들은 각종 도전과 기회를

날카롭게 포착하였다.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유감없이 대항하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잃어버린 개신교도들보다 훨씬 많고 방대한 남미의 여
러 나라들을 카톨릭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카톨릭이 이렇게 왕성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개신교들은 무엇을 하

고 있었는가? 저들은 예정론 신학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시비하면서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었다. 잘못된 신학은 그 시대의 교회들을 퇴보시
키고 잠재워 준다는 교훈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시대의 신학은 교회 를 살리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국가와 전세
계 앞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엄숙한 현실 앞
에 자기 모습에 대한 냉철한 발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트렌트종교회의
(1) 회의의 소집

1) 회의 결정의 의미

1 545년부터 시작해서 1563년까지 모인 트렌트('I'rent) 종교회의의 의
의는 여러 가지로 크다. 먼저 전 유럽 교회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는 데 의미가 있다 (í새 교회사

1J P.3 26- 33 5 까지에서

종교회의 운동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때에 있었던 각종 종교회의들(피사회의 (1409) . 콘스탄스회의

(1414-1418) , 바젤회의(1 43 1-1 449)) 은 교황의 권위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었다. 저들 종교회의 주창자들은 교황도 전체 종교회의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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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교황들은 자기들의 전능한 지존권이 종교회의를 개최함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노이로제증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황제들이 압력을 넣고. 추기경들이 건의를 해도 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었다. 그러던 종교회의가 트렌트에서 시작됐다는 것
은큰의미를가진다
다음으로 여기 트렌트 종교회의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완전하게 분리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당시 카톨릭 안에서도 개신교와의 화합을
위한 기대 를 갖는 많은 흐름이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찰스 5세가 표면

에 나타나서 그러했다. 그러나 교황의 절대권 확보라는 작은 실리 때문
에 다시 돌아설 수 없는 완전 분리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종

료된 후 l Y세기에 제 l 차 바티칸 종교회의가 다시 열리기까지 300년 동
안은 아무런 종교 회의를 다시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 역
사상유례 를 찾아볼수없는현상이다.
이 장기간 동안 카톨릭은 오늘날 현대적 카톨릭 교회로 정비를 하고
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카톨릭 교회는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된 기초 위에다 오늘날의 현대 카톨릭을 이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카톨릭 교회는 루터가 공격하던 중세 카톨릭 교회

와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 그렇기 때문에 트렌트 종교회의 의미
가 실로크다고 할 수있다.

2) 회의장소
회의 소집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전체 국민이 원하고 황제가 원하는데도 교회 소집령을 내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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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은 듣지를 않았다. 이 당λ1 회의 소집을 갈망하던 전 유럽의 기대를
반영하듯이 파리 대학의 신학， 철학 교수인 존 메이저 (John M혀 ar:
1470-1 5 50) 는 ‘종교회의의 권위에 관한 논란 이란 논문까지 집필하였

다. 찰스 5세는 교황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종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
다.
찰스는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의 황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국인 독일 내의 개신교들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
해서는종교회의에 희망을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찰스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가 없었다. 한때

찰스의 요구를 듣지 않아 1527년 스페인 군대가 교황청을 짓밟았던 위
험도 있었기에 교황은 찰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유부
단한 교황 클레멘트 7세는 계속 회의 소집을 마루었다 그러다가 교황

바울 3세 (Paul m : 1 534-1 5 49) 에 의해 1 545년 12월 1 3 일에 트렌트에
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 장소가 트렌트(’I'rent) 로 결정된 것도 찰
스의 고집 때문이었다.
이 트렌트는 북부 이탈리아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독일 영
토였다. 이 도시는 조그마한 교회령 제후국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국경

지대에 위치한 1.000호 정도의 가옥을 가지고 있었으며 너뱃 채의 훌륭
한 건물과 주교 제후(πle

Ptinæ Bishop)를 위한 커다란 궁정이 있었다.

이 도시에는 여러 개의 예배당이 있었으며 그 중에 산타마리아 마키

오레 (Santa Maria Ma짧ore) 교회가 회의 소집장소였다. 이 도시의 주
민은 일부 이탈리아인과 일부 독일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조그만 도

시는 커다란 회의 를 유치하기에는 사실 협소한 장소였다 그래서 교황
은이 장소를 반대했으나찰스의 강압적 요구로이 장소가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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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트 대성당에 모인 트멘트 공의회의 미지막 모임 (1 563 ) 이 공의회는 로미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노정을 정했디

3) 회원

구성

이곳 회의에 참석한 성직자들은 많지 않았다. 제 l 회기에 참석자는

31

명이었다. 이들 31 명은 대주교가 4명， 주교가 20명이었다. 이들 20명의
주교 중 이탈리아인이 1 2명， 스페인인이 5명， 프랑스에서 2명， 독일에

서 l 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수도회장이 4명 ， 신학자 3명 등 모두 31 명
이모였다.

이들 가운데서 스페인 대표가 가장 말썽이 많았다. 저들은 교리 문제
에 있어서 전혀 타협이 없었으며 동시에 본국 황제의 뜻을 최대한 성취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모인 회의였기 때문에 카톨릭 자칭 세계 종교대
회라고 했으나 세계 종교회의는 못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존재하는 희랍 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대회라고 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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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회의는 제 l 회기에서 제 25회기까지 1 8년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들 회원이 마지막 회기 때는 255명으로 늘어났다.

(2) 회의 진행

1) 교황

바울 3세 (Paulill ) 주도하의 회의 ( 1545-47)

제 l 회기 -제 10회기

2) 교황 줄리우스

3세 (Julius ill) 주도하의 회의

(155 1-52 )

제 11 회기 -제 1 6회기

3) 교황 비오 4세(Pius N)

주도하의 회의 ( 1562-63)

제 1 7회기-제 25회기
회의 기간이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은 그 기간의 대부분이 휴회를 할
수밖에 없는사정 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 결정사항

카톨릭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인간이었다. 그래서 회의

진행 도중 많은 야유와 폭력이 난무하였다. 스페인 출신의 성직자 하나
가 너무 지루하게 오랫 동안 연설을 하자 다른 나라 대표는 ‘이게 톨레

도(Thledo: 스페인의 한도시) 회의냐? 네 멋대로 하게 .. ’ 라고 비난했
다
프랑스 대표 하나가 로마 교회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난하자 이탈리
아 대표는 “보라! 저 수닭이 우는 꼴을 1" 그러자 다른 프랑스 대표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눈물로
회개했다 하지 않았느냐?’ 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간접 공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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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험한 말이 오가다가 한 대표는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그리스

대표의 수염을 한 웅큼 잡아 뜯는 촌극까지 있었다. 그래도 꾸준히 인내
하고 회의의 격식을 갖춘 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트렌트 종교회의 소집 동기가 이단들이 강성해 지는 것， 교회내의 부

패상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 발생원인은 주교들의 태만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교리
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불명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단고 했다. 이렇게 해

서 다음 사항들이 결정된다(중요사항).

a 성경은 벌게이트(V1띠g;:tte) 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b. 구약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다이때서부터 카톨릭 교회는 66
권에서 77권이 된다.

c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삼는다. 이들은 “전통은 신앙이나 혹
은 도덕에 관련되어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썼든

지 아니면 성령의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썼든지 카톨릭 교회 내에서 계
속적인 계숭으로 보전되어 왔으므로 성경과 동일한 존경심과 경외심으

로 받아들인다.’ 고 선언하였다. 카톨릭이 이렇게 정할 때 순탄하게 결정

되지는 않았다. 치오지아 (Chiog밍a) 주교인 나치안티 (NacchiantD 는
전통을 성경과 동일 수준으로 올려 놓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였다.
또 다른 회원은 사도적 전통과 여타의 다른 전통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말았다.
이보다도 더 큰 논쟁은 벌게이트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선언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 선언은 모국어 성경 번역의 사용을 금지
한다는 돗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이미 모국어 성경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
때문에 타협으로 벌게이트 성경이 유일한 순수판이라는 것으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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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d 칭의론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서 청의를 주장한 것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 온건파
인 콘타리 니 추기 경은 ‘칭의 에 관한 서신 (Epistole

de Justification :

154 1)’ 에서 칭의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인간의 올바른 행위에서부터 비롯되는 고유한 칭의 Onherent
Justification) 와 인간이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로부터 받게되는

전가된 (칭)의

(imputed Justification) 가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획득한 의가 가장 지고한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쥬잇 신학자들은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이
절대 조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루터처럼 행위를 믿음아래
두려는 어떠한 조건도 수락하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총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를 따르기로 결정된다 그것은

의인은 그에 앞서 예비 혹은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써 칭의에 관한 문제는 프로테스탄트와의 타협의 여지가 완전히 소멸되

게된다.

e

또 원죄에 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원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

는 것으로 원죄론을 공격하였다 이 원죄는 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

에 의해서만 없어지며 이 은혜는 교회가 사용하는 영세성사로 죄악이
소멸된다고하였다

f 사제에게 구두로 고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처럼 구두로 고백하고
회개한 가슴 속의 죄들은 고행을 통하여 사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g.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
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안전에 의롭다함

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배격할 수도 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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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협력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칼빈의 불
가항력적 은혜를 배격한 것이다.

h . 또 개신교를 의식해서 카톨릭 교회를 지키는 교리를 재천명하였
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되는

것이며 믿음과 선행이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i. 만인 사제주의를 부정 .
j . 7가지 성사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k. 화체설을 재확인 한다.
1. 평신도에게는 잔을 줄 필요가 없다.
m. 주교와사제들만이 죄악의 용서나분류를 할수 있다

n . 성자의 호출(invocation) . 성자 유물의 존경， 성상， 성화， 면죄부를
강력히 지지했다.

o. 교황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제정 결정되었다 이 렇게 해서 1 563년에

회의가끝이 났다. 여기서 발표된 각종교회 법령， 칙령들은공식적으로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 여기 서명한 255명 중 1 89명이 이탈리아인
이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은 개신교와의 결별을 하게 된다. 이 트렌트
종교회의 파급 효과는 그 후 서양 역사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 트렌트 종교회의 후 이 회의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이 나타났다

161 8년 베니 스의 신부 파올로 사르피 (Paolo Sarpi)는 「트렌트 종교

회의의 역^b (H istory of the Council of 맘ent) 를 출판하였다. 이 사르
피는 신부였지만 또 만물박사였다. 그는 수학， 광학， 동방종교， 정부 및

교회 문제 등 다각적인 역사학 교수였다. 그는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 교
회 안에서 취하는 교황의 행위들이 마치 강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

였다. 그는 교황들을 악당으로 묘사했고 교황청 소속 성직자들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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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폭로하였다.

그와 정반대로 제쥬잇 역사학자 팔라비치노 (Palla띠cino) 는 사르피가

로마 교구를 중상하기 위해 각종 문서들을 변조 조작했다는 사실을 지
적하였다 . 그리고 트렌트 회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충격
앞에 자기 스스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개신교를 향한 총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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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간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야 개신교에서 벗
어난 자체를 되찾기 시작한다.

5. 종교 재판과 금서 목록
川종교재판
종교재판(Inq버si디on) 이라는 개념에는 영적이거나 교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신체적인 고통이나 처벌로써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종교재
판의 역사는 콘스탄틴 시절에도 존속했었다. 그렇지만 중세 교회의 종

교 재판은 또 다르다. 중세 교회의 종교재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교회적인 것， 교황적인 것 그리고 스페인식 종교 재판이 있었다.

1) 교회적 종교재판
교회와 세속 국가 사이에 주고 받는 식의 종교재판이다. 교회는 이단

을 적발하는 의무를 지고， 국가는 적발된 이단들을 처벌하는 상호 묵계
적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교회란 주교가 대표하였다.

2)

교황적 종교재판

제 12장 카톨릭의 반 개 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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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3 년 교황 이노센트 3세(Innocent

m)서부터

시작된다. 이노센트

는 수도원장을 지명해서 이단 문제를 처리케 하였다. 이때 교황의 지명
을 받은 자는 이단을 색 출해서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하는 권한까지 행사
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7찌고 있는 관할권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교황
의 지시는 어디서 든지 통할 수 있다는 교황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행동
이었다. 이렇게해서 교황청식 종교재판제가 뿌리를 내혔다.

3) 스페인식

종교재판

스페인의 종교 재판 시작은 1 5세기의 마지막 1 0년 사이에 일어났다.
스페인에서는 제후들에게 종교 재판관 임명권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벌금과 압수품은 왕실의 금고에 귀속시키는 점이 달랐다.
스페인에서 최초로 두 명의 왕실 종교재판관이 임명되었다 (1 48 0년

9

월 1 7 일). 최초의 종교재판은 사형을 선고함으로 6명이 화형당하였다
(1 4 R 1 년 2월 6일).
그 다음 해에는 종교재판소 직능에 관한 여러 가지 헌장이 제정된다.
종교 재판소는 자체적으로 규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종교
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나라의 모

든 기관들이 이 기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다.
종교재판관은 또한 관리들을 임명했다. 관리들은 종교재판 협의회 규
정을 준수한다는 선서 를 한다 그래서 이후부터 국가관리는 신앙상 의
심이 되는 자나 이단을 옹호하는 자들은 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모
든 국민들은 종교 재판관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의무적으로 집회에 참석

해야 했다. 설교 후 모든 이는 성경이나 십자가 위에다 손을 얹고 종교
재판소를 돕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종교 재판관이 임명한 관리들은 수비병과 공증인을 대동하고 마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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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아다녔다 이들의 경비는 이들이 통과하는 도시와 지역에서 부과
된 세금에서 염출하였다.

첩자들과 제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

다.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이 시작된지 최초의 1 39년 동안에 3 00만명의
백성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자 스페인 전 국민의 가장

저주스럽고 혐오스런 대상이 종교재판소였다.

로렌테(Lorente) 토르구에마다가 의장직을 맡았던 1 8년 동안에

11 4.

000명이 피소되었다. 이 가운데서 10. 22 0명이 산 채로 화형에 처해 졌

으며 97 . 000명은 무기 수감형 내지 공개 참회형을 받았다고 기록됐다.
이같은 공포의 종교재판을 다른 나폴리나 시실리에 실시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결사적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4) 이탈리아의

종교재판

이탈리아에 종교재판이 도입된 것은 개신교 종교 개혁의 무자비한 적
대자였던 추기경 카라파(나중에 교황 바울 4세)가 스페인의 종교재판을

도입한다 (1 542). 그러나 이탈리아인은 스페인 사람처럼 끈질김이 없었
다. 만약 지 Bt를 잡아 가두면 추종자들은 지당}를 배반하고 다 흩어

지고 말았다. 그래서 스페인처럼 많은 희생자는 없었다 .

(2) 금서 목록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금서목록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서 금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이단적인 용어

(2)

무심코 읽는 중 이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적인 문장

(3 ) 교회의 행동에 관한 비판적인 언급

제 1 2장 카톨릭의 반 개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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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직자나신앙적인 예식에 대한풍자적 표현

이 모두가 금서 목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책 중 안 걸
리는 책이 별로 없을 정도였다. 이같은 경직된 조항은 사회를 메마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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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2천년 역사 중에 16세기가 가장 큰 격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천 오백여년 동안 큰 저항없이 독주해 오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16세기에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로마 카톨릭은 과거 중세기적
유물들을 근거로 해서 18년 동안의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 현대 카톨릭

의 기초를닦았다.
그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박차고 뛰어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여

러 개의 개신교 교파들로 탄생되었다. 그렇지만 카톨릭의 반격도 만만
치 않았다. 그들은 종교개혁으로 잃어 버린 것들은 다시 되찾으려고 맹

공격을 가하였다. 그것이 30년 전쟁이라는 이름의 신，구교 전쟁이었다.
그들은 싸움의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이로 인해 국왕이 한 개의 제국 아래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보려는 환

상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종교
개혁은 그 다음 종교전쟁으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른 전쟁 후에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전 유럽에 깊은 회의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 종교적으로 얻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에 심취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 또 영국에서는 영국민의
생활에 부합한 청교도 운동이나 메도디스트 운동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적 의지가 담긴 루
소(Rousseau) 의 로맨딘 사상이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

또 칸트(Kant) 가 나타나 이성 중심의 철학 사상을 수립하였다.
근세 시대는 록크(Locke) . 흉(Hume)， 데카르트(Descartes) .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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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 (Spinoja). 루소， 칸트 등 많은 합리주의자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크롬웰 (Cromwe II) . 폭스 (Fox)

.

혜슬리

(Wesley) . 파스칼 (PascaD.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등의
지덮}들이 나와위기를헤치고시대를이끌어갔다.
근세 교회의 역사는 종교 개혁이후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각 교파들

이 자기류의 신학을 7t지고 발전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자기 개성을 살려 가면서 각기 다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여
기 2부에서는 이같은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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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3 쟁

30년--------펜맹

1.전쟁발생의원인
독일은 161 8년부터 1648년까^1 30년 동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
에 전쟁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인구가 감소되었다. 싸움의
최격전지였던 보헤미아 지방은 인구가 5분지 4가 없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계속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결국 얻어진 것은 무엇

인가? 여러가지 회의스러운 생각이 많지만 여기서 우리는 전쟁 발생의
원인부터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川개신교도들의분열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사역의 뒷 마무리를 멜랑히톤에게 맡
겼다. 그런데 멜랑히톤은 루터와 신학적으로 다른 요소가 많았다.

루터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라고 주장했을 때 멜랑히톤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야 된다는 신인협동론 (Syner밍sm) 을 주

장하였다

루터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선행은 무용하다고 할 때 멜랑히
톤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닌 구원의 증거로 펼요하다고 하였

다.

저 113장 30년 전쟁

339

이와 같이 두 지당} 사이의 신학적 간격은 저들이 죽고 난 후에 후계

자들에 의해 더욱 커졌다. 즉 구원에 선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 필요하
지 않다는주창자들로인해 독일의 루터파는심한분열 상태에 있었다.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 53 0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Augusburg Confession)

5 0년 후인 1 58 0년대에 독일 루터파 추종자

들은 단합의 뜻으로 서명 작업을 하였다. 이 1 58 0년의 서명 작업에는

5 1 제후 ， 35 개 도시 ， 그리고 8-9천여 교직자가 침여하였다. 그렇지만 같
은 독일 안에서 루터파에 추종하지 않고 칼빈파를 따르는 이들은 이 서

명 작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 독일 안에서 개신교 사이에 분
열을자아내는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안에서 루터파는 카톨릭과의 협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

었다. 그러나 칼빈파를 위시한 다른 개신교도들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을 가중시켰다. 아울러 이같
은 분열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무런 연합적 저항을 할 수가 없게 했다.

(2) 카톨릭공세
카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 를 기점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래서 제
일 표면에 제쥬잇 선교단을 세워 유럽 전역에 공세를 가하였다. 그리하

여 개신교도와의 싸움에서 이를 갈고 있던 여러 카톨릭 제후들과 감독

들은 개신교 압박에 전력을 다 하였다.
그래서 실제 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폴란드 지방에 개신교화 되었

던 지방들이 다시금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프로테
스탄트들은 크게 긴장을 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이같은 긴장은 드디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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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적인 계기

30년 전쟁의 시작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발생하였다. 이 보헤미아 지

방의 도나우베르트(Donauworth) 시에서 폭통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도나우베르트시는 강력한 로마 카톨릭주의 신봉지인 바바리아
(Bavaria)지방에 인접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우베르트 전 시민

들이 개신교를 선택했다는데도 인접해 있는 카톨릭의 바바리아 공 맥시
밀리안의 영향이 미치고있었다.

1606년에 도나우베르트 시민들은 카톨릭 세력과 큰 충돌을 벌였다.
그것은 도나우베르트 도시 중 카톨릭이라고는 수도원 하나밖에 없었는
데 이곳 수도사들은 도나우베르트 도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단지 수도

원 안에서만 자기들의 신앙 유지가 허락되었었다. 그런데 이 당시 황제

였던 루돌프2 세(] 57 6-161 2 ) 가 친 카톨릭 정책을 쓰는 것에 용기를 얻
었는지 수도사들이 도시 밖으로 나와 행진을 하였다. 이때 도시민들은
몽둥이와 투석으로 수도사들을 수도원으로 몰아 넣었다. 이같은 사건은

그당시 그다지 드문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l 년이 지난 1607년이었다. 도나우베르트 시에
인접해 있던 바바리아 공 맥시밀리안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도나우

베르트 도시를 침략해 들어왔다. 그리고는 도나우베르트 개신교들에게
압박을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개신교 제후들 중 몇이 모여서 1608년 5월 4일에 칼빈
파인 팔라틴의 선제후 프레드릭 4 세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연맹

(E vangelical Union) 을 결성 하였다.
그런데 이 연맹은 루터파가 빠진 칼빈파 위주의 연맹이어서 약세였

다. 그러니까 카똘릭에서도 바바리아 공 맥시밀리안의 지도하에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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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14일 카톨릭 동맹 (CathoJic League) 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두
세력이 갈수록 험악한 분위기로 달려 가고 있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불을 당기는 일이 황실에서 생긴다. 황제 루돌
프 2세 (1 576- 1 6 1 2)의 후임으로 그의 동생 마티아스 (Matthias) 가 황제

가 되었다(1 6 1 2- 161 9 ). 그런데 마티아스는 너무 연약했으므로 섭정이

필요하였다.
또 마티아스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페르디난드를 차기
황제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이 차기 황제가 될 페르디난드는 열열한 카
톨릭주의자였다 그래서 카톨릭을 반대하던 보헤미아 지방 전국민들은

페르디난드와마티아스의 섭정 두사람을다싫어하였다.

이 때 주민들은 ‘프라하의 왕실위 원회 (The Royal Council in

Prague)' 에 국왕의 정책을 대항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왕실위
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부하였다
이때 보헤미아 프로테 스탄트들은 반란을 일으켜 왕의 두 섭정 고문을
50피트나 되는 창문에서 지상으로 던져버렸다. 다행히 저들은 오물 더
미 위에 떨 어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감정의 폭발은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연 결된다. 흔히
.프라하의 폭동’ 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30년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 렇게 해서 카톨릭을 지지하는 제후들과 군대들이 뭉쳐서 프로
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국민을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전쟁 이 벌

어진다.

