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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think of heresy, we naturally think of doctrine

and of important, serious errors of doctrine. The Protestant

Reformation, however, did not begin over doctrinal matters

by themselves. In fact, at the beginning the main issues of

the Reformation were liturgical issues. The doctrinal issues

arose side by side with the need to reform worship.

Luther's 95 Theses, which began the Reformation,

focussed on forgiveness of sins and on preaching. It is

because Christ alone can forgive sins, and not the Pope

through the sale of indulgences, that reformation was

needed. It is Christ and His cross and forgiveness that must

be preached. The people must understand Christ and His

Word, so the worship must not be in Latin. The people must

sing praise to God for free grace, so all the people must sing

and they must sing in their own languages. 

John Calvin and the Reformation of
Psalmody: Overcoming Liturgical Heresy

James B. Jordan



존칼빈과찬송의개혁: 예전적이단의극복 9

우리가이단을생각할때면, 자연스럽게교리와관련된중요하고

심각한 오류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개신교의 교회개혁은 교리상의

문제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교회개혁이 시작될 무렵

주요이슈는예전적문제였다. 교리적이슈들은예배를개혁하는데

필요할때나란히발생한것이었다. 

교회개혁을시작하게만들었던루터의 95개반박문은죄의용서

와 설교에 초점을 모았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교황이면죄부를팔아서는불가능하기때문에교회개혁이필

요했다. 선포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죄

용서였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했으므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

신하나님을찬양해야했기에모든사람은자신의모국어로찬양해

야했다.

존 칼빈과 찬송의 개혁: 예전적 이단의 극복

제임스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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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ation was faithful to the opening words of the

Athanasian Creed: "The catholic religion is this: that we

worship one God in trinity and trinity in unity." Today I

want to focus our attention on the matter of liturgical heresy

and of Calvin's work to restore true worship.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liturgical heresy, we must look back at

the Bible.

1. The Psalm and Biblical Worship

When God established the Kingdom in Israel, He first

ordained Saul as King. As soon as Samuel had ordained him,

Saul was met by a band of prophets singing with musical

instruments. Saul was caught up in the singing and was

changed into another man, as 1 Samuel chapter 10 tells us.

What this meant was that Saul, as anointed king, was to

organize these prophets into an orchestra and choir and

write prophetic psalms for them. Saul did not do this, as we

know, because he rebelled against God. It was David who

would write the psalms and organize the Levitical choir and

orchestra.

The psalms were sung as a halo of glorious music around

the altar and around the throne of God at the ark of the

covenant. Fifty years later, when Solomon had completed

the Temple, the musicians were gathered in the Temple

courts to sing the psalms. It is important to see that God



존칼빈과찬송의개혁: 예전적이단의극복 11

교회개혁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모두(冒頭) 진술에 충실했다:

“보편적인신앙은이것입니다: 우리는삼위로계신한분하나님과

연합해계시는삼위를예배합니다.”오늘우리의주의를예전적이

단과참예배를회복하려고시도한칼빈에게집중해보자. 

1. 시편과성경적예배

하나님께서이스라엘가운데자신의나라를건설하셨을때, 사울

을왕으로임명하셨다. 사무엘이사울을왕으로세웠을때, 사울은

악기를가지고노래하던일단의선지자들을만났다. 삼상 10장에서

보듯이, 사울은그노래에푹빠졌고다른사람으로변화되었다. 이

것은기름부음받은왕으로서사울은이선지자들을오케스트라와

찬양대로조직하고그들을위하여예언적시편을작성해야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시를 쓰고 레위인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조직한 사

람은다윗이었다.

시편은제단주위와언약궤에있던하나님의보좌주위에서영광

스러운음악의후광(halo)으로불려졌다. 50년후솔로몬이성전을

완공했을때, 음악하는사람들이시편을부르려고성전뜰에모였

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성전 안에 등극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찬

양위에등극하셨다는사실이중요하다. 더중요한것은‘사람-집’

이지‘물리적인집’은아니다. 

시편은 화답하는 방식으로 읽혀지도록 기록되지 않았다.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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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enthroned on the praises of Israel before He was

enthroned in a physical temple. It is the people-house that

is primary, not the physical house. 

The psalms were never written to be read responsively.

They were written with music from the very beginning. And

they were written to be sung with musical instruments.

These instruments were cymbals, trumpets, and large

groups of harps and the ancient version of guitars. It takes

very little imagination to understand that this was loud and

enthusiastic music, although of course some of the more

penitential psalms would have been sung to quieter music.

The psalms were written as vehicle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 uses psalms to drive away darkness.

When a demon troubled King Saul, David played instruments

and sang psalms and this drove the demon away. We don't

believe this any more, and we fill our worship with mere

hymns, and then we wonder why there is so much darkness

in our world. As we shall see, John Calvin understood the

Spirit-power of the psalms to change the world.

Today, in the New Covenant, we no longer have the

physical symbolic temple. No longer do we have to remain at

a distance from the temple while only priests can go in and

out of it. Now we are in union with Jesus Christ, and are

positioned in heaven right next to the throne of the Father.

As the book of Hebrews says, we can now draw near into the

most holy places of all.

What do we see taking place in the heavenly temple? When

we read the book of Revelation we see angels singing psa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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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시편은음악과더불어쓰여졌다. 그리고시편은악기의연주에

맞추어불리기위해쓰여졌다. 악기종류로는심벌즈, 나팔그리고

다수의수금과고대판기타였다. 물론몇몇통회의시편들은더조

용한음악과더불어불렸겠지만, 이것이우렁차고열정적인음악이

었을것이라고상상하는것은어렵지않다. 

시편은 성령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록되었다. 성령님

은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시편을 사용하신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을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시편을 부르자 악령은 쫓겨

났다. 우리는더이상이것을믿지않으면서, 우리의예배를단순한

찬송으로채우며, 왜우리가사는세상에이토록어둠이많은지의

아해한다. 우리가나중에살펴보겠지만, 존 칼빈은세상을변화시

키기위한시편에있는성령님의능력을파악했다.

오늘, 새 언약안에살고있는우리에게물리적인상징적성전은

더이상없다. 우리는더이상오직제사장들만들어가고나올수있

는그런성전에서멀리떨어져있을필요없다. 이제우리는예수그

리스도와연합되어있으며하늘에있는성부의보좌바로옆에자리

잡고있다. 히브리서가말씀하듯이, 우리는이제가장거룩한곳안

으로가까이나아갈수있게되었다. 

우리는 하늘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가? 계시

록을 읽을 때, 우리는 천사들이 악기와 더불어 열정적으로 노래하

는모습을본다. 우리는선창과후창을하는큰천사의무리를본다.

우리는하늘안으로초청되어그예배에동참하는성도를본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악기의 연주와 열정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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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struments and with enthusiasm. We see large groups

of angels singing back and forth. We see the saints

welcomed into heaven and joining in the worship. 

Now, whenever we pray the Lord's Prayer, we pray "Your

kingdom come," and we have seen that the kingdom is

expressed in psalms sung with instruments and vigor. We

also pr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we have seen what worship in heaven looks like

In the Apostolic Church this was understood. The epistles

over and over tell us that the Church is the new Temple, and

we are now all priests. Unlike the synagogue, which was

only for teaching and prayer, we also have bread and wine,

flesh and blood, which were only offered at the Temple.

Moreover, unlike the synagogue, which had singing of

psalms but no musical instruments, the Church sang with

instruments. As Paul writes in Ephesians chapter 5, literally,

"singing and playing music with your heart to the Lord."

Paul is simply paraphrasing Psalm 98, which at its center

says, "Sing praises. Sing praises to the Lord with the lyre,

with the lyre and the voice of song." Paul writes, "singing

and plucking instruments" and the lyre is a plucked

instrument.

The Church was worshipping on earth as worship is done

in the heavenly temple. This, of course, was a great offense

to the Jews. For the Church to break Memorial Bread and to

sing with instruments was to declare that she was now the

true temple and that the old temple was finished

So we can summarize: The Apostolic worship was i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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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불린시편송안에나타나는것을본다. 우리는또한“당신의뜻

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이다”라고기도하

는데, 우리는하늘의예배가무엇과같은지보아왔다.

사도시대교회는이사실을이해했다. 신약서신들은반복해서교

회가 새 성전이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한다. 단지 가르

치고 기도하는 곳인 회당과 달리, 우리는 오직 성전에만 바쳐졌던

빵과포도주, 살과피를가지고있다. 더욱이, 악기없이노래만불

렀던회당과달리교회는악기를동원하여노래했다. 에베소서 5장

에서바울이기록하는대로, 글자그대로번역하면“주님을향해당

신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며”이다. 바울은 중심부가

“찬양하라. 주님께수금으로노래하라, 수금과노래소리로찬양하

라”라고 말씀하는 시 38편을 단순히 바꾸어 말하고 있다. 바울은

“노래하며악기를연주하며”라고쓰는데, 수금은줄을뜯어연주하

는악기이다. 

교회는예배가하늘성전안에서행해진것처럼땅위에서예배

했다. 물론, 이것은유대인들에게는큰범죄였다. 교회에게있어서

기념하는떡을나누고, 악기를연주하며, 노래하는것은, 교회야말

로이제참성전이며옛성전은끝났음을선언하는것이었다.   

따라서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사도시대의예배는예수그

리스도와연합하는것이었다. 예수님은그들바로앞에계셨고, 다

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계셨으며, 그들은 열정과 악기를 동원하여

노래와 시와 다른 찬송으로 그분의 현존에 반응했다. 애석하게도,

얼마지나지않아예전적이단이슬그머니침투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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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Jesus Christ. Jesus was right before them, closer than

anyone else, and they responded to His presence by singing

the psalms, and also other hymns, with enthusiasm and

with musical instruments. Sadly, it was not long before

liturgical heresy began to creep in.

2. Liturgical Heresy

When the Christian truth was recognized by the empire,

many people were baptized and began to come to church.

Many others did not, of course, and it was a long time before

ancient paganism disappeared in the Roman civilization.

Nevertheless, what happened in the worship of the church

was that it became more and more like the ceremonies of

the imperial court. King Jesus, the Pantocrator or All-Ruler,

was more and more seen to be a distant emperor. 

Other persons mediated between Jesus and us. These

included "holy men," strange monks who behaved in strange

"holy" ways that came from gnostic ideas and not from the

Bible. After a while, the relics and icons of these holy men,

and of others, came to be regarded as ways to get closer to

God. Jesus was far away, but the icons, and Mother Mary,

and various saints were much nearer to us. The New

Covenant teaching that Jesus is closer to us than anyone

else was lost

Also, the architecture of the church began to reflec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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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전적이단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인정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교회당에 오기 시작했다. 물론 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로마 문명 안에서 고대 이교주의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오래걸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교회예배에서발생한것

은제국법정의의식을닮아더욱더변해갔다. 만유의통치자이며

왕이신예수님은더욱더멀리떨어져있던황제처럼보였다.

다른이들은예수님과우리사이를중재했다. 이들가운데성경이

아니라 영지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이상하고‘거룩한’방식으로

행동한‘거룩한사람’즉기괴한수도승들도포함된다. 얼마후, 다

른것가운데서이러한거룩한사람들에관한유물과성상은하나님

께로더가까이다가가는길로여겨지게되었다. 예수님은멀리계

셨지만, 성상들과 성모 마리아와 다양한 성인들은 우리 곁에 훨씬

더가까이있었다. 예수님이다른누구보다도우리와더가까이계

신다고가르치는새언약의가르침은상실되고말았다. 

또한교회당건축물은이러한사상을반영하기시작했다. 사제는

회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래 정면에서 예배를 집례했다.

멀리떨어져서있던사람들은구경꾼이되었다. 그들은시편을부

르는것과사제앞뒤로교창하는것도그만두었다. 이모든것을역

시아래정면, 멀리떨어진곳에위치한찬양대가떠맡았다.

이와동일한때즉AD 4-5세기동안에, 특정이방금욕주의사상

이교회안에기세를부렸다. 옛창조동안(즉구약시대), 잔치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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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Far away, down front, was where the priest performed

the worship service. The people, standing at a distance,

became spectators. They ceased to sing psalms and ceased

to sing responses back and forth with the minister. All of

that was taken over by a choir that was also down front, far

away

At this same time, still in the 4th and 5th centuries,

certain pagan ascetic ideas triumphed in the Church. In the

Old Creation there were 80 feast days and one fast day. By

now the Church had many fast days, and few feast days.

Food came to be viewed as dangerous

Even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became

dangerous. The Church continued the Apostolic Biblical

practice of weekly communion, but usually only the priest

would eat the bread and drink the wine. People were afraid

to do so, and the Church eventually had to require people to

take communion at least once a year on Pascha, Easter.

Wine was very much too dangerous, so the people only ate

the bread and left the wine to the priest

In the Bible, marriage is a wonderful blessing, and

enjoying the marriage bed is a gift from God. Jephthah's

daughter, we may recall, wept because she would never

enjoy the happiness of marriage. But now the Church was

saying that virginity is better than marriage, that sex inside

of marriage is always mostly sinful, and that Mary and

Joseph never slept together and had no children. Eventually

pastors were forbidden to marry

In the Bible, as we have seen, music is loud and boisterous



존칼빈과찬송의개혁: 예전적이단의극복 19

은 80일이었고, 금욕의날은하루였다. 이제교회에금식일은많았

지만, 잔칫날은거의없었다. 음식은위험스러운것으로간주되었다. 

심지어성찬식조차도위험하게되었다. 교회는매주성찬식을거

행하던사도적이며성경적인관습을계속시행했지만, 주로사제만

떡을먹고포도주를마셨다. 회중은그렇게하기를두려워했고, 결

국 교회는 회중으로 하여금 적어도 1년에 한번 부활절에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요청해야 했다. 포도주는 너무나 위험했기에 회중들은

빵만먹었고포도주는사제의몫이되었다.  

성경에서결혼은놀라운복이고, 부부의결합을즐기는것은하나

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우리는 입다의 딸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즐길수없었기에울었던것을회상할수있다. 그러나이제교회는

순결이결혼보다낫다, 결혼생활안에서의성생활은늘대부분죄

악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코 동침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다고

말해왔다. 결국목사들이결혼하는것은금지되었다.

우리가 봐온 것처럼 성경에서 음악은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많은

악기를가지고있다. 성경에‘조용한거룩’은없다. 거룩은밝게비

추는빛, 흰 옷 그리고잔치음악과관련있다. 천사들이하늘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노래할때, 그소리는귀를멍멍

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음악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리

스 철학자들로부터 배웠다. 악기는 폐지되었다. 음악은 느려지고

신비주의적이며조용해졌다. 

그리고마지막으로, 서구교회에서예전은단지라틴어로거행되

었다. 훌륭한목사가지역언어로설교하고기도하곤했지만, 예전

자체는라틴어로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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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s lots of musical instruments. There is no "quiet

holiness" in the Bible. Holiness involves bright shining light,

white garments, and festive music. When the angels sing

"Holy, Holy, Holy" in heaven, the sound is deafening. But

now the Church learned from the Greek philosophers that

music is dangerous. Musical instruments were abolished.

Music became slow and mystical and quiet. 

And finally, in the Western church the liturgy was

performed only in Latin. It is true that a good pastor would

preach a sermon in the local language and offer prayers, but

the liturgy itself was done in Latin.

3. The Reformation of Worship

By the time of the Reformation, the Western Church had

been practising these liturgical heresies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It is difficult for us to see just how radical

and how shocking the Reformers were.

They said that marriage is ordinarily better than virginity.

It is best for pastors to marry. They said that inside

marriage, normal bedroom activity is sinless. They said that

beer and wine are good gifts and should be enjoyed with

thanksgiving to God. People need to enjoy both bread and

wine, weekly, in worship. They said worship should be

conducted in all languages. They said people should gather

close around their pastor in worship. They said that n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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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배의개혁

교회개혁시기까지, 서구교회는 1000년넘게이예전적이단들

을시행해왔었다. 우리가교회개혁가들이얼마나과격하고충격적

이었는가를확실하게아는것은어렵다. 

