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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그 맹위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

님의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어떤 환란이

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하나님의 직무(officium)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

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돌보심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진정한 위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주의학술원의 「갱신과 부흥」이 이제 28호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신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

믹을 맞아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꿈꾸었던 신학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현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편의와 유익을 더 추구하

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갱신과 부흥」은 지금까지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의 글로 지면

을 채워 왔습니다. 이 글들은 개혁신학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개혁신학의 

실질적 모습을 독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호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모두 8편의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이 이 땅에서의 

개혁신학의 성장에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논문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편

집위원장을 위시한 여러 심사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

러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투고되었지만 이들을 모두 게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귀한 글들을 투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갱신과 부흥」 28호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된 모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 글들이 이 땅의 개혁신학의 성장과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개혁교회들과 개혁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

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넉넉히 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개혁주의학술원장 이신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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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요나서를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에 기인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기는 하지만 요나서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관점에서 보편적 선교, 선교의 주체 하나님, 국수주의와 보편주의, 하나

님의 속성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다.1 그럼에도 요나서를 선교학적

인 관점에서만 바라봄으로써 제한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왜냐 하면 요나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를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이

다. 요나서 해석의 주요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있다. 그러기

에 만일 선교학적인 관점이라는 제한적인 틀에서 요나서를 바라본다면 요나

서가 가진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요나서의 선교적 관점을 전제로 하되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깊은 역사적 문법적 의미를 통해서 선행연구를 더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다만 선교적인 관점으로만 한정하고 본문이 가진 풍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요나서 고유의 풍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는 요나서를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참고하여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

는 요나서의 구조,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 문제,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다룬 뒤 3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함으

로 요나서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키워드: 요나서, 국수주의, 보편주의, 하나님의 선교, 니느웨, 앗시리아

논문투고일 2021.06.11. / 심사완료일 2021.09.07. / 게재확정일 2021.09.08.

*이 논문은 2021년도 백석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음

1 필자가 여기서 ‘하나님 선교’를 Missio Dei 대신 Mission of GOD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선교

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와 차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려 함이다. 여기에 

관한 글은 강아랑,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본 상생과 공존”, 「선교와 신학」 48권(2019, 6), 

25-36;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샬롬”, 「선교와 신학」 24권(2009), 254-25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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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

의 복음을 전해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전형적인 선교적인 

관점의 책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과연 요나서는 이방인 앗시리아를 구원하시려

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 이것은 오늘날 선교학에서 타문화권으로 선교

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전형적인 관점에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요나서는 그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간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계획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선교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선교에 관한 책인가

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는 형식으로 보면 요나서는 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2 니느웨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슈브) 것이 아니었고, 다시 악한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볼 때 요나는 온전한 회개와 제자 양육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었

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요나의 회개 선포 후 백년 정도 지난 시대의 

예언자인 나훔이 다시 니느웨의 죄악에 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나훔 1장) 요나의 사역이 성공적인 선교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나 니느웨가 회개한 이유, 니느웨의 그 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요나서에 대한 선교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관점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구자는 요나서가 전적으로 선교적인 관점의 책은 아니지만 상당한 관련성

2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선교와 신학」 1권(1998, 3), 61-62. 이광순은 요나가 

비록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선교라고 본다. 

그는 세례 요한도 심판과 회개를 전파했기에 요나의 회개 전파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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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3 다만 선교적인 관점으로만 한정하고 본문이 가진 

풍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요나서 고유의 풍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는 요나서를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참고하여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요나서의 구조,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 문제,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다룬 뒤 3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함으로 

요나서를 더욱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II. 요나서 본문 연구

1. 요나서의 구조

요나서는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다.4 

A. 바다에서(1:1-2:10)

a) 서론: 위탁과 도망(1:1-3)

b) 하나님의 추적(1:4-17)

c) 요나의 기도(2:1-10)

B. 땅에서(3:1-4:11)

a) 새로운 위탁과 이행(3:1-4)

3 데이비드 보쉬는 신학의 모체는 선교라는 명제를 가지고 선교를 정의하고 선교역사를 논한다(D. 

Bosch, Witness to the World: 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Atlanta: John Nox Press, 1980), 15).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선교로

부터 시작해서 선교로 귀결된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경해석에 있어서 특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이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성경의 본래 상황에서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4 연구자는 다양한 구분 중에 강사문, 강성렬, 허성군, 최인기의 『구약성서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

판사, 2000), 731의 분류에 따라서 구분할 것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요나의 바다에서의 기도

(2:1-10)를 전환점으로 해서 그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적절한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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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돌이키심(3:5-10)

c) 요나의 불평과 박 넝쿨 비유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4:1-11)

2.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 문제

요나는 여로보암2세(주전 786-746)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이다(왕하 14:25). 