2. 전쟁의진행
(1)

보헤미아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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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폭도들은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팔레

티네이트 (Palatinate) 선거 후 칼빈파의 프레드릭을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하였다 (1610-1632). 팔레티네이트 주민들은 대부분이 개혁파였

다. 이 지역은 바바리아나 다른 영토에 비해 분리되어 있었다. 여기 팔
레티네이트를 중심한 개혁파의 반란은 보헤미아 동부쪽으로 번져나갔

다. 그래서 인근의 실레지아 (Silesia) 와 모라비아 (Mora띠a)지방까지 미

쳤다
1 6 1 <J년 마티아스 (Matthias) 가 죽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열열한
카톨릭주의자 페르디난드 2세 (161 9-- 1637) 가 공식 왕이 된다. 새로운
황제가 된 페르디난드는 바바리아 공 맥시밀리안과 스페인의 군대로 보
헤미아의 개혁파를 공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페르디난드는
보헤미아 왕으로 옹립받은 프레드릭을 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개혁파

반란군들은 카톨릭 왕의 군대들에게 곧 항복하고 말았다.
반란군에 의해 왕이 됐던 프레드릭은 보헤미아 왕위뿐 아니라 팔레티

네이트 영토까지 뺏기고 피신을 해야 했다. 한편 보헤미아는 다시금 국
왕 페르디난드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전에 프레드릭의 땅이었던 팔레티
네이트는 맥시밀리안에게 하사되었다.
이로부터 보헤미아나 팔레티네이트 양 지역은 새로운 카톨릭 군주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하였다 이곳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처형되
었으며 재산은 볼수되었다.
1 62 6년 부활절 보헤미아에서는 카톨릭 신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

은 그곳을 떠나라는 칙령이 반포되었다. 이때 나라를 떠난 가족이 3 만

이상이 된다. 사건은 맥시밀리안이 주동하는 카톨릭 제후의 활동상을
지켜 보던 다른 개신교 지 B}들에게는 커다란 불안을 안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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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덴마아크의 개입

북 서부 독일 지역의 개신교 제후들이 카톨릭 주동자인 맥시밀리안과

페르디난드를 공격하였다. 이때 페르디난드는 틸리 (까lly) 장군을 기용

하여 개신교 연합 세력을 쉽게 물리쳤다.

1 625년 말 잉글랜드， 네덜란드 ， 멘마크 등이 프로테스탄트 동맹을 결
성하고 독일을 침공하기로 하였다. 이때 보헤미아 국왕 페르디난드는
보헤미아 최 거부 귀족인 발렌스타인의 알버트(Alber

of Wallenstein)

로 하여금 개신교군을 물리치게 하였다. 그리고 틸리 장군으로 하여금
덴마크 군을 물리치게 하였다.

이렇게 히여 발렌스타인 군대는 16 26년 4월 25 일에 개신교도 연합군

을 물리쳤다 개신교도와의 싸움에서 카톨릭의 승리는 1627년. 1 628년

에도 계속되었다. 카톨릭은 대 승리의 수확으로 1629년 3월 6일에 복구

령 (Edict

of Restitution) 을 내 렸다.

이것은 과거 1))2년 이후 개신교 소유로 변경된 모든 카톨릭 재산을

과거처럼 카톨릭에 복귀시키라는 명령이었다. 또 루터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5 개의 감독구와 100여개의 수도원과수백개의 교구가다시금
카톨릭으로 바뀌어졌다 만일 이때 카톨릭 내의 분쟁이 없었다면 개신
교는 더 많은 손실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승리
의 개가를 부르던 카톨릭 동맹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 카톨력 동맹
의 두목인 바바리아의 맥시밀리안이 발렌스타인 장군을 시기하여 그를

장군에서 면직시킨다 (1630년 9월)
덴마크의 크리스찬 4세와 보헤미아의 페르디난드의 싸움은 드디어 뤼

벡 협정(안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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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ubeck) 으로

종결된다. 크리스찬 4세가 다른 개신

교 국가들의 도움으로 독일을 침공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

다. 이 전쟁으로 독일 국민들은 큰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나라는 더욱
황폐해졌다. 그리고 수천 명의 주민들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강요 당하
였다.

(3) 스웨덴의개입

스웨 벤의 국왕 구스타부스 아돌프스 (Gustavus Adolphus) 는

161 1

년에 져우 1 7살의 나이 로 왕위에 올랐다. 이때의 스웨덴은 변변치 못했
다 당시만 해도 스웨 멘 영토의 대부분을 덴마크가 점거하고 있었고 나

머지 국토들도 여러 분파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세력가들은 아무도 왕실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젊은 왕은 현명한 통치로 국민들을 통합하여 멘마
크 침입자를 몰아내었다. 그리고 그의 힘이 강성해지자 덴마크를 비롯
해서 러시아폴란드등세 나라와싸워서 모두승리하였다.
이 구스타프 왕은 전술이 능했으므로 나폴레옹은 그를 세계의 7 대 명

장 중 하나로 손꼽았다고 한다. 이 구스타프 왕은 발탁해 연안에 있는
스웨 덴을넘보는독일의 세력을항상경계하지 않을수없었다.

또한 그 당시 보헤미아와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던 카톨릭 세력의 승
세 를 우려하게 되었다. 게다가 구스타프 왕 자신은 열열한 루터파 신자
였으므로 개신교를 보호하고 독일의 야망을 쳐 부순다는 목적으로 전쟁

에 개입하였다.
이자)년 구스타프 스례덴 왕이 독일을 쳐들어 왔을 때 독일의 프로테
스탄트들이 모두 불신하였다. 그러나 구스타프 왕은 16 30년 6월 20 일
독일 해안에 상륙하여 보헤미아 황제 페르디난드군을 격파하기 시작했
다 구스타프 왕은 자기와의 동맹군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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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631 년 l 월에 프랑스의 루이 1 3세의 유수한재상인 리슐류와
조약을 맺고 재정적 후원을 얻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독일내 개신교 제후

들과도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독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와 작센이
스혜덴과 동맹을 맺게 된다.
16시년 9월 1 7 일에는 구스타프 왕 자신의 힘으로 황제의 군대인 틸

리 (까lly) 군을 격파하였다 구스타프 왕은 거듭되는 승리를 통해 거의

전설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의 군사들은 전에 독일을 침공하였던 다
른 나라 군대들과 전혀 다르게 처신했다. 전쟁 승리 후 현지의 주민들에

게는 친절과 존경을 베풀었다.

또 스웨덴 군인들은 프로테스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지 주민들
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스타프 왕은 자기가 스웨벤의

이익을위해서 독일을분할하지 않을것을천명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조약에서도 전쟁 승리로 독일 내의 조그마한 촌락
하나라도 프랑스가 차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었다. 이와

같은 구스타프 왕의 전략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구스타프 왕

은 라인강 지방에 진군때 마인쓰를 점령하였고 작센은 프라하를 점령
하였다.

곤경에 빠진 페르디난드 황제는 전에 바바리아 공의 시기로 장군을
면직시킨 발렌스타인 장군을 다시 불러 들인다 (1632 년 4월).
구스타프 왕은 계속 진군5벼 카톨릭의 심장부인 바바리아의 수도 무
니히 를 점령하였다. 발렌 스타인 장군은 구스타프 군대와 라이프찌히 부
근 ‘릿젠 (Lutzen)’ 에서 접전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발렌스타인 군대
는 구스타프에게 대파하였다( 16 32년 11 월 16일) . 그리고 이 처 절한 전
투에서 구스타프 왕도 전사한다 .
구스타프 왕이 죽고난 스웨덴은 유력한 수상 옥센세르나 (A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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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tema) 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구스타프는 죽었으나 전쟁은 계속

되었다 . 이 때 몇몇 카톨릭 지 Dt들이 평화 조약을 탄원하였다. 이때
스워l 덴 국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1)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2) 보헤미아 왕국을 원래의

주권자에게 되돌려 줄 것

3) 팔레티네이트지방을프레드릭에게 돌려 줄것

4) 제국 내에 있는 제쥬잇단을 축출할 것 등이었다.
이후의 전쟁은 사소한 약탈과 방화 그리고 음모의 무대로 변해 버렸

다. 전장에서 수년을 보낸 장교들과 병사들은 전쟁에 맛을 들였다.
이 무렵 발렌스타인 장군이 오해에 의해 암살을 당한다. 그리고 주요
장교들도 살해된다. 이같은 암살이 페르디난드 왕에 의한 것인지는 확

설치가않다.
이 무럽에 스페인 군대가 스혜덴 군과의 싸움에 끼게 된다. 스페인은
독일의 자기 친척 들을 원조한다는 명분으로 응원군을 파견하였다. 그런
데 프랑스 정 부는 카톨릭 추기경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개신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의 목적이

애매해져 버리고 말았다. 전쟁의 처음 목적은 종교적인 것이 계기가 되
었는데 결 과적으로는단지 권력 투쟁을위한싸움이 되고말았다.

3. 베스팔리아 평화짚f(까le Peace ofWestphalia)
결국 가장 피에 굶주렸던 자들까지도 전쟁과 파괴에 지치게 되었다.
아무리 많은 전쟁을 계속한다 해도 북부 독일은 차톨릭 군이 더이상 정

복할 수 없고 남부 독일은 개신교 군이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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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 635 년 6월 1 5 일에는 황제와 작센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된

다
1 637년에는 페르디난드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페르디난드 3세

( 1 637- 1 657) 가

새 왕이 되었으나 사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독일은 이

전국을 타개할 만한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 독일인들은 외국 군대 들에
의해 자기들의 영토가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할 뿐이었다. 이때
프랑스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전쟁을 계속 끌고 갔다

프랑스는 독일의 어려움을 틈타 영토를 얻으려고 했다.
스웨멘 역시도 발틱 해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

게 되자 종교적 원인은 사라지고 각 나라의 이권 투쟁으로 변해 버렸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많은 협의 끝에 1648년 10월 27 일 베스팔리
아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의 내용에는 종교상에 관한 것과 영토

에 관한 것으로 구성됐다.
베 스팔리 아평화조약내용을요약하면 이렇다.

川종교에관한것
1) 카톨릭교도나 루터파가 갖고 있는 종교상의 권리는 다른 개혁교회
(칼빈파)도 통일한 권리를 가진다

2) 교회

재산 소유권은 16 24년 l 월 10 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소

속에 따라정한다
η 군주나 제후의 종교가 곧 그 지방 신민들의 종교가 된다. 제후의

선앙과 신민의 신앙이 달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원할 때는 허용토록
한다. 단. 1 624년 이후의 신앙은 제후와 신민이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같은 영내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주를 명할 때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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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토에관한것
1)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승인한다.

2)

독일 제국은 스웨덴의 독립을 승인한다.

3)

스웨덴은 발틱 해안에 있는 독일 영지인 포메라니아 (Pomerania)

의 일부와 루겐(Rugen) 섭을 할양 받는다.

4)

프랑스는 독일 영지인 메츠 (Metz) . 베르덩 (Verdun). 투올 (TouD.

알사스(Alsace) 대부분을 할양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건물들과 각종 종교 기관들은 1624년 당시의 상태
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다.

4. 전쟁의결과
30년 전쟁은 독일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온 나라 구석구석이

한세대 동안이나 무법한 약탈군뜰에게 제멋대로 짓밟혔다 여기서 얻어
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I ) 인간들이 전쟁을 통해3 종교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에 처참한고통만을당하게 된다는것을뼈저리게 체험하였다

(2) 베 스팔리 아 평화 조약에서 나타난 대로 인간은 종교의 자유를 희
구하며 그것은 군왕이나 무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3) 세상의 군왕틀이 처음에는 종교 전쟁 이라는 거룩한 목적으로 출

발을 했으나 결국 싸움의 결과는 자신뜰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야 했다. 이와 같이 자국 중심의 이해 싸움은 현대 세속 국가들의 본성
들로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

(4) 인구의 감소가현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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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 아우구스부르크 인구는 8 만명이었다. 그런데 종전 후는 l 만
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비텐베르그 시는 더 심하였다 전쟁 전 인구

가 40만이었던 것이 종전 후는 4만 8천으로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16세기 초 독일 인구가 3 천 만이던 것이 전쟁이 끝난 후

에는 l 천 2백만으로 줄어들었다. 전국민적 인구 감소와 함께 피살된 목
사가많게 되었다. 비텐베르그시에는 300명의 목사가피살되었고， 발나

디나트에 칼빈파 목사도 350여명이 희생되었다.

(5) 지적 생활의 부진으로 도덕이 부패해졌다. 전쟁 중이라 산업이 파
괴되고 문화， 예술 등 지적 활동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졌다. 이러한 때 종교계는 양 극단적인 양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더욱 깊은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

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종교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종교를 부정하
는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30년 전쟁은 다음 세기에 일어날 각종 반응에 자극을 주는 원
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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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4 쟁

행교도--------운동

청교도 운동 자체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다지 큰 파급 효과를 미쳤
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져 갔다. 특히 미대륙의 건국 초기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장로교 ， 감리교를 가리지 않고 청교도적 신앙의 칼라를 전수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에 관한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먼저 청교도 운동의 역사적 발전 모습과 신학적 발전 모습을 다르게
구분해서살펴봐.

청교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영국의 정치 현상에 의한 반응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신학적 발전 모습은 어

떤 특정한 정치 현상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의 기원을 어느 때부터라고 봐야 동}는가에 대해

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다.

1. 청교도운동의 역사적 모습
川 최초의선구자
청교도 (PUlitan) 라는 용어의 시작은 존 후퍼 (John

Hooper: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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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55) 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퍼는 헨리 8세 때 취리히

로 가서 쓰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와 2년 여간 교제하면서 많은 감회
를 받고귀국한다
그는 영국으로 귀국해서 취리히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그 당시 헨리

8

세의 미온적 종교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후퍼가 영국 국교회의 종

교 정책에 관해 많은 것들을 지적했겠으나 그가 국교회와 크게 부닥친
문제는제단사용과사제들의 제복에 대한반대가크게 부각되었다.

1 550년 후퍼는 글로세스터( Glocester ) 감독에 임명을 받았다 그러
나 후퍼는 사제의 제복 사용 거절을 고집하다 투옥됐다가 풀려난다. 그
리고 그는 계속 제복을 중백의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가

많은수난끝에 1555년 메리 여왕때 화형을딩해죽고만다.
이렇게 해서 후퍼의 제복 사용을 중단하고 종교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한다고주장하던 운동은하나의 고고지성으로끝이 났다.
그런데 이 운동은 그 다음 엘리자뱃 여왕 때 좀더 본격적으로 나타난

다 엘리자뱃 여왕은 1 5 Y.J년 통일령에 의해 영국내 모든 교회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식 개혁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한다 . 이때의 통일령은 예
배의 형식을 기도서로 통일시키려 하였고 사제들의 복장까지도 통일을
하려고하였다

이때에 대륙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온 수많은 개혁의 의지 를 가진 무리
들이 엘리자뱃 여왕의 종교 통일 정책 에 반항을 한다 이 들 반항자들의

구성은 여러가지로 복잡하다. 개혁파 신학을 중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독립파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반대자들은 1564년경 그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여왕의
통일 의식령에 반대를 제기한다. 이들 반대 À}들이 신학적 내용도 있었

겠으나 저들의 표면적인 주장은 제복 사용을 반대하고 검소한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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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라는 집단적 무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64

년 엘리자뱃 여왕 때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청교도라는 말이 사용되
기 시작한그당시는이 말이 매우경멸적이고모욕적인 말이었다. 이것
은 종파주의자， 광신자， 반항자， 그리고 무지하고 정신나간 사람들로 구
성된 집단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초기의 청교도에 대해서는 매우 모욕하고 중상하는 그런 흐름

이 계속되었다 이같은 청교도 운동이 영국의 제왕들과 함께 변천 발전
되고 드디어 후에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진다.

( 2 ) 제임스

I 세(James J :1603-1625 ) 때의 청교도

엘리자뱃 여왕 때 그 모습을 나타낸 청교도는 제임스 왕 때에 좀더 분

명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엘리자뱃 여왕은 처녀 왕으로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다. 그는 죽기 전에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6세

(15 72-160 3 ) 를 잉글랜드 왕으로 지명하였다 .
엘리지뱃 여왕이 죽고난 다음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합친 대영제국의 왕이 된다. 그는 대영제국의 왕이 되면서 제임스 l 세
로 개칭을 하고 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
새로운 대영 제국의 왕이 된 제임스 I 세는 스코틀랜드 보다도 잉글랜
드를 다스리기가 더욱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제임스 l 세가 잉글
랜드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역시 종교문제였다 제임스 l 세가 전에 다스

렸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에 의한 종교 개혁이 성공함으로 로마 카

톨릭과는 현저하게 구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잉글랜드는 어떠하였는가?

저 1 1 4잠 정교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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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는 바로 전임자인 엘리자뱃이 애매한 중도형 종교를 취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전통적 의식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배 내용에서 개

신교의 사상들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같은 혼합 중도형 종교 정책을 맹
렬하게 공격하고 나서는 세력이 개선교 세력이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의 개혁주의자들과 연합해서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며 항의를 계속하였

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 똑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의 강조
점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영국 교회가 제왕에 의해

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 현 교회는 청소 (purify) 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하였던 주장들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다.
1) 청교도들의 주장

@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깨끗이 청결하라.
잉글랜드 교회 안에는 여전히 카톨릭적 잔재가 남아 있었다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사용한다든가 제단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사제들이
제복을 입는 것 등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열렬하게 반대했다.

@경건한 생활의 실천을강조했다.
잉글랜드 교회 구성원들의 종교 생활이 허례 허식에 지나지 않음과
그들의 사치성 등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
다.

@ 감독제도 (Episcopasy) 를 반대했다.
저들은 교회가 보다 성경적이기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감독제도는 후
세의 조작이라고 보고 신약교회의 장로들 (presbyters) 에 의한 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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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주장하였다

@

금주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영국 국교회 대부분은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했다. 그래서 술과
함께 뒤따르는 방종과 부도덕 역시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청교도들은
이 들에 대한 반동으로 강력한 금주 운동과 함께 도덕 청결을 주장하였
다.

@

연극 관람도 반대했다.

당시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연극을 반대했다. 이유인즉 극중에서

표현될 수 있는 부도덕성만이 아니라 연극 자체에 잠재해 있는 이중성

(duplicity) 때문이었다.

@ 독립 개교회를 주장하였다.
교회는 반드시 그 어떤 상부의 조직으로 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래서 이같은 주장을 따라 독립파라고 하였다.

@ 성인 신자에게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독립파 중에서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성인 신자에게

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들을 침례파라고 부르
게됐다.
대략 이상과 같은 주장들이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청교도라는 무리
안에는 개혁주의의 칼빈파도 있었고. 또 독립파로 분리를 주장하는 세

력도 있었고， 침례파도 있었다.
이 들 초기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라는 거대한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서는 각자 신학적 견해가 약간씩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약자들이 연합 형
태를 구성하였던 것 같다.
2 ) 제임스 l 세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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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l 세는 너무 복잡한 구

성요소를 가진 잉글랜드 국민을
다스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그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

제로는 국가 재정에 대한 것이었
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
민들에 게 부과되 는 과세 ( 諾脫)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과
세의 해결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하였다.
그 당시의 의회는 평민들이 선

출에

의한 평의회 (House of

Comm• ons) 또는 하원이 있었고
18세기 비 굿교도들의 집회 처소의 내부 그 분위기

는 토론히는 집회장 ( hall) 을 연상시킨다
중세 대섬당에서의 기도와 신비의식에서 떠나 있다

꺼족들과 주교로 구성된 상원의
원(House of Lord) 이 있었다.
상원 의원은 항상 보수적으로 왕

실의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그렇지만 하원은 진보적인데다 왕실정책에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제임스 왕이 도움을 얻어야 할 곳은 하원의회였

다하원들 중에는 아무래도 비국교도인 개신교도가 많았다. 이들은 왕이

추진하고 있는 미온적 종교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청교도들이 많았
다. 제임스 왕은 이들 하원위원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과
세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청교도의 지도자인 레
이놀즈박사의 제청을받아들인다
제임스 왕 때 이되진 가장 큰 공적은 성경 번역이다. 영국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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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대성서(The

Great Bible: 1 539-4 1) 와 제네바 역(Geneva Bible :

1 568 ) 의 결점을검토하고전면적인 개역을하게 된다.

1607년에 54명의 개역위원이 선정되었다.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혜
스트민스터의 3 개 대학에 분담된 번역위원들은 번역을 착수하였다. 그
래서 1 6 10년에 완성을 보았고 1 6 11 년에 출판되었다. 이것을 제임스왕
의 흠정 역 (The King James Version : 1 6 11) 이 라고 한다
제임스 왕은 이렇게 청교도들과 타협도 하였다 . 그렇지만 그가 추구

하는 정략에 도움 되지 못할 때는 전면 돌변하여 청교도들을 탄압하였

다. 청교도 지도자들 8 00명이 서명을 해서

.천명의 탄원’ (MillenalY

Petition) 을 제출했을때 그들을 추방시켜 버랬다.

(3) 찰스 1세 (Charls 1 : 1625-1644) 때의 청교도
제임스 l 세가사망하고그의 아들찰스가왕이 되었다. 찰스때의 청
교도는 극한적인 투쟁의 시대였다

찰스는 그의 통치 초기부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가 영국 국교회 수장을 계승해야 할 사람으로 카톨릭교도인

프랑스루이 13세누이와결혼을한일이었다.
국민들은 그의 신앙에 대해 석연치 않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래서 국민들은 새 왕후를 이세벨에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국민들
의 의혹은 그가 청교도나 의회주의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로 곧 드
러났다.
우선 찰스는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 없이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러나 그같은 구상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 왜냐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막대한자금을조달할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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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는 수 차례에 걸쳐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하원에서는 세금의 비준

문제 전에 다른 사건을 먼저 다루도록 주장하였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
시키기를여러 차례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 11 년간은의회와의 투

쟁으로세월을보낸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교도들과 투쟁을 한다.
16 33년에 윌리암 로드(Willi없n

Laud : 1573-1645) 가 캔터버리의 대

주교가 된다. 로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종교적 통일이 필수적이라

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회의 정착을 반대하는 청교도들을 가
차없이 탄압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청교도들을 처형하고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로드의 초 강경책을 만족히 여긴 찰스는 로드에게 스코틀
랜드까지도로드의 종교정책을실시하도록하였다.
로드가 스코틀랜드에도 영국 성공회식 예배를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 국민은 큰 반전으로 응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로드가 이끌

고 찰스왕이 하나가 된 세력과 스코틀랜드의 칼빈주의자들과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하나가 되어 전쟁이 벌어졌다.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잉글랜
드의 찰스의 군대를 패퇴시킴으로 전쟁의 양상은 단연 찰스에게 불리해
졌다.

이와 같은 사태 전에 찰스는 1629년부터 1640년까지 의회를 소집하
지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려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이 장기
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 ‘장기의회(The

long parliament)’

라는 비난을 면치못하였다.
그러던 찰장} 드디어 의회를 소집해서 스코틀랜드 문제를 해결해 보

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주체 세력은 청교도들이었다. 새롭게 소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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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장로교회 정치를 주
장하는 청교도측 사람들이었다. 이들 청교도 지도자인 햄프던
(Hampden)과 핀(바)등이 주축이 되어 영국 국교회주의자요， 감독제
도를 보급하려던 윌리암 로드 대 주교를 반역죄로 런던 탑에 유폐시켰다.