그들은결혼이통상순결 (즉독신)보다낫다고말했다. 목사에게

있어서 결혼은 최선이다. 그들은 혼인 생활 안에서 정상적인 성적

행위는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맥주와 포도주는 좋은 선물

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예배

가모든언어로거행되어야한다고말했다. 그들은예배가운데회

중은 그들의 목사 주위에 가까이 모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아무도 없으며, 예수님을 등지는 것

과마리아와성인들에게기도하는것은예수님에게사악한모욕을

주는것이라고보았다. 

그들은오직예수님만우리와하나님사이를중보하실수있기에,

지역목사는중보자가아니라오히려그회중을위한교사, 인도자

그리고지도자라고말했다.

그들은 모든 회중은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혁가들은전통적인기독교예전을회중예전으로바꾸었으며, 기

도서를출판하여회중이그들의몫을읽고암송할수있게되었다.

또한그들은찬송을작곡했고, 시편을음악용으로만들었으며, 찬

송가집을만들었는데, 그결과회중이예배중에노래를부르는것

이가능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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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loser to us than Jesus, and that it is a wicked insult to

Jesus to go behind His back and pray to Mary and the

saints.

They said that only Jesus mediates between us and God,

so that the local pastor is not a mediator but rather a

teacher and guide and leader for the congregation. 

They said that all the congregation should participate in

worship. Because of this, the Reformers turned the

traditional Christian liturgy into a congregational liturgy

and printed prayerbooks so that the people could read and

memorize their parts. They also wrote hymns and set

psalms to music and produced hymnals so that the people

could begin to sing during worship.

4. John Calvin and Psalmody 

At the time of the Reformation there was no service music

and no hymns and psalms in the French language, the

language of Geneva and of Calvin. The Germans had

developed a tradition of folk hymns that were sung outside

of church, and Luther was able to take this tradition and

blend it with traditional church music to form the Lutheran

chorale. The French had nothing like this to work with.

Luther had been educated as a clergyman and as a

musician, but Calvin's education was in law. He had no

background in music, and initially was not intere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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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칼빈과찬송

교회개혁시기에, 제네바와칼빈의언어였던프랑스어로된예배

음악과 찬송과 시편 찬송은 없었다. 독일인들은 교회 밖에서 불리

고있었던대중찬송의전통을발전시켰는데, 이전통을취할수있

었던루터는루터교찬송을만들기위해서그것을교회전통음악과

혼합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다룰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루터는성직자와음악가로교육을받았지만, 칼빈의전공은법학

이었다. 칼빈은음악과관련된배경을가지지못했고, 처음에는교

회음악에관심이없었다. 1536년의기독교강요초판에서, 칼빈은

기도는속으로조용해해야한다고말했다. 아마그는기도를종종

밖으로크게할수있다고썼던것같지만, 오직기도가속으로완전

히느껴졌어야만그렇게할수있다고보았다. 

그리고칼빈이노래에대해서어떻게생각했을까? 순전히추측이

기는하지만, 몇몇드문상황에서는받아들여질수있었다: “하지만

우리는만약마음의감동과연관되고그감동에도움이된다면말

하는것과노래하는것을비난하지않는다.”

칼빈의이런초기사상은성경적신앙에서나온것이아니라그리

스철학에서온것이다. 칼빈의초기저작들은로마의스토아철학

자인세네카에관한것인데, 그는자신의초기에키케로와고대사

상가들을계속해서높이평가했다. 기독교신앙에의하면하나님의

말씀은밖으로부터우리의열려진귀를통해서우리에게주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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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music. In the first edition of the Institutes, in 1536,

Calvin stated that prayer should be inward and silent.

Perhaps, he wrote, prayers might sometimes be said out

loud, but only if they were fully felt in the heart. 

And what about singing? Well, maybe, just maybe, in some

rare situations it might be acceptable. "Yet we do not

condemn speaking and singing provided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heart's affections and serve it."

These early ideas of Calvin's come not from Biblical

religion but from Greek philosophy. Calvin's early writings

were on the Roman stoic Seneca and he continued to think

highly of Cicero and other ancient thinkers in his early days.

In the Christian religion, God's word comes to us from

outside, through our open ears, and we are to respond to it.

True religion does not come up out of our own hearts, but

comes from the Word of God as it impacts our whole person.

And a year later Calvin had completely reversed his earlier

opinion. He writes, in the Articles of 1537, "Singing the

psalms has the power to arouse and stimulate our hearts,

and in this fashion they can be raised to ardor in invoking

and praising God." Now Calvin is writing that if our hearts

are dull, we should push ourselves into singing psalms

aloud, and this will inflame our hearts. 

What accounts for this complete reversal in one year? The

answer is that the Institutes was written before Calvin had

to think about church and worship questions in any practical

way. It was written to help Christians who were meeting in

private and often secret groups. It probably would no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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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그것에반응할수있다. 참신앙은우리자신의마음으로부

터 나오지 않고, 우리의 전인에게 충격을 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

로부터온다.  

그리고 1년후, 칼빈은그의이전견해를완전히뒤엎었다. 1537

년글에서그는“시편을부르는것은우리의마음을고양하고자극

하는 힘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

양하는열정을불러일으킬수있다”라고썼다. 이제칼빈은만약우

리의마음이둔하다면우리는우리자신으로하여금시편을크게부

르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쓴다.  

어떻게 1년 안에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견해를 가질 수 있었을까?

답은칼빈이어떤실제적인방식으로교회와예배에관한문제들에

관해 생각하기 전에 기독교 강요가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는사적이고종종은밀한그룹으로모였던그리스도인들을돕

기위해작성됐다. 아마도찬양이큰소리로불렸다면그들이체포

될수있었기에, 큰소리로찬양하는것은그들에게좋지않았을것

이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칼빈에게 제네바의 목회 임무가 맡겨졌다.

그는어떻게예배를개혁할수있을까하여스트라스부르크의중요

한 개혁가 마틴 부처의 작품들을 접했다. 부처는 음악에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 칼빈도 부처의 책을 읽

고난후그렇게확신했다. 

1537년의 글을 쓴 직후,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제네바

시의관리들은예배중에어떤음악도반대했고칼빈은그들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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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 good idea for these people to sing loud anyway, since

they would have been heard and might have been arrested. 

By the following year, however, Calvin was given pastoral

duties in Geneva. He turned to the writings of Martin Bucer,

the important Strassburg reformer, to get ideas of how to

reform worship. Bucer was insistent on the power of music

to transform men's souls, and Calvin was persuaded of this

after reading Bucer.

Shortly after writing the Articles of 1537, Calvin was exiled

from Geneva. The Genevan city rulers had decided against

any music in worship, and Calvin opposed them. Calvin

moved to Strassburg, where he became familiar with

metrical psalms sung in German. In 1539, Calvin put out the

first installment of a French metrical psalter in Strassburg.

This consisted of 19 psalms and also singing versions of the

Decalogue, the Song of Simeon, and the Nicene Creed.

In 1541 Calvin was invited back to Geneva, and in 1542 he

published a Letter to the Reader for the Form of Prayers of

Geneva. In this he writes,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song has great force and vigor to arouse and inflame the

hearts of men to invoke and praise God with a more

vehement and ardent zeal." What Calvin had known by

theory in 1537 he now knows from having experienced

enthusiastic singing in Strassburg. 

Calvin provides three rules for the new singing:

(1) The style of music must be unique, separated from

associations with other part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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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대했다. 칼빈은스트라스부르크로옮겼는데, 거기서독일어로

불린운율있는시편송에익숙해지게되었다. 1539년에 칼빈은스

트라스부르크에서프랑스어로된운율있는시편송을공을들여처

음으로만들었다. 이것은 19개의시편과십계명, 시므온의노래그

리고니케아신경에곡을붙인것으로구성되었다. 

1541년에칼빈은제네바로돌아오도록초청을받았고, 1542년에

그는‘제네바의기도양식을위해독자에게보내는편지’를출판했

다. 이 책에서 그는“우리는 더 열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께기도하고찬양하도록하기위해서사람의마음을고양시키고불

붙게 만드는 엄청난 힘과 열정을 노래가 가지고 있음을 경험으로

안다”라고 쓴다. 1537년에 칼빈이 이론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정적인 노래를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다. 

칼빈은새노래를위한3가지규칙을제공한다:

(1) 음악의스타일은삶의다른부분들과연관된것으로부터독특

하고구별되어야한다. 

(2) 노래는 천박하지 않고 무게와 장엄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칼빈이 시편송을 천천히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네

바 시편송은 매우 리드미컬하고 율동 같은 멜로디로 가득하며, 우

리는 역사로부터 많은 시편송이 매우 빠르게 불렸음을 안다. 칼빈

이 바랐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음악은 자신의 고유 스타일을

가지고있어야한다는점이다

(3) 어린이도시편을배워야하며, 그결과그들의열정적인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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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ng must not be frivolous but have gravity and

majesty. Now, Calvin does not mean by this that the psalms

should be sung slowly. The Genevan Psalter is full of very

rhythmic, dancelike melodies, and we know from history

that many were sung very fast. The main thing Calvin

wants is for church music to have its own style.

(3) Little children should be taught the psalms so that their

enthusiastic voices can lead the congregation. Children have

the time to learn, and they learn more quickly. 

We may ask if Calvin was completely opposed to singing

hymns in worship. We can say that he was in favor of other

Bible songs, such as the Song of Mary and the Song of

Simeon, and I doubt if he would have objected to singing the

song of Jonah, the song of Hannah, the song of Habakkuk,

and other Biblical songs. He also favored singing the Ten

Commandments. As for other hymns, Calvin's position is not

completely clear. One thing is for certain: Calvin believed

that until the church learns to sing all 150 psalms and the

other songs of the Bible, she is not in a good position to be

writing other hymns. Hymns written by people who do not

know the psalms are usually weak and often heretical.

Calvin would say: Learn all the psalms first, and then we

can talk about hy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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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회중을인도할수있다. 어린이에게는배울시간이있고, 그들

은더빨리배울수있다. 

우리는칼빈이예배중에노래부르는것을철저히반대했는지질

문할수있다. 우리는그가마리아의노래와시므온의노래와같은

성경의다른노래들도좋아했다고말할수있고, 본인은그가요나

의노래, 한나의노래, 하박국의노래와성경의다른노래들을부르

는것을반대했을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또한그는십계명

을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다른 찬송들의 경우에는 칼빈의 입장

이완전히명료하지는않다. 한가지분명한것은칼빈은교회가시

편 150편 전부 그리고 성경의 다른 노래들을 부를 수 있도록 배울

때까지, 교회가다른찬송들을만들기에좋은입장에있지않다고

믿었다는사실이다. 시편을모르는사람에의해서만들어진찬송들

은대개불충분하고종종이단적이다. 칼빈은“먼저모든시편들을

배우라. 그 후에 우리는 찬송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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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Genevan Psalter

Let us now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ted

Genevan Psalter project.

(1) The desire was for there to be a separate melody and

different meter for each psalm, so that every psalm would

have its own separate and unique feel and be more easily

memorized. In fact, the psalter has 125 different melodies

and meters, and this is an amazing musical fact.

(2) There were to be no musical instruments. Here Calvin

was wrong, but he was reflecting the tradition of the church.

All of the churches that use the Genevan Psalter today use

instruments with it.

(3) There was to be no harmonization. Everyone was to

sing the same melody notes. Here again, Calvin is being

conservative. The church had taught this from ancient

times, because 2 Chronicles 5:13 says that the people sang

the psalms "with one voice." 

(4) The result of no instruments and no harmony is that

the Genevan Psalter is much like the rhythmic plain song of

the high middle ages. We think of Gregorian song today as

quiet and relatively slow, with every note even. But it was

not this way in Paris and other centers of learning in the

high middle ages. The hymns and psalms were sung with

rhythm and enthusiasm. Calvin and those working with him

were seeking to recover some aspects of this style.

(5) While some of the Genevan melodies were new,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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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네바시편송

이제완성된제네바시편프로젝트의몇가지특징을살펴보자:

(1) 각시편에구별되는곡조와다른운율이있어서, 각시편은자

신의구별되고독특한느낌을가지고있으며, 더쉽게기억에남아

야한다는바람이있었다. 사실시편송은125가지의다른선율과운

율을가지고있는데, 이것은음악적으로볼때놀라운사실이다.  

(2) 악기는 없어야 했다. 여기서 칼빈이 옳지 않지만, 그는 교회

전통을 반영했다. 오늘 날 제네바 시편송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는

그것과더불어악기들을사용한다. 

(3) 조화는없어야했다. 각사람은동일한곡조로불러야했다. 여

기서다시칼빈은보수적입장을취한다. 대하 5:13절이“노래하는

자들이‘한목소리를내어’시편을불렀다”고말씀하기때문에, 교

회는이것을고대로부터가르쳤다.  

(4) 악기와조화가없기에그결과제네바시편송이중세전성기

(AD 1000-1300)의리듬있는평범한노래와같게되었다. 오늘날

우리는각각의음이단조롭고조용하며상대적으로느린그레고리

성가를 떠올린다. 하지만 중세 전성기의 파리와 다른 교육 중심지

들에서는그렇지않았다. 찬송과시편송은리듬있게열정적으로불

려졌다. 칼빈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런 스타일의 동일한 측면들을

회복하기를추구했다. 

(5) 비록 몇몇 제네바 시편송이 새로웠지만, 다수는 교회의 전통

적인그레고리성가로부터온것이었다. 프랑스음악이론가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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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ken from traditional church Gregorian song. The

French musicologist Pierre Pidoux, in The Huguenot Psalter,

published in 1962, finds that many of the Genevan psalm

melodies are versions of melodies found in the

Antiphonarium and Graduale, books of Gregorian song used

in the medieval church. This is also true, of course, of

Luther's hymns. 

(6) Except for a few quiet penitential psalms, the Genevan

psalms are enthusiastic and dancelike. Like the psalms

themselves, the music is a war-dance. The psalms are

militant and repeatedly call on God to deal with enemies.

The music of the Genevan Psalter matches this content.

The Genevan Psalter spread to France and has been used

by the French Reformed church ever since. It was taken to

Hungary and is the core of the Hungarian Reformed church

worship to this day. It has been the center of Dutch

Reformed worship since the time of the Reformation, and

from there has gone into the Canadian Reformed Churches,

into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nd into the

Confederation of Reformed and Evangelical Churches, of

which I am an associate. It was also taken up by some parts

of the Czech brethren churches, which actually began before

the Reformation under John Huss. In early days the

Genevan Psalm melodies were used in England and in

Scotland, but eventually were swept away by much simpler

and duller music. I understand that today there are some

Reformed churches in Japan that are beginning to u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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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두는1962년에출판된‘위그노시편송’에서다수의제네바시편

의멜로디가중세교회에서사용된교창과층계송 (層階誦), 그리고

그레고리 성가집에서 발견되는 멜로디의 각색인 것을 발견 했다.

물론이것은루터의찬송에도사실이다. 

(6) 일부의 조용한 참회 시편을 제외한다면, 제네바 시편송은 열

정적이고무도곡같다. 구약의시편자체처럼, 음악은‘전쟁-춤’이

다. 시편은 전투적이고 대적을 처치하시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제네바시편의음악은이문맥과잘어울린다.

제네바 시편송은 프랑스로 보급된 이후로 프랑스 개혁교회가 사

용해 왔다. 그것은 헝가리로 보급되어 오늘까지 헝가리 개혁교회

예배의중요한부분이다. 그것은화란개혁교회예배의중심이되

어왔으며, 거기에서캐나다개혁교회와기독개혁교회(CRC), 그리

고본인이협동목사로있는개혁주의복음교회연합(CREC)으로퍼

져갔다. 또한 그것은 존 후스의 인도하에 교회개혁 이전에 시작되

었던 체코형제교회의 일부에도 채택되었다. 초기에 제네바 시편송

의멜로디는영국과스코틀랜드에서사용되었지만, 결국더단조롭

고활기없는음악에의해압도되어버렸다. 본인은오늘날그것을

사용하기시작한일본의몇몇개혁교회가있다고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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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By making psalm singing fun and enthusiastic, Calvin

brought the congregation into the active praise of God in

worship. Luther had done the same with some psalms and

hymns, but Calvin's project was far more complete. The psalms

simply blew away a thousand years of congregational passivity. 

