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
[논문]

칼빈과 이슬람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는 우상 공장이다.”142
갱신과 부흥 12호
Reform & Revival 2013

바뒤엘이 예정설 교리를 향해 고백했던 열정적인 참여가 그것이다.

1550년에 피에르 파올로 베르게리오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제네바에서

는 “참가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 “목사들뿐 아니라 듣기 위

해 모인 모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러나 자료에는 이런 활발하고 적극적

인 참여가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성경해설은 목회자들의 토론이 지배

적이었다. 이 때문에 평신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성

경공부 그룹을 만들자는 -1550년대에 적어도 두 번- 제안이 평신도들에

게서 나온 것이다. 이 특별 형식은 오래 지속 되지 않았고, 보통의 ‘성경공

부모임’은 자료에서처럼 그렇게 폐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신도들-

제네바 사람들과 피난민들-은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을 읽고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를 토론하기 위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

다. 비록 그들의 참여는 더 나중의 퓨리탄 “설교실습”(Prophesying)에서

만큼 중심적이지는 않았지만. 취리히에서 열린 학문적 성격의 예언회

(Prophezei)에서 보다는 중요했다. 비록 제네바의 ‘성경공부모임’이 성직

자들의 말씀 훈련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평신도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 도시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 모임은 신학

자들과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학자들과의 유대를 강화 했다.

오스만 제국의 위협

존 칼빈의 생애(1509-1564) 동안 오스만 제국의 세력은 최고조에 이르

러, 기독교 유럽에 매우 심각한 군사적, 종교적 도전을 제기했다. 이슬람

세력은 동방과 대륙의 중앙 지역과 환 지중해 연안으로 그 세력 확장을 추

구했다. “중북부 유럽 민족 중 오스만 투르크와 회교도는 동의어로 간주되

었다.”1)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재한 1517년, 오스만 군대는 이집트를 정

복했다. 술레이만 1세는 1521년에 벨그라드를 장악했고, 한 해 후엔 로도

스 섬이 이슬람 대제국의 통제 하에 놓였다. 헝가리 군대는 모하치 전투에

서 패하여 왕은 죽었고, 1526년에는 국가가 합병되었다. 삼 년 후, 오스

만 군대는 비엔나를 포위했다. 결국 이슬람 군대가 그 전투에서 패배함으

로써 긴 패망기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슬람으로 인해 기독교 유럽 세

스튜아트 보닝턴(Stuart Bonnington)

*) 이 글 “Calvin and Islam”은 호주 멜버른에서 에서 발간되는 신학지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68/2 (August, 2009), 77-87에 게재된 것을 번역한 것임, 필자인 스튜아트 보
닝턴(Stuart Bonnington)는 웨스턴 오스트렐리아대학,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에서 수
학하고 호주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역사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다, 현재 서부 호주 퍼스(Perth) 장로교
회 담임목사로 일하는 한편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게제하고 있다.

1) Gregory J. Miller, “Reformation understanding of Islam,” 출전 Robert Benedetto 편
집,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urch Histo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8), 제1권, 187.

칼빈과 이슬람*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는 우상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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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생애와 교훈과 영향력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신선한 해석들

이 제기되었는데, 아쉽게도 칼빈과 이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주어지

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물론 칼빈이 그의 저술에서 이슬람을 언급한 일이 적

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에 의해 그 주제가 가리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5) 칼빈의 표준적인 저술의 주제 색인에서 이슬람에 대한

그의 언급이나 논의를 찾으려고 시도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칼

빈이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슬람과 상호작용을 했던 것은 분명하므

로, 본 연구는 그 주제를 발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칼빈과 이슬람: 한 가지 견해

‘이슬람의 사도’ 사무엘 쯔웨머(Samuel Zwemer, 1867-1952)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1938년의 저술에서

다른 칼빈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칼빈이 주도한 유럽의 종교개혁과 모하메드가 주도한 아라비아의 개혁에는 기이

한 유사점이 있다. (한 마디로) 이슬람은... 동양의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슬람 역시 신의 뜻의 주재권을 인정하라는 외침이었다. “오직 알라만이 신이시다.”