하원의원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문대와
고등법원을 폐지했고， 감독 정치제도까지도 폐지하도록 결의하였다. 그

리고 하원은 1643년 7월에 혜스트민스터 신학자 대회를 개최하도록 결
의한다.
영국 의회에서는 보다 학식이 많고 경건하고 분별력이 있는 성직자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Westrninster Assembly) 를 개최하도록
결의한다. 이 회의는 1643년 7월 I 일 부터 시작해서 1647년 2월 22일
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이 회의 기간은 찰스왕이 이끄는 왕당파와 의회

에서 의원들이 위주가 된 시민들과의 시민전쟁 (Ci띠1

War : 1642-166이

기간 중에 회의가 계속됐다.
시민전쟁은 찰스 국왕이 의회에서 대 주교 윌리암 로드를 재판한 햄

프던과 핀을 체포하려고 의회에 진격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왕의 요구
를 거절함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찰스는 1 642년 8월 22 일에 런던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국왕을 대항
하는 의회파 지s=..A}는 존 핀 (John 퍼n) 이었다. 찰스 국왕은 국회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 . 왕의 부하로 제임 I 세의 손자 루버트

(Prince Rupert) 가 대장이 되어 기병으로 전승을 주름잡아 나갔다.
그에 비해 국회군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민간 무리들이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항상 국회군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의회군
의 지도자로 나타난 것이 저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 (Oliver

Cromwell:

1559-1658) 장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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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l ll ste r Abbey

그러띤 크롬웰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가문은 헨리 8세의 대신의 후예였다 그는 캠브리지 대 학에서

수학도중 부친의 사망으로 공부를 중단한다. 그는 런던에서 법 률을 공
부한 후 고향 헌팅 톤 (Huntingdonl 에 가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다 그는 청교도로서 성경을 열심히 애독하고 개인이나 정치적인 모든
결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기 초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
다.

크콤웰은 내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원의원에서 평범한 한 청교도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데 내란의 양상이 겉잡을수없이 장기화될 것을

3f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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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보고 내란이 생기면 무력 대결이 불가피함도 예측하였다. 그래서
그는 도시인이 아닌 신앙심 깊은 농부들을 훈련하여 신식 군대 (New

ModeIl라 칭하는 강력한 기병대 를 조직 하였다，
이 렇 게 해서 강한 신앙심을 밑바탕으로 한 철기병을 구성하고는
1 644년 7 월에 크롬웰의 철기병들은 왕의 군대와 싸워 마스튼 무어

(Marston Moor)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1 64) 년에는 내스비 (Naseby)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부터 크롬웰은 당당한 지도자가 되어갔다. 또 1648년에는 프레스

톤 (Preston) 에서 최후 승리 를 거둔다.
1 64<)년에 찰스 군대 는 스코틀랜드 군대와의 싸움에서 항복을 하고
드디어 영국의회군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왕당파로 알려진 찰스와 의회군 지와로 알려진 크롬웰과의
시민전쟁 속에서 저 유명한 웨 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이게 된 것이다. 이
때 모임에 참석한 총 대표는

1) 1 명이었다 이중 1 2 1 명이 목사였고(이

중 8명은 스코틀랜드의 대표였다 ) 나머지 30명은 주로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평신도 대표들이었다
내용상으로 국교회， 장로교회， 독립파 교회， 에라스무스주의자 등이
참석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대개

장로교 사람들이었다. 회의장은 처음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헨리 7 세
의 부속예배당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제장의 관저 (Jerusalem Chamberl 에서 모였다.

이 들은 1 643 년 7월 l 일부터 1647년 2월 22 일까지 약 3 년 7 개월 동안
끈기있는 회의를 계속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서 결정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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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총 33개장으로 구성되어 었다. 맨 처음 성서론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최후심판까지를칼빈주의에 입각한신앙관들을천명하였다.

2) 대 교리 문답서
이것은 196개의 묻고답하는문답서이다.
이 내용은 앞서 신앙고백에 대한 보충 설명과 주석이 위주다.

3) 소교리 문답서
이것은 107 개의 문답서이다. 이 내용은초신자의 교육지침서이다.

이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에서는 1647년 국회에서 아무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 수용되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1648년에 영국 국회에 보고된 후 채태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시민 전쟁의 와중에서도 영국인의 독자적

힘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신학적， 군사적 지원 아래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이 고백서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었던 것도 왕당파 군대를 몰아내고

청교도적 지휘관인 크롬웰의 영향이 매우 컸다.

(4) 크롬웰 장군 때의

청교도

크롬웰은 한 히원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었다. 그는 소규모의 철기병
들로 모든 왕당파 군대들을 물리쳤다. 저들의 규모는 작았으나 저들 모

두는 성전에 임한다는 확신들을 갖고 있었다. 크롬웰이 이끄는 철기병
들이 계속 승리를 함으로 그는 강력한 군부의 대표로 부상하게 된다.
크롬웰이 이끄는 군부는 주로 독립파들이었다 . 그에 반해 의회의 대

다수는 장로교주의자들이었다. 의회의 대다수인 장로교 사람들은 장로
교 조직에 따른 정부형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군부에서는 갖가지 다

른 이견 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의회를 주축으로 한 청교도들과 군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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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1646년 의회에서는 군대를 해산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

다. 오히려 ‘레벨러{Levellers}’ 를 중심한 극단적인 군부 세력들이 주도
권을잡기시작하였다.

군부 세력이 강력해지자 찰스왕은 도주하였다. 그는 도주해서 스코틀
랜드 인에게 만약 자기가 다시 복권하게 되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

서 장로교를 국교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의회에는 의회대로 딴 약
속을 하고 군부는 군부에게 따로 약속을 하는 등 비밀 협상을 계속하였

다.
이때 군부가 강력 하게 나섰다. 군부에서는 스코틀랜드인을 물리치고
찰스왕을 사로 잡았다. 그리고 의회를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의회 지도

자 45 명 을 체포하고 많은 의원들에게는 회의 참석을 못하도록 금지 시
켰다. 이렇게 승얘 나머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를 반대자들이 조소하

여 ‘잔당의회’ (Rump Parliament)라고 하였다.
잔당의회는 하원의원들이 찰스왕을 재판하고 1 949년 9월 3 0일에 반
역과 내란 음모죄로 그를 처형시킴으로 왕정의 역사는 잠시 끊기게 된
다.
이때 스코틀랜드인은 죽은 왕의 아들 찰스 2세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

정하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안에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잔당 의
회 중 장로교파 사람들은 장로교를 국교로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독
립파에서 는 이 를 거부하였다.

스코틀랜드는 따로 왕당파가 득세하였다. 게다가 아일랜드에서는 반
란이 일어났다. 참으로 어려운 혼란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크롬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크롬웰은 잔당의회의 이름으로 아일랜드 반란을

평정한다. 그리고 스크틀랜드의 왕당파 폭동을 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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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2세는 할 수 없이 대륙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서도 잔당 의회는 자기들의 권력을 영속시킬 방안을 의논하고 있었다.
크롬웰은 잔당의회 의원들을 쫓아내고 의사당 문을 봉쇄해 버렸다 이
렇게 되니까 크롬웰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영도자가 되었

다.
크롬웰은 대의정부 형태 (representative govemment) 로 돌아갈 방

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호민관(보호주)(Lord Protector)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의 대권을 이끌어 갔다. 이 당시의 정부 형태는 미묘하였
다. 원리상으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선출된 의원
들로 구성된 의회가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잉글랜
드인들로 구성된 소수의 잔당 의원들과 크롬웰 개인이 실권을 가진 정

부가되었다.
크롬웰은 호민관으로 계속 공화국 수립의 꿈을 갖고 있었다 . 그래서
그에게 왕좌를 권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회와 국
가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는 종교적으로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온건

한 감독파들까지도 공존할 수 있는 종교 체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크
롬웰 자신은 독립파였으나 편중된 종교 정책을 쓰지 않았다.
또 정치적으로도 청교도다운 법을 제정하였다. 즉 철저한 주일 성수

로 주일날은 반드시 종교 행사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행사를 허용치 않
았다. 그리고 경마， 투계(닭 셔냄) 극장 등 방탕한 오락이 라고 생각되는
것을모두금지시켰다.
그리고 그의 경제 정책은 귀족과 빈곤층을 억제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펴 나갔다. 크롬웰이 살아생전에는나라가평온했다. 그러나그

가 16 58년 9월에 죽고 나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후계자로 그의 아들 리차드 크롬웰 (Richard CromweII)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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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지도자의 능력이 없어서 군인들의 협박을 받고

l 개월 후 자리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고만다.

(5) 왕정복고 (The Restoration ) 때의 청교도
호민관 제도가 실패함에 따라 다시금 왕정으로 복고될 수밖에 없었
다. 몽크 (Mock) 장군의 영도아래 의회는 찰스 2세를 선왕을 이은 왕으
로 맞아 들였다 찰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청교도들의 반발이 발생하였

다. 찰스가 국교(성공회) 안에서의 장로교를 용인하려고 했으나 새 의회
는 이러한 계획을 반대하였다 새로 구성된 의회는 전통적 감독제도인

성공회 를 선호하였다. 그것은 장로교 사람들의 고집과 독선을 경원하였
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새 정부는 감독제도를 복원시키고 전에 엘리자뱃 왕이 만든

공동기도서 (Book of Common Prayer) 를 다시 채택하였다. 그 뿐만 아
니라 국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처별법들을 반포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비 국교도인 청교도들은 기존 교회 안에서 발 붙일 곳이 없게 되
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정 복고가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 그곳에는 이

띠 철저한 장로교 제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왕정복고로 인
해 감독제도가 채택되자 스크틀랜드의 많은 목사들이 직위가 박탈당해

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반란과 폭동이 발생하였다 .
그러자 잉글랜드 군대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측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시작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은 처절한 반항을 했으나 끝내 진

압을당하고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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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2세가 죽고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 (James ll) 가 왕이 된다. 제

임스 2세는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꾸려고 하였다. 그는 카톨릭 신자들을
고위직에 임명하고 비공식 종교에 참예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칙령
을 반포하였다. 제임스의 통치 3년만에 영국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 윌리암과 그의 아내(제임스의 딸) 메리를
왕으로모셔들였다.

윌리암 공 내외는 168 8년 잉글랜드에 도착하였다. 제임스는 프랑스
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들 윌리암공과 메리 여왕의 종교 정책은 너그러

운 편이었다. 잉글랜드에서는 누구든지 15 20년에 만든 39개 신조문

(Thirty-nine Articles) 에 서명을 하고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비록 서명을 하지 않아서 ‘비
서명자 라는 인물들까지도 왕실을 해하고자 하는 음모만 꾸미지 않는다

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잉글랜드 안에서는 성공회가 국교라는 것으로 공식 종교가
되었고， 그외 일반은 청교도적 이상이 계속 살아 남아 계승 발전 되게

되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었으
며 웨 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적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6) 청교도 문학자 및 신학자

1)

존 밀 톤 (John

Milton : 1608-1 674)

열심있는 청교도 가정에서 신앙의 진수를 배우며 성장하였다 . 케임브
리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가 청교도적 시(時)를 많이 지은 것 때

문에 핍박을 받아 이태리로 유람을 다녀오기도 했다.
1 649년 내 각의 라틴어 서기관이 되었는데 1 652년에 소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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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수의 도움으로 서기관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후 크롬웰의 비
서관이 되었다가 1 659년에 은퇴하였다.

1 660년 영국이 다시 왕정으로복고하자밀톤은역경을겪게 된다. 이
시기에 유명한 「실락원」과 「복락원」의 대작을 완성한다. 실락원은 영어
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가 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존 번연 (John Bunyan: 1628-1 688)
존 번연은 영국 뱃포드 (Bedford) 부근의 엘스토우 (Elstow) 촌락에서
출생하였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대장간의 일을 돌보며

자랐다. 번연은 1 7세에 국회군에 종군으로 입대하였다. 이때만 해도 그
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1647년 1 9살에 독실 한신앙인이며 현명한처녀와결혼을한다. 아내

의 감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 16 55년에 뱃포드 침례교회에서 침 례 를
받았다. 그해 네 자녀 를 남긴 채 아내가 죽고 말았다. 번연은 슬픔을 딛
고 침례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았다. 그후부터 그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에 수 많은 회중들이 번연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

다. 번연은 1 659년에 엘리자베스와 재혼을 하였다.
1 660년 왕정이 복고되면서 영국내 국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에서 는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였다. 그런데도 번연은 삼셀(Lower
SamseJ)의 농장에서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후 1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다. 번연은 1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중에 저 유명한 「천로역
정 J (Pilgrim'’

s Progress)을 저술한다

천로역 정은 성경 다음가는 불후의 명작으로 인기 를 끌게 되었다. 번
연은 옥중에서 48권의 또 다른 저서 를 남겼다. 그 중에 「거룩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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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 Holy City). r기 도J( Prayer) 등이 유명 하다.
번연은 설교와 저술로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의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 행H 야등}는여러개1 생활을많이 가르치려고하였다

그 외에도 청교도 신학과 운동에 기여한 공로.7.1-들이 많이 었다. 윌리
암 퍼킨스 (William Perkins: 15 5R- 1602) 는 「금사슬 이론J(Golden
Chain) 으로 칼빈주의적 예정 사상을 더 발전시켰다.

또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 1 6 1 5 -16 9 1) 는 많은 저작과 설교
로 청교도를 발전시켰다 존 오웬 (John Owen: 161 6- 1 683 ) 은 위대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의 선구자 노릇을 한 조

나단 에 드워드 (Jonathan Edwards: 1 7 03 -1 75R ) 는 청교도 운동의 일
급 지다로 활약하였다 그의 대표적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 들 이란 설교였다 에 드워 드는 무너져가는 유럽의 도덕을 다시금

일으켜세운공로자였다
그 외에도 스펄전이나 기타 많은 영적 거장들은 청교도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청결한 생활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 신학은 비단 영
국에서만이 아닌 스코틀랜드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까지 국경없이 고르

게 영향이 퍼져 나갔다.
여기서 우리는 청교도가 보다 많은 나라들로 확장되게 된 그 신학의
발전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자.

2. 청교도 신학의 발전 모습
川 청교도신학의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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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 신학은 칼빈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

가 좀더 학문적으로 다듬어진 것이 .계약 신학’

(Covenant

안leology)

이라고 한다. 이 계약신학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독일의 개혁자에게서
비롯되어 영국으로 건너온다.

계약신학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그곳 상황과 적응되
면서 청교도신학이라는 것으로 명명된다.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분

류가 가능하지만 청교도신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청교도신학을 완성한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사람들의 신학의 핵심

은 칼빈주의적 계약신학이다.
여기서는 청교도신학을 중점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럽 대륙의 칼빈주의자들은 계약신학을 갖고 스쿄
틀랜드와 잉글랜드에 보급하였다. 그런데 대륙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

님 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사상에

압도되 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 칼빈주의가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로 건너 가서는 강조하

는 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 즉 저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
권을 강조하는 예정설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생활에 대한 청순성
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대륙의 계약신학이 영국에 와서는

강조의 방향에 있어 약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2) 청교도들이

주장한 핵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섭리자이시
고 세계의 설계자이시다. 세계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고로 인간은 절
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2)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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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일 성수 (Observance

of Holy Sabbath) 를 강조했다.

4)

순수한 예배 (Simple Worship) 를 강조했다. 형식적 의식의 배제，

기도서 사용금지， 제복 사용금지， 제단에서의 성찬 사용금지 둥을 강조
했다

5)

성직자의 고등 교육 이수(Higher

Education for

Clergy) 를 주장

했다

6)

성실한 생활(Devotion Purity

7)

신학은 계약신학 (Covenant Theology) 을 표방했다.

H) 성찬식을

of Life) 을 강조했다

l 개월에 l 회 실시했다.

C)) 강력한경건 훈련의 실시 등을강조하였다.

(3)

청교도 신학이 여러 면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을 남겼다 청교도들이 남긴 문제점을 지적하
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날(시간)에 대한 지나친 죄의식을 강조하였다. 성수주일이라 해서
주일날 다음과 같은 것을 죄악시하였다 여행， 레크리에이션， 요랴， 매

매， 운동 등을 죄악시하였다 저들은 처음에 토요일 오후에 해진 다음부
터 일요일 밤까지 위의 여러 가지 사항 중 위반을 하면 벌금과 태형을
가하였다. 이것이 한국에도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전달되었다. 그러
나 성수주일의 참 뜻은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2) 음주，

흡연， 맹세승}는 것(선서)， 음탕， 수다， 게으름 (무위) 모두를

다죄로간주하였다.

3) 크리 스마스 날은이교날이라고해서

4)

절대로 짧은 치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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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거부하였다.

Sleeves) 는 금물이었고， 화장도 금지

하여 죄악시하였다

5) 마술

사용을 금했다. 청교도가 마술을 사용했다고 하면 믿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1 7세기 유럽 전역과 초창기의 미국 청교도들

은 마술을 사용하였다. 1 692년 3월 에 사무엘이란 목사가 매세츄세 츠를
중심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마술로 쇼를 보여주며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
다 이것이 ‘살렘 (Salem) 의 마녀들’이라는재판으로확인되었다. 이 재
판에서 20명(여자 1 4명， 남자 6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다른 몇 사

람들은 감옥에서 죽었다. 청교도들 중 존경받는 성직자들， 부유한 상인
들 . 총독의 아내까지도 마술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매세츄세츠와 보스톤

은 상당기간 소란하였다.

3. 계약신학(Covenant πleology)
청교도 신학과 계약신학은 서로 연결된 신학이다. 계약신학에서 청교
도 신학이 나왔고 또 청교도 신학은 계약신학을 더 풍성하게 결실하도
록하였다

川계약신학과계약사상

1) 계약사상은 무엇인가?
계약사상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계약을 맺는 사실들을 계약사상이

라고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
온다 노아(창

9: 12-13). 아브라함(창 12:1-3.17:4-8). 다윗(삼하 '):

~) 등 구약에는 새 계약에 대한 예언도 있다(렘

그외에도 언약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다(사

31 :31-33).
42:6. 49 :8. 렘 32:40.

제 14징 청교도 운동

37 1

50: 5. 겔 16:60. 20:37.

호

2:1 8-20) .

계약사상은 신약에도 언급된다. 예수님 자신이 새 계약을 말씀하셨다
(마

26: 28 .

막

14:24.

으로설명한다(갈 3 :

녹

22: 20).

사도들도 이 언약이 구약 때의 실현

17. 엘 2: 12. 고전 11 :25).

이렇게 계약 또는 언약이란 말에 근거하여 과거의 옛 계약을 구약이

라하고새 계약을신약이라고하는말이 생기게 되었다.

2) 계약신학이란 무엇인가?
계약신학이 계약 사상에서 비 롯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신학은
이 신학을 기독교 전 신학의 중심적 인 요소라고 보고 모든 신학적 설명

을 이 선학체제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신
학은 한 신학형태의 원리를 뜻한다.

(2) 계약신학의기원

계약신학이란 칼빈주의자들의 신학 내 용이다. 계약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는 독일의 개혁 신학자 콕시우스 (Cocceius John Koch :

1603-1669 )로

전해지고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이 버만(Burrnan) 윗시우스(Wì않ius) 등에 의해 발전

된다 그리고 영국의 윌리암 퍼킨스 (William Perkins) 에 의해 청교도
들에게보급된다.

영국 청교도의 계약신학은 미국으로 가서 프린스톤 신학에서 더욱 발
전되고， 또 달리 화란의 자유대학에서도 발전된다. 프린스톤 신학교에
는 하지 (A. A . Hodge) 와 별코프(Bur닝10[) 가 크게 공을 세운다네덜란드에서는 카이퍼 (Kuyper) 와 보스 (Vos) 가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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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신학의 내용

계약신학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1)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 (π1e Covenant of
Work) 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상징으로 동산에 두 그루의 나
무(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드셨다.

2)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자들에게 은혜의 언

약(The

Covenant of Grace) 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계약신학의 핵심

이다. 혹 어떤 학자는 창조이전의 성 삼위간에 있었던 속죄의 언약 (The

Covenant of Redemption) 을 주장하기도

한다.

행위의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적용

된다.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와 하늘에서
영원히 거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4) 계약신학 그 이후의 실제적 역사
행위의 언약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

로 삼아 계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상을 받게 되고， 불순종할 때 벌을 주기로

믿k속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으로 근엄한
삶을살아가야한다 이것이 행위의 언약을지키는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행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다. 아담 이

래 모든 인간은 계약의 위반자이다. 계약 위반자인 죄인으로서의 인간
은아무런희망이없다
계약신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므로 인간이

희망을 갖는 것이지 구원받는 확신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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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체로는 구원의 확신이 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다만 구원의 가능성

에 대한 희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계약선학에서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경건하도록 계속
적으로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교도 신앙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철저한 면은 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은 타 교파가 전수해준 진리이지 개혁

신학 자체의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

초기의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지금 그 누가 흉내낼 수 있으랴.
정말 저들의 생활은 엄격하였고 순수하였고 완전하였다

그런데 1662년 ‘불완전한 계약’ 또는 ‘타락한 계약(Degeneration

of

the Covenant) ’ 이라는 말이 생겨진다. 이것을 퇴보한 ‘절반짜리 계약
CHalf-Way Covenant) ’ 이 라고도 한다 .
.절반짜리 계약’이란말이 무엇일까?
청교도들은 매세츄세츠와 코네티컷드( Connecticut) 지역에서 커다란
현실 문제에 부닥쳤다. 유럽 대륙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 대륙으
로 이주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상은 진정한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일이
었다. 신 대륙의 새 국민은 진정한 기독교 성도7r 시민으로서 구성이 돼
야 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 성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느냐는
문제가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해 침례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중생의 체험을 겪는 회개의 때
까지 성숙한 후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성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주장하였다 .
그에 반해 개혁주의 신학에 동조하는 사람은 어린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해 오고 있다.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받고 아직 개인적 중생
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유아 세례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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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했다
이들 계약신학에서는 마치 옛날 이 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

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유아 세례자에게
도유아세례의 의미가적용된다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에게도 옛 이 스라엘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

풀었듯이 언약의 자녀들 (Children of the Covenant) 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계약신학에서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가 않았다. 여기서는 그가 유아세례

든 성인세례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절반은 계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절
반짜리 계약’ (H alf-Way Coven뻐t) 자들도 다같은 언약의 구성원이 되
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반 곧 1/2 계약자는 다음에 1 /4이나 1 /8 이나 1/ 16
로 계속 계약의 의미 를 희석시키는 길을 터 놓고 말았다.

(5) 계약신학의약점

1) 계약신학의

핵심적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자기 과거 를 되돌아볼 때 너무 감격스러운 신앙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절
대주권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무척 은혜로운 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 하여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
님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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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하나님의 절대주권대로만 집행해 나간다면 하

나님께 모든 핵심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개인적인 책임문제는 설명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책임문제를 게을
리 하게 할 소지가 많았다.

2) 계약신학에는

이스라엘 교회와의 구분이 없다.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
일시한다.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

엘의 특권을 잃어 버랬고， 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서 계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여러가지 제시한다
(뻗전

2:9-10. 엠 2:19. 갈 6: 16.

빌

3:3.

갈 3:6-9등).

그러나 이 스라엘과 교회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 인종적 배경이 다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그의
1 2 아들을 조상으로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인종적， 혈통적으로 저들과 아
무관련이 없다.

@ 출생이 다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출생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교회는 육적 출생이 아닌 영적 출생 즉 중생
이 아니고서는교회가될 수없다.

@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특
수한 사람들 위에 임했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영속적으로 내재의 보장
이 없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중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고 한 번 임한 성령은 내재와 함께(롬 8: 9) 보증이 된다(엠 1: 14) ,

@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르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폼이고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다(골 1: 18) ,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밀접한 관계

376

,

2부 근대교회사

에 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한 관계가 없다
그외에도 교회와 이 스라엘과의 차이점은 너무 많고 분명하다. 이렇게

둘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함으로 그에 뒤따른 신학적 차
이도 여러가지로 뒤따른다. 즉 할례와 유아 세례를 같은 맥락으로 본다

든가， 세례가 구약의 할례처럼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처럼 믿는다든가，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하게 여긴다든가. 종말론에 대해서 무천년

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든가 하는 여러개1 신학적 문제점들을 갖
게된다.