The Genevan psalms also put iron into the souls of God's

people. The Lutherans and the Anglicans were satisfied with

a half-way Reformation that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The psalms, however, are

all about social evils and oppression, and the Calvinists

insisted on changing society. It has been the Calvinistic

nations where political and economic liberty have flourished,

and where tyranny has been abolished. 

If there is one criticism we must offer to the Genevan

Psalter it is this: God wrote the psalms in lines, where the

second line adds to the first line. Metrical psalms usually

destroy the God-given shape of the psalms. If we are going

to be true to Calvin's own principles, and to the Calvinistic

principle of semper reformanda - continuing Reformation

according to the Bible - then we must do better and learn to

sing the psalms enthusiastically in the way God wrote them.

Metrical psalms are wonderful, but they are more like

sermons based on psalms. We want both real psalms and

sermonic metrical psalms. 

Let us be true to Calvin, and get back to singing God's

songs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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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시편을 즐겁고 열정적으로 부르도록 만듦으로써, 칼빈은 회중을

예배가운데하나님을적극적으로찬양하도록이끌었다. 루터역시

시편과 찬송으로 그렇게 했지만, 칼빈의 프로젝트는 훨씬 더 완벽

했다. 제네바시편송은 1000년 동안회중이예배중에수동적이었

던것을간단하게날려버렸다. 

또한제네바시편송은하나님의백성의영혼안에철분을심어두

었다. 루터교인과성공회교인은정치와사회상황을의미있게바꾸

지 못한 불충분한 개혁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시편송은 사회적인

악과억압을외면하지않으며, 칼빈주의자들은사회변혁을주장했

다. 칼빈주의국가들에서정치경제적자유가번성해왔고, 독재가

사라져갔다. 

만약우리가제네바시편송에하나의비평을가한다면이는다음

과같다: 하나님은둘째행이첫째행을보충하는방식으로시편을

행들을 기록하셨다. 대개 운율적 시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편의

형태를 파괴한다. 만약 우리가 칼빈 자신의 원칙들과 칼빈주의의

“성경에따라서항상개혁되어야한다”라는원칙에충실하려면, 우

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록하신 방식대로

시편을 열정적으로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운율 있는 시편들은

훌륭한것이지만, 그것들은시편에기초한설교에더가깝다. 우리

는실제시편과설교와같은운율있는시편둘다원한다. 

우리는칼빈에게충실하자. 그리고하나님에게바쳐져야할하나

님의노래를부르는데로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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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의내용과기여

이글에서 James Jordan박사 (이후로는‘저자’)는칼빈이그당

시에 넓게는 교회개혁의 상황에서 예배를, 좁게는 예배 음악을 어

떻게개혁했는가를다룬다. 이개혁은무언가뒤틀린것즉예전적

이단들이 있었음을 전제한다. 그것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 봉독과 찬양대에 의해서 독점된 라틴어 찬송, 사제가 독점한

미사와 성찬, 구경꾼으로 전락한 회중, 비성경적인 금욕주의 등이

다. 칼빈의 제네바 시편송은 회중으로 하여금 뜨거운 찬양을 하나

님에게 드리도록 함으로써 예배의 회복을 이끌었다. 그 영향은 교

회당 안에서의 예배에 머물지 않고, 사회 변혁으로까지 확대되었

다. 그것을악기연주와더불어제네바시편송을부르는세계곳곳

의개혁교회들과그나라에서볼수있다.

저자는성경의예배와음악에능통하다. 실례로저자는구약의예

배그리고신약서신과계시록에나타난예배를정확하게언급한다. 

저자는중세교회시대의역사에도해박하다. 칼빈이어떻게시편

논평

존칼빈과찬송의개혁: 예전적이단의극복

송영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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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예배음악에대해서일가견을가지게되었는지스트라스부르크

의개혁가마틴부처와연결해서설명한다. 가끔칼빈과루터의예

배음악사이를비교한다. 

저자는칼빈을우상시하지않고그의한계와약점을적절히비평

한다. 예를들어, 칼빈이예배중에악기사용을금한것이나, 제네

바시편이성경의시편에나타난행들의특징을제대로살리지못한

것등이다. 

그리고저자는중세교회와닮은한국교회의예전적이단들이무

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개혁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

사드린다.

2. 한국적상황으로적용

오늘날 한국교회가 찬송가를 제쳐두고 복음송을 즐겨 부르는 경

향이짙다. 이런경향은젊은층에서더분명하다. 개정된찬송가에

는유일하게한곡 (548장)만칼빈의제네바시편송에서왔다. 그마

저도 그 가사는 시편의 내용과 다르다. 교회에서 불리는 복음송의

멜로디대부분은대중가요 (유행가)와구별이되지않는다. 이런상

황에서우리는칼빈의시편송의원칙들로부터중요한교훈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광만교수가‘개혁논총’(2009년)에“칼

빈의제네바시편찬송가: 평가와21세기한국장로교회찬송을위한

제안”기고한논문을참고할수있다. 오광만은장로교회가예배중

에기존찬송가와제네바시편찬송을같이부르기를제안했다. 



저자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개혁교회만 언급했지만, 한국에서도

한글로번역된칼빈의제네바시편송을사용하거나부르는교회가

일부있다. 

3. 질문

(1) 개혁교회 (칼빈주의교회)가사용할수있는악기는 19세기이

후로사용해온오르간으로제한하는것이옳은가? 다른악기를사

용할수있다면그범위를어떻게보는가?

(2) 개혁교회는예배중에율동을허용할수있는가? 가능하다면, 세

상춤과구별되는어떤독특하고고유한면이있어야한다고보는가?

(3) 저자는실제시편과설교와같은운율있는시편둘다필요하

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음악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까지 운율

을허용할수있는가? 

(4) 한국교회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찬양대는존속되는것

이옳다고보는가? 아니면모든성도가레위인과제사장이므로폐

지되어야한다고보는지?

(5) 요 4:24절의‘신령과진정으로드리는예배’와계시록의‘천

상의예배’는어떤관계가있는가? 천상의예배로부터지상의예배

자인우리가배워야할가장중요한요소는무엇인가?

귀한글을통해서제네바시편송과그의의를일깨워준조던박사

께다시한번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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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_ 존칼빈과찬송의개혁: 예전적이단의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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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신학을다루면서이단문제를다루어달라는요청은오늘날

한국안에얼마나많은이단이나타나고있는가를잘보여주며, 우

리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요청이라고 여겨진다.

이글에서는일단교회사에서나타났던명백한이단들에대한칼빈

의견해를생각해보고, 칼빈시대에나타난잘못된사상과실천에

대한칼빈의견해를이끌어내고자한다. 그후에성경을잘못해석

하면이런이단이융성할수있도록하는분위기를마련하는몇가

지 본문들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명확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사이비적방향으로나아가지않도록하기위한토대를마

련하는일을시도해보도록하겠다. 이런작업이중요한것은칼빈

의가르침은개혁파정통주의의기준과같은것이므로이와같은노

선에서있으면이단이나사이비적방향으로나아가지않을수있을

뿐만아니라가장분명하고바른신앙의길에서있을수도있기때

칼빈과 이단 문제 : 이단 문제에 대한 칼빈 신학의 의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조직신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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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단순히 어떤 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위한것이아니라, 우리가어떻게하면가장바람직한신

앙생활을할수있을지를제시하기위한것이며, 또한우리주변에

이단사상들은물론이거니와사이비신앙적요소가근절되도록하

기위한목적으로제출되는것이다.

I. 명백한이단들

이항목에서논의할것은일차적으로역사적기독교회가전통적으

로성경에근거해서이단이라고규정했던바들을중심으로, 이런명

백한이단적사상에대해칼빈이어떤입장을표명했는지를알아보

고, 그에근거해서자신이살던시대의잘못된신앙의풍조와사상에

대해서칼빈이말한바를찾아, 칼빈이잘못되었다고판단했으며이

단적이라고여긴사상과실천들을논의하는것이다. 그러므로오늘

날에도여기서언급하는사상의요소들을자신의가르침가운데가

지고있는이들은이단적인가르침을자신도모르게가지는것이며,

그것을유포하는것이되는것이다. 그러기에아주명확히정리를하

여우리안에이런이단적사유나실천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1. 삼위일체론에대한이단들

(1) 아리우스주의(Arianism)

아리우스와 아리우스파에 대한 칼빈의 설명은 그가 이들의 이단

성을어떻게지적하고있는지를잘보여주는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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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우스(Arius)는 ... 그리스도께서다른피조물들처럼창조되

셨고그가존재하게된시발점이있다고주장하기를그치지않

았다. 그리하여옛사람들은그의다재다능한간교함을그은신

처에서끌어내기위하여... 그리스도께서성부의영원한아들이

시오성부와본질이동일하시다(consubstantial)고선언하였다

[니케아 회의, 325]. 그러나 아리우스파 사람들은(the Arians)

“동일본질”(homoousios)라는 단어를 지극히 사악하게 미워하

고저주하기시작하였고, 그리하여그들의불경스러움이만천하

에드러난것이다.1)

칼빈은이들이처음부터그리스도께서하나님이시라고진정으로

전심으로 믿었다면, 그가 성부와 동일본질(homoousios)이심을 부

인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온전한신성을인정하지않은것이라고논의하는것이다.

(2) 양태론(Modalistic Monarchianism)

이와는정반대로사벨리우스(Sabellius)의 주장이어떻게이단적

이지에대해서칼빈은다음과같이제시하며비판하고있다:

그후에는사벨리우스가일어나성부, 성자, 성령이라는이름들

은 ... 어떤구별이있음을나타내기위해사용되는것이아니고

... 성부가성자요, 성령이니계급도구별도없다고하여옛노래

를다시부른셈이다. 그당시마음에경건을지닌의로운학자

들은그사람의사악함을깨뜨리기위하여한분하나님안에삼

위(three subsistences)가 계심을 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천

명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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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의 견해가 이단적이라는 것은 이미 칼빈

이전에확립된것이므로칼빈은이와같은견해의문제점을드러내

면서 정통적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아니시며, 그들이각기고유한존재(peculiar subsistence)

를지니신다는이믿음.”3) 바로이것이정통기독교회의삼위일체에

대한믿음의표현인것이다.

이에따라서이전시대에이를벗어나말하거나설교하면서교회

에영향을미치려하던아리우스주의나사벨리우스주의와같은명

백한 이단들을 칼빈은 정확히 언급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뿐만아니라 (3) 자신이살던시대에이와같은정통적삼위일체이

해와는 다른 이해를 제시하는 세베르투스(Michael Servetus,

1511-53) 같은사람을그시대의천주교를비롯한모든삼위일체론

자들과 같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단언하였다.4) 이와

같은논의를마무리하면서칼빈은“자이제경건한독자들은, 지금

까지교리에대한순전한믿음을왜곡시키고어둡게만들기위하여

사탄이사용해온온갖비난들이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서반박된

것을인식하리라믿는다.”고말하고있다.5) 그러므로칼빈은이단들

은“교리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왜곡시키고 어둡게 만들기 위하여

사탄이 사용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하는 것이

바른가르침과신학의역할이라고하는것을드러내는것이다. 

칼빈 이후에나타난삼위일체를부인하는이단들로는 (4)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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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주의(Socinianism)와 유니테리언(Unitarian), 그리고 삼위일

체를 부인하는 모든 후대의 신학들, 그리고 삼위일체를 이야기 하

나정통적삼위일체론에서교묘히벗어나는이들이다삼위일체를

제대로인정하지않는이단에속하는것이라고판단해야만한다.6)

2. 기독론적이단들

(1) 그리스도의신성에대한이단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아주 뛰어

난인간예수에게세례때에하나님의권세가임하셔서사역하게하

셨다가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떠나갔다고 주장하는 에비온주의자

들(Ebionites), 온전한사람이신예수에게요한의세례때에하나님

의속성인비위격적로고스가임하여사역하게하셨다가십자가에

서떠났다고주장하는사모사타의바울(Paul of Samosata)의역동

적 군주론(Dynamic Monarchianism), 요한복음을거부하면서동

정녀탄생으로탄생한그러나단지사람인그리스도는로고스가아

니셨다고 주장하는 알로기파(the Alogi), 사모사타의 바울의 견해

를포함하여본래아들이아니신예수께서하나님의아들이되셨다

고 주장하는 양자론(adoptiism), 그리고 영원에서 한동안 성자가

있지않았던때가있었다고주장하는아리우스주의등이그리스도

의 신성에 대한 이단들이다. 칼빈은 이런 이단들을 강하게 비판하

고 있다. 또한 칼빈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을

뿐이라고주장하는소시니우스주의(Sociniansim)의이단성을분명

히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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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단들: 가현설(docetism), 아폴리나리

우스주의(Apollinarius, 310 - c.390)

칼빈은 이전 시대의 정통적 성경적 견해를 따르면서 그리스도께

서 인성을 실제로 가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Docetism)을

강하게 비판한다. 칼빈은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

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상상하였다고 하면서 비판한다.7) 성경

은 그리스도께서“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시므로 그가 우리

를만지신다는것을우리에게가르치는것이다.”8) 또한칼빈은“[그

리스도께서] 자신이육체로보이신다는사실을말씀하심으로써, 자

신이유령이아니심을친히증명하신다”고단언한다.9)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온전성을 부인한 아포리나리우스

(Apollinarius)의 사상도 칼빈은 강하게 비판한다: “아폴리나리우

스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로고스]을 지니셨으나 (인간적) 영혼

은없으셨고, 그리하여그는절반쯤만사람이셨다고주장했다.”10)

(3)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을 오해한 이단들: 유티케스주의

(Eutychianism), 네스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두 성질이 합하여져서 하나의 본질을

(fused into a single nature) 형성했다고주장하면서따라서그리

스도는“신적인 몸”을 지녔다고 주장한 유티쿠스(Eutychus, or

Eutyches, c.378-454)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를 발전시켜 그리스

도는 아주 한 본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단성론자들

(Monophysitism)도잘못된것임을칼빈은분명히한다.11) 그런가하

면신성과인성은그나름의위격을지니고있으므로결국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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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두인격이있다고주장한네스토리우스(Nestorius)주의자들은

이단임이12) 칼시돈정의(451)에서명확히선언되어졌기에칼빈도네

스토리우스주의를강하게비판한다.13)“그는그리스도의본성을구

분하기보다는서로완전히분리시켜서두분의그리스도를만들어

내고만것이다.”14)

칼빈은또한자기시대의세르베투스가유티케스주의와비슷하게

“그리스도의신성이그의몸을삼켜버렸다”는“정신나간사상”을

말한다고하면서강하게비판한다.15) 그리스도께서“결국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일종의 중간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유티

케스와 칼빈 당대의 세르베투스의 주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비판하

는것이다.16)

칼빈 이후에나타난기독론적이단으로는 (4) 이 땅에계신예수

님께서는신성에속한성질을전적으로나일부를실질적으로비우

셨다는극단적형태의케노시스(Kenosis) 이론들과 (5) 그리스도를

그저 사람으로만 여기려는 구자유주의(Old liberalism)를 생각할

수 있다. 칼빈은 케노시스 이론들이 나타나기 전에 활동하였으나

그의저작전반에서도그러할뿐만아니라특히빌립보서주석에서

는그가마치케노시스논쟁을지켜보는것처럼후대의케노시스이

론을 효과적으로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더 극단적으로 나

아가실질적인성육신을부인하는이들에대한칼빈의입장이어떠

하였으리라는것은아주분명하다. 또한우리가성경으로부터예수

님에관한역사적정보를전혀얻을수없으며,17) 혹시얻을수있다

고해도그것은별의미없다고생각하는이들에18) 대한 칼빈의입

장이어떠할지는논할필요도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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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령론적, 계시론적이단들

(1) 노바티아누스주의(Novatianism)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나아갔던 또 하나의 이단이

3세기중엽이후에강하게나타났으나그리오래가지못했던노바

티아누스주의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들은 히브리서 6:4-6과

10:26f 말씀들을“잘못 오해하여 그들의 이단적 사상의 근거로 삼

기도했다”고한다.19)

(2) 재세례파열광주의자들(Spiritualists, ε’νθουσιασται’)의이단성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

리를파괴한다”고말하는칼빈의말은20) 이맥락에서특히인용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들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저

버리고 결별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몽상들을 붙잡는

다”고하면서21) 이들을강하게탄회(坦懷)하는칼빈에말에귀기울

여야한다.