이슬람 역시 신의 존재와 능력의 장엄함과 그의 초월적이고 전능한 영광의 현현을

자연에서 발견하고 계시에서 추구한다... 칼빈주의와 이슬람은 사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 다 타협에 반대하고 적당히 포기할 줄을 모른다. 둘 다 고난 때의 소

집 나팔이다... 둘 다 견해들의 체계라기보다, 성경과 코란에 계시된 신의 뜻을 개

인적인 일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포괄하는 사회적인 일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으

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둘 다 인간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른 선택과 유기를 믿는다.

칼빈주의와 이슬람의 핵심에는 최종성과 보편성이라는 절대적인 원칙과 주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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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크게 요동치게 되었다. 칼빈의 사후 7년, 1571년의 레판토 해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중해에서 이슬람의 해군력이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루터와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보다 큰 맥락

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로제(B. Lohse)의 말은 옳다.2)

개혁자들은 이슬람 종교와 그 세력의 유럽 침공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

까? 유럽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저명한 개혁자들이 ‘투르크’ 족을 언급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개혁자들 중 특히 루터는 그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투르크

족에 대한 기독교인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또 투르크 족의 종교인 이슬

람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을 개진했다. 대조적으로, 예컨대 존 칼빈의 경

우, “때때로 투르크 족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긴 했지만, 이슬람 자체에 관

한 말은 매우 적었다.” 아마도 동 시대인 중 투르크 족과 이슬람 종교에 대

해 루터에 필적할 만한 관심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은 유명한 인문주의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였을 것이다.3)

재세례파 작가들은 투르크 족의 발흥과 승리를 하나님의 묵시적 대리자

들의 표징이라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기들을 핍박하는) 기독교 왕국도 투르크 족이 사로잡혀

있는 동일한 (악한) 영의 충동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대체적으로 이슬람의

침공 위협에 대한 재세례파 교인들의 반응은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서 투

르크 족이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반응이었다.4)

존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에서 학술대회가 거행되었고,

2) Gregory J. Miller, “Reformation understanding of Islam,” 출전 Robert Benedetto 편
집,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Church Histo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8), 제1권, 187.

3) Robert O. Smith, “Luther, the Turks and Islam,”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Oct, 2007). 또한 매우 훌륭한 연구논문으로 Adam S. Franciso, Martin Luther and Islam:
A Study in Sixteenth-Century Polemics and Apologetics (Leiden: Brill, 2007)을 보
라.

4) Normanul Haq과 Ross Bender, “Anabaptist Attitudes towards the Turks,”[인터넷 자
료: http://rossbender.org/truks.html]

5) 도전적인 연구논문으로 F. N. Lee, Calvin on Islam (El Paso: Lamp Trimmers, 2000)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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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에서 칼빈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투르크 족은, 비록 한편으론 소리 높여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하

나님이시라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체시켜 놓았다.10)

그 언급은 칼빈의 이슬람 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칼빈

은 모하메드 종교의 추종자들을 다른 자들(가장 악명 높은 유대인들과 ‘교

황주의자들’)과 더불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심히 훼손

한 우상숭배자들로 보았다. 어떤 면에서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언급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는 여러 핵심적인 신학 주제들, 예

컨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과 ‘영적

진리를 계시함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적으로 규범적인 역할’에 관한 칼빈의

논의들 등에 붙은 각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칼빈은 (그보다 앞

선 시대에 루터가 했던 것처럼)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의하고 죄

많은 백성을 훈계하시려고 들어 쓰신 ‘교정하는 막대기’로 보았다. 예레미

야 5:15을 주해하며 칼빈은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 곳을 언급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멀리 있

는 민족들은 자기들에게 가까운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날 투르크 족에 대해서 들었던 말과 같다: ‘오, 그들은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해야 하

고, 그들 옆에 있는 나라들이 투르크 족과 싸울 것이니 우리는 한 서너 때는 조용히

보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무관심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예레

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런 헛된 확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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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절대원칙이야말로 그 둘을 선교적인 종교로 만드는 핵심이다... 칼빈과 모

하메드는 선천적인 지도자였다. 바르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칼빈은 처음에 한 주

