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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학교를 위해 우리의 훌륭하고 존귀한 시장관들과 시의회가 입법한

규정(L’ordre establi au college de Geneve par nos magnifiques

et treschonorez Seigneurs Syndiques et Conseil)

1559년 6월 15일 월요일에, 정규 시의회에서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고귀한 시장관들이신 앙리 오베르(Henri Aubert), 장 뽀랄(Jean Por-

ral), 장 프랑수와 베르나르(Jean François Bernard), 바르뗄레미 렉

(Barthelemi Lect)께서는 여러 시의원들과 총무(Secretaire)와 함께 성

베드로 교회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과 유식한

교사들(Docteurs)과 학생들(echoliers)과 문인들(gens de lettres)이

많이 모여 있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인 장 깔뱅(Jean Calvin) 목사의

기독교적 권면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위에 언급된 분들의 명령으

로, 학교의 법과 규정과 규칙들이, 이 대학과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

생들의 [신앙]고백 서약 및 교장(Recteur), 교사들(Maistres), 강사들

제네바 아카데미의 규정1)

(L’ordre du college de Geneve

= Leges academiae Genevensis)

-
존 칼빈(J. Calvin)
번역: 황대우(고신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1) 불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본은 다음 참조. CO10a, 65-90. 영어 번역은 다음 참조.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18(1955), 22-33. = Richard C. Gamble, ed.,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3: Calvin's Work in Geneva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258-269. 영어 번역은 스탠포드 리드(W. Standford Reid)가 한 것이며
그의 소논문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의 부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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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eurs)에게 제시되는 맹세서약과 더불어, 각자가 그것들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큰 소리로 공포되고 선언되었다.

그런 다음, 언급된 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요, 시의 시민인 테

오도르 드 베즈(Theodore de Beze = Beza. 베자)가 교장으로 선출되었

음을 목사들(Ministres)이 공언 공포하고 존귀한 시 장관들과 시의회가

승인했다. 그런 다음 그가(=베자가) 자신의 직무 실행을 행복하게 시작한

다는 권면을 라틴어로 연설했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위에 언급된 장 깔뱅

목사가 이런 혜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사용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분들

(Seigneurs. 역주: 시 장관들을 포함한 소의회 의원들)의 선의에 대해 감

사한 후, 이 행복한 날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그분의 존

귀와 영광이 온 우주를 통해 증거 되도록 감사드리고 기도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학교의 담임교사들에 관한 규정(L’ordre quant aux Regens du col-

lege = De praeceptoribus gymnasii)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수들은 각 학급(classe. 학년을 의미함-역

주)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사람들을 주의해서 선출해야 한다. 선출된 사람

들은 시 장관들과 시의회 앞에 출석해서 이들이 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각자 정시에 자신의 교실에 나타나야 하며 아무도 허락 없이

규정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누군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감(Principal)에게 [미리] 알

려 학생들이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대비할 수단들은 대리 교사의

통제 아래 있게 하거나,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학급으로 보내어 [합반하도

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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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독(=책읽기)을 위해 담임교사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난

이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들은(=담임교사들은) 자신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저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해서도 안 되며, 그 의미를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일 너무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다거나,

다루기가 시의적절하지 않다거나 필요한 만큼 철저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

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정숙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반항하는 아

이들과 부주의한 아이들을 그들의 잘못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공적으로]

꾸짖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담임교사들은) 수업이 마칠 때까지 교실

을 나가서는 안 된다. 벨 소리가 나면, 각자는 우리가 정해 놓은 규칙에 따

라 학생들을 내보내야 한다. 

담임교사들은 자신들 사이에 참으로 기독교적인 상호 일치를 유지해야

하고 서로의 수업들을 간섭하지는 말아야 한다. 어떤 차이를 전개시키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 학교의 교장에게 호소해야 하고, 거기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설명해야 한다. 만일 교장이 그 싸움을 다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회(=목사회)에 그것

을 보고하여 목사들의 권위로 그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교감에 관한 [규정]

(Du Principal du college = De ludimagistro)

교감은 이미 언급한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선출되고 승인되어야 하고, 하

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해심 많고, 무엇보다도 다정다감한 영혼의 소

유자이어야지, 결단코 무례하고 거친 기질의 소유자여서는 안 된다. 그래

야 그가 평생 학생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고, 고충들과 문제들을 책

임지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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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학급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정규 의무 외에도 그의 직무에 속하는

것은, 자신의 동료들의 습관과 근면함을 감시하는 것, 게으른 경향의 사람

들을 깨우치고 격려하는 것, 모두에게 그들 자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대

강당(salle commune)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처벌들에 관하여 사회를 보

는 것, 정시에 벨이 울리도록 하고 교실들이 깔끔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다. 