3) 교회

회원이 되는 데 이 중 요구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성경에는 분명하게 유아세례가 없다. 그런데 본인의 자아에 의한
신앙적 결단이 아닌 부모의 의지로 유아세례를 실시한다. 그리고 장성
해서 다시금 자기의 신앙을 결단해야 하는 이중 요구를 함으로 성례의

의미가모호해졌다.

4) 인간의 의지 작용을지나치게 신뢰하였다.
성령의 사역을 의뢰하지 않고 유아세례， 학습， 세례를 통해 신자가 저

절로 되는 것으로 인간의 의지를 과신하였다.

) ) 표면적으로 이중성을 띤 삶을 가르치고 있다.
구원받은 증거가 마치 교회서 많은 시간 보내는 것인 양 가르쳤다. 아
침 ， 오후， 저녁 언제나 교회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신자의 기

준인 것처럼 가르쳤다. 그리고 그런 이가 사회 생활에서 세속인으로 사
는 것에 대한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서는 신자， 사회서는

세속인으로 2 중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해 놓았다

6) 국가와 교회간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 계약서

(Mayflower Compact: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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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메이플라워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벤하라. 우리의 영도자요， 군주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의 왕이신 신앙의 옹호자 제임스

폐하의 충성된 국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국의 명예를 위
하여 버지니아의 북부 지방에서 최초의 식민지를 창설하고자 항해를 시
작하였다
여기 본 증서에 의하면 엄숙하게 상호 계약에 의한 정치단체를 만들
어 이것으로써 공도의 질서와 안전을 촉진하고 그 위에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 우리는 모두 여기에 대하여 당연한 복종을 바칠 것을

계약한다 . 1620. 11 . 11
카아버， 브레드. 포드， 윈스로우， 브루우스터를 위시하여 4 1 명 서명하
다”

7) 계약 션학의 주된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 전능성과 무소부재성 등 너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만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직된 대상

으로 보는 편협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반항하는 자는 신을 부정하는 자유주의로 돌아
서 든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과신하는 알미니안주의 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신학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넘의 절 대주권을 강조
하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개혁주의자들의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관
한 인식보다는 공포의 하나님 ， 절 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을 심어
주고 있는가? 정직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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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8)

계약신학에는 종말론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

칼빈 자신의 저서에도 종말론이 없고 그 후의 도르트 총회나 혜스트

민스터 총회 에서도 종말론의 언급이 없다.

9) 미국 건국 초기 에 청교도 신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의 초기 선교에도막대한영향을미쳤다.
한국은 1 890-1900년까지 선교사가약 40명이 왔다 그중 16명이 청
교도 신학의 본산지인 프린스톤 출신이었고 또 11 명이 같은 장로교인

맥코믹 (Maconnic) 출신이었다. 이들 모두가 청교도 신앙자들이었으니
한국 초기 신앙의 색채 를 알 수 있다.
이제 청교도 운동에 관한 고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청교도 운동은

한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청교도 운

동이 닿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변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청교도 운동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교파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
그런데 왜 청교도 운동은 한 세대의 유행처럼 크게 불어 닥쳤다가 사라
지고말았는가?
오늘날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층에서 하는 말이 .옛날이 오늘날보

다 더 신앙심이 깊었다’ 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옛날의 청교도 신
앙자들은 하루의 일과를 열정적인 성경 공부와 성 도들 간의 뜨거운 교

제로 보내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왜 성도의 교제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가? 옛날의 청교도 신앙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추구하였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너 무 이기적이 되고 말았다. 옛날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들은 엄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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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적 종교 훈련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세속적인 타협주의가 아니면 비합리 적인
신비주의 현상을 즐기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

과 실체가 잘못된 때문인가?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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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5 생

신 HI 쭈의 운
---

종교가건전할때 그사회는건강하게 된다 그렇지만종교가제 구실

을감당하지 못할때 그사회는혼탁해진다
유럽 전역에는 다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아래 모든 교회
들이 극단적인 분열을 더해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여

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반동들의 양상은 너무도 다양하
다. 그모든 이름들을다열거하고소개하기란너무벅찬과업이다 .
여기서는 그 많은 운동들 중에서 후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파

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틀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에는 신비주의，
이성주의 ， 경건주의 ， 복음주의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운동들을 하
니씩 살펴볼필요가있다.

이 장에서는 례이커 (Qu akers) 교도들을 만들게 한 조지 폭스 (George

Fox : 1 624-1 69 1) 를 신비주의 운동이 낳은 열매로 보려고 한다 . 그렇
지만 신비주의 운동은 비단 1 7세기에만 나타난 한 현상이 아니다 . 신비
주의는 좀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신비주의에 대한 발전
λF를 개략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1. 신비주의 (Mys디cism)란 무엇인가?
신비주의란 말은 그 말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매우 불명료하
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이 단어는 그 성격상 두 개의 서 로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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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것으로 독일 신한F들이 규명하였다.

(1) Mystizismus
초자연적 숭배나， 신학적 추구나. 또는 심령 연구의 강신술적 적용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신비주의라고 표현한다.

(2) Mystik
신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나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모든 것을 신비라
고표현한다. 이같은규명에 따라신학에서 신비주의라고 할때에는

1)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하는 것

2)

절대적인 실체 (Absolute Reality) 와 영혼과의 연합에 대한 모든

이론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라고 할 때는 과거의 수많은 인류역사 속에서
각양 다른 인간들의 신비스러운 경험들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직접

적인 접촉의 경험을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비주
의라는 말을 하나의 개념， 하나의 타입，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비주의란 인간 종교의 근원 만큼이나 멀고도 힘
든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타내는 외양적 양상도 여러가지로 다양하다. 무
의식 상태에서 듣게 되는 음성이나 환상이라든가， 두드러진 육체상의
변화라든가， 또 졸도나 황홀경과 같은 비통상적인 현상들을 통반하여

신비가나타난다.
그렇다면 현대의 신비주의는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신비주의 현상들을 살펴봄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382 . 2부 근대교회사

2. 성경에서의 신비주의
(1 ) 구약에서의 신비주의
유태인들에겐 율법이 종교의 최고의 진수였으므로 신비주의적 요소
에 접근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등배 왔다. 유대교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형식주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용

납한다든가 신비주의와 융화된다는 그런 시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구약에 신비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약의 신비주

의는 주로 선지자들의 환상에 의한 경험들을 그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
사야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사

6: ])고하였다.
에스겔의 환상들도 신비주의에 대한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환상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론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많은 신비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시

104: 3-4. 시 139: 1-1 3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구약에서의 신비는 확실한 것들이다 그
신비가 오늘날에도 똑같아야 되 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구약에 신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다.
여기서 중간사 시대의 유태교를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는 과거의 학문 연구에서 중간사 400년간을 그냥 무시하고 뛰어 넘겼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서 계시가 중단되었고 그 후
400년간은 계시가 단절된 암흑의 시대였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시대에 와서야 다시금 계시가 재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계시가 단절되고 400년의 중간사가 지난 다음에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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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다시 재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유대교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유대교가 400년 동안 어떤 변화 속에서 지내다가 다시금
새 로운 복음서 시대로 접어 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는 중간사를 구약시대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대교가 중간사
시대에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중간사 시대에 활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이 신약의 저자들에게 어떤 영호t을 미쳤을까? 이런 것

등은반드시 규명하고넘어가야할문제라고본다.
그렇지만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이 장에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여기서는 종전같은 관행대로 구약 다음에 신약으로 뛰
어 넘어가려고한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의 랍비 들이 탈무드를 연구해 낸 미드라쉬 학파

와 유대-헬레니즘 학파들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약을 계승하여
유대교를 발전시킨 실체들이다. 이 들은 구약의 ‘지 혜’ 사상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사상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의 개념

과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앞으로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아울
러 정경 연구를 하는 것에도 이 시대를 제대로 연구하고 넘어가야 된다
고믿는다.

(2)

신의때|서의 신비주의

신약 성서에서의 신비주의는 바울에게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복음서에 신비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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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의 신비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바울의 신비적 표현은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서전체의 구절들에 나타나 있다. 갈

1:1 5.16. 2:20.4:6. 고후 3: 18.

4: 6. 12: 1-4 . 롬 8:2.16. 엠 3: 14-21 둥에는 지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
님의 임재를 신비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의한
신비적 표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바울의 신비적 표현도 암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전

2:8- 16. 6:

17 둥) . 신약에서 나타나는 신비적 현상들은 환상， 꿈. 비몽사몽， 천사
와 악마， 계시， 성령의 은사들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비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신비 스러
운 어휘들로 설명되고 있는 곳이 계시록이다. 계시록 자체는 신비적 현
상이라기보다는 신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계시 록의 저자 요한이. 위에는 진정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한 어두움과 그늘과 악의 현실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도 있게 주장하고
있다 .

3. 역사 속에 나타난 신비주의
기독교 2천년 역사 속에서 신비주의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서는 종교개혁 이전을 로마 카톨릭의 시대라고 가정하고 보려고
한다 물론 이 가정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잘 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
마 카톨릭만 아니라 동방의 희랍 정교회도 있었고. 시리아 교회， 애굽
교회 , 그리고 소수의 순수한 신약교회 후예들이 있었다. 그런데 저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멸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확실한 기 록

이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근거를 토대로 역사 속의 신비주의라고 설명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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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말은 근래에 들어와서 생긴 말이다. 보다 오래된 카톨

릭에서는 ‘신 비적 신학’ 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피조물을 통해서 얻어지
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연신학이라고 한다면 계시에 의한 하나님께
대한지식 을교의 신학이라고하였다

이 두 가지와 또 달리 하나님께 대한 신비적 지식과 관련된 현상들은
신비적 신학이라고 지칭하였다. 교부들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d.215) 나오리겐 (d .251 )에게서 신비적 신학을다룬저술들이 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라틴

신학자 성 암브로스에게서이다. 그러나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는 글레르보의 성 베르나드투스 (8t .

Clairvauxid.

Bernard of

1153) 이다. 그의 신비스러운 경험들에 대한 기록들은 루

터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 3세기의 탁발수도단의 발생과 함께 프란체스코 수도사인 성 보나벤
추라 (8ι Bonaventura : d . I 274) 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그의 열렬
한 명상과 금욕주의적 저술들을 남겼다 보나벤추라는 신비적 신학자들
의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여자 신비가들도 있다. 씨에나의 캐더린 (Catherine

13HO)

of 8iena: 1347-

싼다아크 (JI얹nne 뻐rc: 1 4 1 2-143 1)가있었다 카톨릭의 가장뛰어

난 신비가는 칼멜수녀원을 창시한 스페인의 테레사(Thresa

15H2)

of Avila: 1515-

수녀이다. 테레사는 32개의 수도원을 창시하였다. 테레사는 ‘맨발

의 칼멜 종단 (깐1e Discalced Carmelites) 을 창시하였다 테레사의 동지였
던 십자가의 요한

(John of the cross: 1542-1605)

역시 칼멜 종단을 이끌

면서 하나님과의 농도깊은대화들을시와산문으로남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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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카톨릭은 종교 개

혁 후 제쥬잇 신학자들을
통해 신비주의적 저술이
나왔었다. 그러나 19세기
부터는 신비주의의 공백
기가 계속되었다. 최근의

카톨릭은 신비를 위해 정
신 물리적 결과들을 열망

테레사는중앙 스페인의이비리성에서태어닝다 십자기의요한
은 1572-77년에 이일이에 있는 성육신 수도원의 고해신부였다

해서는 안되고 신비적 기

도를 열망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로 달라져 가고 있다.

(2) 프로테스탄트의

신비주의

초기의 프로테스탄트 신비주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비주의에 많

은 영횡노을 받아 출발되었다. 네덜란드의 신비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
리 스도를 본받아J CImitation

of Christ) 는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비 주의

자들에게 큰영향을미쳤다
루터 역시도 타울러 (John Taulel< d.1 3 61) 의 설교들을 열심히 경모
하였던 사람이었다 타울러는 도미니크 종단 사람으로 열렬한 전도자였

다. 그는 당시 고난 받는 서민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설교집을 많이 남겼다 또 초기 신비가들은 재침례파에 많이 있었

다 토마스 뭔쩌나 한스 탱크 그리고 발타자르 후브마이어 등은 전형적

인 신비주의의 대표자들이었다.
그런데 17세기 . 1 8세기의 신비주의 운동은 그 출생 원인들이 전의 로
마 카톨릭 교회 영향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시작된다. 즉 1 7 -1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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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신비주의 운동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자체 내의 영향을 받는다.

프로테스탄트 신비가들은 어떤 것에 자극을 받는가? 그것은 30년 전
쟁과 같은 종교 전쟁을 통해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회의에서 신비주의가

발생한다. 또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편협한 교리주의 때문에 서로 충돌

하고 서로 정죄하는 교권주의에 식상해 있던 지식인들이 신비주의로 빠
진다. 또 전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무식 한 무교육층의 사람들
도 신비주의 운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는 신비주의 운동 중 뚜렷한 성격을 드러낸 세 사람의 지

도-^r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야롭 봐메 (J따wb

Boehme: 1575- 1624)

봐메는 독일 실레지아 (Silesia)지방의 괴를리츠로부터 몇

km 떨어진

곳에서 출생하였다. 농민의 아들인 벅메는 루터파 가정에서 자라났다.
커서 그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저작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그의 사상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등에 큰 영횡t을 미쳤다

봐메는 14살 때부터 제화공 견습으로 들어가서 평생동안 구두수선이
그의 직업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제화공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기 시
작하였다 . 그 일로 인해 주인으로부터 쫓겨 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봐메
는 이곳 저곳을 여행하면서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는 방랑자가 되었
다

봐메는 방랑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찾아 다녔다. 그런데 당시
의 교회들은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신학 논쟁들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지5:.자들은 아무 쓸모없는 .바벨탑 을 세우고 있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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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달하였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영적 감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내면적 경건을 위해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였다. 그는 많은 독

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세상을 체험한 경험들과 자기의 신비스러운 경
험 들을 통해 일련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이러한 확신들과 경험 들
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제화공으로서 단순한 생활에 만족하였
다.
그는 25세 때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고엘리츠(Goelitz ) 시에 가게 를

열고 그런대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는 설교할 욕심보다
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들을 반드시 글로 남기도록 명령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펴낸 책이 「 찬란한 여명 」

(B rillinast Dawn) 이다.
외메가 이 책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여러 사람의 영향과 사상을

그대로 받은 것이 드러났다. 봐메가 크게 영향 받은 사람은 쉬뱅크벨트
와바이겔이었다

카스파르 쉬뱅크벨트 (Caspar Schwenkfeld: 1487- 1 54 1) 는 귀족 가
문에서 태어나서 루터에 의해 깨닫고 루터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러나

루터의 성만찬논리로견해를달리하고신비주의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쉬뱅크벨트는 기독교 신앙을 정확한 교리로 규정해서 경직시키는 것

을 싫어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내적 체험을 중요시 하였다. 그래
서 형식적인 제도들과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성례전들을 거부하였다.

그는 실레지아 지방에서 「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백자들 J {Th e

Confessors of the Glory of Chηst) 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봐메가
바로이 쉬뱅크벨트의 영횡t을많이 받았다.
봐메는 또 발렌타인 바이겔 (Valen디ne Weigel: 1533-1 588 ) 의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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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바이겔로부터 연금술， 점성술 및 신지학의 난해한 어휘들을 그

대로 이어 받아 사용하였다. 봐메는 「창란한 여명」을 발간한 후 지역 목
사에게 고발되어 유배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종교의

문제에 관해 글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5년여 동안 무사히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1 6 1 8년 새로이 받은 환상들을 일부 추종자들의 강권에 의해
다시 쓰게 되었다 r하나의 빛나는 광채」를 비롯한 세 권의 책이 봐메의

허락없이 추종자들에 의해 다시 출판되었다. 이로 인해 이단으로 다시
고발되어 고엘리즈를 떠나게 되었다.

뢰메는 삭소니의 선거후 궁정을 찾아갔다. 그 곳에서 몇몇 신학자들
에게 그의 가르침들을 검토받았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 관해 투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봐메가 무엇을 의도하

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봐메가 좀더
정확한 사상을 발표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50세에 사망함으호 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였다.
봐메의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용
어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술. 점성술， 신지학， 연금술 등
에서 비롯된 여러 관념들을 이상하게 혼합하여 설명해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작품들은 1647년부터 1 66 1 년 사이에 영국의 스패로

우 (John Sparrow) 와 엘리 스톤 (John Elistone) 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

었다. 그래서 영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 쳤 다. 특히 아이작 뉴톤(Isac
Newton) 과 존 웨 슬레 (John Wesley) 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웨 슬레는 봐메의 찬송시 를 영어로 번역 사용하였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예수 나에 대한 한없는 사랑 (Jesus. Thy boundless love to

me) ‘바람에게 너의 두려움을 전하고 믿고 망하지 말라’ (Giv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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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ndl

thy fears trust and be not dismayed)7r 널리 알려졌다.

그러면봐메의 주요사상은무엇인가?

그는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연합되는 것이고， 고립된 자아
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새로운 출생에 의하여 그분의 영과 능력 안으
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
으로설명하였다 .

그의 독특한 주장은 구원은 정통 견해들이나 잘 짜여진 신조들을 그
대로 믿는다든가 또는 외적인 성례전의 침여나 외적 조직으로서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된

생명과 마음의 내적 연합으로 한 인간의 삶 가운데 인격적 하나님의 생
명체로 사는 것을 뜻하였다. 봐메는 생전에 많은 추종7.r를 얻지 못하였

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그가 남긴 서적들을 통해 많은 숭배자들을 얻게
되었다.

2) 조지

폭스 (George

Fox : 1624- 1691) =퀘이커

창시자

조지 폭스는 봐메가 죽던 해 영국 촌락에서 태어났다. 폭스도 평민 출

신의 제화공으로 사회 생활을 출발하였다. 그는 제화공들의 방탕한 생

활에 염증을 느끼고 1 9세 때 방랑 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보다 높은 곳
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각종 종교집회에 참석하였다.
조지 폭스는 영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 섭렵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장로교회와 독립교회들을 다 순방하였다. 그리
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교회들은 위선자들의 집합소로 밖에 보
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목자라는 사람들도 단순히 봉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갔군들 (Joumeymen) 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
든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찬송， 예배순서， 설교， 성례， 신앙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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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자유를 훼방하는 인간들의 발명품에 불과하
다는것이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며 성경을 거의 암송했다고 한다. 폭스는

성경과 현실 교회들과의 갈등 속에 번민하다가 드디어 모든 것들을 대
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폭스는 내면의 빛’

Onner

light) 을 주장하였다. 인간 내면의

빛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존재하는 씨앗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
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정한 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되어지는 내면의 빛에 크게 고무되었
다.
폭스가 경험한 각 교회들과 각 교파들의 인상은 각기 달랐다 그러나

그 중에 카톨릭과 성공회는 더 위선적이고 샀군으로 느껴졌다.
장로교를 통해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전적 타락 때문
에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경험마저 부인
하는 메마른 형식주의를 경험하였다. 폭스는 모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

는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를 우선해야 한다고 믿었다. 폭
스는 이렇게 깨닫고 난 뒤 그의 주장을 여러 종교 집회에 찾아가서 설교

가 끝난 직후에나 또는 예배 후에 군중들에게 기독교에 관한 그의 생각
들을발표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야유를 받고 무수히 얻어맞은
뒤 쫓겨났다 그렇지만 그 같은 매맞음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하였다
그는 위선자들과 샀군들로 가득찬 교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방해

하고 자기 메시지를 전하였다.
폭스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된 그의 환상과 메시지를 전했고 점
차많은사람들에게 능력있는하나님의 말씀으로느껴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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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퀘이커피 집회 ξ| 초의 쿼|이커피들은 교회를 ‘뾰족딩 집 이라고 물렀고， 일빈 주댁에서 모였디 그들은 성

직지들을 고용인들 이라고 이릉지었고 어떤 회원에게니 밀할 수 있는 지유를 주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숫자가 급증하였다. 처음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

켜 ‘빛의 자녀들’ (children of light)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폭스의 추종자들이 종교적 김-정을 이기지 못뼈 마구 떠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저들을 가리켜
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떠는 자들’ (Quakers)01 라

퀘이커 라는 명칭은 떠는 자들， 진동하는

자들을 조소하는 이 름이었다

그렇지 만 그들 자신은 ‘친우회 ’

(Society of Friends) 라고 불렀다.

폭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배 를 위한 그 어떤 형식도 성령의 사역에

t뼈가 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퀘이커들의 예배는 침묵 속에 시

작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말
할 권리를 갖는다. 폭스는 어떤 때 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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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셜교를하지 않았다.
또 저들은 세례식이나 성찬식 등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포도주나

빵 같은 물질적인 요소 때문에 영적 요소들을 분리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스는 공동체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퀘이커들의 집회에서는 단순히 과반수로 어떤 문제들을 결의하지 않았
다. 전 회원들의 완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결은지연되었다. 성령께
서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회의는 침묵 속에 계속되었다. 그리고 한 회의에

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회의 때까지 기다라는 것이었다.
퀘이커들은 기존 교회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다. 퀘이커 광신자들

이 기존 교회 예배 때 갑자기 뛰어나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함으로 감

정을 품게 되었다. 또 국교회에다 의무적으로 내야 승}는 십일조 헌금을
반대하였으며 전쟁에 침여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그 외에도 맹세하는 것， 누군가에게 맙}를 벗고 경례하는 것 등을 반
대하였 다. 이로 인해 퀘이커들은 신성모독죄로 또는 국가에 대한 반란
음모죄로 잡혀가기도 하였다. 폭스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여러 곳에서

얻어맞고 모두 6년간을 감옥에서 지내었다
폭스는 영국의 호수지방에 있는 스와드모어 흘 (Swarthmore HalD에

있는 자택을 퀘이커의 본부로 삼았다. 폭스는 잉글랜드 방방곡곡을 다
니며 순회전도를 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는 내란 음모죄
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카리브 해 일대와 북 아메리카에서 2년을 보

내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죽은 1 69 1 년에는그의 추종자들이 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폭스는 신앙의 자유를 간청하기 위해 크롬웰에게 찾아간 적도 있었
다 그러나 폭스는 생전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 저들은 방랑， 신성 모독，

폭동유발， 십일조 거부 등으로 투옥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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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찰스 2세가 국가의 허락 없는 종교 집회를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이 투옥되었다. 1689년 종교의 자유가 허락 됐을 때는 이
미 수백 명이 감옥에서 사망한 후였다. 퀘이커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사람들이 선 대륙미국으로건너갔다.