그는 나사렛 북동쪽의 가드 헤벨(Gath Hepher) 출신으로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로 불렸다. 요나가 주전 8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요나서가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오토 카이저(Otto Kaiser)는 요나서의 배경으로 개작(改作)의 가능

성을 제기한다. 즉, 주전 8세기의 기록에 포로기 이후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록을 삽입했는데 그 예로 신명(神名)의 변화(여호와에서 엘로힘으로)와 창조

주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은혜로운 존재로 묘사하는 등의 

어법(語法)은 전형적인 후대의 개작 증거라는 것이다.5 또한 베버(Julius A. 

Bewer) 역시 요나서는 ‘요나의 작품’(by Jonah)이 아니라 ‘요나에 관한’(about 

Jonah) 책으로서 후대에 주로 사용된 단어와 표현 등이 자주 등장하고, 예레미

야와 제2 이사야서의 내용 등이 자주 등장한다는 이유로 요나서의 저작 연대를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6 필리스 트라이블(Phyllis 

Trible)은 다음의 다섯 가지 근거로 요나서의 저작 연대를 후대로 보고 있다.7

첫째, 요나서가 아람 사상을 담고 있다. 이 단어들은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에

서 주로 사용되던 어법인데 후기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요나서 3장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Now Nineveh was( ) a very important city a visit 

required three days).”는 과거형 표현이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무너지고 

5 Otto Kais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이경숙 역, 『구약성서개론』(서울: 분도출판사, 

1995), 217-219.
6 Julius A. Bewer, The Book of Jonah,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80), 11-13.
7 Phyllis Trible, The Book of Jonah, The New Interpreter’s Bible: A Commentary in 

Twelve Volumes, Vol V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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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참 후에 기록된 증거다. 셋째, 비역사적인 사실로 알려진 ‘니느웨의 왕’(앗

시리아의 왕이 아니라)은 앗시리아 제국이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린 

때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요나서가 주전 8세기 이후의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다섯 째, 요나서의 이야기가 특정한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알렌(L. C. Allen)은 요나서에는 비록 아람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단어들이 포로기 이후 다른 문서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8 

란데스(G. M. Landes)는 알렌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를 보았는데 이 아람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이 단어들이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포로기 이전에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북왕국-페니

키아의 영향보다는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9 또한 요나서가 

유대인 중심적 배타주의를 질타하는 책이라는 아이스펠트의 주장에 대해서10 

클레멘트(R. E. Clements)는 요나서에 혼합결혼에 대한 질타나 이방인과 유대

인을 구별 짓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분리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11 또한 ‘니느웨의 왕’이라는 표현이 ‘앗시리아의 왕’이라는 표현

과 대치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합 왕도 ‘사마리아의 왕’(왕상 21:1)으로도 

불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불렸다고 주장한다. 니느웨는 앗시리아의 수도로

서 티글랏필레셀 왕부터 사르곤 2세가 통치할 때까지 수도였다. 그러므로 ‘니느

웨의 왕’이라는 표현은 ‘앗시리아의 왕’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12 이렇게 

본다면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요나서의 포로기 이후 저작설은 많은 반대에 부딪

히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이 중요한 문제인가? 만일 요나

8 L. C. Allen, The Book of Obadiah, Jonah and Mic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186-188.
9 G. M. Landes, “Linguistic Criteria and the Date of the Book of Jonah,” ErIsr (=Eretz 

Israel) 16(1982), 147-70.
10 O Eissfel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5), 

405.
11 R. E. Clements,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VTSup (=Vetus Testamentum, 

Supplements) 28(1975), 19.
12 D. Stuart, Hosea-Jonah, WBC (Waco: World, 1987),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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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사적 배경을 주전 8세기가 아닌 2~4세기경으로 확정하면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가 허구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요나의 사역 역시 허구적인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13 역사성의 문제 역시 역사적 배경을 뒤따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요나의 사역을 선교로 볼 것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요나서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요나서는 주전 8세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국수주의에 빠져서 

사명을 멀리 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억지로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

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면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져야만 요나의 사역에 대한 진정성을 

근거로 그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요나서의 주제

요나서는 일차적으로는 선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에 대한 구원계획

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그에게 하신 약속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7:12-13절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대상이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요나서의 주제를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여호와의 보편적 구원계획, 이방인에 대한 선교라는 세 가지를 요나서의 주제로 

정의하고 하나씩 서술하도록 한다.