그의 허락 없이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담임교사들에게 허

용되지 않으며 그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고충들을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

다. 

학교의 학생들에 관한 [규정]

(Des escholiers du college = De scholasticis gymnasii)

교감과 담임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을 4개의 그룹(quatre bandes)으로

나누되, 학급을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환경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그들은 각 그룹의 [출석]명부를 만들

어야 하고 그룹마다 담임교사가 배정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은

나누어져서 성당에 참여하되 각각 4개 가운데 하나의 [성당]에 [참여해야]

한다.2)

시의회의 권위로, 각 그룹은 각 성당 안에 그들만을 위해 예약될 특별한

장소를 배정해야 했다. 

모든 학생들은 정시에 성당에 와야 한다. 즉 수요일에는 아침 설교를 [듣

기] 위해, 토요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설교를 [듣고] 신앙교육을 [받

기] 위해 [출석해야 한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

고 겸허하게 설교를 경청해야 한다.

2) 여기에 “성당”은 오늘날 “교회당”을 의미한다. 당시 제네바에는 세 교회, 즉 성 삐에르(St. Pierre),
라 마들랜(la Madeleine), 성 제르베(St. Gervais) 등이 있었고 이 교회들은 각기 담당 지역이 분
할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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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당마다 담임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시에 [성당에] 와 있어야 한다. 설교가 끝났을 때, 필요할

경우 그는 [출석]명부를 읽고 결석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기록해야 한다. 다음 날, 이들은, 죄가 발견될 경우,

학교에서 그들의 잘못에 따라 공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에 참석하되,

여름에는 오전 6시에, 겨울에는 오전 7시에 [참석]해야 한다. 

각 학급은 10명 단위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10명 [단위]는 나이나 사

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 상태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각각의

학생반장(dizenier)은 10명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하며 일종의 감

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학급들이 교실에 모이면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되, 특히 신앙교육서에 준

비되어 있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각자는 자신의 차례에 경건하게 기도해

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출석부 호명이 있어야 한다. 결석자가 있거나 너

무 늦게 오는 자가 있을 경우, 담임교사는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혹은 이유가 없을 경우 그들을 가볍게 처벌하기 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거짓말은 반드

시 처벌되어야 한다. 

여름에는 한 시간 30분 수업한 다음, 조용히 기도로 30분 휴식한 후, 이

어서 9시까지 수업해야 한다. 겨울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수업하되, 수업

을 중단하는 식사 없이 [수업]해야 하고, [휴식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고

있는 동안 잠시 할 수 있다. 아침 수업이 끝나면 각자는 자기 학급에서 자

기 차례에, 짧은 감사기도와 더불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그들(=학생들)에게 그들의 의무(leur de-

voir. =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권면한 후, 두 명의 담임교사가 그들의

귀가를 지도해야 한다. 즉 네 개의 낮은 학급은 이런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두 명의 담임교사가 매주 혹은 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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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겨울 둘 다, 그들(=학생들)은 [아침] 식사 후 11시까지 학교로 돌

아와야 하고 정오까지 시편찬송을 연습해야 한다. 정오부터 1시까지는 다

른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 후에는 다음 시간 일부를 조용히 점심 식사 하

는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남은 시간은 수업[한 내용]을 쓰거나

학습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 2시부터 4시까지 수업해야 한다. 그런 다

음, 필요할 경우 모두가 벨 소리에 대강당에 모여, 현저한 위반자들에 대

한 처벌이 공적으로 부과되는데, 이 때 교감과 담임교사들이 참석하여 각

경우에 요구되는 훈계를 적절한 무게로 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3명이 교대로 주기도문과 신앙고백과 율법의 10계명을 불어로 암송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 교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해산시

켜야 한다. 

수요일에는, 언급된 것처럼, 아침 설교를 들어야하고 [아침] 식사 후에

는 그들의 학급들에 따라 10명씩의 그룹들을 만들어 11시부터 정오까지

[제시된] 질문들에 답변해야 한다. 그런 다음 3시까지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지만, 무절제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한 달에 두 번은 3시부터 4시까지

학교의 공동모임(l’assemblee commune)에서 상급학년 학생들이 연설

을 해야 한다. 다른 두 번의 수요일에는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몇몇 주

제를 주어 훌륭한 글을 작성하도록 연습시켜야 한다. 각자의 글은 제출되

고 다음날 교정된다. 하급학년의 아이들은 교사들(Maistres)의 재량에 따

라 약간 다른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토요일에는 오전 동안 그 주의 일(=배운 것)을 복습해야 한다. 정오부터

는 1시간 동안 토론하고, 언급했듯이, 3시까지는 휴식해야 한다. 3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가 다른 활동을 부과한 제1 학급과 제2 학급을 제외하고,

다음날 신앙교육에서 다루어질 것을 암송해야 하며 그 의미가 학생의 능력

에 따라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해산되어야 한다. 