그런데 새로운 뉴 잉글랜드의 보스톤에서 퀘이커들은 청교도들에게
배척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독 엔디코트(Endicott) 는 퀘이커들을
추방시키려고까지 하였다. 이에 퀘이커들이 맞서자 1 660-6 1 년 사이에
보스톤 공유지에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퀘이커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1659년 존 테일

러 (John Tay!or) 는 원주민들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였다 그래서 인디언틀이 퀘이커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
가 되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중 많은 사람들이 궤이커 교도가 되었으며
이 신앙이 이어져 오늘날에는 알라스카의 에스키모인으로부터 볼리비

아의 아이마라인 (Aymaras) 까지 많은 퀘이커교도 원주민들이 있다.
퀘이커교도들이 미국 건국 초기에 크게 공헌한 것이 있다. 현재의 펜
실베니아 주가 바로 퀘이커 지 Br에 의해서 그 이름이 명명된 사실이

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윌리암 펜(Wìlliam Penn) 이었다 그의 부친은
해군 제독이어서 펜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펜은 학
생 때에 청교도가 되었다. 그후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는 휴그노의 영향

을 받았다. 1667년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궤이커교도가 되었다.
그의 부친은 광신자처럼 되어 돌아용 아들을 내어 쫓고 7개월 동안 런

던 탑에 투옥시켜 버렸다. 그는 감옥에서 국왕 찰스 2세에게 펀지를 보
내서 누가 옳은지도 분명하게 모르면서 종교적 선념을 꺾으려고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펜은 그의 부친과 친구들의 중재로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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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커 교리를 변호하는 글을 썼다. 그 당시 친구들은 펜에게 북 아메리

카의 뉴저지에 관한이야기를전해 주었다
당시 국왕은 신대륙들을 영국의 식민지로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 로운 대륙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많은 자금

들이 펼요하였다 이때 펜이 영국 국왕에게 현재의 펜실베니아 지방을
국왕대신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펜은 현재의 펜실베니아 지방을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실시 되는 새 로운 성격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곳 초대 총독이 된 펜 은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새로 전입해온 정착

민 들 사이에 화해 관계 를 이루며 조화를 꾀하였다. 이틀 사이에는 서로
자신 들의 생명 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 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앙에 의한 실험 도시로 원주민과 정착민들이 모두 다 같

은 형제라는 형제 사랑의 도시’ 로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 가 세워
졌다.

이같은 펜의 노력은 초기 에 많은 영국인들에게 비현실 적 처세로 비춰

졌다 . 그러나 펜실베니아 주의 정치 무대의 주역이 례이커교도들인데다
가 실생활에서 이 를 실 천해 나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
다 그래서 인디언 들과 유럽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스러

운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래서 펜의 이 름을 따라 그 주를 펜실베니아라
고부르게 되었다 그런 데 많은 세월이 지난 1 7 'i ()년 새 로운 총독이 인디언들에게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 때문에 례이커교도들은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펜이 펜실베니아를 통해 보여 준 종교의 자유에 의한 통치의 모

범은 마침내 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헌법 속에 확고한 자리 를 차지하
게되었다.

또 퀘이커 교도 중에 존 울멘 (John Woolman) 이 있다- 이 사람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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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에서 겸손한 재봉사였다 그는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확신하하고 성
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증거하였다.
그는 그의 동료 퀘이커교도들에게 노예 를 두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비폭력적 혁명운동은 훗날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
쟁으로연결된다

또 울벤은 오랜 시간의 고된 노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술을 마시게
된다고 믿 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하루에 적당한 노동시간이 6시간

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근로시간의 제정을 가
져오는 공헌을 하게 되었다.

조지 폭스는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침들을 제공해 주는 공헌을 하였다 폭스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준 것

은 그의 신비적 경험 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놀랄만한 종교적 통찰력은
기성 교회들이 보지 못하던 새로운 문제 들에 광명의 길을 안내해 주었

다.

3} 윌리암 로우 (William Law : 1686-1 76 1)
로우는 영국 국교도였다 . 로우 역시 신비주의의 완벽한 모습을 드러
내었다 로우는 자기 부정과 부인에 대한 굉장한 강조와 함께 고전적이
고 중세적인 신비주의 노선 들을 추구하였다. 로우가 쓴 경건 생활에 관

한 책이 있다 . 한 권은 「기독교인의 완성에 대하여 J(A 맘eatise

chistian perfection: 1 72 6년)와
요청 J (A

on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에로의 심각한

Serious Call to a Holy and Ddvout life : 1 728 ) 이

있다. 이런

책들의 영향이 1 7') 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혜슬레의
복음주의 운동 (The

4) 엠 마누엘

Evangelical RevivaD 에

스웨 덴보리 (Emmanuel

크게 기여하였다.

Sweden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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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례댄 보리는 스칸디나비아사람( 1688-1772) 으로 폭스가 죽기 전

3

년 전에 태어났다. 스칸디나비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아래 있는 동안 중

요한신학자를단한사람도배출한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가 루터교의 개신교로 넘어 온 후부터는 뚜렷한
활기를 일으키며 인물들을 배출하였는데 위대한 영적 깊이와 열의를 가

진 하우케 (Hauge) 가 있고 신비주의자 스웨멘보리가 있고 실존 철학자
커에르케고르(Kierkegaard)7} 그 인물들이다.

스웨덴보라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읍살라 대학교에서 수학
했으며 졸업 후에는 보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
스， 독일 등을 5년동안 여행하였다.

그리고 난 후 과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과학 연구 끝에 종교적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 스웨댄 보라는 과학 연구소에서 영계(靈界)로
옮겨지는 환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환상의 경험 후 그는 실제 세계와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 방대

한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며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상응한다는것이었다.
그가 죽은 지 12년 후인 1784년 그의 제자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

(The Church of the New

Jerusalem) 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스웨멘보리 협회’가조직되었다. 이들의 주목적은그의 저술들
을출판하고널리 보급하는것이었다

그 외에도 신비주의에 의해 강력한 영호t을 받은 영국의 시인들이 있
다 19세기의 워즈워드， 콜리지， 테니슨 그리고 브라우닝 등은 그들 자
신들이 신비적 체험을 했을 뿐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그들의 해석 역시 신
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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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의 신비적 시인으로 에머슨(Emerson) 이 있다 그런데 신

비주의 운동은 퀘이커를 제외하고 전체 교회와 사회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신비주의 자체가 처음부터 내세 지향적이

고 개인주의적이었기 때문이며 신비주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남긴 것은
경건주의 운동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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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먼쭈의 운동

--------

경건(힘&r쫓 )이란 무슨 뜻인가? 또 경건주의(敬度主義)란 어떤 것을 말
하는가? 이 경건주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경건주의가 기독교에 어

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경건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
들인가? 이 모든 것을 이 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경건이란무슨뜻인가?
경건이란 헬라어는 유세베이아 (W<1é야 ta) 이다. 이것을 영어로 옮길

때 Godliness가 된다 이 말이 성서 이외의 희랍 문헌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뜻은 신들이나 인간들에 대한 당연한 존경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

렇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있다.

川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쓰일 때

이 말이 덤전 '):4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는 말로 쓰인 효 가 곧

.v

유세베이아아다. 이 원문을 흠정역에는 경건’ (Piety) 으로 번역했고 R. S

에는 ‘종교적 의무’ (reli밍ous duty) 로， 한글 개역성경은 .효’ 라고 번역하였
다. 그리고 한글 공동번역에도 ‘종교적 의무. 라고 하였다.

.유세베이아 라는 말이 인간에 대한 태도라는 말로 쓰일 때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한 적당한 관심과 의무를 표현하는 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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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쓰일 때
신약 성경에서 ‘유세베이아 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경건’ 이라는

말로번역되었다.
다같은영어 성경인데도 .유세베이아를놓고행 3: 12을홈정역에서

는 ‘거룩’ (holiness) 라고 번역했고. R. S .v.에서는 ‘경건’ (piety) 이라고
번역했다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은 ‘경건’ 이라고 하였다 .

그 외에는 모든 곳에 ‘경건’ 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에서의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표현하는 말로 쓰
이고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위선적인 경건이라는 말도 함께 나온다 딩후 3 :5 에

참된 경건과 대조되는 형식적인 경건을 ‘모르포신 유세베이아스 (po때
Wd l lJ W(1êßEl 얘고 라고 했다. 이 말을 흠정역과 한글 개역은 ‘경건의

모양，

(form of

godliness) 라고 하였으나 R. S .v에서는 .종교의 모양’

(form of reli밍on) 이 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결합에서 오는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한다 . 그렇지만 거짓된 경건은 외형적
모습만 갖췄을 뿐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것을 뜻한다.

2. 경건주의(Pie디sm)란 무엇인가?
경건주의는 17세기 독일 루터교안에서 새로운종교개혁운동의 양상
으로 시작되었다. 이같은 경건주의 운동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점차

여러 나라로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경건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주의가 어떤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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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경건주의에는 일반적으로 4가
지의 성격이 있다.

(1) 경건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내적
변화라고 확신한다. 개인적 신앙을 여타의 다른 것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두드러진 특정이다.

(2) 경건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즉 낡은 옛 생활을 깨끗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
로，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강조한다.

(3) 경건주의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에 새로운 관심을 부
여한다. 일반적으로 정통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근

거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를 가르쳐 주는 규범도 되지만
영적 생활의 근거이기도 하다.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초래하는 성령
의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성서는 사람의 죄를 비추어 주며， 새로운 탄생

을 예고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한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은 거듭난 생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자들ξ 성경을 영적 생활
의 활력 지침으로 소개하였다.

(4) 경건주의는기존세력에 대한하나의 저항운동이었다.
즉 기존 세력들이 기득권 안에서 안주하면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요

소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래서 기존 교회론에 관한 것， 신학적인
문제점틀， 종교적인 현실 등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의 지배 세력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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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주의자들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리우선주의와도 마찰을 일으켰

다. 또 이들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주의와도 마찰을 일으켰다. 그
렇기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은 모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들 경건주의는 신비주의보다 더 깊고 많은 영향력을 후대에 남겼다. 이
제 우리는 경건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엄밀한 의미에서 경건주의라고 하면 독일의 스페너와 프란케가 이끌

었던 독일의 운동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젠
돌프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겠다.

3. 경건주의의역사
(1) 경건주의의 배경
경건주의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앞서 13장에서 30년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다. 경건주의가 30년 전쟁( 161 8-1648년)의
산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경건주의가 3 0년 전쟁 때 생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3 0년 전

쟁을 겪으면서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새 롭게 갱신 되어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인구는 대폭 감소되었고 산업은 핍절되었
다. 교회는 불타 버렸고 거리에는 병자와 가난한 자들이 버려져 있었다.

물질문명의 폐허와함께 영적 ，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다 모든국민은술

취함， 성적 문란， 도둑질， 탐욕 등에 빠져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목사나 평신도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다 저 들
은 위안의 방법으로 선비주의자틀의 작품들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그

래서 타울러 (Tau 1 e 1')의 설교집이나 토마스 아 캠피스 (Th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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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pis) 의 저서들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쉬뱅크벨트 (Schwenckfeld) 나 바이겔 (Weigel) 그리고 봐메

(Boehme) 의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루터교와 칼빈파는 이같은 신비
주의를 반대하였다 그렇지만은 대중들은 고갈된 영혼의 피로를 저들의

작품속에서 위안을찾고자하였다.

이때 영국 청교도주의도 영향을 미쳤고 리차드 박스터(Baxter) 의 「이
교도를 부르심 J. 루이스 베일리(Lewis Bayly. 1 565 - 1631) 의 「경건의
훈련J. 존 번연(Bunyan) 의 .천로역정’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운동의 여파들이 경건주의를 탄생시킨다.
경건주의는 19세기까지 계속 되었으나 지면상 여기서는 17.8세기의
사람들로 국한시키도록 하겠다.

(2) 경건주의 아버지 스페너
경건주의의 아버지하면 대체로 필립 야롭 스페너 (Philip

Jacob

Spener: 1 635- 1 705 ) 를 꼽는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경건주의 아버지로
스페너보다는 요한 아론트 (Johann Am dt : 1 555- 1 62 1)를 꼽기도 하나
스페너가 훨씬 괄목할 공헌을 하였다
스페너는 독일 알사스(Alsas) 에서 출생 하였다 스페너는 귀족 가문에

서 태어나 철저한 루터교 신앙의 분위기 속에 성장하였다. 스페너의 신

앙의 대모(God mothed 는 신앙심 두터운 백작부인이었다. 그는 요한
아론트의 「참된 기독교J (1ìue christianity: 1 61 이를 백작부인으로부터
교습받았다 스페너는 소년 시절부터 신앙의 책읽기를 즐겨하였다.
스페 너는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 등지를 유학하면서 칼빈파 교회
들을 교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리용에서 공부도 하고 독일의 여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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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순방하였다.

1663년에서부터 1666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
학 강사 생활중 신학박사 학위를 얻는다. 1660년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초청받아 목회를 한다. 그는 여기에서

‘경건의 모임들’

(Colleges of

Piety) 이라 부르는 성경 공부 중심의 경건회 모임을 설립하였다.
스페너가 경건회 모임을 시작한 지 5년 후 16 75년에 「피아 데시데리
。b (pia desi-deria: 경건의 욕망)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신자들의 경
건성을양육-하기 위한프로그램이 진술되어 있다 . 그뿐만아니라교회
가 개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참된 기독교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

니라영적 생명력이 생활속에 나타나야된다고하였다.
스페너는 이 책 속에서 현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후보자들은 그들이 깊은 개인적인 신앙을 갖춘

진정한 기독교 신자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교자
들을 향해서는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논쟁적인 것은 억제해야 한다고 권

고하였다
그 까닭은 설교란 설교자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

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스페너는 기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
도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에게도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 술취함도 가벼운
죄로 예외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매음이나 간음 ， 우상숭배， 동성연애， 도둑질， 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했다.
그는 또 국가가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드는
데 대해서도 담대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스페너의 .경건의 욕망’ 은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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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광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스페너의 개혁의 초점이 평신도에게 중

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신학 교수의 학구적 신학 활동을 비판하는 개혁
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반발에 부딪히자 스페너는 더욱 더 열심히 ‘경건의 모임들’ 인
성경 공부에 전력하였다. 그런데 스페너의 뜻과는 반대되게 성경 공부
모임은 분열되었다. 그들은

교회 내의 작은 교회Oitt1e churches in

the church}' 로 분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 너의 경건운동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보
다 많은 집단과 귀족들까지 스페너의 경건 방법을 모방하게 되었다. 스
페너는 경건의 훈련으로 카드놀이， 춤과 극장 출입을 금하고 음식과 의
복에서 절제하는 규율을 가르쳤다. 매주일 오후에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교리 문답교실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주일 아침의
설교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대화나 책을 읽도록 권하였다.

스페너는 계속된 반대와 논쟁에 지쳐서

168 6 년에 드레스덴

(Dresden) 의 법정 목사로 옮겨간다 여기서 그는 법정의 무책임성과 야
비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통파 목사들이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
해서 큰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스페너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가 「신
학 연구의 장애물들J Ompediments

to Th eological

Study) 을 펴낸 것

이고 (1 69이，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일은 스페너의 후계자가 된 어거 스트
헤르만 프랑케 (Fra띠<e) 를 알게 된 것이다. 프랑케는 스페너의 후계자

가되어 제 2의 위대한경건주의 지하가된다
스페너는 드레 스멘에서 법정 목사의 사역을 하는 중에 삭손의 대학교
인 라이프찌히와 비텐베르그로부터 적대적인 대접을 받게된다 예를 들
면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단은 스페너에게서 284 개의 탈선행위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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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비난하였다.

1691 년 그는 베를린 (Berlin) 으로 옮겨간다. 스페너는 그의 여러 논문
을 모아 「신학사상J (Theologische Bedencken) 을 펴낸다. 그리고 프랑
케와함께 ‘할레’ (Halle) 에 새로운 .할레 대학’을세운다(j 6(4).

이 할레 대학의 신학 교수진은 스페너와 프랑케의 영향으로 경건주의
의 학문적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스페너는 니 콜라스 진젠돌프

(Zinzendorf)가 세례 받을 때 대부(代父) 역할을 하였다

스페너는

1 705년 2월 5 일에 세상을 떠났다. 스페너에게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

은 스페너보다 나이가 아래인 프랑케에 의해서 더욱 크게 발전하게 된

다

(3) 경건주의의

중심인물 프랑케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 (August

Herrnann Franke : 1663-1727) 는

루벡 (Lubeck) 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키엘 (kie]) 에서 학생 시절에 스페

너의 감화를 받고 경건주의자가 된다.
그는 라이프치히 (Leipzig) 대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중 특별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가 참석했던 모임은 성경
연구를통해 학문적으로성경에 접근하는모임이었다. 그렇지만프랑케
는 성경연구는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라이프치히 를 떠나 스페너를 따르게 된다.
프랑케는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가서 스페너 방식에 의한 새로운 성

경 연구 운동을 시작하였다 프랑케는 스페너처럼 경건 생활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라이프치히에서는 프랑케를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다- 왜

냐하면 프랑케의 경건주의를 기존 루터교나 칼빈파에서 매우 마땅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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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겼기 때문이다.
루터는믿음으로의롭게 된다는이신득의(以信得義) 교리에 집착하였

다. 그래서 루터파는 신앙인들의 태도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루터파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 성결
이 아니라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얻을수있음을강조하였다.

칼빈파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칭의에 관한 이론은 루터파를 통
의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
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능력을주셔야만사람이 성결해질 수있다고하였다.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들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일반 세상 사람들

과 똑같은 도덕 생활 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 루터파나 칼빈파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
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확한 교리와 일반 사회 규범에 맞는 도
덕 생활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경건주의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 저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
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회나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기존 기성 교
회 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프랑케가 라이프치히에서 배척을 받고 엘푸르트 목사에게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반대 를 받고 베 를린으로 옮겼다. 16R 7 1년에 프랑케는 더욱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하였다.
그 체험 후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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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신자를 구별해 내는 규범을 깨닫게 된다. 프랑케의 경건주의는 더
욱더 금욕적인 생활 방식과 율법적 생활 방식을 강조함으로 스페너의

정신을 능가하게 되었다.
1694년에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선제후가 할레(Halle) 대학

을 세우면서 베를린을 강력한 영적운동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적 지도권을 경쟁자인 작센 (Saxony) 공으로 부터

빼앗아 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경건주의자인 스페너를 불러 들였고， 스
페너는 프랑케를 할레 대학에 끌어들였다. 그래서 프랑케는 1698년에
할레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의 소
굴이 되게 되었다.

프랑케는 할레 대학에서 목사 겸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
관들을 설립하였다. 프랑케는 할레 대학보다도 다른 할레의 기관들 설
립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다. 프랑케가 세운 기관은 고아원，
출판사， 성서 출판소， 선교사들의 언어 학습을 위한 신학대학， 의과 대
학 부속 진료소 등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들은 점차 여랴 방변에서 좋은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된다. 고아

원은프랑케가죽을당시인 1727년에 1 70명의 교사에 2천 2 백 명의 고
아를 양육하고 있었다. 또 출판사를 통해 찬송， 설교. 저술 등을 출판보

급함으로 경건주의 확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외국 선교에
있어서도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16세기 개혁주의자들은 매우 한심한 신학사상에 빠져 있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기독교 신 ^l들이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모
든족속에게 전하라(마 2 8: 18) 는지상명령은사도들시대에 이미 다완
성되었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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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시대에 로마로， 서반아로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완성하였으

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교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돌아오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한심한 신학사상 때문에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이들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
다. 신앙은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믿는 이들은 다시금 타
민족선교에 관해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1 7 0 7년 멘마아크 왕 프레드릭 4세는 인디아에 있는 그들의 식민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할레 대학의 프랑케에게 의뢰하였다. 이때 프랑케

는 할레 대학 졸업자인 바돌로메우스 지멘바르그 CBartholomaeus
Ziegnbalg) 와 하인리히 플루르차(Heinrich Plutschau) 두 사람을 인디

아 선교사로 보낸다. 그 뿐만 아니라 멘마아크 왕의 지원과 경건주의 지
도자들의 인도 아래 그린랜드 (Gree띠and) 와 람랜드 (Lapland) 에 선교
사들의 훈련소가설립되었다 .
그리고 경건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요한 알브레흐트 뱅겔 (Johnann

Al brecht Bengel: 1 687-1752) 이 있다. 뺑겔은 1 2년간 노력으로 「신학
주해」를 완성하였다. 뱅겔의 성서 주석은 간결 명료하고 심원한 해석으
로 지금까지도 크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전해 온다.

경건주의는 독일의 루터파 안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
다 비텐베르그 대학이 루터파의 정통 운동이었다고 하면 경건주의는
할레 대학을 중심한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그 특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4) 진젠돌프와 모라비요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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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주의는 스페너를
세례 때 대부로삼았던 니

콜라스 루드비히 진젠돌
프 (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 76 0) 에게 영향을 미쳤

다 진젠돌프는열렬한경
건주의자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부모

들은 경건주의 학교인 할
레 대학에 보내어 프랑케

아래 수학하도록 하였다.
진젠돌프는 1710 년부

터 1 7 16년까지 할레의 기
숙사에서

생 활하면서

학

J,'4W

출，..，"'~繼 (썼 월훨훨

진젠도 르프 모리이비교회으| 징실자 」 는 송피식 ..il. l니 ::1 "
감정의 중요성올 크게 강조했끄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그중의 일

교에 다녔다. 그는 일찍 이

부는 영어로 번역되었디

대부였던 스페너로부터 매력을 느꼈었고 프랑케로부터는 큰 자극을 받
았다 . 진젠돌프는 14 살짜리 소년으로 ‘겨자씨 모임 (Order

Grain of Mustard Seed)

of the

을 조직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모든 인

류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는 루터파의 중심지인 비텐베르크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였다. 여
기서 그는 교수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그후 화란과 프랑
스를여행하였다.