13 윌리엄 라솔은 요나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신화적, 알레고리적, 비유적 해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는 해석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동기(motive)인데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 S. LaSor,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the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2), 525-52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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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보편적(universal) 

속성이다. 이런 개념은 당시 국지적인 신 개념을 가지고 있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14 다니엘 블록(Daniel I. Block)은 이스라엘이 ‘여

호와의 백성’ 혹은 ‘그의 백성’이라고 불리듯이 암몬도 ‘말감의 자식’(렘 49:1)으

로 불렸고 모압도 ‘그모스의 백성’(민 21:29; 렘 48:46)으로 불렸다고 했다. 

결국 암몬에서는 말감이, 모압에서는 그모스가 다스린다고 믿었다.15 물론 암몬

이 말감을 섬기고 모압이 그모스를 섬긴다고 해서 유일신론이라는 말은 아니다. 

말감이나 그모스는 많은 신들 중에서 주신(主神)이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대표

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요나서 곳곳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신의 개념을 넘어서는 여호와에 대한 

표현을 볼 수 있다. 요나는 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는 

했으나(1:3)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1:9).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파선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

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12

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폭풍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었다. 이뿐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했으며(2:2, 6),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2:7). 그리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자 통렬하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자 “주께

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4:2)”

라고 고백하고 있다.16

14 주전 9세기만 해도 지역적인 신(local god)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룻기 1장 15절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gods)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함으로써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15 Daniel I. Block, Judges, Ruth, The American Commentary, Vol. 6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9), 638-639. 
16 요나의 이 말은 출애굽기 34:6-7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인용한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심이 많다. 셋째,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넷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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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나치게 보편적이어서 요나서가 주전 4세기의 작품이라

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주전 4세기는 앗시리아와 니느웨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고(주전 621년 패망) 당시에는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니느웨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17 그리고 이미 포로시대 이전에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주전 8세기의 작품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여호와의 보편적 구원계획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언약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실 때부터 나타난다(창 

17장). 그러나 앗시리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확실한 적들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책은 요나서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엘리야(왕상 17-19장)와 엘리사(왕하 8장)가 이웃 나라들을 방문해서 예언사역

을 일부 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내부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사역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전 8세기의 

책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다.18 그러나 요나서보다 

앞서서 기록된 많은 책에서 이미 보편적 구원사상이 많이 나타난다(출 34:6; 

민 14:18; 시 86:15, 103:8, 145:8; 나 1:3; 욜 2:13; 느 9:17). 그러므로 

요나서의 기록연대를 포로기 이후로 잡을 이유가 없다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관(神觀)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으

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요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hesed)이 풍성하시다. Billy’s K. Smith·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NAC, 

Vol. 19b, 275-276를 참조하라.
17 윌리엄 라솔, 『구약개관』, 528-529.
18 L. C. Allen, The Book of Obadiah, Jonah and Micah, 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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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방인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4:10-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

냐”라는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19

한편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회개와 구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도 하는 책이다. 즉, 패역한 이방인 앗시리아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화를 돌이키지 않을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20 그러므로 이스

라엘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 가운데 한 민족임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배타적 

구원관과 민족적 우월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선교

요나서 이전의 책들에서도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사역을 한 예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방인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한 사건은 요나서밖에 없다. 요나서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1:1, vayehi debar adonai), 선교사(요나)를 보내시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3: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낸 전형적인 선교학적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책이

다.21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원을 베푸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으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둘째, 인간은 

19 와이즈만(Wiseman)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유일신론과 다신론, 앗시리아인들

의 상징이었던 별들에 대한 숭배 사이에서 분별력 없이 행하는 자, 즉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

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D. J. Wiseman, “Jonah’s Nineveh,” Tyndale Bulletin 

30(1979), 39를 참조하라.
20 강사문, 강성렬, 허성군, 최인기, 『구약성서개론』, 734-735.
21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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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해와 인식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저항감을 불러일으

킬 수도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방해와 

거부를 넘어서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22 그러므로 선교 대상과 선교지 그리

고 선교사에 대한 결정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준다. 요나서의 선교 

대상은 이방인(아수르인)이며 선교지는 니느웨이고 선교사는 요나인 전형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다.23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III. 선교적 관점에서 본 요나서와 그 평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제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

교’(Mission of GOD)라고 할 수 있다. 요나서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혹은 선교사 요나에 관한 글을 썼다.24 그들의 

관점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요나서는 바로 선교

사(宣敎師) 요나에 의한 이방인 선교의 생생한 삶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연구자도 이와 같은 전제에 동의하면서 요나서를 1장부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안에 드러난 선교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선교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1:1-17)