제를 잡았고, 그후에 그것을 변용할 생각을 했다. 즉 그는 먼저 자기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알았고(he knew what he willed) 그 다음에 자기가 안 것을 행하고자

했다(and then willed what he knew).” 모하메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6)

그러나 그런 평가는 외적 유사성은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칼빈과 이슬람 사이에 존재하는 큰 편차,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분이신지, 단지 이슬람의 ‘숭배를 받는’ 십이만 사천 명의 선지자 중

한 분일 뿐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다.7) 쯔웨머 역시 칼빈 자신의 이

슬람 관은 밝히지 못했고, 개혁자 칼빈과 모하메드의 종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들도 무효화시켜 버리는 한 가지 생략된 점을 밝히지

못했다.  

『기독교강요』와 이슬람

『기독교강요』는 칼빈의 걸작이다. “『강요』는 칼빈의 여러 주석들과 다른

저술들을 해석하는 신학적 열쇠이다.”8) 이슬람에 대한 언급이 1559년 최

종판에 단 한 번 나온다.9)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야 한다

는 제목의 마지막 항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의 맨

6) Samuel M. Zwemer, “Calvinism and Islam,” The Evangelical Quarterly, 10.4 (Oc-
tober, 1938), 374, 376-377.

7) Muhammad 'Ata ur-Rahim and Ahmad Thomson, Jesus Preophet of Islam(London:
Ta-Ha Publishers, 1417/1996), 281.

8) Paul Helm, Calvin - A Guide for the Perplexed (London: 2008), ix.
9) Robert White, Castellio Against Calvin: The Turk in the Tolerance Controversy of

the Sixteenth Century, 출전: Calvin's Opponents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26. 나는 Robert Duncanson 목사 덕분에 이 중요한 논문에 관심을 두게 되
었다. 10) 『기독교강요』 1559년판, II, v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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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고려하면, 『강요』의 첫 판(1536)에서 “투르크 족

과 사라센 인과 다른 종교의 대적들”에 대해,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종교적 관용의 초기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교회와 출교된 자들에

관한 논의를 하는 맥락에서 당시 26세의 칼빈은 이렇게 기록했다: 

결국, 비록 교회 규정에 의하면 출교된 자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친밀한 교제를 나

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면이든 교육이든 또는 자

비와 온유함으로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이

보다 덕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고 사회와 일치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

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에게만 아니라 투르크 족과 사라센 인들과 다른 종교의 대적

들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불과 물과 일상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부인하거나, 칼과 무기를 들

고 그들을 쫓는 것 같은, 현재까지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 많은 사

람들이 사용한 방법들을 허용할 마음이 전혀 없다.14)

화이트는 카스텔리오가 (1554년과 세르베투스 화형 직후에 기록한) “이

단들은 박해 받아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한 가지 사실 즉, 1536년 이후

의 칼빈의 『강요』에서는 위에 인용된 “투르크 족과 사라센 인들과 다른 자

들의 권리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는 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한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 왜 없어졌을까? 그 생략에 대한 이유로서 “정치적

요인들...역사적 압박들... 신앙고백적 전략에 대한 고려” 등을 배제한

후, 화이트는 “그 생략의 이유는 칼빈의 저술의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맥락보다는 오히려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맥락 때문이었다고 보인다.”고 제

안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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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오고 있지만 가까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다.11)

칼빈은 비록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을 사용하셨던 방

식처럼 이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선지자 모하

메드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그들의 주장은 인간의 종교적 우상

숭배라는 훨씬 넓은 문제에 속하는 하나의 특정한 예증이라고 보았다. 당

시에는 그런 우상숭배가 매우 다양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슬람은 일반

적인 영적 문제의 일부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교황

주의자들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그 두 종

교적 세계관은, 칼빈이 보기에, “적 그리스도의 두 뿔”12) 로서 묵시록적 의

의를 가진 세계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적 우상숭배가 가장 발전된

형태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 점에서 칼빈은 다시 루터를 따랐다:

오스만 제국의 위협과 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루터의 관점이 흥미로운 것

은 그가 교황과 투르크 족을, 그 존재론적이고 역사적 수준에 있어서, 또는 최소한

그 기능적 수준에서 하나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1535년 창세기 강좌에서 루터는

그 범주를 다루면서, 교황과 투르크 족을 한 통속으로 보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결

국에는 교황만을 적 그리스도로 남겨 놓았다.13)

우상숭배에 대한 칼빈의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고려하고, (이제 살펴보

겠지만) 그가 (세르베투스 사건에서 본 것처럼) 우상숭배자들은 다 사형시

11) John Calvin, Jeremiah, 제1권, (Edinburgh, 1989), 285.
12) John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7)

666. 이 판은 1583년에 출간된 원본의 팩시밀 판이다. 본 논문에 사용된 설교 인용문은 고대 영
어를 좀더 현대적이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제시하고자 했다. 원래 설교가 인쇄된 본문은
너무 어려워 읽을 수 있는 독자가 매우 적었다. 큰 소리로 낭독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를
알 수 있다. 

13) Robert O. Smith. 투르크 족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주제는 F. N. Lee의 Calvin and Islam
의 특별한 관점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 주제를 계속 다룰 것이다.

14) 1536년 『강요』 II. B. 28. 1559년의 『강요』 IV. xii. 10에는 마지막 두 문장이 없어진 것을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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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베투스는 스페인에서 출생했고 유대인의 혈통을 일부 받았는데, 그

땅은 서유럽의 마지막 이슬람 통치자를 약 60여 년 전에 패퇴시킨 땅이었

다. 그러므로 그는 문화적 정황을 통해서 또 코란과 다른 이슬람 종교 서적

들을 직접 연구함으로써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친근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신성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신념

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예수의 선지자직을 선호하고,

예수의 신성은 단념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유대인의 예수관을 채용했

고, 아울러 이슬람의 근본적인 가르침도 채용했다. 이슬람은 절대적인 의

미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했고, 다만 예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모하메드 다음 가는 ‘위대한’ 선지자

로 받아들였다. 

세르베투스가 자신의 유대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종종 지

적되지만, 그의 이슬람과의 관계도 지적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 수피

교도인 스테픈 슈봐르츠는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일부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은 [세르베투스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을 것이다...

그리고 쉽게 그가 은밀하게 이슬람을 믿었다고 상상할 것이다: 세르베투스의 논증

에는 모하메드의 신앙의 울림(echoes)이 강하게 들어 있다. 무슬림은 예수를 존경

하고, 수피 교도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사랑한다. 그러나 무슬림은 그가 신성을

가졌다는 주장은 배척한다. 삼위일체 배격이 유니테리안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지

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가

장 중요한 구분이다. 세르베투스의 신학엔 무슬림과 공유하는 다른 관점, 즉 원죄

에 대한 신념 거부도 포함되어 있다... 수피교의 최고 수장 이븐 울-아라비도 한 하

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인들을 화해시키는 하나의 종교를 꿈꾸었었다. 혹시 세르베

투스는 은밀한 수피 교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제네바에서 재판을 받는 동

안, 나 같은 수피 교도가 보기엔, 마치 거울처럼 고전적인 ‘인식의 충격’을 주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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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이단에 대한 관용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강력하게 반대하기로 결심하였고, 신중

하게 교회 안의 배교와 교회 밖의 불신자를 구별했다.

그 주장은 칼빈이 누구든지 교회 안과 밖을 막론하고 우상숭배 행위와 우

상숭배 행위자들에 대해 분명하게 사형을 요구한 신명기 13장에 대한 중

요한 설교(1555)와 일치되기 어렵다. 화이트가 카스텔리오의 책에서 유독

그 점을 지적한 의도도, 세르베투스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칼빈의 순전성

에 의혹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그 문장들이 생

략된 이유를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는 길은, 1536년 판의 맥락에서 볼 때,

그가 투르크 족과 사라센 인들을 언급한 말은 핵심 내용이 아니라 지나치

면서 언급한 말이라고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후의 판들에

서 그 문장들이 삭제된 사실은 화이트가 제안한 방향을 지시하지 않는다.

세르베투스: 이슬람 동료 여행자?