또한“일부 재세례파 사람들은 모종의 광적인 무절제 상태를 영

적중생으로오해하는잘못을범하고있다”고하면서“하나님의자

녀들은무죄상태로회복되었으므로육체의정욕을억제하려고애

쓸필요가없고, 인도자이신성령을따르며그가주시는충동아래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빠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아주잘못된것이라고칼빈이비판하고있음을잘알게된다.22)

이와같은정통적이해와이에충실한칼빈의모습을볼때에 (3)

성경이외의계시를인정하는일은모두다이단성이있다고칼빈이

판단하리라는것은아주명확하다. 몬타누스파에대해서많이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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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지는않으나칼빈이이들을비판적으로볼것임은아주분명

하고, 따라서오늘날몰몬교, 여호와의증인, 박태선, 통일교, 그리

고새로운계시를주장하는현대인등성경이외의것에계시적의

미를부여하는모든이들은다이단으로여겨지는것이다.

5. 구원론적이단들

(1) 영지주의(Gnosticism)

몸과영혼을날카롭게구별하면서몸을천시하고악한것으로보

면서영혼만의구원을이야기하는것이얼마나잘못된것인지를칼

빈은여러번강조한다. 칼빈자신이몸보다는영혼을더귀한것으

로여기고있지만그것이영지주의자들의영육이원론과는아주명

확히구별되어야한다는것은칼빈이부활한몸을강조하며영원상

태를몸을가진상태로강조하면서말하는부분을들수있을것이

다.23)

(2)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

어거스틴과같이칼빈은펠라기우스(Pelagius, 354-420)와그의

추종자셀레스티우스(Celestius 또는 Coelestius)는 원죄를부인하

면서아담의후예들의죄악은모두“모방에의한범죄”라고잘못주

장함을강하게비판한다.24) 이에대해서칼빈은어거스틴의이들에

대한반박을높이사면서논의하고있다.25)

(3) 반(半)-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

펠리기우스의사상이잘못되었다고선언한천주교회안에도잘못



칼빈과이단문제 : 이단문제에대한칼빈신학의의의 49

된이해가지속적으로나타났으니이는결국인간의전적인타락을

온전히인식하지못한결과였다. 예를들어서, 피터롬바르드(Peter

Lombard)는우리가선행을하려면“선을행하고자하는의지를우

리에게 가져다주어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역사하는 은혜

(operating grace)와 선한 의지를 돕는“협력하는 은혜”(co-

operating grace)라는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Sentences, II. xxvi. 1),26) 칼빈은 이에 대해서“바람직하지 못한

점은, 그가선을행하고자하는효력있는열심을하나님의은혜의

덕분으로돌리고있기는하나, 그러면서도사람이자기의본성으로

무언가선을추구한다는것을암시하고있다는점이다”라고말하여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다.27) 논의의 요점은 이들 반-펠라기우스주

의자들은“하나님의도우시는은혜에우리가협력하는것으로생각

하는것이다.”28) 이를 비판적으로보면서칼빈은“피터롬바르드는

소망의기초를두가지로- 하나님의은혜와행위의공로로- 제시

하는데, 그것이얼마나어리석은가하는것이이제분명해졌다”고

한다.29)

또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도 계속

해서신학적인자유의지를가지고있다고주장하는데,30) 이것이큰

문제라고 칼빈은 비판한다. 이들은 또한“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한자격이없지않다고”고주장하는데31) 이것이심각한문제

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라고 말하

는어거스틴에게동의해야한다는것이다.32) 칼빈은이를강조하기

위해어거스틴의다음과같은말들을인용하여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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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이함께계시지않으면사람의의지는자유롭지못하다. 이

는그의지가정욕에사로잡히고정복당한상태에있기때문이

다.33)

의지가타락하여악에게정복답했을때에, 인간본성이그자유

를잃기시작했다.34)

사람은창조함을받을때에자유의지라는위대한능력을부여

받았으나, 죄를지음으로써그것들을잃어버리고말았다.35)

자연적은사들은죄로말미암아사람에게서부패하였으나, 초자

연적은사들은사람들에게서빼앗긴바되었다.36)

우리에게는죄이외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37)

자유를통해서사람이죄가운데있게되었지만, 그에대한형벌

로나타난부패성이자유를필연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38)

은혜가모든선행에먼저작용하는것이며, 의지는은혜의인도

자로서앞서가는것이아니라그추종자로서은혜의뒤를따라

가는것이다.39)

사람이선한의지를갖기이전에하나님의수많은은사들이선

행하므로, 선한의지그자체도하나님의은사들가운데속한것

이다.40)

오직은혜만이우리속에서모든선행을이루어낸다.41)

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끌레르보의 버나드의 말도 동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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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고있다: “저에게의지가없사오나저를이끄사의지를갖게

하옵시며, 제가 걸음이 더디오나 저를 이끄사 달리게 하옵소서.”42)

그러므로우리는타락한사람들은심지어자연적인은사도다부패

한바되었다는것을성경에근거해서명확히해야한다는것이칼

빈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영적인 선을 조금이

라도행할수있는것처럼, 스스로의능력으로하나님의뜻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다 반펠리기우스주의적인 것이고,

이런 입장의 논의들을 칼빈은 강하게 논박한다. 이런 의미에서 칼

빈은자기당시의천주교신학들, 즉오늘날우리가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오늘날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

고언급하곤한다.43) 그리고그들이“사실상자기들의조상격인펠

라기우스를그대로모방하고있는것이다”고말한다.44) 특히칼빈은

이런자들의오용에반해서어거스틴의의도를잘밝히는데열심이

다: “어거스틴이인간의의지를은혜의추종자라고부르지만, 그는

선행에서의지가은혜다음으로기능을발휘한다는뜻으로그런말

을한것이아니다. 그의목적은다만, 구원의첫째가는원인을사람

의공로에다두는펠라기우스의악한가르침을반박하고자하는것

뿐이었던것이다.”45)

칼빈은 천주교회의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알레고리적으로사용하면서타락한사람들은“절반쯤은살

아있는것”이라고생각하고말하는것을강하게비판하면서“하나

님의말씀은사람을‘절반쯤살아있는’상태에있는것으로가르치

지않는다. 오히려사람이복된생명에관한한완전히죽어있는것

으로가르친다”고하면서에베소서 2:5, 5:14, 요한복음 5:25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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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인용한다.46) 이와같이칼빈은이전시대에명확히이단으로

규정된사람들만아니라자신의시대에이단적으로나아가는중세

스콜라신학자들의문제점을아주명확히드러내어주는공헌도하

고있다.

(4) 반법주의(Antinomianism) 이단들

또한칼빈시대에이제구원함을받은그리스도인들은율법이필

요없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있었다. 이에대해서칼빈은“이런사

악한생각은머리에서제거해야한다”고하면서“모세는, 율법이죄

인들가운데서는죽음이외에아무것도이루어낼수없지만, 성도

들가운데서는더낫고훨씬탁월한용도가있다는것을훌륭히가

르치고있는것이다”고말한다.47)

그러나칼빈이말하는율법준수는율법의정신을지키는것이지,

구약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한예로주일과안식일문제에대한칼빈의입장을생각해보자.

칼빈은“미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일이

뒤로 제쳐진 것이요, 교회의 품위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때문에, 그목적을위하여다른날이지정된것이다”고말한

다.48) 이런 변화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과 연관된 변화이

다. 그래서칼빈은“고대의안식일이나타내었던바그참된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므

로주님이부활하신그날이그그림자를종결지은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그그림자와같은의식을고집하지말도록경계

하고있는것이다.”49) 이 때칼빈이“교회들이다른말을엄숙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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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할 때50) 그 의미를 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많

은분들은칼빈이꼭주일이아닌날에예배를허용한것으로이를

해석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그러하나 이 때 칼빈은 주로 유대인

이안식일로모이는토요일을고집하는분들을주로염두에두면서

이말을하였다는것을주목해야한다. 칼빈은이말에“미신이개

입되지않는다면”이라는말을같이하고있기때문이다. 어떤이들

이오늘날안식교와같이이날주께서안식일로정하셨다고하면서

하는것이아니라면혹시그날모여서공식적예배를해도정죄하

지는않겠다고한것이다. 다른주석이나논의중에서주일에모여

예배하는것을강조하고있으며그것을위해서쉬는것을언급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는 이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 대해서 칼빈은“자신들의

규정을고집하는그런자들은안식일에관하여유치하거더러운미

신을 조장하는 면에서 유대인들보다 세 배는 더한 것이다”고 말하

고 있다.51)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우리들 가운데서 신앙이 쇠퇴하

거나무너지지않도록방지하기위해서, 우리들은거룩한모임들을

자주부지런히가져야하고, 또한하나님께드리는예배를돕는외

형적 보조 수단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또한 강조한

다.52)

오늘날에는이에서더나아가서 (5) 속죄의필요성을부인하는이

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속죄

의“결과적절대적필요성”(consequent absolute necessity)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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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칼빈이53) 어떤 태도를 나타내어 보이려는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6. 교회론적이단들

(1) 화체설과‘피없는제사론’의이단성

칼빈은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길게 논박하고 있다.54) 또

한이런화체설에서나오는성물숭배도강하게비판한다. 이때칼

빈은재미있는주장을하니, 그것은곧주님의명령은“성찬물을숭

배하지말고받아서먹고마시라는”것이었다고하며, 사도들은“엎

드려성찬물을숭배하지않고기대어않아서그것을받아먹었다”고

말하는것이다.55) 그러니이런모범에반하는성물숭배는미신이요

우상 숭배라고 칼빈은 강하게 주장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말한다: “선물을주신분은저버리고선물자체를경배하는

이것이우상숭배가아니라면도대체무엇이우상숭배란말인가?”56)

칼빈은 피터 롬바르드의 이른 바“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물이

요본질이며, 그의신비한몸은본질이며성물이아니다”라는말과

“그리스도의 몸은 상징으로 나타나며, 상징 속에 포함되는 본질이

며, 그의 신비한 몸은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상징 속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57)“그리스도 몸과 거기서 나오는바 영양을

주는효과를서로구분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한다”고하면서“그

러나그몸이마치성물인것처럼보며, 심지어떡속에포함되는것

처럼주장하는것은절대로용납할수없는유류인것이다”라고단

언한다.58)이런생각때문에천주교사상에서는“심지어그리스도와

완전히괴리된상태에있는불경한자들과악인들이라할지라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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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의몸을먹는다고생각했던것이다”고정확하게지적한다.59)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라 생각하면 이와는 다르게“그리스도의

영이없는사람들은... 그리스도의몸을먹을수가없다.”60)

결국칼빈은천주교회의미사에대해서다음과같이강하게비판

적으로논하는것이다:

마귀가그것을 [성찬의순수함을] 흐리게하고왜곡시킬뿐만아

니라그것을완전히지워버려서인류의기억에서사라지도록하기

위하여한가지표징을만들어냈다는데에서그끔찍스러운가증함

이절정에달했다. 마귀가가장지독한한가지오류를만들어내어

거의온세상전체의눈을멀게했으니, 곧미사(the Mass)가죄사

함을 얻게 해주는 희생 제물이요 제사라는 믿음을 조장해 낸 것이

바로그것이다.61)

이 구절만큼 천주교회의 미사 이해를 정확하게 드러내며 정곡을

찔러비판하고있는것은없다고할수있다. 그것을마귀가만들어

냈다고했으니칼빈은이런일을하는천주교회를이단이라고보는

것임이분명하다. 그는미사를제사라고여기는사상은“로마의그

적그리스도와그휘하의선지자들이온세계에가득퍼뜨려놓은사

상”이라고언급하면서강하게비판하고있다.62)

첫째로, 칼빈은천주교회의“사제”(priest)라는용어를비판한다.

그들은 부사제도 될 수 없으니“죽음으로 방해받지 않으시는 그리

스도께서는유일한제사장이시오, 그에게는보좌하는자가필요없

는것”이기때문이다.63)“모든 제사장직은그리스도안에포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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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것이다.”64) 그래서칼빈은다음같은수사의문문으로묻기도한다:

“그들의사제직을뒷받침해주는성경적근거가하나도없으니, 사

제가 없이는 드릴 수 없다는 그들의 제사 역시 사라질 것이 아닌

가?”65)“이 불경한자들이대체얼마나뻔뻔하기에감히스스로살

아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사제들)이라 칭한단 말인가?”66) 칼빈은

베드로전서 2:9을 인용한후에천주교도들은“온교회에게주어진

것을 스스로 자기들에게만 적용시키며 모든 신자들로부터 빼앗은

칭호를뻔뻔스럽게자랑하니, 그야말로불경스러운일”이라고하는

것이다.67) 그러므로“스스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제라 부르는

자들은그리스도를해치는자들이라는것을틀림없는사실로인정

해야할것이다”라고칼빈은단언한다.68)

둘째로, 칼빈은천주교회의“제단”을비판한다: “제단이세워지

면곧바로그리스도의십자가가무너지고마는것이다.”69) 그러므로

제단을세워피없는제사를드리는미사행위는“그리스도의십자

가와고난을은폐하고매장시키는”것이된다는것이다.70) 십자가에

서이루어진“똑같은하나의제사를자주반복하는것이라고”하거

나“적용하는것”이라고하는71) 천주교회의미사는“그리스도를현

저하게 모욕하며, 그의 십자가를 파묻고 짓누르며, 그의 죽으심을

망각하게만들며, 그의죽으심으로말미암아우리에게임하는은혜

를 소멸시키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성찬을약화시키고파괴시킨다”고칼빈은비판하는것이다.72) 왜냐

하면구약의속죄와화목의제사들의실현인“참된제사는오직한

번 시행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그 한번의 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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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효능이영원하기때문이다.”73) 또한“사도는이문제를논하

면서, 다른제사가있을수없으며, 이그리스도의제사는단한번만

드려진 것이요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74)그러니“[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온전한 영원한 제사에도

불구하고] 또다른제사를요구한다면그것은그리스도의제사는불

완전하고연약하다고비난하는것이아니겠는가?”고칼빈은강하게

묻는다.75) 그래서칼빈은“그리스도께서유일한제물이시라는것을

이해하는것만으로는안된다. 오직단한번의제사밖에는없다는

사실을거기에덧붙여야만우리의믿음이그리스도의십자가를붙

들게되는것이다”는것을강조하여말한다.76)

셋째로, 칼빈은 본격적으로 말하기를“각 미사마다 새로이 죄사

함과새로이의를얻을것을약속하니”결국미사는“그리스도의참

되고유일무이한죽으심을제거해버리고사람들의기억에서제거

해버리는”역할을한다고비판한다.77)

넷째로,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구속에

근거해서미사로말미암아죄사함을얻는다고하는미사이론은결

국“그리스도의죽으심을인정하지않거나생각하지않도록만듦으

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은택을 제거하여 버린

다”고비판한다.78)

다섯째로, 칼빈은 사적인 미사(a private mass)는 있을 수 없음

을강조한다. 그것은신자들에게서분리시키는것이며십자가로이

루신연합을“와해시키고찢어버리는것”이라고한다.79)

그러므로“미사는거기에뒤따르는부속물들을다제거하고가장

순결한상태로그것을취한다할지라도, 밑바닥부터꼭대기까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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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종류의불경과신성모독과우상숭배와참람함이가득차있다”

는것이칼빈의판단이다.80)

정리하면서미사문제에대한칼빈의입장을잘드러내는한구절

을 더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 희생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함께 먹은 식탁을 주셨고,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제사를 드

리게하신것이아니라사역자들을세우셔서그신성한잔치를나누

어주도록하신것이다. 그신비가높고거룩할수록더욱더경건한

자세로 그것을 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인간적인 상상

과추축들을내어버리고오로지성경이가르치는바를굳게붙드는

것처럼안전한것은없다.”81) 바로이런이해에근거해서후대개혁

파에서는제단(alter)에서성찬상(table)으로사제(priest)에서목사

(minister)라는 용어로의 전환이 명확하고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

이다.