주일에는 설교들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성찬식 전 주에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 몇 명이 대강당에서 청중에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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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을 두려워하고 화합하도록 권면하면서 성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

공해야 한다. 

제7 학급에 관한 특별법 [규정]

(Les loix particulieres de la VII. classe)

아이들은 수업들을 받아야 하고, 라틴어-불어 알파벳을 따라 음절을 조

합하는 법을 배운 다음, 쉽게 읽는 법도 배워야 한다. 라틴어 발음을 배우

기 위해서는 라틴어-불어 신앙교육[서]를 읽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들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제6 학급에 관한 법 [규정]

(Les loix de la sixieme classe)

1년 가운데 처음 6개월 동안 이 학급은 격변화와 동사변화를 가능한 단

순한 형식으로 배워야 한다. 남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품사를 세부적인

것들까지 큰 소리로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되, 항상 불어를 라틴어

와 비교하면서 해야 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라틴어 연습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글자를 만드는 일에 진전이 있어야 하고 숙달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라틴어 말하기도 훈련되고 익숙해져야 한다.

제5 학급에 관한 법 [규정]

(Les loix de la cinquieme)

품사는 좀 더 철저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목가시』(Bucolicis)와 같은 것을 첨가함으로써 좀 더 기초적인 구문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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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들이 가르쳐져야 한다. 아이들은 또한 조금씩 스스로 쓰기와 문장 만들

기를 연습하기 시작해야 한다.

제4 학급에 관한 법 [규정]

(Les loix de la quatrieme classe)

보다 간단하고 친숙한 키케로(Cicero)의 『서신들』(Epistolae)을 사용함

으로써 구문 원리들을 완전 정복해야 한다. 쉬운 주제들을 아이들에게 주

어 이러한 『서신들』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오비디우스(Ovidius)의 『애가』(Elegiis), 『슬픔들에 관하여』(De

Tristibus), 『바다에 관하여』(De Ponto) 등을 가지고 수많은 음절들을 소

수의 법칙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헬라어를 읽는 것과, 가능하기만 하다면 간단한 형식

들을 활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제3 학급에 관한 법 [규정]

(Les loix de la troisieme classe)

아이들이 두 언어의 규칙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고 그 스타일

들을 차례로 익힐 수 있기 위해서는 헬라어 문법을 좀 더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다음 저자들인 읽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키케

로의 『서신들』(Epistilae), 그의 두 책 『우정』(Amicitia)과 『늙음에 관하

여』(De Senectute),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Aeneis), 케

사르(Caesar)의 『주석들』(Commentaria), 이소크라테스(Isocrates)의

『권면하는 연설들』(Orationes paraeneticae) 등을 편리한 대로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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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학급에 관한 법 [규정]

(Les loix de la seconde classe)

이 학급은 역사를 배우되, 라틴어로는 티투스 리비우스(Titus Livius)

의 저술들을 택하여 배워야 하고, 헬라어로는 크세노폰(Xenophon)이나

폴리비오스(Polybios)나 헤로디아누스(Herodianus)의 [저술들을] 택하

여 배워야 한다. 시인들 중에는 호메로스(Homeros)[의 저술들]를 매일 읽

어야 한다. 변증의 요소들(les elemens Dialectiques)에 대해서는 설명

이 필요하지만, 명제들의 성질(la nature des propositions)과 논증들

의 형태(les figures des argumens) 정도만 설명하면 된다. 저자가 의

도하는 명제들과 논증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

보다도 먼저 키케로의 『역설들』(Paradoxa)이나, 이 보다 짧은 그의 『연설

들』을 사용하되 결코 수사적 기교를 부려 재미를 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누가복음을 헬라어로 강독해야 한

다.

제1 학급에 관한 법 [규정]

(Les loix de la premiere classe)

이 학급은 변증의 기본원리(rudimens Dialectiques)에 첨가하여 표

현 방식, 범주 구분, 논리 전개, 변증 방법에 관한 지식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일종의 유용한 개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수사학의 기초를 숙지해야 하는데, 주로 특히 언어를 훌륭하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숙지해야 한다. 