1 72 1 년에 색슨 공의 정부관리가 되어 드레스멘(Dresden) 궁정에서
일을 하게 된다. 바로 이곳애서 그는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모라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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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띠ans) 을 만나게 된다 (172 2년). 모라비안들은 원래 모라비아에

살던 후스파(Hussites) 들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난온 난민들이었다.
또한경건주의에 영향을받은사람들이었다.
진젠돌프는 망명자들을 보고 평소 ‘겨 2씨 모임 ’ 에 대한 그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진젠돌프는 자기 사유지를
제공하여 모라비아 피난민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모라비안들은 진젠돌프가 제공한 사유지를 거류지로 정하고 보
헤미안 형제단(Bohemian Brethren) 을 조직하였다
이들 보헤미안들은 루터교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
렇기 때문에 이들은 베르텔스도르프(BerthelsdorD에 있는 시골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저들이 목회자가 필요할 때는 그 지방에 있는 루
터교 목사를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식은 일반 교회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소금’ 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교회는 세상의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참 .마음의 종교

(heart reli밍on)’ 로 부터 비롯된 교회 안의 교회 라고 믿었다 그래서 국
기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교파적인 일반 교회와는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있었다.
이 같은 모라비안들의 삶을 보고 진젠돌프는 궁정의 직위를 사임하고

이 들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헤른후트(Helη1Ìlut)’ 공동
체라고 하였다 이 헤른후트 공동체는 진젠돌프의 감독 아래 점점 독특

한 모습으로 갱신된 모라비아 교회가 되었다.
진젠돌프는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 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모라비안 교회는 크게 부흥되었다 그러자

루터교회와 갈등이 시작되었다. 진젠돌프는 1734년에 목사 자격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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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 737년에는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루터교의 계속된 압력 때문에 헤른후트를 떠나게 된다. 이때
독일 서부지방과 영국， 미국 등을 여행하게 되었다. 특히 전에 루터란
선교사에 의해 개종한 에스키모인을 만난 것이 그의 가슴에 선교열을
뜨겁게 하였다. 그래서 1 73 2 년에 카리비안 (Caribian) 에 최초의 선교사

를 파송하였다. 수년 후에는 아프리카， 인디아， 남아메라카 ， 북아메리카
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진젠돌프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펜실베니아의 베들레햄(Bethlehem)
과 나사렛 (Nagar따h) 그리고 노스 캐 롤라이나의 살렘 (Salem) 등에다
선교부를 설치하였다. 이 들 모라비안들은 겨우 200명 가량의 피난민들

이었는데도해외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파송하였다.
1 749년에 진젠돌프는 다시 헤른후트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가 죽는
1 760년까지 모라비안 교회 를 관장한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진젠돌프
의 죽음과 함께 루터교 교단과 결별한다. 모라비안 교회는 많은 수의 교
세 를 자랑한 적도 없고 그후 계속해서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파송하
지는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I lJ세기에 일어날 선교의 열정에 큰 자극을 주는 큰 공
헌을 하였다. 또한 모라비안들이 존 웨 슬레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그

것이 감리교에 큰 영호t을 끼친 것은 더욱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복음적 각성운동은 모라비안 형제단의 큰 영향을 받았다
1 7 ')5 년에 영국 안에는 1 5 개의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었다. 감리교의 창

시자인 존 웨 슬레 (John Wesley) 가 저 유명한 ‘올더스게잇의 참회 체험

(Aldersgate Street Experience: 1738) 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모라
비안형제단의 한파의 영향을 받은것이었다.

워l 슬레는 런던의 훼터 레인 (Fetter Lane) 에 있는 모라비아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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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였다. 1738년 혜슬레는 그가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

헤른후트로 여행을 하였다. 후에 례슬레는 모라비안파로부터 떨어져 나
오지만 그가 최초에 구원을 얻는 중생의 체험은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이루어졌다. 이같은 체험은 존 웨슬레만 아니라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
지 횟펼드 같은 사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까닭에 모라비안 형제

단의 가치는 그들 자체 운동에 의한 파급 효과로 인해 세계 선교열을 일
으킨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그 파장이 길게 연결된
것이다.

4. 경건주의의영향
경건주의는 17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들경건주

의가 현대에 끼친 영향과 공헌은 무엇인가? 앞서 신비주의는 현대에 끼
친 영향이 퀘이커 외에는 별로 공헌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건주의
자들은여러 면에서 큰공헌을하였다

(1) 경건주의는 20서|기 종교계에 성서신학을 출현하게 하였다.
전에 전통적 교회들은 교리학， 신조학， 또는 교회론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그러나 경건주의자들은 교리나 신학보다도 경건한 삶에 관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성서 연구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종교개
혁 당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해 원

전연구를 많이 하였다
그런데 성경에 관한 원전 연구는 성서의 고등비판의 결과 성서의 권
위 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경건주의자들은 성경 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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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되 성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위한 새로운 성서 연구 방법을 만들
어 놓았다. 이 점에 있어서 경건주의자들의 공헌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경건주의자들은 현대 에큐메니즘(Ecumenism) 에 큰 공헌을 하였다.
스페너나 진젠돌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놓는 교리

나 신학적 차이 같은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들은 그
리스도인들 간에 무엇이 다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 연합시키려는 운동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교리학에 대한
단순화를 추진하였다. 정통신학에는 신학적으로 제계화된 논리는 있었
으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물론 경건주의자들에게도 신학
적인 실수가 있었으나 분열보다는 일치를 이루는 능력이 드러났다.

(3) 경건주의는 사람이 종교적인 인간이 됨으로써 저절로 그리스도인
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을 깨뜨렸다.

종교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애호가들의 주장이다 참된 신
앙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 만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 인격적 체험 신앙을저들경건주의자들이 일찍이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보편화된 진리가 되었다.

이뜰경건주의는

@ 개인적이고도 체험적인 것으로써의 종교
@전

인격적인 참여에 의한 삶의 증거

@하나님 딸씀에 의한능력이 나타나는생활

@ 영흔 없는 제도， 생명력 없는 몸， 내용 없는 형식 등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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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전체에 흐르는 핵심을 이루었다.

우리는 이들 경건주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교회들을 바라볼 줄 알
아야 한다. 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중생의 체험이 이뤄졌는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

게는 그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날의 교회들은 얼마나 내용
도없고생명력이 없는상태에서 형식만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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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7 쟁

존 뼈슬례씩 메도디스트 운동
---------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는 모라비안을 통해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

국은 그동안 의회군과 왕당파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었다 이러한때 유물론에 의한철학사조가영국에서 일어난다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156 1-1 (26) 은 자연을 통해 얻은

경험을 기초로 추상적 철학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후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1 5 88- 1 679) 가 유물론 철학을 수립한다. 홉스에 의
하면 지식이란 감각을 집성한 것이며 정신이란 감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미한 물체이고 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과 짐
승의 차이는정도의 차이뿐이라고하였다.

영국에는 유물론 이후 자연신론(Deism) 이 등장한다. 이들 자연신론
자들은 기독교가 자연종교 (Natural Religion) 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흉(David

Hume: 17 11 - 1776)

은오직 경험에 기초한지식만이 진리라고하였다.
이 같은 흉의 사상은 독일의 칸트 Ommanuel Kant) 에게서 이성주의

로 발전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질서 가운데
서 여러 가지 이성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때 영국의 종교계에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에 의한 각성 운동

이 일어났다. 그것이 워l 슬레와 조지 횟필드 같은 사람들이었다. 혜슬레
의 경건 운동은 드디 어 감리교라는 한 교단을 형성하였다. 그가 생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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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개한 많은 신앙운동은 기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에 큰 활력을 되찾
게 해주었다. 이제 그에 관한 모습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웨슬레의초기생애
川 웨슬레의출생과교육

존 워l 슬레(John Wesley: 1 7 03년 7월 17 일 -1791 년 3월 2 일)는 영국

엠워드(E pworth)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사무엘 워l 슬레

(Samuel Wesley) 는 영국 국교회 사제였고 그의 모친 스잔나
(Susanna) 역시 목사의 딸이었다
존의 부모는자녀를 19명을낳아길렀다. 존은이들 19명 중열다섯
째였고 찰스는 열여닮번째 아들이었다 존이 겨우 5 살 때 목사관에 불

이 났다. 이때 두형제는구사일생으로구명을받아서 그의 어머니는저
들을 ‘불 속에서 앓은 쇠처럼 구해 내셨다. 고 믿었다.

존은 1720년에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하여 계속
우수한성적을냈기 때문에 1726년에 링컨 대학의 연구원 (Fellow) 으로
임명받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성직 임명을 받아
야만 하였다. 그래서 172 'i년에 출세를 위해 성공회 부사제의 서품을 받
은 바 있었다. 이렇게 그릇된(?) 동기에서 받은 안수 때문에 향후 10여
년 동안을 고민 속에 살았다고 한다.

1 72H년 존은 옥스포드를 떠나 부친의 교구일을 돌본다 그렇지만 같
은 대학에 다녔던 동생 찰스는 옥스포드에 머물면서 커캄(Robert
Kir념1am) , 모간 (William Morgan)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성서 연구
와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작은 클럽을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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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존이 1729년

11 월에 옥스포드
에 다시 돌아왔다.

이때부터 존은 작
은클럽을 ‘신성회

(Ho!y C!ub) ’ 라고
하고 그 지도자가

된다.

요한 웨슬레 순회 복음전도지

이 회원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며 l 주일에 한번씩 성찬식을

갖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래서 신성회 회원 들
은 규칙적인 경건 시간을 정하였다. 매일 오후 한데 모여 3 시간씩 성경
및 신학서적을 공부하기로 하였다.
또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여 죄수들을 위로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존만이 유일하게 안수받은 사제였다.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

었으므로 지당}가 되었다. 존은 신성회 클럽이라 이름지었으나 다른
이들은 이들을 경멸하고 조롱하였다. 그래서 경멸하는 이름인 열심주의
자， 성경별레， 성찬 형식론자， 혹은 규격주의자라는 뜻으로 ‘메도디스

트’ (Methodist) 라고 불리워졌다. 이때의 메도디스트가 훗날 감리교의
이름이 된다.

이 무렵 신성회 운동을 빛나게 하는 새 인물이 참여한다. 그는 조지

횟필드 (George Whitefie!d) 였다. 횟필드는 존보다 11 살 아래였다. 그
는 1 7 36년에 성공회 신부로 안수받았다. 그는 타고난 웅변술과 열정 있
는 전도자이어서 많은 영을 깨우쳤다. 횟필드의 설교는 소박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 들였을 때의

평화와 거기서 비롯되는 즐거운 생활과 봉사를 강조하였다. 그의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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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듣는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강하게 압도해 오는 위력 앞에 정복당
하고말았다.

조지 횟필드는 미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떨치었다. 그는 미국 순회
집회를 여넓 차례 (]738 .

1763-6 5)

1739. 1740. 1744. 1748. 1754. 1755.

다녔고 마지막으료 1769년 매사추세츠에 있다가 1770년

9

월 30일에 생애를마쳤다.

(2) 웨슬레의 회개
혜슬레는 옥스포드에서의 신성회를 통한 대학생 선교활동을 크게 인

정받게 되었다. 그는 10여 년 동안의 캠퍼스사역을끝내고미국조지아
주의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가게 된다.

1 735년 말부터 1 736년 초까지 모라비아의 형제단에 소속된 선교사
들이 미국 조지아 주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

너고 있었다. 웨슬레는 이 들 모라비안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게 되었
다. 혜슬레는조지아주지사오글레토르페 (Oglethorpe) 의 초청 을받아
사반나 (Savannah) 로 목회하러 가는 길이었다.
항해 도중 젊은 웨슬레는 그 선박의 임시 목회자(선목)이었다 그래서

함께 통행 하게 된 모라비안 일행 26명을 만났다. 웨슬레는 서툰 독일어
로 모라비안 신자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뭉랑을 만나게 되었다. 배 윷대가 부러지고 난파의
위험 지경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그 큰 풍랑 속에서 모라비안들은 침착

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하여 평안한 찬송을 불렀다 선원 들과 모든 사람
들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웨슬레도 전에 신성회 클럽에서 경건의 규칙에 따라 열심히 자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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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은공포때문에 그의 경건의 훈련은아무효력을발휘하지 못하였다.
폭풍이 지난 후 웨슬레는 자기는 목사인데도 공포에 시달랬는데 모라
비안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용기를 잃지 않았음을 깨닫

게 되었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지금까지의 자기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
에 빠지게 되었다. 사반나에 도착한 웨슬레는 모라비아 형제단원인 고

틀립 스팽겐베르그(Gott1ieb Spangenberg) 와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
눴다.

이때 스팽겐베르그는 웨슬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물었다.
‘형제여 ! 그대는 그대의 가슴 속의 성령을 통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때 웨슬레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그는다시 ‘당선은예수그리스도를아는가?’
웨슬레는 ‘물론 그가 온 세상의 구주임을 압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묻는 것은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

라 그대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느냐?’ 고 물었다.
웨슬레는 ‘그가나를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바랍니다’라고하였
다

워l 슬레는 영국에서 좋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가장 좋은 대학
에서 공부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국 국교회의 신부로 서품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인도하며 경건한지도자로 10여 년 간을 헌신하였다. 그렇지만 웨슬레

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각종 종교 프로그램에 익숙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 후 그는 내심의 흔란을 겪게 되었다 미국의 선교사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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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레 형제는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목사로서의 사역은 계속

실패였다. 조지아 주의 교인들에게 마치 신성회 회원들처럼 행동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전혀 달랐다. 이런 중에 동생 찰스가 병 때문에 실의하

고귀국하고말았다 .
존 워l 슬레 역시 좌절에 허덕이고 있었다. 웨슬레가 더 좌절한 것은 홉
키(Sophy Hopkey) 라는 여인 때문이었다. 존은 홉키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결정할 찰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였다. 존은 홉키라는 현
명한 신앙의 여인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막대기를 세워서 좋은

곳으로 넘어지면 결혼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막대기는 반대쪽
으로 넘어졌다. 그리서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홉키 라는 여인은 딴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이에 언짧아진 존
은 그 여자를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홉키 집안과 이웃

들은 혜슬레를 옹졸한 비인격자로 몰아붙이고 명예 훼손죄로 고소를 하
였다 웨슬레는 혼란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미국에서의 활동을 포기하

고 1 738년 실의 속에 귀국하고 만다.
영국에 돌아와 뚜렷한 소명을 찾지 못한 웨슬레는 모라비안을 찾아간

다. 웨슬레는 모라비안 피터 벌러 (Peter Bohler) 를 만난다. 벌러의 자
문에 의해 완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설교하는 일을 중단한다.
그리고 별러가 조직한 페터 레인회’ (Fetter-Lane Society) 에 창설 회

원으로침여한다.
웨슬레는 모라비안들과의 교제 중에 드디어 173 8년 5월 24일에 철저
한 회심이 이루어진다 이때 동생 찰스 역시 5월 2 1 일에 회심이 이뤄진

다. 존은 이날 올더스케이트가(Aldersgate street) 에 있는 집회에 참석
했었다. 그 집회는 모라비안파의 기도회 모임이었다.

그 집회에서 한 흑인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

422.2부 근대교회사

시 15 분경 존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때 존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없이 하셨으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
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웨슬레는 이 경험 후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쏟을 수가 있게
되었다.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회개의 경험 후에 모라비안의 경건한
생활을 좀 더 배우기 를 원하였다. 왜슬레는 독일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형제단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진젠돌프와 2주간의 교제를 가진 후 영국
으로 돌아온다. 혜슬레가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많은 감화를 받은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라비안의 신비주의는 자기 성격과 사회적 관심

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웨 슬레는 그동안 모라비안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비안이 된지 않기로 결정한다. 워l 슬레는 훨씬 행통적이었고 비신비
주의적이었고 폭넓은 종교 활동에 끌려 있었다.

2. 감리교의출생
川옥외설교

웨슬레는 모라비안 집회를 통해 일생의 큰 전환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다 이 무렵 신성 클럽의 한 회원인 조지 헛필드 역시 웨슬레와 비
슷한경험을하였다.

조지 횟펼드는 공업도시 브리스톨(BristoD 에서 설교를 통해 큰 성공
을 거두었다. 조지 횟펼드는 예배당이 아닌 옥외에서 설교하는 것 때문
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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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횟필드는 브리스톨에서의 사역을 혼자 담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곧 미국으로 가야 했으므로 자기의 사역을 혜슬레가 맡아주도록
부탁한다. 이에 워1 슬레는 횟필드의 초청을 수락하지만 옥외에서 설교하
는것은반대하였다

웨슬레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일을 성취하시는데 교회 예
배당 밖에서 영혼을 구원승}는 것은 죄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직접 사

역을 해 본 후에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혜슬레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사정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가 없었다 그 까닭은 새로운 산업 도시가 생겨나면서 많은 인구들이 유
동적이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그 산업 도시에 몰려드는 새로운 인구들을 위
한 관심을 쓰지 못하였다. 그 제일 큰 원인은 목회자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웨슬레는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시장 공터나 또는 광장을 찾

아 다니면서 설교를 하였다. 이것이 혜슬레가 성공을 하게 된 상황적 호
기회였다.
혜슬레와 횟필드는 한동안 함께 사역하였다 그러나 웨슬레가 차츰

이 운동의 지당}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둘은 신학적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 례슬레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예정론에서 벗어난 알미
니안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반해 횟펼드는 칼빈주의적이었다.

두 사람은 몇 차례의 논쟁 끝에 서로 갈라져서 횟펼드는 칼빈주의 감리
교회 (The Calvinist Methodist Church) 를 조직 한다. 이 칼빈주의 감
리교의 중심지는 주로 웨일즈 지방이 된다.

횟필드는 헌팅던(Huntingdon) 백작 부인의 도움으로 죽을 때까지

64개의 예배당을 짓는다. 이 칼빈파 메도디스트 교회는 정치를 회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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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하고 예배는 영국국교회와 같게 하였다. 이 교회의 초대 인물로 존
플래처(John

Fletcher: 1729-1785) 가 있었다.

웨슬레의 신학은 알미니안 신학의 입장에 확고하였다 혜슬레는 인간
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
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벗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죄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써 완전을
말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아

는사람을뜻하였다.
이와 같은 신학적 바탕을 가진 혜슬레는 전에 그가 반대하고 죄악시
하였던 옥외 집회 를 계승하게 된다 웨슬레는 횟필드만큼의 박력은 없

었다. 그러나 성실함과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호소 때문에 커다란 감화
를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옥외 설교는 약 5 0여 년간 그의 전도생

활의 한패턴이 된다 .
군중들이 많이 몰려 들었다. 청중들 중 어떤 이는 외치고 땅에 꺼꾸러

져 몸을 뒤틀곤 하였다. 웨슬레는 그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
마의 반항적 발악이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웨슬레는 새로운 교파를 시작할 의도가 없었다. 자신은 성공
회 목사로 평생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회 예배 시간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그리고 성찬은 성공회서 받는 것을 당연
하게 여겼다.

(2) 감리회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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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레가 독립된 교파로 발전시킬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드 그는 그의

운동의 성공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였다. 모여진 군중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펼연적으로 따라야 했다. 그런데 웨슬
레는 조직에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조직

을시작한다.
1 738년 5월

l 일은 감리교가 탄생한 날이다.

감리교의 탄생에 대해 세

가지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는 1729년 11 월 옥스포드에서 진
성 클럽. 을 창설한 때를 감리교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두번째는

1736

년 4월 미국 조지아 주 사반나에서 웨슬레가 선교사로 사역하다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세번째가 혜슬레가 1738년 감리교 협회를 조
직하고 최초의 채플을 세우게 된 때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중 세번째가

타당하다고본다.
처음에는 개인 주택에서 모이다가 후에는 자기들의 건물에서 집회를
하였다. 그런데 혜슬레가 모라비안의

페터 레인회

(Fetter- Lane

Society) ’ 에 관계했던 관계로 웨슬레의 모임은 그들도 함께 하였다 그
러던 중 1739년 10월에 진젠돌프에게서 온 필립 몰터 (Philip

Heinrich

M이ther) 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참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하
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순수 혜슬레 추종자들이 모라비안과 분립뼈

‘연합 협회’ (U nited Society) 를 조직한다. 연합회의 조직이 1 740년

7

월 23 일에 이루어진다 이 연합회는후에 ‘연회’라고하는데 이 명칭은
모라비안의 영향으로 추측한다 웨슬레는 또 ‘분단’ (bands) 을 조직한
다. 분단은하나의 소단위의 그룹으로피차신앙을격려하도록하였다.
감리교의 특정의 하나인 ‘속 (Class)' 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하였다.
한속은 1 2명으로구성하였다 . 11 명에다한명의 지도자한사람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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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였다. 이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신
앙 문제를 토론하고 전교인에게

l 페니씩 헌금하도록 하였다 . 이 돈으로

브리스톨에 지은 채플 건축 때 진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 이 속이라는
조직이 처음에는 재정적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후에는 피차의 영적 발전

에 도움이 되었다
혜슬레는 이 집단의 직원으로 평신도인 강설자와 권사와 유사를 두었

다.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 강설자란 평신도로서 설교하는 자들을 말한
다. 웨슬레가 처음에 평신도가 설교를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런데 토마스 맥스필드(까10mas Maxfield) 라는 평신도의 설교를 들어본
후큰감동을받았다.

그래서 평신도 설교가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감리교
운동의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신도인 남자，

여자를 강설자로 설교할 수 있게 하되 성찬식은 집행쩨 못하게 하였
다. 이 들강설자들을 1 744년에 런던으로모이게 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연회’의 시초가된다

1 746년에는 그가 돌보던 전 지역을 ‘지방 (Circ버ts)’ 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순회 설교자와 고정 지도자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은 ‘감리사 (Superintendent) 의 지도 아래 있게 하였다. 이러

한 전체 조직의 행정 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평신도 설교?}들이 모이는 정

기적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모임은 ‘연례 총회 (Annual

Congerence) ’

로 발전한다. 후에 이 총회는 보통 3년을 임기로 하는 각 지방의 책임자

들을임명하였다.

(3) 감리회의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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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슬레는 성공회나 기타 모든 이와 함께 평화스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운동이 계속 확장될수록 그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다. 맨 먼저 큰 시련은 신학적 논쟁이었다. 그것은
완전에관한문제였다.

워l 슬레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
한 동기와 행동이 가능하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

난다고 믿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의 완전은 목적이지 거기 도달한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칼빈주의자들이

계속 적대하였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으로 도
덕이 마비될 수 있다고 공격하였 다 .
다음의 시련은 영국 성공회와의 관계였다. 감리교는 서서히 일관된

발전을 거듭하였다. 너무 비대해진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분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크게 집단화하였다.
감리교가 이렇게 비대해 지자 감리파를 향한 폭력행위가 비일비재하

였다. 성공회의 성직자와 귀족들은 감리파에서 하류층의 평신도들에게
강설자로 많은 권한을 부여함을 못마땅히 여겼다. 그래서 이들의 집회
에 돈받은 깡패들을 보내 훼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혜슬레도 생
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다.

성공회 성직자들은 분명한 교구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감리파들은 교
구의 경계를 무시하고 어디서나 설교했기 때문에 성공회에서는 질서 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보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당시의 영국법에 의하면 그들의 예배 의식과 건물 사용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런데 웨슬레가 자기들
건물의 목적을 밝히게 되면 성공회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안

밝히면 법을 어기는 위법이 되었다. 그래서 웨슬레는 많은 주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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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7년에 등록하도록 지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된 교회의 교파

로 향한 첫 걸음이 내디뎌졌다. 이들은 혜슬레가 죽은 후 1791 년에 완
전하게 분리하게 된다.

(4) 감리회의 발전

워l 슬레는 1 77 1 년에 평신도 설교자 프란시스 애즈베리 (Francis
Asbury) 를 미식민지에 파견하였다. 애즈베리는 버밍검 근처 핸드워드

태생이었다 그는 혜슬레의 순회 설교자로 있다가 미국을 지원해 갔다.
그러나 애즈베리의 미국 사역 중 독립전쟁이 벌어졌다. 다른 사역자들

은 귀국하고 말았으나 그는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의 감리교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1 784년에 웨슬레는 애즈베리와 토마스 코크 (Coke) 를 선생국가의 감

독 (Superintendent) 으로 임명하였다. 웨슬레는 감독(Bishop) 과 장로

(Presbyter or elder) 가 동일한

직분으로 믿었다. 따라서 스스로를 포함

한 안수받은 장로는 다른 성직지들을 안수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웨슬레는 잉글랜드에서 1791 년에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so여
년 동안 2 0만 리 이상의 전도여행을 다녔다. 그는 4만 회 이상 설교를

하였다 그의 저술은 s o여 권이 된다. 그가 죽을 무렵 감리회 설교자는
5 41 명이었고회원수는 13 만 5 천에 달하였다.