(2) 그리스도의머리됨을대신하는자(vicar)를생각하는일의이단성

칼빈은천주교회가교황이머리이신그리스도의대리자라고주장

하며, 그렇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교회를 관장한다고

주장함을잘알고있다.82) 그러나“한사람을보편교회위에세우려

는그들의처사는그리스도께큰해를끼는것이다”는83) 것을 칼빈

은성경과교부들의글을들어길게논의한다. “성경어디에도그리

스도께서 그런 사람을 지명하셨다는 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구절들에서 사실상 그런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엡 1:22;

4:15; 5:23; 골 1:18, 2:10).”84) 더구체적으로, “바울은사역자들가

운데일인통치를제시하지않을뿐만아니라그런것이없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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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기까지한다.”85) 또한교부들은로마주교의수위권을몰랐다

는것을잘논의하며,86)다음같은키프리안과어거스틴의말을길게

인용하는것이다:

주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쇠를 모든 이들에게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 나머지 사도들도 베

드로와똑같이동일한존귀와권세를동등하게받은것이다. 하나

됨에서부터시작함으로써그리스도의교회가하나임을드러나도록

하신것이다.87)

만일교회라는비밀이베드로안에없었더라면, 주께서는그에게

“네가열쇠를주리니”(마 16:19)라고말씀하지않으셨을것이다. 만

일에그말씀이오직베드로에게만하신말씀이라면교회가그열쇠

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다. 그러나교회가열쇠를가지고있다면,

그열쇠를받은베드로는온교회를상징하는것이었다.88)

로마 교황제의기원과성당의역사적문제점을길게논의한89) 후

에칼빈은이에대한“그들의주장들은모두가거짓이라는것이이

미 분명히 드러났다”고 한다.90) 그들이 보이는 것은“무서운 배교”

일 뿐이고,91) 교황은“맹렬한 힘으로 복음을 핍박함으로써 스스로

적그리스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다.92) 그러므

로 칼빈은“교황 제도 그 자체가 교회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선언한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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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을만들어예배하는것의문제점

칼빈은또한상을만들어예배에사용하는천주교회는잘못을범

하는것임을아주분명히하면서“그들은과연자기들이그옛날의

우상숭배자들과전연다르다는것을한번증명해보기를바란다”고

단언한다.94) 특히 구약시대에상숭배를언급한후에 16세기천주

교회에서의 관행을 생각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탄식한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날마다 나무와 돌

을세워놓고그것으로하나님을경배한다고하는자들이많이있는

데, 바로그런행위들을과거에유대인들이행하였던것이다.”95) 그

러나이런것들은천주교에서이야기하듯이‘봉사’(δυλει’α)이지‘예

배’(λατρει’α)가아니라고 하는것이모순될뿐아니라하나님께참

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96) 이렇게 된 원인을 칼빈은 교회

안에 교리가 순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서 찾고 있다: “우선 우리가

고대 교회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둔다면, 참된 신앙이 번성

하고교리의순전함을갈구했던500여년동안에는예배당안에일

반적으로형상물이전혀없는것이일반화되어있었다는사실을기

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의 수수성이 다소 쇠퇴하

면서예배당들을장식하기위한상들이소개되기시작하였다.”97)

(4) 천주교회에서계속지켜지고있는것들을“사순절등의부패

한제도들”이라고언급함으로써98) 칼빈은성경에근거가없는것을

다혹독하게비판하면서제거하려고하는것임을분명히드러내고

있다. 그는“이그나티우스의이름아래제시되어온그어처구니없

는제도들처럼역겨운것은없을것이다”라고강하게말한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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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같은것을종합해볼때칼빈은천주교회를교회가아니

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칼빈은“그들에게 교회가

있다는것을인정할수가없다”고하면서“그들에게는불경건의학

교와 온갖 종류의 오류가 가득한 소굴이 있을 뿐이다”고 단언한

다.100) 한 곳에서는이렇게말하기도한다: “로마교회주의자들은자

기들이 그리스도의 철천지 원수들이면서도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

을 갖고서 무식한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

다.”101) 물론그들에게세례가유지되는등“교회의흔적은남아있도

록”하셨다는것은말한다.102) 그러므로보다정확히말한다면4권2

장마지막부분에서하고있는말이칼빈의태도를대변할것이다:

“주께서그들속에자기백성의남은자들을- 그들이아무리환란

을 당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놀랍게 보존하고 게시다

는면에서는 .... 그들을교회라부를수있을것이다. 그러나반면

에, 이 논의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할 그런 표지들이 그들에게

서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회중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교회의 적법한 형태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103) 천주교회의 주

장들을 논하면서 칼빈은 한 곳에서“사단의 수족들은 의례 성경을

조롱하는습관이있으니그런자들이이에대해서 (잔을금하는것

에대해서) 거짓 주장을늘어놓는다는것을나는잘알고있다.”고

말하기도한다.104) 이는칼빈이천주교회를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

를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5) 도나티스트이단(the Dona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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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또한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나가 지나치게 나아

가“자기들이벌써일종의영적인존재들이된것처럼자기들스스

로 완전한 거룩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짓된 확신에 젖어서, 인간성

의잔재가드러나는모든사람들과의관계를끊어버리는자들”가

운데 하나로 카타리파(the Cathari)와 도나티스파(the Donatists)

를지적하며비판하고있다.105) 이런도나티스트들의주장에반해서

칼빈은어거스틴의다음같은권면을동감하며소개하고있다: “할

수있는만큼긍휼로교정시켜주며, 그들로서할수없는문제에대

해서는 인내로 견디며, 사랑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시켜 주실 때까지, 아니면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으시고 쭉정이를 날려버리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마

13:40; 3:12; 눅3:17).”106)

그러므로칼빈과개혁자들은도나티스트같은분리주의자들은아

닌것이다. 칼빈은천주교회와관련해서는“그리스도께로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서 분리하는 일이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말한다.107) 칼빈 등의 개혁자들이 천주교회로부터

나뉘어진것으로그들이분리주의자라고할수없으니그들이자신

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칼빈은 여러 곳에서

지적하기때문이다.108)

(6) 일부재세례파적교회론의문제점

칼빈은곳곳에서일부재세례파사람들이이전의노바티아누스파

사람들과비슷하게“하나님의백성들이세례를받을때에순결하고

천사와같고, 육체의더러움에전혀물들지않은새로운삶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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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는것처럼주장하면서, 세례를받은후에누군가가타락하여

떨어져나가면이들은그사람을오로지하나님의무자비한심판에

맡겨 버리는 것이다”고 하면서 이런 지나치게 강직한 입장이 노바

티아누스 이단과 똑 같은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109)

잘못범죄하는죄인들이회개하고용서받고돌아올수있는희망

을빼앗아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상과같이교회역사에있어서명백한이단으로규정된것들을

칼빈도이단이라고생각하며그와같은가르침이교회안에있지않

도록 하는 일에 칼빈은 전심전력하였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자신

의시대의일부사람들이드러내고있는이단성을분명히드러내어

지적하는것에더많은지면과시간을할애하고있다. 칼빈의수많

은주석과그들, 그리고설교들이성경적사상을교회안에분명히

드러내어이와같은비성경적사상과실천들이교회안에있지않도

록하는일을목표로하였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단에대한

칼빈자신의입장은매우단호하다. 그는“주님의말씀을떠나서는

신자들의 일치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있을

뿐이다.”110)

II. 예언문제에대한칼빈의견해

이제 이와 같이 기본적 이단들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정리한 터

위에서오늘날한국교회에서일어나고있는여러이단운동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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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살펴보기위해이절에서는칼빈이성경이외의계시, 즉사적계

시를말하는이들에대해서과연어떻게생각하는지의문제를좀더

구체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칼빈은에베소서4:11의말씀에근거하여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자들을“주께서그의나라의시작때에일으키셨다고”하고,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진전해 갈 수 없는”목사와 교사를

“교회에항상있는일상적직분”이라고한다는것은누구나가알고

있다.111) 칼빈은이와같은평상직분, 즉 교회안에계속있도록하

나님께서의도하신직분으로목사인교훈장로외에치리장로와집

사를 성경으로부터 찾아 언급하고 있다.112) 그는 이 직분들이 천주

교회적모순을벗어버리고온전히회복되기를간정히원했다.113) 그

런데 칼빈이 일시적인 직분들로 언급하는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

고 복음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따

금씩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다.”고 말하여114)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같은분들이자신들의사역의근거로할만한표현이나타나

고있으므로칼빈d; 이렇게말한말의의도를분명히할필요가있

다고여겨진다. 

칼빈은“사도들”은온땅에나가복음을전하여“처음교회를세

우는자들로서그기초를온세상에세운자들”이라고한다.115)“선

지자”라는 명칭은“특별한 계시에 뛰어난 자들을 지칭한다”고 한

다. “복음전하는자들”은사도들을대리하여기능을발휘한자들인

데, 이들은교회에영구히존재하는것으로세워진것이아니고, 신

약교회의초석을놓은창설직원이라고한다. 그런데그뒤에칼빈

은“오늘날이시대의경우처럼주께서그후의시대에도사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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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그들을대신하는복음전하는자들을때때로일으키셨다는

것을부인하지않는다”고말하고있기에116) 많은사람들이오해하기

쉽다. 그러나칼빈의이런말을오해해서는안되니, 이는과거사도

나선지자들처럼새로운계시를전달하는이들을주께서세우신다

는뜻으로말한것이전혀아니기때문이다. 이문맥에서칼빈은루

터나부쳐같은개혁자들을그시대에하나님께서특별히세우신복

음 전하는 자들로 생각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말을 한

바로뒤에칼빈은“적그리스도의반역으로부터교회를돌이키도록

인도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이때칼빈은초기개혁자들을염두에두고서이용어

를사용하고있음이분명하다.

둘째로, 칼빈은“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에는 그 직분

이취할자리가없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117) 그러므로칼빈은정

상적인교회안에계속해서선지자들이나사도들이나복음전하는

자들이있을수있다고전혀생각하지않는것이다.

더구나셋째로, 칼빈은사도들과그이후의사역자들의차이를아

주명확히하고있다. 그본질적차이는다음과같은것이다: “사도

들은확실하고도순전한성령의서기관들이었고따라서그들의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의 유일

한 임무는, 성경 안에 있고 인쳐져 있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다.”118)

그러므로게시의전달자들인사도와는달리칼빈이주께서때때로

일으키실수있다고말한특별하고비상한사역자들을포함하여 -

우리시대의모든사역자들은다사도와선지자들의가르침인성경

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우리 신실한 사역자들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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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떤 교리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외도없이모든사람들로하여금복종하게하신그가르침을[즉,

성경의가르침을] 철저하게지켜야한다고가르치는것이다.”119) 다

른말로, 칼빈은이렇게도말한다: “그러므로우리가반드시유념해

야할보편적규범은바로이것이다. 곧하나님께서새로운가르침

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사람들에게서 박탈하시고, 그리하여 그

홀로신령한교리를가르치시는우리의스승이되시도록하신다는

것이다. ... 이 규범은개개인신자에게는물론교회전체에게도똑

같이적용되는것이다.”120) 그러므로, 칼빈에의하면, 성경에기록된

계시이외에는그어떤것도하나님으로부터온계시라고하면서새

로운가르침을베풀어서는안되는것이다.

이것이칼빈에게는매우중요한요점이었다. 어떤점에서이것이

어떤이들이참교회인가아닌가를보여주는큰시금석의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의하면, 하나님의말씀인성경에충실한

참교회는“자기스스로지혜로워서도안되며, 자기스스로무엇인

가를만들어내서도안되며, 오직그리스도께서말씀을그치신곳

에서자기자신의지혜도멈추도록그한계점을인식해야하는것이

다.”121) 그러하기에“주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리스도의가르침의진리를깨닫게하시는것이상으로우리에게

다른무엇을행하시는것으로기대해서는안된다는것을말씀하시

는 것이다.”122)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크리소스톰의 이름으로 쓰여

진한저작으로부터다음같은말을동감하면서인용하여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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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사람들이성령에대해서자랑하지만, 자기자신의생각을말

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요 12:49; 14:10), 율법과 선지자에 근

거하여말씀한다고(요 12:50), 증언하셨으니, 성령의이름을빙자하

여전해지는것가운데서복음에서떠나있는것은그어떤것도믿

지말도록합시다. 그리스도께서율법과선지자의마침이되시듯이

(참조. 롬 10:4), 성령께서는복음의마침이신것입니다.123)

그러므로칼빈에게는성경에주어진것외에그누구라도그어떤

것도덧붙일수있다고생각하지않은것이다. 칼빈은이렇게말한

다: 주께서다시오시는“그큰날이밝아오기까지오로지그리스

도만을 바라고 찾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이세대를가리켜성경이‘마지막때’(요일 2:18), ‘모든말

마지막’(히 1:2), ‘말세’(벧전 1:20)라고 부르며, 어떤 새로운 가르

침이나계시에대하여헛되이기대함으로속는사람이없도록하고

있는것이다.”124) 이에따라서칼빈은그렇게새로운계시를말하는

것은모두정죄받아마땅한것이라고보고있다. 칼빈은성경에나

타난“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혀를온전히고정시켜야할”것이라고하면서“이것이야말로최고

의 스승이신 성령님의 학교이며, 이 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무엇을얻을필요가없이전진하며, 거기서가르치지않는것에대

해서는 기꺼이 알지 않으리라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 것이다.”고

말한다.125)

이와같이에베소서주석과기독교강요에서는신약시대의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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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생각하면서성경이완성된이제는하나님의새로운계시는

있지않다고단언하는칼빈은고린도전서주석에서는본문에언급

된“예언하는일”을통상적으로사람들이예언하는것에대해서생

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논의한다. 즉 칼빈은

고린도전서에서언급된예언하는은사를가진사람들은우리가흔

히 생각하는 선지자들, 즉“미래의 일을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들”이아니라, “성경을다루는독특한은사를부여받은사람들, 즉

성경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 성경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주는 은사를 가진 분들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해석하는것이다.126) 

칼빈이이렇게해석하는이유는첫째로, 이본문에서바울이예언

하는일을교회안에서교회를세우는데가장큰원천이되는것으

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언급하는데

적용될수없는말이기때문이라고한다.127) 

둘째로는바울이선지자의사역을규정하여제시할때그는권면

하고격려하고가르치라고하고있는데이런일들은미래일을예언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칼빈은

이맥락에서선지자들은 (1) 성경을잘해석하는사람들이며, (2) 교

회의직접적필요를파악할수있는놀라운지혜와재능을부여받

아그상황에적실한말을할수있는사람들이라고규정한다. 이런

의미에서이분들은하나님께서전하기원하시는소식을전하는사

신들(messengers)인 것이라고 한다. 즉 여기서 선지자들은“성경

의예언들, 위협들, 약속들, 그리고모든교훈들을교회의현재적필

요에적용하여하나님의뜻을알게하는경험과기술이많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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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하는것이다(Comm. I Cor. 12:28 [271]). 이와같이고린도

전서에언급된선지자는“계시의해석자요계시의사역자이다”라고

칼빈은 보는 것이다.128) 우리나라에서는 박윤선 목사님이 고린도전

서주석에서같은방향에서해석하셨다.