22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0.
23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1.
24 이 주제에 관한 글은 박창현,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 「선교신학」 20집(2009); 우택주, 

“회개의 미학, 불평의 신학, 그리고 합당한 길”, 『기독교사상』 48집(2004, 11); 이광순, “요나서

를 통해 본 선교”, 「선교와 신학」 1권(1998, 3); 배재욱,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고찰”, 

「신학과 목회」 43집(2015, 5); 이사야, “예언서에 나타난 선교사상: 선교적 눈으로 요나서 읽기”, 

「대학과 선교」 30집(2016) 등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요나서에 대한 선교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갱신과 부흥 28호
Reform & Revival 2021

1장은 위탁과 도망(1:1-3), 하나님의 추적(1:4-17)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은 예언서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시작하는데(바에히 데바르 아도나이 

엘 조나) 이런 형식은 지금 전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라는 것이었다. 

‘외친다’(qara)는 의미는 ‘절규한다, 운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선교사 요나에

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절규하고 울라고 하셨다. 니느웨

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 선지자 요나가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당대에 

이스라엘이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니느웨는 앗시리아의 수도로서(왕하 4:11)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한

다.25 이렇게 본다면 요나서가 단순히 성의 규모만을 가지고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들의 문화가 크게 

번성한 ‘세계 대도시의 총괄개념으로서 모든 대도시의 악독이 모인 곳으로 생각

해야 한다고 본다.26 그러니 자연히 도덕적인 패륜과 패역이 뒤따라 왔다. 그들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며 주변국들을 폭력으로 착취하는 나라였다.27 이스라엘 

역시 앗시리아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고 예후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몇 번 

조공을 바친 적도 있다(주전 841년). 열왕기하 16:6절을 보면 니느웨는 이스라

엘을 멸망시킨 앗시리아의 수도일 뿐 아니라 유다에 위협을 가한 산헤립의 

거주지이기도 했다(왕하 19:36). 뿐만 아니라 니느웨는 나훔과 스바냐에 의해서 

25 A. Kirk Graysom, “Nineveh,” The Anchor Bible, Vol. 4 (New York: 1992), 1118-1119. 

당시 니느웨는 성 둘레 20km 인구 30만 명 이상이 사는 비교적 큰 성이기는 했지만 요나가 

‘큰 성’이라고 부른 전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26 A. 바이저/K. 엘리거, “소예언서,” 편집부 옮김, 『국제성서주석』(한국신학연구소: 1994), 44. 
27 나훔서 2-3장을 보면 니느웨의 잔인함과 도덕적 타락에 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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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이 예언된 부패한 도시였다(나 2:8; 습 2:13). 이런 도시를 용서하시겠다고 

선교사를 보내시려 하니 요나는 당연히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있는 동방이 아니라 남방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여기서 선교의 주도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선교를 기획하시고 선교사를 선택하시고 선교지를 결정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 하나님은 선교를 하실 때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28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의 전제다. 구원의 역사인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간의 이해와 

의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족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신 것도,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보내신 것도,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계획에 저항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요나의 사명 회피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히브리인만 하나님

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교를 심판으로 이해하는 편협한 사고

방식, 패역한 앗시리아에 대한 일반적인 경멸감 혹은 두려움,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한 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예측(욘 4:2)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것으로 여긴다.29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요나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것

이 하나님의 선교다.30

2. 요나의 회심과 기도(2:1-10)

28 박철우, 요나·미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8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89-91.
29 박창현,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 「선교신학」 20집(2009), 166-169. 박창현은 요나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개인 구원의 신앙이 확실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곧 구원인 

듯 죽기를 간구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복적인 신앙관에 근거한 윤리적 신앙관이 있으나 남은 용서를 못한다(170)”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나 지나친 의미 부여라는 생각이다.
30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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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된다. 선원을 포함하여 

모든 승객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동안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1:5).31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추적한 결과 요나가 잡혔다(1:7).32 그의 신분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임을 밝히자(1:9-10)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선장이 요나에게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자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잠잠해지

고(15절) 두려움에 떨던 뱃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16

절).