모든 규칙의 활용은 좀 더 기교적인 키케로의 『연설들』과 데모스테네스

(Demosthenes)의 『올린토스』(Olynthiaces)와 『필립포스』(Phlip-

pices), 또한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저술들을 통해 숙지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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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을 애매한 명제들을 분석하고, 수식들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규

칙과 비교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언어의] 스타일을 연습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돕

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한 달에 두 번 수요일 오후에 그들

이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사도들의 서신들을 몇 편 강독해야 한다.

교장에 관한 [규정]

(Du Recteur = De rectore scholae)

교장은 목사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택되어야 하고 만장일치

로(par bon accord de tous) 선출되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사람, 천성

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시의

회에 참석하여 시의회의 권위로 직무를 받아야 한다. 그의 직무는 전체 학

교를 감독하는 것이요, 교감과 담임교사들과 교수들이 부주의하게 보일 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요,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다. 그는 담임교사들 사이에서, 혹은 다른 직원들 사

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 만일 그 문제를 다

룰 권리가 없을 경우, 그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결정에 붙일 수 있지만, 시

장관의 직무와 연관된 문제는 항상 제외된다. 

모든 일반 청중들, 즉 정해진 학급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에게(=교장

에게) 찾아와야 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그는 그들이 거주민으로 받

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존귀한 분들에게 소개해야 하며, 이것이 끝

나면 그들은 필히 신앙고백서에, 이 서식을 따를 것을 서명하도록 요구되

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학생의 명부에 등록될 것이다.

또한 그는 여기에 살았던 학생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방식까

지도 항상 부지런히 조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추천서들을 제공할 책임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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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우리의 언급된 존귀한 분들과 감독들의 승낙 없다면 그는 학생

들의 특별 모임을 소집할 권한이 없다.

이 직위는 2년간 지속되며, 그 후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수도 있고 현직

자가 자신의 업무를 연임할 수도 있다. 

방학(=휴강)에 관한 [규정]

(Des vacations = De vacationibus)

포도 추수의 수확 시기에는 3주간의 방학이 모든 학교에 주어진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고등교육기관의 강사들이(Lecteurs publics)

참관해야할 신학 토론 때문에 오후에 휴강해야 한다.

진급에 관한 [규정]

(Des promotions = De promotionibus)

매년 5월 1일이 되기 3주 전에,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들(Professeurs

publics) 중 한 명이 돌아가면서 정오에 대강당에서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

게 불어로 주제를 주고, 그들은 자신들의 학급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교수

의 감독 아래 각자 자신의 능력껏 글을 써야 한다. 글을 다 쓴 다음에는 자

신들의 학급으로 돌아가야 하고, 가자마자 책을 보지 않고 5 시간 안에 자

신들이 제출한 그 작문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각자 아무런 도움 없

이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나 속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학급

을 바꾸어야 하는데, 제2 학급의 담임교사는 제1 학급의 학생들을 감독해

야 하고, 제1 학급의 담임교사는 제2 학급의 학생들을 감독해야 하며, 다

른 [학급의 담임교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담임교사들은] 각

자 [자신이 맡은] 그 학급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하며 절대 부정직한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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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들은 각자 자신이 감독한 학급의 작문들을 넘겨받아야 하고, 그

것들을 10개씩 순서대로 놓은 다음, 신실하게 교감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

다. 

다음날과 그 후 5월 1일 이전의 다른 날에 교장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들을 소집하여 각 학급의 글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표시하고, 10명 단위씩 학생들을  소집한 다음, 그들의 담임교사가 배석

한 가운데, 교장은 그의 조교들의 조언에 따라 학생들이 각자 어느 학년으

로 진급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5월 1일에 -만약 이 날이 일요일이면 개학식은 다음 날로 연기 된다-

모든 학교는 성 베드로 성당에 모여야 한다. (시의회가 좋다고 하면) 시 장

관들이나 시의원들 중 한 명은 목사들과 교수들, 교감과 담임교사들과 함

께 그곳에 참석해야 한다. 이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은 모든 손님들

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적으로 낭독되어야 하는 이 규칙들을 지켜달라고 권

면하는 짧은 연설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학급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학구적이라고 판단되는 두 [학생]은 그들과 참석한 시 장관이나 시의원으

로부터 작은 상을 받기 위해 소개되어야 한다. 그 상의 가치는 시의회가 결

정한다.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받을 때 경례함으로 시의회에 감사해야

한다. 뒤 이어 교장은 몇 마디 말로 이 학생들을 칭찬하여 그들에게 더 나

은 용기를 불어 넣어야 하고, 다른 [학생]들도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만약 제1 학급과 제2 학급의 학생들이

손님들 앞에서 낭독할 시나 다른 글이 있을 경우, 그들은 이 때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교장이 모임에 대해 감사

하고 기도한 후 모두 해산해야 한다.