그러므로덕을세우는데유용한말을한다는것은교회를따라서

각각의성원들을“세우는데적당한가르침”을베푸는것이라고한

다(Comm. I Cor. 14:3 [286]). 다시말하지만, 칼빈은이맥락에서

예언한다는말을“앞일을미리말하는은사”로보지않고(not the

gift of foretelling) “우리를종교적으로훈련하는것, 우리를가르

쳐서신앙에로, 하나님경외와예배에로, 거룩과의의책임에로이

끌어가는가르침을하는것”으로보는것이다(Comm. I Cor. 14:3

[286]). 구약과신약초기의선지자들과고린도전서에언급된이은

사를받은자들과는다르다는것이다.

물론칼빈은이어귀에대한다른해석의여지가있다는것을기

꺼이 인정한다(Comm. I Cor. 12:28 [271]). 그러므로 고린도서에

서 언급된 선지자들에 대한 해석이 어떠하든지 간에, 칼빈은 오늘

날우리가흔히생각하는예언사역이교회공동체안에있으리라고

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직

접계시를받았다고하면서말하는사람들이있다는것을모르지않

는다. 그가살던시대에도그런주장을하는사람들이많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칼빈은이런자들이성경이말하는선지자들이라

고는전혀생각하지않는것이다. 오히려이런이들은악한영에의

해 지도함을 받는 광신자들이라고 하며(Comm. I Cor. 12:27

[270]), 신령주의자들(spiritualists)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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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교회를통치하시는성령님께불순종하며성령님의인도하심을

받아가지않는자들이라고하는것이다. 이런이들은교회를어지

럽히며 혼란 가운데 있도록 하는 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나 에베소서 주석에서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도

그어떤예언사역과같은것이있을수있는여지를주지않는다.

III. 성령의역사하심에대한칼빈의이해

타락한사람은근본적으로스스로의힘으로는그어떤선한것도

칭찬할만한것도낼수없다는것이칼빈의기본적인입장이다. 그

러므로사람에게서그어떤선한것이나칭찬할만한것이나온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129)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에대한칼빈의생각의가장기본적인출발점은바로이와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이런 입장에서“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

다.130) 칼빈은성령님의역사하심을가장강하게강조한분들가운데

하나이다. 그는워필드가잘언급한대로칼빈은“성령의신학자”였

던 것이다.131)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결과들은모두다하나님께서주신것이다. 주신것이아니면

우리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잊어버

리고서자신들에게무엇인가있는것처럼, 자신들이무엇인가를하

는것처럼생각하며행동하는경우가많이있다. 그래서칼빈은바

울이고린도성도들이“하나님의은사들을잘못사용하고”있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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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교정하려고 한다고 한다. 즉“사랑에 대해 별 고려가 없든지

전혀 생각이 없이 과시와 겉치장으로 은사를 사용하는”것이 바로

그런문제요교정을필요로하는것이다.132) 하나님께서신자들에게

영적은사들을주신이유는“교회가그로부터유익을얻도록”하기

위해서(Comm. I Cor. 12:7 [261]), 서로의유익을위해그들이서

로를돕도록(Comm. I Cor. 12:12 [264]), 좀더구체적으로는“형제

들을세우기(the upbuilding of their brothers) 위한것”(Comm.

I Cor. 12:4 [260]), 즉“교회를세우기위한것이다(Comm. I Cor.

12:27 [270]).133)

바울이언급하고있는이와같은교회를위한다양한은사들의예

들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1) 지혜의말씀, 이를칼빈은“거룩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파악”(a through-going grasp of holy

things)과“가장비밀스럽고높은성격의것들에대한통찰을포함

하는것”(including an insight, by their unveiling, into things

of a more secret and lofty nature)으로해석한다(Comm. I Cor.

12:8 [262]). (2) 지식의말씀, 이를칼빈은“거룩한것들에대한이

해”(an understanding of holy things)로 해석한다(Comm. I

Cor. 12:8 [262]). (3) 믿음, 이를칼빈은구원에이르는믿음으로보

기보다는이적이수행되는것을믿는믿음, 즉이적신앙으로해석

한다. 가룟유다도이런믿음을가진것으로언급하고있는것이다

(Comm. I Cor. 12:9 [262]). (4) 신유의은사들(gifts of healing),

이는누구나알수있을것이라고하면서134) 칼빈은“치유의은사들

은나머지이적들과마찬가지로주께서일시적으로베푸셨던것들

로서, 복음의 새로운 선포를 영원토록 놀랍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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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135) (5) 기적들을 행함들(workings of

miracles), (6) 예언함, 이에대한칼빈의해석은독특하니그는고

린도전서에서말하는선지자들이성경을사용하여하나님의뜻을

드러내어주는독특한은사를가진사람들, 즉하나님의뜻을알게

하는사자들이라고보기때문이다. (7) 영들을분별함, 칼빈은이를

그리스도의참된사역자들과거짓사역자들을부별해줄수있는은

사라고본다(Comm. I Cor. 12:10 [263]). (8) 다양한방언들(divers

kinds of tongues)(고전 12: 10, 28), 칼빈은 이를 여러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외국어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한

다.136) (9) 방언들을 통역함(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칼빈

은이를어떤특정한교회공동체를위해외국어를통역해주는것으

로본다. 외국어를많이알아도다른특정한지역의언어를못할때

는 통역자를 필요로 하며 그 통역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Comm. I Cor. 12:10 [263],

Comm. I Cor. 12:28 [272]). (10) 서로 돕는은사(고전 12:28), 칼

빈은이를우리가알지못하는고대교회의직분에해당하는은사이

거나 가나한자들을돌아보는집사의사역을지칭하는것이라고하

면서 자신은 집사직에 대한 은사로 보는 것을 선호 한다고 말한다

(Comm. I Cor. 12:28 [272]). (11) 다스리는은사(고전12:28), 칼빈

은이를치리의책임을지는장로들에게주어진은사라고한다. 그

러므로 교회에서의“다스림은 무게와 경험과 권위가 다른 이들 보

다 뛰어난 장로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Comm. I

Cor. 12:10 [263], Comm. I Cor. 12:28 [272]).

우리나라에서방언에대한오해가특히많기때문에여기서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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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방언이해를조금더정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칼빈은성경이

말하는 방언들은(tongues) “외국어들”(foreign languages)이라고

단언한다.137) 그래서 칼빈은모든언어가다“차별없이중요하고”,

“복음을모든민족들에게선포할때에매우중요하게사용되는”것

이라고 한다(Comm. I Cor. 14:5 [287]). 이렇게 방언을 외국어로

보는칼빈은“방언으로말하는자는사람들에게가아니라하나님께

말한다”(고전 14:2)는구절의뜻은결국그외국어를모르는사람들

이전혀알아듣지못한다는뜻이므로이는(당시의관용어적표현으

로하자면) “자신에게그리고벽에대고설교하는것과같다”는뜻

이라고해석한다(Comm. I Cor. 14:2 [286]). 따라서“영으로말한

다”는것도칼빈은나쁜의미로해석하여제시하면서“알수없게,

아무효과도내지못하는, 수수께끼같은말들을한다”는뜻이라고

한다(Comm. I Cor. 14:2 [286]). 방언으로말하는자는“자기에게

덕을 세운다”(고전 14:4)는 말도 칼빈은“자신에게 말한다”(he

speaks to himself)는뜻이든지(Comm. I Cor. 14:4 [286f.]), 바울

이“양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by way of concession) 것이라고

본다. 핵심적문제는교회공동체가모여있을때는자신을추구하

기보다는다른이들을위하고모두를위하려는마음으로모여야하

는데, 같이 모여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문

제라는 것이다(Comm. I Cor. 14:4 [287]). 도움을 주려는 열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도(고전 14:14) 바울이 양보하는 식으로(by way of

concession) 표현한 표현법이라고 칼빈은 해석한다. 즉 당신의 영

이당신에게부여된은사를스스로자랑하려고하는데그것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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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유용성이없다면그것이과연무엇이냐는것이다(Comm. I Cor.

14:14 [291]). 왜냐하면 영은(the spirit) 항상 이해(the

understanding)와 함께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Comm. I Cor.

14:14 [292]). “바울은영으로기도하기위해서는정신, 즉 이해역

시도같이기도할수있어야만한다고가르치는것이다”(Comm. I

Cor. 14:15 [292]).

이문제에대해서칼빈과는다른해석을한다고해도적어도다음

의같은칼빈의말들은모두가유념해야하는것이다: “어떤사람이

알수없는말로말하면그는교회의교제에동참하는것이아니고

오히려 그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138)“모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무의미한 소리를(a meaningless noise) 발하는 사람

들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는가?”(Comm. I Cor. 14:23 [297])

그러므로방언문제에대해서칼빈과다른해석을한다고해도, 적

어도다음같은칼빈의설명에는동의해야하는것이다: “바울은교

회공동체안에서공개적으로하는것과다른사람들이모르게혼자

말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

로하는것은금하는것이다”(Comm. I Cor. 14:28 [301]) 

치유나 능력 행함과 관련하여 안수 하는 일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와 같이 안수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만일

사도들이 그 당시에 행한 이 직무가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안수의행위역시지켜졌을것이다. 그러나그은혜를주시는일이

중지되었으니무슨목적으로안수를행하겠는가?”물로이렇게말

할때칼빈이성령님께서오늘날교회에서역사하신다는것을조금

이라도부인하는것은아니다. 그래서그는곳바로“성령님께서지



칼빈과이단문제 : 이단문제에대한칼빈신학의의의 75

금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

한다. “그러나 안수를 행함으로써 베풀어졌던 이적적 권능과 놀라

운역사들은이미중단되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일들을중

단시키시면서도그의교회를완전히버리지는않으셨다. 오히려그

의나라의위대함과그의말씀의위엄이충분히밝게드러났다고선

언하시는것이다.”139) 그러나칼빈이이와같이말하는것은이제어

떤은사자들이나교회직분자의안수행위를통해치유하시는일을

하지않으신다고말하는것이다. 그러나그리스도인들의기도를통

해서“주님은과연어느시대에나자기백성들과함께계시며, 옛날

에 못지않게 필요한 때마다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신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확언하고 있다.140) 그러므로 어떤 이적적 은사가 더

이상있지않다고하는칼빈의말을이제성령님께서더이상이적

을베풀지않으신다는식으로오해하거나치부해버리면안될것이

다. 많은이들은은사중단론을이와같은식으로오해하고있으므

로심각한것이다.

은사들에대한칼빈의해석가운데서또하나흥미로운것은칼빈

이이은사들이중생한그리스도인들에게만주어진것으로생각하

거나말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가룟유다가이적신앙을가졌었

고, 실제로여러이적을수행하였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

러나결국그는구원에참여하지못했다. 또한고리도전서13장앞

부분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보며,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도아무것도아닐수있다는것, 구원받지못할수도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는것이다. 이세상의사람들의여러방언들을알고말

해도, 심지어과장법적으로말해서천사의방언을말해도141)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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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그러하다는 것이다. 예언을 해도 그러하며, 이적을 일으킬

이적신앙이있어도그것으로구원받는것이아니라는것을칼빈은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은사가 있

다는것, 따라서초자연적은사가있다는것이그사람이반드시구

원받은사람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것이

분명하다.

기본적으로바울을따라서칼빈은모든진정한은사는하나님께

서하나님마음대로주신다는것을강조한다. 고린도전서와로마서

주석에서칼빈은이점을여러번강조한다. 그리고하나님께서는교

회전체를위해서교회구성원들에게하나님의은사들을나누어주

셨다는(distributing them among them) 것을강조한다. 그 각각

의은사들은교회공동체를섬기기위한것이다:142)“하나님은영은

이 은사들을 우리들 가운데 나누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의] 공동의선에기여하게할수있도록하신것이다.”143)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우리들이서로에게의존하게우리를엮으신다”는것

이다.144) 바울에게서나 칼빈에게서나 은사(gifts)는 섬김(services)

과 밀접히 연관되어 제시된다.145) 그러므로“각자는 자신에게 주어

진 은사들로 만족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도록”하라고 한

다(Comm. I Cor. 12:4 [260]). 이에덧붙여서칼빈은아주구체적

으로다음같은점을강조한다: “그는[바울은] 다른것[은사들을] 얻

으려는이기적힘씀으로자신들의한계를넘어사는것을금하는것

이다.”146) 다른말로하자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많은

것을얻었는지를생각하고, 하나님께서허락하신것의성격을생각

하고, 하나님께서과연무엇에로우리를부르셨는지를생각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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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Comm. I Cor. 12:4 [260]). 그리고각자가가진그모든은

사들은결국“모두의세움”(健德, the edification of all)을위해있

음을알고그렇게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 “교회는쓸데없고헛된

일들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세움[健德,

edification]을위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147) 그리고세움, 즉

건덕을위해행한다는것의의미를칼빈은다음같이제시한다: “은

사를부여받은모든이들은그것을모두의유익을위해사용하려고

애써야한다.”148)

그러므로성경과이에따르는칼빈의생각에의하면(1) 자랑과교

만은 성령의 은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충족적

이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은 없기 때문이

다.149) 그렇게 하는 이들은자신을교회공동체로부터떼어내는것

이라고칼빈은생각한다. 또한 (2) 신약성경이말하는교회를세우

는데도움이되지않는것도성령의은사가아닌것이다. 이런의미

에서결국신약교회를제대로세우는데지장을준가룟유다가행

한이적들, 그배후의이적신앙은참된은사가아닌것으로여겨질

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이두가지원칙에서벗어난이들은실질

적으로는“악한 영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광신자들”이라고 칼빈은

언급한다.150) 

IV. 결론: 바르고건강한한국교회를지향하며

이상에서 우리는 이단들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살펴보면서 그가



78 칼빈과이단 Calvin and the Heresy

고대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 뿐 아니라 종교 개혁 당시에

복음을왜곡하여반-펠라기우스주의를주창하며, 잘못된교회론을

제시하고 있는 천주교회와 소위 신령주의자들(spiritualists)의 심

각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는것을잘볼수있었다. 더구나성경계

시이후에는그리스도재림때까지는더이상다른계시가있지않

다는것을분명히하는칼빈의태도와성령의은사들에대한칼빈의

이해를살펴볼때오늘우리시대에많은이들이성경이외의예언

과하나님의음성을이야기하는것에대해서, 또한소위이적적은

사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어떤 태도를 표명할 것인지를

충분히미루어짐작할수있을것이다.

칼빈이자기시대의교회가바르고건강한교회가되기를위해자

신을 온전히 바친 것과 같이 우리들이 섬기는 한국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되려면칼빈자신이그리한바와같이성경의가르침만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사용

하셔서 역사하시는(cum verbo)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

나간다면우리도우리들의교회를바르고건강하게하는일에조그

만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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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CC edition, edited by

John T. Mc 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1. 13. 4 . 이하에서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약하

기로한다. Calvin, Institutes. 1. 13. 4. 

2) Calvin, Institutes 1. 13. 4.

3) Calvin, Institutes 1. 13. 5.

4) 이에대해서는 Calvin, Institutes 1. 13. 22를보라.

5) Calvin, Institutes 1. 13. 29.

6) 이런 것들에 대한 칼빈적, 정통주의적 입장에서의 좋은 논의로 Herman Bavinck,

The Doctrin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51, paperbak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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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해들에 대한 다른 논의들로 다음도 보라: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1), 83f.; Seung-Go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tological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1 (2009): 90-107.

7) Calvin Institutes, 2. 13. 1, 2. 또한 Calvin Institutes, 4. 17. 25.

8) Calvin Institutes, 2. 12. 1.

9) Calvin Institutes, 4. 17. 29.

10) Calvin Institutes, 2. 15. 12.