감리회는 1923 년 현재 웨슬레파 메도디스트. 원시 메도디스트， 일치

자유 메도디스트， 칼빈파 메도디스트 등이 있다. 감리회는 세계 동반구
와 서반구의 대표자들。 1 10년마다 모이는 감리교 세계대회가 있다. 이
회의는 1881 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부터는 4년마다 모이고 있다.

1<) 11 년 토론토 대회에 제출된 통계에 의하면 동반부의 신도수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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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471 명이고 서반부는 25 ， 934 ， 076명이다. 이들 합계는

32 ,728 .5 47

명이었다.

감리회가 이토록 성공하였던 이유들 중 하나는 당시의 산업혁명 때문
에 야기되었던 새로운 필요들을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인구가 공업 중심지로 이동해 갔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고향을 떠
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당시의 성공회식 교구체제로는 도시 인구의 필요

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대중들을 감리주의자들은 찾아
가서 그들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추종자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착민들은 새로
운 땅을 찾아 계속 서쪽으로 이주해 갔다. 기존 교회들은 저들의 상황적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
적인 교회와 관계가 떨어져 나갔다 바로 이러한 개척민들을 찾아가는
감리교의 선교는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3. 감리교의특징
감리교 교훈의 특정들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川보편적구원
칼빈주의자들은 제한적 구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리교는 누구든
지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였다. 이 신학적 차이

가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는 앞서 경건주의 운동 때
언급하였다.

그릇된 신학이 교회 를 퇴보시키고 문화를 흑암으로 만들었던 것을 중

430 . 2부 근 대교회시

세교회에서 보았고 개혁신학자에게서도 보았다. 종교개혁 후 로마 카톨

릭은 유럽에서 잃은 개신교를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회복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개혁주의자들은 선교는 더 이상할 필요 없
다고 하였다- 여기 감리교 신학은 그같은 신학적 모순을 극복하였다. 그
것이 성공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2) 완전한성화
감리회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과 그의 동료에게서 죄와 질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기대하도록 용기를 심어준다.

(3) 성도의 교제
감리회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됨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인의 형제됨의
증거는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근거를 삼는다. 이들은 교인의 증거가 성례
전의 준수나 목사에 대한 복종 또는 신조에 대한 찬성에 있는 것이 아니

라고한다

(4)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은 봉사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

상에 넓히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존 웨슬레의 메도디스트 운동은 그 시작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 길지
가 않다 . 그런데 저들의 운동은 현저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

아야 할 것인가? 저들의 현저한 발전 상황이 적절한 때였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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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같은 여건에서 출발한 미국에서의 교회는 다른 교파보다 훨씬 성

장을 빨리하게 됐는가? 지금의 미국 교파들 중 가장 큰 교파세력으로
성장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미국의 신대륙으로 옮겨진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에는 로마 카톨릭도， 영국 성공회도 기타 다른 개신교들이
거의 비 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
를 가진 원인은 무엇인가? 이같은 점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들의 행보에
큰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

4 32 . 2부근대교회사

쪼 '1 미국교외
-------

미국의 건국 역사는 불과 2 00여 년 납짓하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우주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어떻게 하여 오

늘과같은위력을가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건국의 역사와 함께 초기 기독교의 영향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의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러나 건국 초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미국교회의 형성사를 배움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될 것 이 다.
미국의 신대륙 역사가 시작된 것은 1 492년 콜럼부스의 발견으로부터

시 작된다. 그렇지만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역사는
1 7 세기부터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의

미국 교회 를 알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는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다 .
첫째， 영국의 식민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식민제국 건설 성공에 자극

이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국보다 훨씬 앞선 식 민제국에 성공한 나라가 있었다.
그들은 스페인과 포루투갈이 다 이 들 두 나라는 16세기에 식민건설에

착수하여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영국이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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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보다 한 세기나 늦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익미도있다.
둘째， 영국의 식민정책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즉 스페인들은 새로운 식민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인디언들의 노동력

을 자기들 것으로 개량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반해 영국인들은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인디언들을

멸종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정책이 더
잔인했다고할수있다.

셋째， 영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는 종교인들이 합세하였다.
영국이 식민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종교인들을 이용했다는 말이다. 우

리는 앞서 영국교회의 개혁을 공부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
유를 찾아 해외로 도피했던 사실을 살펴보았다. 영국인들은 대륙으로
도피하다가결국에는신대륙으로도피하는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같은 사실들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즉

스페인이나 포루투갈은 그들 식민제국의 동기가 황금을 찾아 나섰으나
영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종교적 통기가 시초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들은 가는 곳마다 원주민에게 잔인하였으나， 영국인들은 평화롭
게 공존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설명이다. 영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는 종교인들이 이용되었다.
넷째 ， 미국의 개척자들은 현지에서의 고난 속에 넓은 아량으로 다듬
어졌다
영국 정부의 식민정책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

피해서 이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 든 이들에 의해 신대륙이라는 미
국이 건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과 다른점 들을 만들어 나갔

4 34.2부 근대교회사

다. 여기서 영국의 재판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미국이 생겨 남을 본다.

1.영국식민지 13개
주 영국의 식민 정책은 제입스 l 세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임스 왕은
식민 정책을 위해 특별 회사를 조직하였다. 그 회사의 이름은 버지니아

회사 (Vh밍피 a Company) 이다. 이 회사는 1606년에 영국 상인들에 의
해 조직 되었고 제임스왕의 특허가 주어졌다. 그런데 제엄스왕보다 먼

저 식민정책을 시도한 사람은 엘리자뱃 여왕이었다.

엘리자뱃 여왕 때 월터 롤라 (Walter

Raleigh)7 j-

여왕의 허락하에

1 584년에 신대륙을 식민화하려고 하였다. 롤라가 신대륙 중 버지니아
에 도착하여 그 지명을 버지니아라고 명명한 것도 영국의 처녀 여왕

(Vi rgin Queen) 인 엘리자뱃을 위해 헌사한 것이다. 그런데 롤리의 신
대륙 식민화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엘리자뱃 여왕이 10년만 더 살었어도 식민화 정책은 전혀 다른 양상
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자뱃의 후임자인 제임스 왕은 선왕
의 정책을 답습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160 6년에야 새로운 식민 정책

이 실천된다.

(1 )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에 본격적으로 식민지 작업이 시작된 것은 1607년의 일이

다. 이해 5월에 버 지 니아 회사의 주선으로 105명의 정착민들이 제임스

강에 도착하였다. 이 들은 자기 들의 국왕 제임스를 기념하기 위해 제임
스 강(James River) 이라고 명명하고 제임스 타운 (James 'Ibwns)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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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였다. 이들 최초의 정착인들을 신대륙으로 이주시킨 영국 정부로
서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제일 큰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신대륙의 개척이었다. 그리고 신대륙
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영국 국교를 통해 감화를 주고자 하였다. 그

리고 당시 북쪽을 향해 올라오던 스페인의 세력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착민들 가운데는 청교도 신앙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이것을안본국정부는버지니아식민주를 16 24년부터 국왕제
임 스의 직접 통치아래 두었다
이같은 정부의 간섭으로 청교도 신앙의 영향력은 크게 펼쳐지지 못하

게 되었다. 버지니아가 어느 정도 식빈지로 성장하자 제임스의 아들인
찰스 l 세는 버지니아 주의 일부를 빼앗아 메릴랜드 (Malyland) 로 분할

한다. 찰스 l 세는카톨릭을좋아해서 메렬랜드주를카톨릭 신자에게 양
도해주었다.

이 곳 메릴랜드는 담배 경작과 수출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메
릴랜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펼요하였다 그래서

1619

년부터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수입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주가 최초의 영국 식민지로 세력을 확보해 나간다.
그리고 이 때의 종교는 주로 영국 국교회가 위주였다 그런데 영국 본

토에서와 같은 편협하고 공격적인 영국국교가 아니었다. 새로운 신대륙
에서의 영국 국교도들은 영국의 귀족풍의 점잖은 대 농장의 소유주라는
것으로만족하는다소너그러운사람들이 되었다.

(2) 제

2차 플리모스 식민지

여기 또다른식민 형태가있다. 그것은 16 2 0년에 저 유명한메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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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워 (May flower) 배를 타고 이
곳 플리모스 (Plymouth) 에 정착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처음
에 영국의 종교빅L해를 피해 네덜
란드로 갔던 분리주의자들이었

다. 이들이 네덜란드에서 신앙의

자유는 찾았으나 그들의 자녀들
에게는 타국에서의 교육이 여의
치가않았다

메이플러워호를 복원한 것이다 이 소형선박을 타고 정교

도단은 뉴잉글랜드를 힐해 힘해하였다

그런데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버지니아 회사의 중
심으로 영국 왕의 허락하에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맨 처음 출

발했을때는 101 명이었다. 이들이 메이 플라워호를타고신대륙에 도착
한곳이 버지니아였다
그러나 버지나아에는 이미 영국 국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들은 다시 더 북상하여 케이프 코드’ (Cape Code) 에 상륙했다가 다시

자리를 옮겨 플라모스에 정착한다. 이 들 청교도들의 첫 신대륙 생활은
비참하였다.
첫 해 겨울에 전염병과 추위로 많은 죽고 겨우 'i 0명이 살아 남었다.
이 어려운 때 이들을 도운 것은 인디언들이었다 . 인디언들은 짐승을 사

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래서 이주한 첫 가을 추수를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청교도들이 플리모스에 정착하면서 본국으로부터 더욱 많
은 사람들이 이주토록 하였다.

이들은 버지나아 회사가 아닌 매사추세트만 회샤 (Massachusetts

Bay Company) 를 조직하였다 그것은 영국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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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주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영국에서는 로드

(La ud) 대 주교가 청교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였다. 그것이 더 많은 이
주민들을 생기게 하였다.

그래서 매사추세트만 회사의 도움으로 약 10.000여명의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결국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와 ‘코너티컷’ (Conneticut) 주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뒤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플리모스에 최초로 왔던 청교도들과는 그 신앙입장이 약간 달
랐다. 저들은 계속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약에 나타난 성경

적 원리 를 따르고자 했던 청교도들이었다.

(3)

계속된 식민주

영국에서 계속된 식민정책은 또 다른 식민주들을 만들어낸다.

1628

년에 8 00명의 청교도가 개척한 코너티컷( Conneticut) 주가 있고

1634

년에 개척한 메 릴 랜드 (Maryland) 주가 있다.
이 메릴랜드는 앞서 말한 대로 찰스 l 세가 카톨릭 신자인 발티모어
(Baltimore) 공에게 개척토록 하였다- 또 지금의 뉴욕 (New York) 시는
162l년 화란 사람들이 맨하탄 (Ma며1attan) 에 와서 토인들에게 매수한
뒤 뉴 암스테르담 (New Amstardom) 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1 664년 에 영국인이 뉴 암스테르담을 탈취하고 뉴욕이라고 개
명하였다. 이렇게 식민주가 계속 늘어가면서 청교도식 식민주에 반대 를

하고 나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로저 윌리암스(Roger Williams) 가 이끄 는 프로 비던 스

(Providence) 식 민 주였 다. 청교도들이 종교획일주의 정책 을 시행하자
그는 종교자유의 원칙 아래 침례교를 세운다. 이것。 1 1 644년의 로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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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식민주이다

그리고 퀘이커 교도인 윌리암 팬(William Penn) 이 1681 년에 펜실베
니아식 민주를종교의 자유상태에서 건설한다. 이렇게 하여 영국의 식
민주는 계속 늘어간다. 영국은 이렇게 하여 17세기 18세기 동안 북 아
메리카에 많은 식민주를 설립하고 확장하였다. 이렇게 식민지를 설립해
나가는 데 종교적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처음의 종교란 두 말할 것 없이 영국 성공회였다 이들 영국 성공회는
타 종교를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성을 보였다. 그런데 점차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종교적 7-}유를 인정하였던 로드 아일랜드와 펜실바니아의 모범
을 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종교 전쟁의 비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영국은 신대륙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부수적인 많은 문제점

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노예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따르는 인종
차별문제가 생겼고， 또 인디언들의 토지 를 착취함에 따르는 도덕심의
문제도따르게되었다.
그 외에도 신대륙의 무한한 개척정신이 끝 없이 욕망을 자극함에 따

른 사회적 불평등도 문제가 되었다. 이같은 모든 문제들로 인해 최초에
이민의 꿈을 싣고 정착한 사람들의 신선한 종교적 열정과 아름다운 신
대륙 건설의 소망이 자츰 희미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신대륙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새로운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 그것을 가르켜 대각성운동이라고 한다.

2. 대 각성 (η1e Greet Awakning) 운동
(1) 대각성운동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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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각성운동은 기독교 안

에서 일어난 경건운동이었다. 그러
면 미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각성운

동아 일어나는가?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본국을 버리고
하버 드대학교의 가징 오래된 현존히는 건울 가운 [jl

허니이다 존 허버드 ( 1 607- 163B)는 뉴잉글랜드로
이주한 초기의 정교도였다 그는 그의 유언에 띠리

새로운대학의설링을위해 그의토지의 절 반ilf 익 4
액권의 책을남겼디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식
문제에서 일어난 자극이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이주한부모들은 자기들이 본국에

서 당한서러웅과 한을 마음껏 풀고 싶었다. 이들 초기 청교도들은자기

들이 영국에서 비국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도 가지 못하
는 서러움을 당했었 다 그렇지만 신대륙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

할수있기를바랐다그렇게 기대를 했던 이민 정착민의 자녀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
린 자식들이 유아세례를받고난뒤 진정한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절반

짜리 계약자들’ (Half-Way Covenant) 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이들 절반짜리 계약자들은 회심의 경험도 없는데다가 핍박이 전혀없
는 신세계에서의 무한한 자유로 인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한 신자
들로 땀f되어 갔다. 이같이 거듭나지 못한 선자들이 계속 늘어감에 따
라 기독교에서는 우려를 거듭하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이에 뉴 저지의 ‘라리탄 계곡’ (Raritan Valley) 에 있는 화란 개혁교
회 에서 새로운 각성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교회의 목사는 ‘프렐링후이

센’ (만1eodore Frelinghuysen) 이 었다.
이 목사는 자기 교회 신자들이 교회를 마치 향수를 달래는 곳으로 알
고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프렐 링두이센 목사는 신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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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보다 깊고 생생한 신앙의 지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6년 동안 줄곧 부홍운동을 계속하였
다. 여기 라리탄 계곡의 물결 이 드디어 전 미국
의 부홍운동으로휩쓸게 되었다.

이 부홍 운동의 열매로 테넨트(Tennent) 부
자가크게 쓰임을받게 된다. 아버지 윌리암테

커내티컷의 하트포 ~-~I ;시

초기의통나무오두막교회

넨트와 아들 길버트 테넨트 (Gilbert) 는 부홍운동 결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이들 부자는 확신을 얻은 후 펜실바니아주 네샤미니
(Neshaminy) 에 있는 목사관 건너편에다 훈련 학교를 세운다 이 학교
를 사람들은 비웃는 호칭으로 ‘통나무 대학'Uρg College) 이라고 불렀
다. 그런데 이 통나무 대학이 프린스톤의 전신이었다.
이 통나무 대학에서는 주로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또 다른 통나무
대학들을 설립해 나갔다. 이 당시 미국 장로교에서는 두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생생한 신앙과 경험적인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보는 영

국 푸리한계의 신파 (New Side) 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정확한 교리 인
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코틀랜드계의 구파 (Old

Side)7} 있었다.

테넨트 가문은 신파에 속하였다. 그래서 구파에서는 테넨트 일가를
제명처분 하였다. 이와 같은 신 · 구파의 싸움이 1 758년에 통합되긴 하

였으나 이같은 싸움이 각성운동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대각성운
동의 지당}들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저I 1차 대각성 운동 (1726-1770)
제 l 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은 테넨트 부자에 의해 시작되었고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발전하여 조지 횟펼드에 의해 아름답게 결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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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윌리암 테넨트(Wiliam Te nnent: 1673- 1746)
윌리암 테넨트는 화란 개혁교회 계통의 목사였다. 그가 라리탄 계곡
의 프렐링후이센 목사의 부홍 운동에 영-o-J:을 입고 통나무 대학을 세운

사람이다. 윌리암 테넨트는 1 746년에 죽.었으나 그가 세운 통나무 대학
같은 유사한 대학들이 계속 생겨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길버트 (Gilbert) 와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
을 주에 변화시켰다. 이 테넨트 부자의 영향으로 1 75 6년에 프린스톤 대
학 전신인 뉴욕대학이 생기게 되었다.

2)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1703- 1758)
에드워즈는 코네티컷트주 윈드솔(Windsor) 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
들로 태어났다 그의 외할아버지 역시 목사였다 에드워즈는 1 3 살에 초

창기의 예일 (Yale) 대학에 입학하여 1720년에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
록크(Locke) 의 사상에 깊은 감회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신학을
연구하고 3 년간 모교인 예일에서 교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1 726년 노스햄튼 (Northamton) 에 있는 외조부 솔로몬 스
돗다드 (Solomon

Stoddard)

목사 후임으로 회중교회 목사가 된다. 여

기서 그는 2 0년간 목사로 시무하였다. 거기서 에드워즈는 너무 엄격한
규율을 요청함으로 교인들과 충돌이 생겨 1 75 0년에 사임 한다.
그리고 스톡브리지 (Stockbridge) 란 촌락교회의 교사가 되어 변방의

토인들에게 선교를 하였다 1 757 년에는 프린스톤 대학 학장으로 청빙
되었는데 동년에 옛 종두병을 얻어 1 75H년 3월 22 일 사망하였다.
에드워즈는 예리하고 사물을 꿰 뚫는 지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의 기질 속에 신비가다운 요소가 있었다 그는 여름에는 4시， 겨울에는
5 시에 일어나하루 \3시간섹 공부를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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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즈의 작품으로 「종교적 감정」， 「원죄론J.
「속죄의 역싸들이 있으나 가장 유명 한 것은 「자유
의지론」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
으나 선택은 필연적으로 책임이 뒤 따르므로 의지에

는 자유가 없다고 하였다. 아담이 선택의 자유는 있
었지만 선택한 후에는 자기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가

조나딘 에 드워즈 미국의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에는 자유가 없다는

위대한 철 학 자‘ 신학지

것이었다

사추세츠의 노댐프튼에서

그의 설교의 영힘으로 매
대각성운동이 시직 되었

에드워즈가 신대륙인 뉴 잉글랜드에서 최초의 신

다

학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의 부홍운동은 대각성운동의 불길을 일으키
었다. 에드워즈가 노스햄틴에서 목회하는 동안 신앙부홍 운동이 두번
일어났다.

한번은 1734년 겨울과 1735년 봄에 일어난큰회개운동이었고다른
한 번은 1740년부터 1742년까지 계속된 부홍운동이었다. 이 두 번의

부홍운동으로 그 교회에는 550명의 새 선자가 회개하는 결과가 있었다.
에드워즈의 설교는 노스햄틴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웨스트민스터신

앙고백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떠나 있음을 통렬하게
공박하였다. 그리고 천천히 똑똑히， 그리고 엄숙한 어조로 죄의 무서움
을 선명하게 설명하였다.
에드워즈의 설교들은 죄의 확인과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펼요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즐겨 사용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든죄인들’이었다.
에드워즈의 설교를 들은 이는 생활의 변화와 경건한 신앙으로 회복하
는 반응을 나타내었디 이 같은 부홍의 불길은 매사추세츠 일대를 휩쓸

고 또 다시 코네티컷트지 파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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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번지는 불길은 몇 차례의 큰 파동을 친 뒤 곧 가라앉게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이러한 불길이 일어나기를
염원하는 소망과 함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조지 횟펼드 (George Wh itefield

1714-1 770)

횟필드는 워l 슬레와 함께 영국에서 메
도리스트 운동을 이끌어간 지도자였다

이 횟필드가 자기 성역을 워l 슬레에게 부
탁하고 미국을 자주 방문하여 에드워즈
와 함께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횟필드의 선교는 회심의 경험들과 아
울러 회개에 따른 희열이 외부적 표현으
로 나타나게 하였다 횟필드의 설교를 들
조지 횟필트 ' 1714~ 1770) 영국의 각성운동

시기의위대한설교지

은 청중들은 자기들의 죄 를 회개할때 눈
물을 흘렀으며 어떤 이들은 용서받은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질렀고 감격을 이기지 못한 이 는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4)

제|차대각성운동의 결과

제 l 차 대각성운동은 건국 초기의 미국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미쳤다.

@종교적인면

a 이 당시 미국의 정 착민은 .iO 만 정도가 되었다. 그런 데 이 들 중 3 만
이상이 새 로운회 개의 결실을얻 게 되었다.

b 최소한 l 'i()개 이상의 새 교회가 설립되었다
C. 교회 출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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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많은젊은청년들이

목회 사역자로헌신하였다

e. 모든 교회들은 교회 회원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강조하게 되었
다.

f

침례교와 감리교가 크게 팽창하였다. 그 까닭은 대각성운동을 이끌

어간 지도자가 모두 장로교 지도자였고 회중파 목사였다. 그런데 저들
의 강조는 개인적 선앙 경험을 강조했으므로 유아세례에 의한 회원을
인정하는 장로교를 떠나게 되었다.

g. 가정 방문과 주중에 성경공부가 증가되었다

h. 즉흥적인 설교가 유행하었다
1.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 인식이 증가되었다.

j 많은 신학서적이 기 록되었다
@사회적인면

a. 가정， 직장， 사회에 고차원적인 윤리가 강조되었다 .

b. 사회에 대한 자선사업 운동이 시작되었다.

@ 교육적인 면-많은 학교를 건설하는 붐이 일어났다

a

프린스톤 칼리지 (Pri nceton

College 17') '))

b. 탓모스 칼리지 (Dartmcuth College 1769)
C

로드 아일랜드 칼리지 (Road

d.

권 (Queens) 칼리지

e

킹스(Kings) 칼리지

Island)

f. 와싱톤 (Washington) 칼레지 등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다

@

정치적인 면-대각성운동은 미 합중국을 결성하게 된 13개 식민

주 전체 를 하나로 묶어 가는 최초의 움직임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일체
감은 드디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미국 독립정신에 자극

을주었다 이것은실 로 지대한역사적사건을낳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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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적인 면-각 선교단체가 일어났다- 인디언들과 흑인 사회에
개종과 해방의 바람이 불었다.

@ 부정적인

면-대각성 운동이 대중 부홍 운동으로 지나친 감정주의

라고 비판을 하며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하
는 사람들이 있었다 감정주의를 반대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이 를 ‘구 광

파’ (이d Light) 라고 하였고 감정주의를 찬성하는 이를 진광파. (New

Li ght) 라고 하였다.
보스톤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은 구광파에 속함으로 감정주의를

찬동하는 신광파가 갈라져서 프린스톤을 건립한다. 이같은 분열은 장로

교나 회중교회나 침례교에도 분열을 가져온다.