미카엘 세르베투스(1509/1511-1553)는 제네바에서 1553년 10월

26일에 화형에 처해졌다. 칼빈이 그 처형을 승인했는데, 그는 세르베투스

에게 화형보다 (고통이 적은) 참수형을 내리라고 요청했으므로, 그가 그 처

형방식에 동의했는지는 의문이다. 세르베투스의 죄목은 삼위일체와 예수

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한 것과 유아세례를 부인한 것 등이었다. 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성격을 가진 박식한 사람이었다. 다른 많은 이단자들처럼

그 역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교회를 ‘진보시키려’는 복

음전파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했다. 그의 사후에 남겨진 평가는, 그는 ‘기독

교’를 유대인들과 투르크 족에게 보다 마음에 드는 종교로 만들고자 정통

기독교의 신관을 신성모독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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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의 지지를 의미한다. “그의 대적들은 그 재

판을 칼빈을 불신임할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세르베투스의 명분을 지지했

을 뿐, 그의 견해에 대한 열정은 없었다.”17)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

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모하메드의 복음”을

지지했다고 알려지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세르베투스가 개인적으

로 이슬람에 얼마나 헌신했었는지를 알 사람은 없지만, 위에서 슈바르트와

칼빈이 언급한 정도의 내용과 특히 이슬람의 가르침에 익숙한 자들이 세르

베투스에게서 자신들과 가까운 울림을 인식했다는 말은 그가 분명히 크게

영향받았음을 보여준다.

비록 세르베투스를 유죄로 선언한 재판에는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칼빈과

재판관들의 판결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는 (레위

기 24:16과 신명기 13장) 모세의 율법에 직접 근거한 것 같다.18)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하에서는 칼빈의 신명기 설교의 한 부분을 간략하

게 검토할 것이다. 오늘날 대중적인 이슬람의 ‘변증학’에서는 세르베투스를

(다른 반삼위일체론자들과 더불어) 교회사상 많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이슬

람의 ‘동료 여행자들’ 중 한 사람으로 등장시킨다.19)

신명기 13장과 이슬람

세르베투스의 사후 1555-1556년은 칼빈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

그의 추종자들 다수가 제네바 선거인으로서 최종 승인을 얻은 후, 갑자기

“선거인단 내의 칼빈의 대적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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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있었다. 세르베투스는 모든 창조계의 만물이 창조자에게서 유래된 것이라고

믿었고, 그 카탈로니아 반대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나의 기본 원칙은 만물은 하나

님의 일부 또는 부분이며, 사물의 본질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영이라는 것이다.” 그

교리는 이슬람의 “존재의 하나됨” 또는 이븐 울-아라비의 추종자들에게는 특히 귀

중한 wahdat ul-wujud(존재의 하나됨)이라고 알려진 사상과 반드시 동일하진 않

으나 매우 유사하다. 고전 이슬람에서는 만물은, 비록 신적 에센스는 공유하지 않

으나, 신의 창조물로서 만물이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15)

칼빈 자신이 세르베투스의 가르침과 이슬람을 연결시켰다는 증거가 있

다. 그 처형이 있은 후 거의 2년이 지난 날, 칼빈은 신명기 13:1-3을 설

교했다. 칼빈은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

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는 구절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설교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오래지 않은 과거에도) 우리는 다른 이단자들이 그들의 도발

을 얼마나 선호하였고, 특히 저 끔찍한 불경한 자가 어떻게 지지를 받았는지를 보았

습니다. 그때 누가 그를 지지했습니까? 그들의 수치는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모독

해 온 자들에 의해 결국 드러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항변했지만, 실상 그 복음은 모든 것을 전복시

키고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하메드의 복음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들이 하

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얼마나 멀리 잘못 되었는지를 목도했습니다.16)

칼빈이 제네바에서의 지지라고 한 말은 세르베투스를 이용하여 개혁자

15) Stephen Schwartz, “A Mirror for Muslim Reformers,”
[인터넷 출처: http://www.miguelservet.org]. 

16) John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532. 인용된 부분은 두번째 칸, 50줄부터이다.