그날은 모든 학교를 위한 휴일이다.

담임교사가 보기에 너무 잘해서 다음 해의 학기가 오기 전에 상급반으로

진급해야 할 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는 교감에게 보고해야 하고, 교감

은 보고가 올라온 학생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런 다음,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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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교수들과 함께 교장은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일 년 중 어느 때든지 놀라운 진보를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장

은 적합한 조사를 거쳐 이례적으로 진급시킬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들에 관한 [규정]

(Des professeurs publics = De publicis professoribus)

세 명의 강사, 즉 히브리어, 헬라어, 교양 분야의 강사는 다른 [교사]들

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그들 각자 2시간 강의를 해야 하는데, 아침

에 한 시간, 식사 후  한 시간 한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각자 한 시간 강

의해야 하는데, 즉 식사 후에 한다.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주일은 설교

를 듣는 일에 사용 된다.

금요일에는, 가능한, 금요성경공부모임과 목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히브리어 담당 교수는 아침 설교 직후에 히브리어 주석들을 가지고 구약

가운데 어떤 책을 해설해야 한다. 식사 후 그는 히브리어 문법을 강의해야

하는데, 겨울에는 정오부터 한 시까지 하고, 여름에는 [오후] 한 시부터 두

시까지 한다. 

헬라어 담당 교수는 아침 히브리어 강의 직후에 도덕 철학의 어떤 책을

해설해야 한다.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플루타르크

(Plutarch), 혹은 어떤 기독교 철학자의 [저술]이어야 한다. [점심]식사

후 그는 어떤 헬라 시인이나 웅변가나 역사가에 대해 강의를 해야 하는데

(겨울에는 한 시부터 두 시까지, 여름에는 세 시부터 네 시까지), 경우에 따

라 한 때는 이 것, 다른 때는 저 것을 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순수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교양 담당 교수는 아침에 헬라어 교수 다음에 와서 30분 동안 물리학 가

운데 어떤 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점심]식사 후(겨울에는 세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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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까지, 여름에는 네 시에서 다섯 시까지) 그는 열심히 아리스토텔레스

의 『수사학』이나, 가장 유명한 키케로의 『연설들』, 혹은 『웅변가에 관하여』

(De oratore)라는 책들을 학자답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두 명의 신학 담당 교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점심]식사 후 두

시부터 세 시까지, 각자 격주로 성경의 책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 관한 [규정]

(Des escholiers publics = De publicis scholasticis)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은 교장에게 가서

자기 이름을 등록해야 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신앙고백에 서명해야 한다. 이

렇게 할 때 그들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학교요람(cataloque.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야 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성경 가운데

어떤 구절을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는 이 모임을 주관해

야 하는 몇 명의 목사들이 참석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책임을 맡은 목사

로부터 평가를 들어야 한다. 이 평가에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바로 이 학생들은 차례로 매월 일종의 의견진술서(certaines posi-

tions)를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만 자극해서

도, 궤변적이어도, 잘못된 교리가 포함되어도 안 되며, 그들은 이것을 적

당한 때에 신학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논쟁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항하여 그것을(=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간에는 누구나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모든 궤변과 뻔뻔하고 무례한 호기심들과

모든 사악한 의도와 교만은 금지되어야 한다. 논쟁하는 양편 모두는 교리

의 요점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루어야 한다. 논쟁을 감독하는 신학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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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교수들은 자신의 분별력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제시된 어려운 문제들

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야 한다.

교장의 맹세서약(Serment pour le Recteur)

나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과업수행에 대해 나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것을 충성스럽게 약속하

고 맹세합니다. 이 [의무]는 학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감시하여 어떤 무질

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며, 이것을 나는 법령에 따라 실행할

것입니다.

나는 담임교사들의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강의들만

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을 훈계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귀한

분들과 감독들(superieurs)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방종

하고 방탕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들이 친절한 훈계를 따

라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학생들이 평화롭게, 모든 겸손과

정직 가운데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도시의 유익과 안정을 위

해 살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수들과 담임교사들의 맹세서약

(Serment pour les Professeurs et Regens)

나는 나에게 맡겨진 책무를 수행할 것을 충성스럽게 약속하고 맹세합니

다, 즉 [그것은(=나의 책무는)] 아이들과 청강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요, 우리의 주인들과 감독들의 법규에 의해 지정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요, 학교가 선한 질서 가운데 운영되도록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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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가 할 수 있는 한(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바라는 만

큼), 학생들이 평화롭게, 모든 겸손과 정직 가운데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도시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 살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