(3)

저12차 대각성운동

(179 0- 1835 )

제 l 차 대각성운동으로 전 미국이 달라졌다. 그 운동으로 사람들은신
앙적 각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의식에도 눈을 뜨게 됐다. 원래 뉴 잉글

랜드의 이주민들은 대영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신대륙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신대륙에 와서 영국 정부의 도움없이 거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 그런데 영국 본토가 아닌 신대륙에서조차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끔
찍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로부
터 독립해야 된다는 국가적 각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 77 두 17H 2년 까지 7년 동안 독립전
쟁을 치루어야만 하였다 전쟁은 1775년 영국군이 식민지 민병대들이
비축해 놓은 탄약고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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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7 6년

7월 4일 전쟁이 시작된 지 l 년 후 13개 식민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의논하였다.

이때 프랑스와 스페인은 신생국을 원조하였고 영국은 인디언 부족들
의 지원을 받아 전쟁이 계속되었다. 1782년에 양측간에 협정이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미국의 독립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독립전쟁으로 미국 사회는 또 다시 어려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 이 당시 가장 두드러진 운동인 유니테리언주의
(Unitarianism) 와 보편주의 (Universalism) 였다. 유니테리언주의란
삼위일체 교리를부정하고인간의 자유와지적 능력을강조하였다.
그리고 보편주의는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에

다 노예제도， 진화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 인종정책 등 여러
가지 현실문제 들이 미국 교회의 신앙의 열기를 식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lH세기 말부터 1<)세기 전체에 걸쳐 이전에 볼수없었던 이민

자들이 유럽으부터 몰려들어 왔다. 이민자들의 유입과 함께 카톨릭이
크게 늘어 났고 루터교 역시 급성장하었다.

그 외에도 메노나이츠 (Mennonites) , 모라비안 (Mora띠ans) , 희랍
및 러시아 정교 (Greek and Russian Orthodox) 그리고 유태교 등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전쟁 이후의 온갖 정신 사조와 이민인들의 유입으로 전 미국
교회는 큰혼란을겪 게 되었다 이와같은때에 다시금대각성운동이 일

어나게 된다. 여기서 제 2 차 각성운동의 지도자는 티모디 드와이트와 드
와이트 레이만 무디였다. 이 들 두 사람은 제 2 차 대각성운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 사했다. 이 들이 이끌어간 제 2 차 각성운동과 그 결과들을 살
펴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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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티모디 드와이트(뀐mothy Dwight: 1752-1 817)
이 사람은 예일 대학교 학장이자 죠나단 워드워즈의 손자였다. 티모
디 드와이트는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톤 (Northamton) 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코너티컷의 페어필드에서 몇년 동안

( 1783-( 5 ) 교직에 종사 하였다 .
그는 이 무렵 미국 시 문학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후 그는 코

네티컷 회중교회 목사로 그 지역 지다가 되었다. 뉴저지 대학과 하바

드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수여하였다. 1795년부터 1817년
까지는 예일대학의 학장 및 신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드와이트는 대학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행정과 교육과정을 변혁 시

켰고 입학 정원을 세배로 증가시켰다 특히 그의 설교로 인하여 신앙 부

홍운동이 일어났다. 1 8 02년경에는학생들의 3 분지 l 을개종시켰다.
드와이트가 학교 예배 시간에 행했던 설교들은 온건한 칼빈주의적 신
학 체계 위에 행해졌다 특히 그의 조부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답

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영원한 구원이나 파멸을 내리시는
전적인 주를 강조 하였다.
그는 코네티컷， 메인， 뉴 햄즈셔，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주 등을 포함

한 미국 북동부쪽을 보수세력으로 주도해 나갔다 그의 강한 보수 신학
은 해이해져 가는 미국 사회를 새롭게 각성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드와이트 레이만 무디 CDwight Lyman Moody : 1837.2.5 - 1899.
12.22 )
드와이트 무디는 1 83 7년 2월 5 일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Northfield) 에
서 출생하고 거기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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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는 아버지 에드윈 (Edwin) 과 어머니

뱀시 흘톤 (B epsy

Hol-

ωn) 의 아홉 자녀들 중 여
섯번째로 태어났다. 석수
였던 그의 아버지가

184 1

년 4 1 세 로 사망하자 그의

가족은매우 어려운 상황
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디는 그 지

부흥운농 지노사들인 무디의 생기 」듭 0i π 용 브?갈만에 서 내중 -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잔송기 직시지이며 음익가인 생키
가 오른쪽 페딜식 오르간 옆에 앉아 있디

역의 국민학교교육을받

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계를 직접 꾸려 나가야 했
다. 1 8 54년 14살 때 보스톤으로 가서 외삼촌 사무엘 흘튼의 구듯방에
고용되어 점원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를 채용할 때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자기가 나
가는 마운트 바논의 회중교회에 매 주일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
디는 그 조건을 충실히 지키었다.

무디는 교회 생활에 감동을 받고 185 5년에 교회에 입교허가를 신청
하였다 그러나교회로부터 심사결과신통치 않아서 입교허가를 l 년간
보류하고 그 동안 교인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해 나갔다.

1 856년 9월에 시카묘로 옮겨 갔다. 시카코에서 무디는 구두 외판원
으로 외삼촌이 주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 그는 구두 외

판업계에 뛰어난 명성과 함께 수입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는 10만불을

목표로 그의 사업이 번창해 가고 있는 동안 그는 종교 사업에 대해 마음
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는 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신입 학생들과 전혀 구제
불능으로 보이는 문제아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데 많은 정열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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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문제아들이 무디의 가름침을 받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일어났다.

무디는 노스 마킷 흘 (North

Market HalD주일학교를 설립하고

교장

으로 일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이 1.500여명에 이르자 1 863년에는 주
일학교를 기초로 해서 일리노이 스트리트교회 (lllinois

Street Chuch)

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무디는 일리노이 주에서 주일학교 운동가로 그

명성을떨치게 되었다.
무디는 시카코의 기독청년 연합회 (YM.C.A) 사업에 적극 후원하고
건물 증축비로 거액을 제공한다. 186 1 년부터는 구두 판매 사업을 그만
두고 독자적인 도시 선교사가 된다. 1 862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건강 문제로 1867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때 무디는 그곳에서 전
도활동을벌였다.
1 872년에 다시 영국을 방문해서 여러 전도 집회를 주관해 나가던 중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 받게 된다 그 이듬해 다시 영국 초청을 받

았을 때 저 유명한 생키 (Sa띠<ey) 가 동반하여 함께 영국 집회를 열게 된
다. 이때부터 생키의 음악과 무디의 설교가 한 팀을 이루어 부홍사로 명
성을 떨치기 시작한다 생키의 단수하면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찬송과

무디의 솔직한설교는가는곳마다수많은청중들을끌어 모았다그 뒤로는 영국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도 그는 명성을 떨치었다.
1 892년 무디는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 했는데 그때 그 자신의 심 장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1899년 11 월 1 6 일 미주리주 캔자스시에서 예
배인도 중 쓰러져서 고향으로 옮겨져 1 2월에 운명하였다.
무디는 솔직한 설교가였다. 그는 교육을 조금밖에 받지 못해서 영어
성경을 문자대로 받아 들였 다. 그는 성경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매우
친밀하게 다루기를 좋아했고 또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그 인물들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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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상상적인 대화를나눔으로써 그는설교를 생동력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X댄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

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무뚝뚝하며 투명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세련되

지 못하였다. 그란대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예화들과 재치있는 언급과
적절한 비평들로 엮어진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

분했다.
무디는 다른 유명한 부흥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같은 칭찬에 얽매이지 않었다 그리고 군중들이 홍분하고 열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건전성과 신령한 면과 진실성은 그 누
구보다도뛰어났다.
무디와 생키가 함께 전도 집회 때 사용한 찬송가가 I lJ OO년대 이르러

서는 저작권 수입만도 1 25 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데 무디는 자기에게
배당된 수익금으로 여러 개의 교육기관을 세웠다 1 879년에 그의 고향
노스필 드에다 젊은 여성을 위한 ‘노스필드 신학교’ 를 세웠다. 이 학교에
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 과정을 가르쳤다.
또 1 881 년에는같은곳에 젊은남자들을위한 .마운트헤르몬고등학

교’ 를 세웠다. 그리고 1 89lJ년 9월에 시카코에다 무디 성서학원 (Moody

Bi ble Institute) 을 세 웠다 이 학교 초대 학장으로 토레 이 리 (R.A.
%πey) 박사가 취임하였다 . 이 학교는 성서 지식. 교회음악， 세계 선교
가 주목적이었다 이 학교의 특정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전액 장학금이
고 기숙사비만 본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카코 시내에 무디의 기념교회인 ‘애비뉴 교회. 가 있고 무디

학원 출신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특히 동양 선교회 (0.

M.S)

및 성 결교의 창설자인 카우만 (C . E. Cowman) 과 길 보른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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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lboume) 이 이 학교 출신이다.

이와 같은 무디의 신앙 부홍 운동은 침체되어 가는 미국 사회와 특히

전쟁 후의 미국민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항
상 양심에 걸리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각성이 생기고 미국을 도덕으

로 재무장하기 위해 금주 운동을 펼치자는 사회 운동이 일어난다.

3) 켄터키

케인 릿지 부홍 운동

1 80 1 년 켄터키 (Kentucky) 에서 발생하였던 케인릿지 부홍 (The

Cane Ridge Re vivaD 운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래 이 모임은 보다 깊은 신앙을 전파하겠다는 목적으로 천막집회

(Camp meeting) 를 시도하였다.
이 모임의 주관은 장로교 목사가 하였다 처음으로 시도된 천막 집회

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그런데 대형 천막 안에서는 예배 드리
는 사람들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졌다. 즉 한 쪽에
서는 찬송하고 설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떠들어 랬다.
이같은 소란 속에서도 집회는 강행되었다. 이때 설교는 장로교 목사
만이 아닌 감리교， 침례교목사도함께 설교를인도하였다. 이같은부홍
집회에 대해 장로교 목사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왜냐하면 예배가 경

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중 어떤 이들은 울고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소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는 일주일 동
안이나 계속 되었다. 이 때 이후로 많은 전도자들은 이같은 집회는 복음
을 전파하는 데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게 됐다.
그렇지만 케인릿지 부흥회 후의 반응은 여러가지 로 달랐다. 이 모임
을 주선한 장로교 목사들은 케인릿지와 같은 집회 를 주선하거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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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감리교와 침례교는 이러한
천막 집회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같은 천막 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같

은 천막 집회는 개척 시대에 가장 걸맞는 부홍집회 방법이 되었다. 그래
서 감리교와 침례교는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 다
그리고 감리교와 침례교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 다른 이유는 거의 교

육을받지 못한설교가들을기꺼이 수용하는데 있었다.
이 두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교육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설교자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역자를쉽게 활용한것이 교파확장에 큰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척지대마다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쉽고 대중적
인 설교를 함으로 많은 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었다.
이렇게 하여 제 2차 각성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임

으로 각계 각층이 교회 안에 운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교회
안으후 들어옴으로 그에 따른 여러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다 2 차

각성운동으로 교회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 교육적，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이 파급되었다.

4)

제 2차대각성운동의 결과

@종교적인면
2차각성운동이후교회는완전히 교파중심 시대로달라진다. 남부와
서부에는 감리교와 침례교가 늘어났고， 뉴 잉글랜드와 중부에는 회중교

회， 장로교회 ， 침례교회 그리고미국성공회(영국성공회에서 떨어져 나
옴)가두드러지게 확장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교파들이 이때부터 독립하기 시작한다. 즉

제 1 8장 초기 미 국교회

453

미국의 장로교회가 북 장로교와(지금은 연합장로교)남 장로교로 갈라지
고 침례교회가 남 침례교， 북 침례교로 갈라지고 감리교 역시 연합 감리

교와미국감리교로갈라진다.
교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데는 신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조나

단 에드 워강} 칼빈이즘을 약간 수정해서 구원의 확장을 요청한 것이
그 뒤로 계속 수정이 더해진다. 그래서 사무옐 합킨스 (Samuel

Hopkins) 와 테일러 (Nathaniel W. Taylor)등이 더욱 진보된 수정 신
학을 주장한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파로 갈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같은 보수와 진보 싸움은 계속 2 0세기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프린
스톤에서 유니온으로， 매코믹으로， 웨스트민스터로， 샌프랜시스코로 계

속분열을거듭한다.

@사회적인면
제 2차 대각성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각성을 준 것은 노예제도에 관
한 각성이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노예제도는 많은 이 들의 양심을 괴롭

히는것이었다.
1 77 6년 례이커교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침례교에서

도 동조하였다. 그러나 장로교는 애매한 입장이었다 . 1 8 1 8년 장로교 총
회는 노예제도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으며，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사는성직을박탈하였다
감리교 역시 노예제도 문제 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드디어 감리교 총

회가 갈라졌다 침례교도 남 침례교로， 장로교도 남부 장로교로 갈라진

다. 이것이 다음에 오는 남북 전쟁으로 연결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분
열을겪지 않는교파는카톨릭과성공회뿐이었다.
미국의 제 2 차 대 각성운동은 초창기 순수했던 사람들을 지역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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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해 중심에 따라신학과교파를다르게 만들어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이 있다. 앞서 제 l 차 각

성에서는 교회의 각성이 미국의 독립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제 2차의
각성 때에는 교파가 크게 부홍되기는 했으나 신학과 자기 이해에 따라

각 교파로 분열되었다. 교파의 분열은 드디어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열

결되었다. 교회는 단지 교회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회와 국가에 영호t을 준다.
고로 교회지 B}들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다

3. 노예제도와 남북 전쟁(1 861 --65)
노예제도는 많은 이 들의 양심을 괴롭혔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정
책에 따라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수입해 놓은 것이 큰 문제로 등

장하였다. 노예들이 북부 지방에서는 부유한 소수들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남부 지방에서는 생활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런 중에 1712년과

1741 년에 뉴욕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후 범인들을 수레로 찍어 죽이거나 산 채로 불 태워 죽였다. 이것이
계속해서 더욱 노예들을 흥분하게 하였다.
1831 년에 버지니아에서 터너 (Nat 만rrner)의 주동으로 흑인폭동이

일어나 백인 58명이 죽었다. 이 사건 이후 노예법은 더욱 엄격해지기 시

작하였다 그래서 남， 북 전쟁이 생기기 전까지 노예 제도는 더욱 강화
되었다. 이때 백인들은 흑인이 열등 민족이기 때문에 만인평등이란 백

인 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읽고 쓰는 법
을 가르치는 것을 죄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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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예제도에 관한한 각 주가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때 북부에서는 노예들을 납부에 팔아버혔다. 납부에서는

면 공업의 발달과 함께 노예노동의 수요가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1850

년에는 탈주 노예에 대한 보다 강경한 법들이 생기게 된다.
1 850년대만 하더라도 하원 의원은 북부가 우세 하였고， 상원 의원은

납부가 우세하였다. 대통령은 대부분이 납부 출신이 많아서 남부를 옹
호하였다. 그러나 1 850년 이래 자유 주가 증가하면서 인구는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아졌다. 북부의 인구가 더 많아진 것은 근대 공업의 발전에
따라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데 남부는 상대적으로 자영농에 의해 크게

늘지가않았다.
1 H54-56년 에 북부에서는 공화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납부에서는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이 두 양당 간의 투쟁은 해마다 격화되었다 .

1 860년 11 월 6일에 북부는 단독으로 링컨(A. Lincoln) 을 대통령으로 선
출하였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 . 남부는 11 개 주가 남부연맹 (The

Confederate State of

America) 을 결성하고 노예제도를 존속시키려

하였다. 이렇게 해서 1 86 1 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1 864년 북군의
장군 셰만 (Shennan) 이 납부의 전략지대인 조지아(Geor，밍a) 를 점령 하
였다.

1 H65 년 4월 9 일 남군의 장군 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함으로 북군이 승
리하였다. 이로써 남부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치

강경대로 북부의 공업화가 현저하게 촉진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산업
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미국 자본주의를 크게 융성할 기초를 닦았다.
이것이 미국을 완전한 근대국가로 발전케 하는 계기가 된다.
남 북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긴장 관계는 계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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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남부는 보다 더 인종 차별주의적이며 반 지성적인 경향을 띄
게 되었다- 북부에서는 계속 밀려드는 이민들과 혹인들 때문에 도시 인
구가 급증해졌으나 교회는 이러한 새 도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

다
서부는 인디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압력이 기중되었고 스페인계
주민들이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혼란 속

에서도 미국은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한 임무가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
었다. 그래서 어려운 난국을 돕겠다고 나서는 몇가지 조직 단체들이 있

었다. 그것은 기독교 청년회 (YM.C.A) 와 기독교 여성회 (Y W. C .A) 였
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말학교

(Sunday

SchooD 의 부홍이 있었다.

사회교육이 혼란하고 가정에서 성경 지식이 약화된 것을 주일학교에
서 성경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크게 고조되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성공한 것이 무디의 주일학교였다.
미국은 남북 전쟁 후 남， 북간에， 도시와 농촌간에， 빈부간에， 흑백간
에， 남， 여간에 많은차이들을좁혀야된다는자각들을하게 된다. 이 자
각을 부홍사들이 비추어 줌으로 혼란했던 미국을 다시금 안정시키게 된

다. 이렇게 혼란한 나라를 교회 지도자들과 뜻있는 교회 단체 들이 순수
한 기독교 정신으로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이것이 제 2차 각성운동과
교회의 공적이었다.

4. 새로운교피들
미국의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생겨진 초교파적 단체들이 있다. 이

것은 선의의 동기들이 후에 교파 형태로 발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1)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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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의 창설자는 윌리암 부
스 (William

Booth : 1829- 19 12)

이다 .

부순은 본래 감리교의 설교자
였다 . 1 858년에 목사 안수를 받

고 감리교의 순회 설교자로 활약
했다. 그런데 부스의 아내 캐더린
구세군은 언세나 그 세복피 음악 때문에 이름이 알려졌

맨포드 (Catherine Manford) 와

다 이 구세군 익대는 콘월의 펜잔스 출신이며‘ 1880년

대에 사진을 찍은 것이다 뒷줄 Jf운데에서 긴 수염이 있

함께 런던에서 구세군을 창설하

고 높은 모지를 쓴 부스 대징을 볼 수 있다

였다 (1865).

이들 구세군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조직으

로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군대식 제복과 계급을 달고
강경하게 대항하는 것을 주된 강령으로 삼았다

이 구세군이 처음부터 남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도시 빈민들의
영적， 육체적 복리를 위해 활약하였다. 이들이 남북 전쟁 후 미국에 죄

수와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며 큰 성공을 거둔다

(2)

성결교회

미국 내에서 감리교가 좋지 않게 변화한 모습에 불만을 품고 성화에

대한 강조를 하는 파들이 생겨났다

이들을 성결교회 (Holiness

Church) 라고 하였다. 이들 성결교회들은 1908년에 나사렛교회 (The

Church ofthe Nazarene) 를 만든다.
이 성결교파는 성도로서 가난한 자를 향한 관심과 성화에 관한 실천
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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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순절파

처음의 성결교회들은 예배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했었다. 특히 방
언， 치병 , 예언들을 중시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성결교회들이 포기
한성령의 은사들을오순절파에서 수용하였다.
\ 9 06년 로스앤젤스 (Los Angeles) 의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The

Agu sa Street Mission) 에서 재등장 하였다. 이 아주사 거리의 부홍의
불길이 바로 오순절파 교파를 만든다. 이 오순절파는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 로 조직되었다.

(4) 제 7 일 안식교
\0세기 초 버몬트 (Vermont) 에 살고 있던 침례교 신자 윌리암 밀러

(William Miller) 가 다니엘서와 창세기를 연구한 후 예수의 재림이
\Y43년에 실시된다고 하였다. 밀러의 이 예언은 빗나감으로 그 추종자

들이 흩어지게 됐다.
이 때 엘렌 하몬 화이트 (Ellen Harmon White) 부인이 나타나 밀러의

추종자들을 모아 주일 대신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안식교를 조직한
다

\868년 안식교는 하나의 교단으로 성립되었다. 안식교는 의학， 식

품영양학， 선교에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안식교는 의학과 식품 등으로
대중들의 요구를 공급해 주었다.

(5) 기타새종파들

\ ) 조셉 스미스 ((Joseph Smith) 에 의해 시작된 몰몬교 (MOlmons)
는 \ 8 30년에 몰몬경을 출판 하였다. 이들의 첫 출발은 오하이오 (Oh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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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동 생활로 시작하여 일리노이스(I}linois) 로 옮겨 갔다.
그후 브리감 영 (B righam Young) 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the Latter Day)èf 칭 하고 유타
(Utah) 로 옮겨 갔다 . 1 852년에 영이 일부다처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함

으로 1 857년에 미국과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래서 1 890년에 일부 다처
주의를폐지하였다

2) 찰스 T.렷셀 (Charles T. RusseI)에 의해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
은 사탄의 세 무기로 정부， 기업， 교회를 들었다.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재립은 1 872년에 이루어 졌고 세상의 종말이 1 9 14년에 될 것
이라고선언했다.
렷셀 후에 조셉 F. 로드포드 (Joseph F. Ruthfor:d) 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들 (Jehob때s Wìtnesses) 라고 명명되었다.
3 )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메리 베이커 에디 (Mary Baker Eddy) 에 의

해 창시되었고 컴비(P.P. Quimby) 에 의해 조직화되었다.
1 879년 8월 23 일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 를 기원으로 삼는다 이 들
은 1 908년부터 일간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Christian Science

Monitor) 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 교파 또는 새 종파의 탄생은 왜 왔는가? 그것은 미국 교
회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Liberalism) 와 근본주의

(Fundamenta-

lism) 간의 갈등 속에서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새것 을 찾아 보려 는 욕
구에 부응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음 (Social GospeD 로 가난한 이 들과 고통 당하
는 이 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인기 를 끌려고 하였다 여기의 지도자
는 1 897 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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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1 8 년까지 신학교에서 가르 쳤던 월 터 로센부쉬

(Walter Rauchenbush)ol 다. 근본주의지들은 1 846년에 복음주의 동
맹을 조직하여 자유주의와 싸웠다. 1 895년에 뉴욕주 나이아가라폭포에
서 근본주의의 5 대 이념을 제정하게 되었다

@ 성 경 의 무오류성 (The inerrancy of scηpture)
@ 예수의 신성 (The divinity of Jesus)
@ 동정녀 탄생 (The Vir밍n birth)
@ 예수의 대속의 죽음 (Jesus death on the cross as a substitute
for our sins)

@ 육체의 부활과 임 박한 재 림 (Physical resurrection and
impending return)
이 근본주의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이 주로 많았다 . 이들 근본
주의자들은 또다시 더 철저한 보수로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
를만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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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회사 제 2부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나는 종교 개혁사에서부터 시작하여 1 8세기 말 또는 1 9세

기 초의 미국 교회사까지 를 서술 하였다.
이 글을 다 쓰고 보니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어떤 부분은 필요 이상

으로 많은 양을 기록하였고 어떤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많

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을 절실하게 느낀
다
특히 군소 교회 들에 관한 연구가 너무 빈약함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
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정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각오가

더욱 새로워짐을 느낀다. 저자로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서 보다 충실한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 책은 어떤 특정한 교파에 엄매여서

과거사를 보려고 하지 않었다는 점이다. 오로지 저들의 행보가 신약교
회 사관에서 볼 때 어떠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관찰에 주력했다는 것을
밝히고싶다
그리고 저자가 계속하여 제 }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와 뜨거운 성
원을 앙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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