17) G. Coleman Luck, Calvin and Servetus, 240. 
18) Stephen Schwartz, 위의 글.
19) 예를 들어, Muhannad 'Ata ur-Rahim and Ahmad Thomson, Jesus Prophet of Islam,

159-16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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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과 이슬람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는 우상 공장이다.”

두각시를 섬기겠다고 말한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

까? 내 머리 속에서 내가 고안해낸 환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살아 계신 하

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거절하시니 나는 날조자가 됩니다. 왜냐하

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장[1:21]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상상

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는 그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 교황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하늘과 땅

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항의하지만, 또 저 투르크 족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것

처럼 자기들은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

도를 증오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23에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

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 어디에 거하겠습니

까?(골로새서2:9) 투르크 족이 (우리 신앙의 최고 항목 중 하나인) 하나님께서 육신

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모하메드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

리에 두었으니, 어떻게 취급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아무

리 많은 것들을 이름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자신을 성경의 범주 안에 안전하게 머물

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자기들의 고안과 결정으로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그 순전한 종교를 반드시 붙잡아야 함을 잘 유의하고, 만일 그런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모세가 여기 말씀한 이 율법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근절되게 합시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

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고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려는 열심을 가진 이 개

(같은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는 그런 종류의 잡초, 즉 어떤 다

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관한 모든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려는 목적을 가

진 일종의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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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칼빈에 대한 반대가 궤멸되었다.”20) 그때부터 죽기까지 칼빈은 정착한

도시에서 오랜 세월의 투쟁을 끝내고 상대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

기간은 또한 칼빈이 신명기에 관한 200편의 설교를 선포한 시기였다. 

1555년 10월 26일 수요일, 칼빈은 신명기 13장에 대한 그의 세 번째

설교에서 특히 6-11절을 설교했다. 거기서 그는 매우 전형적인 직설 화법

으로 특히 ‘투르크 족’을 언급했다. 신명기 13장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

을 만들지 말라”는) 두번째 계명에 관한 강해로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의 위험을 논의하는 장이었다.21) 성경적 계시의 이 부분은 이슬람의

여러 주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유일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인한 자

들)에 대한 적응성이 칼빈에게는 분명히 보였다.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

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

라”는 구절을 설교하며 칼빈은 이렇게 설교했다:

비록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유지하고 있고, 비록 유대인

들은 율법에 관한 그들의 잘못된 주해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고, 비록 투르크 족

은 여전히 모하메드의 코란을 붙들고 있고, 비록 교황주의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미

신에 사로잡혀 있지만, 한 가지 모두가 굳게 붙들고 있는 원칙은 한 하나님이 계시

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누

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를 가진 체 할지라도, 그가 진실한 종교를 훼손하거나 은

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죽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는

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한 하나님이 계시다

고 선포할 뿐 아니라, 인간들이 그 두뇌로 고안해 낸 모든 남용으로부터 참 하나님

을 분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 될 뿐

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장차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이지만, 지금은 꼭

20)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Oxford: Balckwell, 1990), 123.
21) Allan Harman, Deuteronomy: The Commands of a Covenant God(Fearn Christian

Focus, 2007), 145-16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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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치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조롱거리

로 만드는 것 같은 자들에겐 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말씀

나는지를 읽었으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합니까?

보세요. 새로운 종교를 고안하려 한다는 한 위선자가 나에게 와서, 말하자면, 마

치 교황권을 여기에 다시 세우거나 모하메드의 코란을 도입하자고 한다면, 그런 자

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말고 마땅히 사형에 처해

져야 합니다. 만일 누가 그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서 따지

라 하고, 우리는 과연 그가 성공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22)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는 세르베투스와 카스텔리오가 언급된 것과, 동시

에 칼빈의 가르침에 들어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그와

다른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도 언급된 것을 본다. 이슬람과의 연결성은 분

명하지만, 그 연결성은 우상숭배의 다른 형태들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 안

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 개혁자 칼빈의 ‘누구를 막

론한 우상숭배자에 대한 사형 요구’에서 전적으로 벗어나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칼빈의 이슬람 관을 핵심적이고 일차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22) John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544,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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