11) Calvin Institutes, 2. 14. 4. 또한 Calvin Institutes, 4. 17. 30도 보라: “유티케스

가올바로정죄받았다는사실에대해서는그들도감히부인하지못할것이다.”

12) 그리스도 안에 두 인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네스토리우스파는 분명히 이단이다. 그런

데 네스토리우스 자신이 과연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므로 네스

토리우스가 과연 네스토리안인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논의들로 다음을

참조해 보라: Friedrich Loofs, Nestorius and His Place in the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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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Doctrine (New York: Lenox Hill, 1975), 41, 60-61; J. F.

Bethune-Baker, Nestorius and His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8), 82-100; 그리고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5), 726f.

13) Calvin Institutes, 2. 14. 4, 5.

14) Calvin Institutes, 2. 14. 4.

15) Calvin Institutes, 4. 17. 29.

16) Calvin Institutes, 4. 17. 30.

17) 이런 입장의 대표자로 루돌프 불트만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Cf. Rudolf

Bultmann, “New Testament and Mythology,”in Kerygma and Myth, ed.

Hans Bartsch (New York: Harper and Row, 1961).

18) Cf.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1 (Edinburgh: T. & T. Clark, 1936),

188: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나사렛의 랍비였다 그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얻기는 매

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의 활동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비슷

하며, 그의‘종교’의후대대표자들과비추어볼때도그저평범한것일뿐이다.”

19) Calvin Institutes, 3. 3. 21. 

20) Calvin Institutes, 1. 9. 1.

21) Calvin Institutes, 1. 9. 3.

22) Calvin Institutes, 3. 3. 14. 

23) Calvin Institutes, 3. 25. 8. 또한이점에대해서는이승구, “‘하나님형상’이해에

대한 칼빈의 기여와 개혁파적 형상 이해의 진전”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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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alvin Institutes, 2. 1. 5(“얼마나 뻔뻔스러운짐승들이었는가”); 2, 1. 6; 2. 1. 7:

Calvin Institutes, 2. 3. 5; Calvin Institutes, 3. 17. 15; Calvin Institutes, 4.

8. 12.

25) Calvin Institutes, 2. 3. 7. 여기서 칼빈은 Augustine, Against Pelagius and

Coelestius=On the Grace of Christ and Original Sin, 1. 14. 15를 동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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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리고 피터 롬바르드는 어거스틴이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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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alvin Institutes, 2. 2. 6. 

29) Calvin Institutes, 3.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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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onaventura, Commentary on the Sentences, 4. 20. 1, cited in Calvin

Institutes, 3. 2. 38.

32) Calvin Institutes, 2. 2. 8. 

33) Augustine, Letters, 145. 2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2. 8. 

34) Augustine, On Man’s Perfection in Righteousness, 4. 9,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2. 8. 

35) Augustine, Sermons, 131. 6,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2. 8.   

36) Augustine, On Nature and Grace, 3.3; 19. 21; 20. 22,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2. 12, 16. 

37) Augustine, Sermons, 176. 5-6,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2. 27. 

38) Augustine, On Man’s Perfection in Righteousness, 4. 9,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3. 5. 

39) Augustine, Letters, 186. 3. 10,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3. 7. 

40) Augustine, Enchiridion ad Laurent, 9. 32, cited in Calvin Institutes, 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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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기

우리는논문의본주제를논하기이전에먼저규명하고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범신론’이라는 용어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안드레오시안더라는인물에대한것이다.

성경에는 물론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의저서에는‘범신론’이라

는말이한번도나오지않는다. 이는이단어는18세기에생겨났기

때문이다.1) 그러나 성경이 배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질타한 내용

이나종교개혁자들이대적들을비판한내용을보면이들은범신론

적인 내용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칼빈의 저서에서

‘미신’이라는 표현은 모두가 범신론적인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

다. 우리는칼빈이로마카톨릭을비판할때‘미신적’이라는표현을

매우자주사용함을본다.2)

‘범신론’이란‘만물이곧신(神)’곧신은우주의내재적원리로서

세계안에있으며신은세계안에있고세계는신안에있으며신은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세계관을 말한다.3) 그런데 인간의 사고방식

과연관해서‘범신론적’이라는말은우주만물을해석할때신(神)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주목하는것은바로이런사고방식이다. 매우흥미롭게도

철학사는자연인의사고방식이유물론적, 범신론적, 이원론사고방

식으로형성되었음을가르친다.4) 성경은인간이타락할때이세가

지사고방식으로타락했음을암시한다.5) 우리의관심은이런범신론

적인사고방식이어떤점에서신학을왜곡시키고나아가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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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을 비정상적인 데로 인도함을 살펴는 일이다. 동시에 칼빈

이이런범신론적대적을어떤방식으로비판했는지도우리의관심

사이다. 

그다음A. Osiander는 1498년 12월 19일에태어나서1552년 10

월 17일에죽었다. 그를 1509년 7월 10일에태어나 1564년 5월 27

엘 죽은 칼빈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시대에 일했으나 약간 앞선

시대에 일했다. 그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나 범신론의 오류

에 빠지 전형적인 인물이다. 칼빈의 경우 범신론적인 대적은 오시

안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또는 범신론적인 오류

에빠진오시안더의신학을주목하는것이다.

그러면 이런 주제는 한국교회에 어떤 의의가 있을까? 한국인의

사고구조의주류를이루고있는것은범신론적인샤머니즘일것이

다. 복음이 한반도에 전파되었어도 샤머니즘의 사고방식을 극복하

기는커녕오히려그것에의해삼킴을받았다는것이맞는말일것이

다.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범신론적인 사고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통일교의 구원론을 Osiander의 신학체계로

해석하면 매우 정확하게 분석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6)

Osiander의 구원론을통해한국기독교인들의문제점을파악하고

그대안을제시할수있다면참으로도움이클것으로보인다.

오시안더의 제 1차 사료를 구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우리는여기서칼빈이오시안더를비판한내용에근거해서

그를분석하고나아가칼빈이그를어떻게비판했는지를살펴보고

19세기에오시안더를비판한에드와드뵐의비판과비교하여칼빈

의비판을평가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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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칼빈의Osiander 하나님형상론비판

1. 칼빈의 A. Osiander의 하나님형상이해해석과비판

칼빈은지적하기를Osiander에의하면성부, 성자, 성령은그형

상을 인간 속에 두었는데, 아담이 비록 범죄하지 않았어도 그리스

도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7) 이 아담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는 아담의

육체적외모의표본(Vorbid)과전형(Urbild)였다는말이다(ibid.). 

오시안더의성육신이해는말씀이사람이아니라육신(肉身)이되

었다는사실을간과하기때문에이런오류를범하는것같다. 오시

안더의논리에의하면아담이그리스도의모양에따라창조함을받

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서 육신이 되었어야 했다.

말씀이육신이되었다고할때예수그리스도께서취하신육신은불

순종이범해진바로그육신이다.8) 이것은타락전아담에게는해당

하는일이아니다. 칼빈은이런점을고려의대상으로삼지는않는

것같다.

그리고 칼빈은 Osiander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형상

이라고주장하는것을주목하고비판하기를영원한말씀이성령보

다순서상우선하는데어떻게그말씀이성령의형상이라고말할수

있겠는가라고의문을던진다. 그리고이렇게되면성자와성령사

이엔구별이없어진다고보고나아가성자와성령사이에어떤특징

과모양으로유사한가하고질문을던진다.(ibid.). 말하자면삼위일

체론적으로보아도논리상앞뒤가맞지않는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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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칼빈은 Osiander의 주장을 비판하며 지적하기를“하나님 형

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일부분 곧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한

영혼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진 흙에서 그 이름을 받은 아담 전체이

다”(I,15,5)라고했다. 즉Osiander는인간의물질적인부분만을하

나님형상의본질로본다는말이다. 

칼빈은 오시안더가 하나님 형상을 너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

했기때문에그는오시안더를비판하기이전에자신의하나님형상

이해를 간단히 열거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외모에도

드러나지만, 하나님 형상의 합당한 좌소는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없기때문이다.”(I,15,4) 즉하나님형상의본질은영적인그무

엇이라는말이다. 칼빈의이런하나님형상이해는좀뒤에구체적

으로논한다. 

칼빈이오시안더의하나님형상이해를비판했을때이미자신의

독특한 하나님 형상 이해가 정리되어 있었다. 칼빈이 말하는 하나

님형상이해의핵심은다음과같다. 그는하나님형상을거울에비

유했는데, 인간은하나님의영광을반사하는거울과같으며그것이

반사하는내용은지식, 의, 그리고거룩이다.9) 여기에는하나님과사

람사이의관계가핵심적인요소이다.

범신론이라는용어가 등장한 이후인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독

일개혁파신학자Eduard Böhl도그의여러저서에서구원론부분

에서Osiander를구체적으로비판했다. 그는범신론이라는용어로

사용하여 오시안더를 비판했다. 뵐의 하나님 형상 이해도 칼빈과

그렇게다르지않다. 단지그는‘상태개념’을하나님형상개념에

사용하여설명했다. 즉타락전아담은하나님형상을잘반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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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원시상태에있었는데뵐은이것은‘하나님형상의상태’로표

현했다.10) 뵐의경우도하나님과인간사이의관계가하나님형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

령이역사하는상태속에있어야된다고한다. 이상태는영혼과몸

둘다포함하기때문에몸에만관심을집중시키는오시안더의문제

를보다더효과적으로비판할수있는것같다. 그런데뵐은그의

교의학하나님형상론에서오시안더를비판하지는않았다. 그의관

심은온통이신칭의에있었기때문이다. 칭의론에서오시안더를집

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론과 성육신론 칭의론을 꿰

뚫으면서오시안더의범신론적인요소를간판한칼빈이더총체적

인시각으로이문제를다루었다고할수있다.

우리는이것으로는오시안더하나님형상론을완전히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범신론적인‘하나님 본질’개념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드러날것이다.

2. 칼빈의A. Osiander의본질적의로서하나님형상이해해석과비판

칼빈은오시안더의하나님형상개념속에범신론적인요소가들

어 있음을 간파한다. “인간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은 본질적인 의

(義)없이는인정할수없다. 마치만일그리스도가본질적으로우리

안으로들어온다면, 하나님이우리를자기의영의무한한능력으로

자기와동일하게만드는것처럼말이다”(I,13,5)11) 칼빈은오시안더

의이런하나님형상이해가결국마니교의범신론적인유출설오류

와 동일함을 지적했다. 사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이런 문제를 논하

기에 앞서 세르베투스와 마니교의 유출설에 대해 논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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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측량할 길 없는 신성이 어느 부분이 사람 속에 전해지기라도

한것처럼, 영혼은하나님의본질이전해진것이라고생각하였다.”

(I,15,5). 즉 칼빈에의하면, 오시안더의경우본질적인의(義)가 인

간에게주입(注入)되어야하나님형상이된다는말이다.

칼빈은이들을비판하기를만일유출설(流出說)이인정받으면하

나님은 파렴치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간의 본

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할 경우 하나님은 인간의“변화와 격동

뿐 아니라, 무지와 악한 욕망과 연약함과 온갖 유의 악한 것들”에

종속되어버리는것이기때문이다.(ibid.). 

나아가칼빈은오시안더가성령의역할을간과한결과그런결론

에이른다고지적한다. 칼빈은바울의말을인용하여“인간은본체

의유입에의해서가아니라성령의은혜와권능으로말미암아하나

님형상을따라지음을받았다는것은명백하게추론할수있다. …

성령은확실히우리안에서일하시되우리를하나님과동일본질로

만드시지않는다”(I,13,5). 오시안더의경우이‘하나님본질’은그

의칭의론에도중심적인위치를차지하기때문에이런인간에대한

그의설명이신학을파악하는데관건이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칼빈은 결국 오시안더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함을 말할 뿐, 오시안더의 오류가 범신론적인 사고

방식이 자아낸 결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칼빈은오시안더의하나님형상개념속에범신론적내지존재론적

인 요소가 있음을 감지한다. “오시안더는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를자기가비로소처음바로보았다고생각한다. 곧하나님의영광

이아담에게주어진비상한재능들속에서빛난것은물론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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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본질적으로아담안에거하셨다는것이다”12) 뵐이 이구절을비

판했다면이용어를사용해서분명하게비판했을것으로판단된다.

요컨대 칼빈이 안드레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론을 비판한 것을

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오시안더에의하면, 아담은, 성부의경륜에의해정해진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

았더라도 그리스도는 성육신 한다(II,12,6).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

더가예수그리스도의성육신의목적을몰랐기때문에이렇게말한

다는말이다.

2) 오시안더는 하나님 형상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 주어진 비상한 재능들 속에서 빛난 것

은 물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다”

(II,12,6). 이에대해칼빈은‘관계적인하나님형상관’으로‘존재론

적인형상관’을비판한다. “하나님과교제하는동안에는아담이하

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인간의 존엄성의 최고의 완전함이 바로 거

기있었다는것을나도인정한다…사람이하나님의형상대로창조

되었다는것은(창 1:27) 곧 창조주께서자기의영광이사람안에서

마치 거울로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기를 뜻하셨다는 것이다”

(II,12,6).

유감스럽게도 칼빈은 존재론적 그리고 범신론적인 하나님 형상

개념이어떤문제를야기(惹起)시킬것인가에대해서비판하지않는

다. 우리는이것을 16세기라는시간적한계에서비롯됨을이해해야

할것이다. 



100 칼빈과이단 Calvin and the Heresy

3. 칼빈의 A. Osiander의 성육신론해석과비판

칼빈에의하면, 오시안더의하나님형상이해는그의성육신이해

와밀접한관계에놓여있다. 칼빈은기독교강요 II권에서성육신을

다루면서 하나님 형상에 대해 다시 논했는데, 이는 오시안더의 잘

못된‘하나님형상론’을주지시키기위함이다. 오시안더의경우그

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칼빈은 그

리스도의성육신이우리를구속(救贖)을위한것이었음을지적함으

로써(II,12,4) 오시안더의 주장 곧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그리

스도는 성육신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II,12,5). “그리스도

께서우리의구속자가되시기위해서육체로옷입으셨음을모든성

경이선언하고있으므로, 그이외다른이유나다른목적으로상상

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제넘은 짓이다. 곧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

고잃어버린사람들을구하시기위함이었다. 타락한세상을회복시

키시고잃어버린사람들을구원하시기위함이었다.”13) 우리는여기

서 칼빈이‘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육신이 되

었다’라고 표현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가‘육신’이라

는개념을잘알고있었음을의미한다.

그리고오시안더는, 칼빈에의하면, 예수그리스도가필연적으로

성육신해야된다는사실을작정문제를연관하여재강조한다. 칼빈

은지적하기를오시안더의경우, 만일하나님이이미이전에그심

중에그리스도가육신이되어야만한다는확고부동한의도를지니

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다 (Inst

II,12,7). 

이에 대해 칼빈은“만일 아담의 의가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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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처럼하나님과비슷하게되었을것이다. 또한하나님의아들이

사람또는천사가되는것은결코필요하지않았을것이다”라고반

박한다. 즉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

없었다는말이다.

오시안더는 사람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계획에 따

라그리스도께서구속주로서가아니라첫사람으로서나시도록되

지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그존귀한위치에서떨어지고마셨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여야한다는역사적인필요를위해서나신것이아닌것이되

어 버리는데,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뜻이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II,12,7).

이에대해칼빈은그리스도가성육신의비밀곧죄를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었음과(히 4:5) 둘째 아담(고전

15:47) 또는아담의자손으로(눅3:38) 오셨다는사실을언급하면서

오시안더를 반박한다. 이것은 오시안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

身)을구원문제와연관하여해석하지않음에대한비판인것이다. 

오시안더는그리스도께서죄인을구원할수있는몸으로즉죄있

는육신의모양으로오셨다는사실을몰랐던것같다. 만일그리스

도가 타락후 아담의 몸을 위하셨다면,14)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이나전형으로창조된것은아닌것이다. 이런점에서칼빈이,

비록직접“육신”문제로오시안더를비판하지는않았지만, 구원문

제중심으로오시안더를비판함을통해문제의핵심을잘지적했다

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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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시안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를 작정문제와

연관시켜설명할때, 그의발언이만세전에이루어진속죄언약(贖

罪言約)의내용과일치하는가하는질문과더불어그를비판하면효

과적일것이다.15) 그의발언을보면오시안더는속죄언약을전혀이

해하지못한것같다. 오시안더의작정발언에대한칼빈의비판은

부분적으로속죄언약내용을고려한것으로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에드와드 뵐은 그의 교의학 인간론에서 오시안더

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이해

하기위해서는인간이해와성육신론이전제되는데왜뵐이오시안

더의이문제를언급하지않았는지는이해가잘안된다.16)

B. 칼빈의A. Osiander 구원론비판

1. 칼빈의 A. Osiander의‘본질적의(義)’의해석과비판

칼빈은 오시안더가“본질적 의”(essentialis iustitiae)라는 괴상

한괴물을동원하여칭의론을설명하는것을주목한다.17) 칼빈은우

선오시안더의본질적의(義)의 개념이인간과삼위일체하나님사

이의문제임을간파한다.

칼빈은오시안더의본질적의에대한발언을다음과같이잘요약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의(義)로만족하지않고, 더나아가서우리가그리스도의본

질과그리스도의품성모두를주입받았기때문에하나님안에서본

질적으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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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오시안더의이본질적의에대한이해가결국삼위일체하나님이

인간속에내재하는문제와관계함을암시하며오시안더의발언곧

삼위일체하나님이우리안에거하시는방법에문제가있음을지적

한다.  “그리고그렇기때문에그는그리스도만이아니라아버지와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열렬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III,11,5) 칼빈이보기에는“그(오시안더)가아버지와성령께서우리

안에거하신다는것을별도로제시하는것은오로지단순한사고를

가진사람들을꾀어그리스도에게서벗어나도록만드는경향이있

는것이다”(III,11,5).

칼빈은삼위일체하나님의존재방식을성경에근거하여열거함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오시안더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삼위일체하나님의존재방식을다음과같다: “즉아버지와

성령께서그리스도안에계시며신성의충만하심이그리스도안에

거하고 있으니까(골 2: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성의 전부를

소유하는것이라는식으로논리를전제했어야옳았다”(III,11,5) 

유감스럽게도칼빈은오시안더의삼위일체의거함의방법에대한

설명이존재론적또범신론적이라는사실을지적하지는않는다. 아직

그때까지이런용어가보편화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 칼빈의 A. Osiander의 칭의방법의해석과비판

a. 본질의혼합

오시안더의 칭의론을 이해하는 관건은‘본질의 혼합’이다. 칼빈

에의하면오시안더도구원을위해그리스도우리사이의연합문제

를중요하게취급하는것이다. 칼빈에의하면, 오시안더의경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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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방법이본질의혼합을통해이루어진다는것이다. “그는본

질의혼합을주장한다…하나님은, 말하자면자기자신을우리속

에주입시켜서, 우리를자신의일부로만드신다는것이다”18) 다른말

로, 칼빈은오시안더가우리와그리스도사이의하나됨을하나님의

본질을사람속에주입함을통해이루어진다고주장한점을주목한

다. 즉그리스도의본질이우리의본질과뒤섞여짐을통해하나로

된다는것이다.19)

칼빈은오시안더의이런주장을상당히구체적으로열거했다. 이

를테면칼빈은오시안더의경우칭의도본질의혼합을통해이루어

짐을주목한다. “즉우리가중보자의은혜로만의롭다하심을얻는

것도아니요, 또한그중보자안에서의가단순하게혹은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본질 속에

서우리가연합되실때에우리가하나님의의에참여하는자가된다

는것이다.”20) 다른말로, 칼빈에의하면, 오시안더의겨우하나님은

실제로우리를의롭게만들어놓고의롭다칭한다는것이다. “우리

가그리스도의본질과그리스도의품성모두를주입(注入)받기때문

에하나님안에서본질적으로의로운자들이라는논리를펴고있는

것이다”21)

나아가칼빈에의하면, 오시안더의경우성화를설명할때도본질

의 혼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

아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라

나고그가우리의머리가되시며우리가그의지체들이된다는사실

에 대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혼합되지 않

고서는그것이거의의미가없다고보는것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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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오시안더가본질의혼합을통해하나로됨을주장한것에

대항하여그가“그리스도의영의은밀한능력으로말미암아우리가

그리스도와연합하는것을”23) 모르기때문인것으로비판한다. 칼빈

은구원론을설명하면서그리스도와신비한연합을가장기초적이

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대한성경의가르침이관계적인반면에오시안더의혼합이론이범

신론적이라는사실을지적하지못함을통해그의비판은무언가미

흡함을보인다. 사실오시안더와칼빈의차이는신학체계의차이이

다. 전자가존재론적이고범신론적이라면, 후자는관계론적이다.

b. 의의근거는예수그리스도의신성이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칭의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예수 그

리스도의신성을의의근거로삼는다는것으로본다. “그러나오시

안더의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므로 그가 우리

를위하여의가되신것은그의인성이아니라신성과관계된일이

라는것이다”(Inst III,11,8). 칼빈에의하면, 오시안더는칭의를‘의

롭게 하신다’로 설명하기 보다는‘의롭게 만들다’로 설명하는데

(III,11,6), 이처럼의롭게만드는도구가바로그리스도의신성이라

는말이다. 칼빈은지적하기를오시안더는여호와께서우리의의가

되실것을약속하는예레미야서 51:10, 23:6, 33:16에근거하여예

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주장함을 주목 한다

(III,11,8). 칼빈은오시안더가하나님이죄인을의롭다하심을강조

하는로마서4:4-5과 8:33을잘못해석했기때문에이렇게주장함

을지적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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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우리의질문은오시안더가말하는본질의혼합은구체적

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III,11,10에서‘그리스도와의연합의본질’에대해논하면서오시안

더의본질의혼합에의한연합을열거한다. “그가본질적의와우리

속에거하시는그리스도의본질적인내주(內住)하심을그렇게격렬

하게 강변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첫째로 그는

주의 성찬에서 주의 몸을 물질적으로 먹는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우리속에자기자신을순정한혼합물로주입(注入)시

키신다고주장하며, 둘째로, 하나님께서그의의(義)를우리에게불

어넣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들이된다고주장한다. 그리고오시안더에의하면이의(義)는하

나님자신이요또한하나님의선하심, 혹은순결하심이라고한다”25)

칼빈은오시안더가칭의사건에서그리스도, 우리, 믿음, 전가(轉

嫁)  영적인유대관계를일축하고본질의혼합을통해칭의를시도

했다고본다. 오시안더가이렇게된이유는, 칼빈에의하면, 하늘의

생명을현재의상태로그릇되게왜곡시켜서제시하는다음과같은

구절곧“신성한성품에참여하는자가되게하려하셨느니라”(벧후

1:4)의의미를왜곡했기때문이다.(III,11,10).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오

시안더의이런주장을비판하면서예수그리스도의인성에구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상세하게 논한다.26)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의

(義)에근거해서우리가칭의함을받는다고말함을통해오시안더의

신성에의한칭의, 곧본질의주입에의한칭의를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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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칼빈은 오시안더의 사고방식이 범신론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해석을내어놓는다고는말하지못한다. 사실오시안더의주입

(注入) 개념과칼빈의전가(轉嫁) 개념사이는패러다임차이가있는

것이다. 전자는범신론적패러다임에서나온말이고후자는관계론

적패러다임에서나온말이다.

3. 오시안더의본질의혼합이론이야기한결과에대한칼빈의비판

칼빈은 먼저 오시안더가 칭의와 중생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음

을지적했다.27)“하나님께서는그가값없이의롭다고인정하신자들

을 새롭게 하셔서 의를 배양하도록 만드신다. 그런데 오시안더는

중생의선물을이값없는인정하심과뒤섞으면서그것들이완전히

하나라고주장하는것이다”(III,11,6). 이 두가지에대한혼동은그

리스도를잘못이해한데서비롯되는것이다. 칼빈은오시안더가우

리구원의근거로서예수그리스도를구속사역차원에서고려하지

않고그의신분차원에서다룬다. “그는그리스도께서친히우리의

의가되신다고강조하지만, 이는그가제사장으로서죄를속죄하심

으로써우리를대신하여아버지의진노를푸셨기때문이아니라그

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II,11,6). 이것은 오시안더가 구원자의 사역을 존재론적으로 이해

한연고로칭의와중생을혼동한것으로보인다.

나아가 칼빈은 오시안더가 믿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함을지적했다.(III,11,7). 칼빈은오시안더의주장곧믿음그자체는

의롭다하는능력을소유하고있지않으며다만믿음이그리스도를영

접할때에그런능력이생겨난다는주장에동의하지만‘믿음은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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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이다’라는그의명제에는동의할수없다고비판한다.(ibid.).

이에대해칼빈은믿음을그리스도의은혜를그리스도또는그리

스도의은혜를담는그릇으로설명하며그리스도는믿음이라는위

대한은혜의근본적인원인이요동시에그은혜의주인이시오그은

혜의 사역자임을 증거하며 오시안더의 그리스도와 믿음의 동일성

을반박한다.28)

그리고 칼빈은 오시안더의‘본질의 혼합’이론이 구원의 확신을

흐리게하는결과를초래하는오류를범한다고비판한다.29)“이중적

인의(義)를구실로하여우리가가진구원의확신을희미하게하고

우리를구름위러떠오르게만들어서우리로하여금속죄의은혜를

믿음으로받아들이지못하게하고, 또한고요한마음으로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그냥 용납해서는

안될불경이아닐수없다”30) 즉칼빈의이런비판은오시안더의가

르침이우리로하여금하나님과관계를단절시키는것을경계한것

으로볼수있다.

칼빈이오시안더의칭의론을종합한것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

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그의 신

성곧하나님의본질이인간속으로주입해들어가고이본질을받

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이다. 칼빈은

여기엔의(義)의전가(轉嫁) 개념이전혀없으며‘의롭다’라는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보고 코웃음을 침을 지적한다

(III,11,11). 오시안더의주입이론을도식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다.

칼빈은이본질적의때문에칭의교리를깊은안개속으로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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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자 신성

타 원: 외적말씀 인간안으로

내부원: 내적말씀 신성이주입됨

신성이중보자인성을통해죄인속으로들어오면

인간은실제로하나님앞에의로운존재가된다는것이다.

이게만들어서경건한사람들을어둡게하며그리스도의은혜를생

생하게누리지못하도록만든다고비판한다.31)

오시안더의 범신론적인 신학체계에 대한 칼빈의 비판이 교회에

어떤도움을줄수있을까? 우선은성경이깊이이해하는칼빈이성

경을잘못해석할때야기되는문제를지적했다는점에서후대교회

들에게안내자역할을잘하고있다고본다. 그런데칼빈은이주제

와연관하여타락한인간의실존문제내지자연인의사고방식이야

기하는문제를심각하게고려의대상으로삼지않았다는인상을준

다. 이미앞에서지적한대로자연인의사고방식중에하나가바로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지구 어느

부분에도이흔적을발견할수있다. 2천년의교회사에의하면이단

적인칭의론은결국자연인의사고방식으로성경을해석한것에서

비롯되는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시안더를 범신론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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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와드뵐의해석이현실교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더많은도움

이될것으로여겨진다. 그는오시안더의칭의론을비판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간

의몸안으로주입되는것으로설명하며이것을범신론적인사건으

로규명했다.32) 사실뵐의이런지적은 2천년교회사에등장한모든

범신론적인이단들이나신학을분석하는데큰도움이되는것이다.

우리는이제범위를좁혀한국사회에나타난범신론적인이단중에

하나를택하여분석하려고한다.

C. 한국교회의범신론적인이단: 통일교

한국인들은샤머니즘적인사고방식에젖어있어서범신론적인방

식으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다. 한국의 이단들은 거의 모두 범신

론적인 이단들이다. 우리는 위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

표인이단인통일교의구원구조를분석하려고한다.

1. 통일교인죄론

통일교의구원론은하와가뱀과성관계를갖고그몸속에루시퍼

의내적인요소곧양심의불안, 그녀의참상대는아담이지루시퍼

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 등이 하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한

다.33) 하와와성관계를맺은아담의몸속에이런루시퍼의요소가들

어갔다고 한다. 통일교는 전자를 가리켜 영적 타락이라고 부르고

하와가아담을유혹하여성관계를맺은것을육체적타락이라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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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그리고모든후손들에이원죄가전달되었다고한다.35) 우리는

이들의죄개념이범신론적이고존재론적임을볼수있다.

2. 통일교구원론

이런인간을위한구원은어떻게이루어질까? 통일교는아담으로

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소위 탕감설로 해결한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영원만구원했지36) 육체는구원하지못했다고한다. 통

일교는로마서 11:7에의거하여인류전체는재림하시는예수그리

스도와 존재론적으로 교접하여서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을

완성한다고주장한다.37)

우리가주목할것은통일교의경우구원을받을사람은문선명과

피가름을해야되는데, 그것이범신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일어난

다는사실이다. 이를통해문선명의피가사람들의몸안으로들어

가면그피가하와로말미암는원죄가정결하게되어구원을얻는다

는것이다.38) 이것은오시안더가그리스도의신성이인성을통해주

입해들어가는것과같은그림을제공한다. 우리는이외에도“한국

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박태선의 경우에도 범신론적인 요소를

찾아볼수있다. 그가말하는생수(生水)란지역별로길가에정렬해

놓은 우물물 통들 옆으로 지나면서 박태선이가 축복기도한 다음

휙-하고 입김으로 축복하면 병치료는 물론 죄를 사하는데도 사용

한다는것이다.39) 즉 신적인박태선으로부터기운이자연이라는물

속으로들어가효험(效驗)이있게된다는것이다. 우리는여기서동

서를막론하고자연인의범신론적인사고방식이유사한오류를범

함을인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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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나오면서

1. 하나님과인간사이의관계를중심으로하나님형상을설명하

는칼빈은오시안더의존재론적인하나님형상론을잘이해하고그

문제점을정확하게파악했다.

2. 칼빈은하나님형상과연관하여성육신을구원과아무런관계

없이 설명한 오시안더의 잘못된 예수 이해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

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의 무기로 해서 매우 적절하게 비판했다고

본다.

3. 칼빈은오시안더의범신론적‘본질적의’개념을잘파악했고

그것이 야기시키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다. 그리고 본질적 의의 개

념은본질의혼합개념으로나아가는것을보았고칭의개념은물론

성화개념도본질의혼합으로이루어짐을간파했다.

4. 칼빈은교회역사속에서일어난수많은범신론이단들과 오시

안더의 범신론적 사상에 유가점을 감지했다. 그런데 범신론적이라

는공통분모를중심으로비판할수없었다. 이는그당시에는이런

용어가만들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이에비해이용어를알고있

던 19세기개혁파신학자인에드와드뵐이오시안더신학을비판한

내용은 칼빈보다는 구체적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오

시안더의신학이범신론적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못했을뿐이신

학에대한이해에서는뵐과일치한다고볼수있다.

5. 칼빈이 오시안더를 비판한 내용보다는 에드와드 뵐이 오시안

더를비판한내용이한국의범신론적인비단들이를테면통일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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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비판하는데더구체적인도움을준다고판단된다. 말하지

면우리는칼빈의후예인에드와드뵐을징검다리로삼아칼빈이비

판한오시안더의신학체계를도구로삼아우리시대의이단들을효

과적으로분석할수있다.

6. 오시안더의 신학체계는 통일교의 사상 체계와 너무나 유사하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통일교를 비판할 때는 단순히 윤리적

인 측면에서 시도하는 일은 피상적으로 보인다. 이들의 사상 구조

의위험성을알림을통해더효과적인비판이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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