볼프(H. W. Wolff)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5절)’를 

해석하기를 배에 탄 선원 및 승객들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었는데 이는 마치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거대 도시들의 집약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

다.33 이 거대 도시의 집약체들이 탄 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신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아울러 이방

인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14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16

절) 사건이었다. 이광순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선교의 

31 요나가 ‘잠(Radim)이 든지라’는 ‘깊이 잠든 상태’를 나타낸다(시 76:6).  Joyce Baldwin, Jonah, 

in Thomas E.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556.
32 제비를 뜻하는 고랄(gôrāl)은 원래 신탁에 사용되는 돌을 의미하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신탁을 위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비뽑기는 고대근동에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삼상 10:16-26), 여호수아가 이스

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민 26:55). 죄인을 가리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수 7:18; 

삼상 14:42). Herbert B. Huffmon, “Priestly Divination in Israel,” in Carol L. Meyers 

and M.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354-359.
33 H. W. Wolff, Obadiah, Jonah,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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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었는데 요나가 이를 놓쳤다34고 한다. 약간 지나친 해석 같기는 하지만 

뒤이어서 요나에게 닥친 고난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어색한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물속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Dag Gadol) 삼켰다. 그리고 삼일 동안 물고기

의 뱃속에 갇힌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

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

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2-3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서원한다. “내가 말하

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

이다(4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7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9절).”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문체나 어휘가 주전 8세기의 

것인가? 내러티브 형식과 어울리는가? 감사시가 맞는가? 요나서 전체 문맥과 

일치하는가?35 이런 비판적인 주장은 연구자의 관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삼일이 요나의 사역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방관자적이

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면서 독선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요나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와 같은 표현은 요나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을 움직였고 마침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2:10).

34 A. 바이저/K. 엘리거, “소예언서,” 45;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45. 이광순은 요나가 

놓친 이 선교 대상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겠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선교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고 해설하고 있다(46).
35 이상에 대해서는 김주원, “요나서 기도에 대한 제고”, 「광신논단」 24권(2014), 23-25를 참조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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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3:1-10)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2절).” 그런데 요나는 처음 명령과는 다른 메시지

를 전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4절).”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전제로 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 1:4절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했다. JB에서는 이 구절을 “그들의 악함이 나에게 알려졌다고 말하라”로 번역되

었다.36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를 요구하는 이 선언을 요나는 일방적으

로 심판메시지로 이해하고 니느웨가 무너질 것만 선언했다. 그것도 니느웨 성을 

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다녔을 뿐이다. 

김이곤은 이러한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부정적인 태도라고 보았다.37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5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라고 한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으로부터 사람들,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의 사함을 간구했다.(6-9절). 모든 악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해

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란 것이다. 그 결과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

교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보여주셨다.

36 H. L. Ellison, Jonah, EBC 7 (Grand Rapids: Zondervan, 1985), 369. TLB는 “냄새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다랐다”로 번역하고 있다. Billy’s K. Smith·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225에서 재인용.

37 김이곤, “요나서의 평화신학”, 『기독교사상』 30호(1986, 1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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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니느웨는 앗시리아의 수도이고 앗시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유대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적으

로 회개를 하였는가?38 물론 니느웨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The Ninevites 

believed God)라는 NIV의 번역은 무리가 있다. 왈톤(J. Walton)은 이 표현이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는 현대적 의미의 ‘하나님을 믿고’(in GOD)가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재앙,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라고 보았다.39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재앙이 일어나

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시적인 반성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한 후 니느웨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다.40

주전 8세기 중반 앗시리아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기근으로 삶의 질이 낮아졌고, 외세의 침입과 내부의 역성혁명으로 나라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전 763년에 완전한 일식이 있었는데 

불안한 앗시리아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고, 이 현상을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믿었다. 이 사건이 그들이 그 동안 믿었던 종교에 대한 불확실성

을 가지는 동기가 되었는데 이 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것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원인이 되었다.41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10

절).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하나님의 본심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주께서

38 P. Fairbairn, Jonah, His Life, Character and Mission (Grand Rapids: Kregel, 1964), 

113.
39 J. Walton, “The Object lesson of Jonah 4:5-7 and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BBR 2(1992), 53. 그는 아합 왕의 회개(왕상 21:17와 비교하면서 전적인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고 보았다.
40 어떤 사람들은 “왜 이 기록이 앗시리아의 문헌에는 없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문서

의 숫자가 너무 적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편견이 작용을 했으며 앗시리아 사관(史官)이 볼 

때는 그리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Billy’s K. Smith·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262 참조).
41 J. Walton, “The Object lesson of Jonah 4:5-7 and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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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42 노하기를 더디하시며43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4: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4:10),”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4:11).” 이 하나님의 행동은 규범적이고 율법적

인 요나에게는 충격이고 분노였다. 그래서 그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1

절)...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3절)”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다. 요나는 신명기적인 공의사상

(公義思想)에 젖은 사람이다. 그런 그가 볼 때 하나님의 이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록 요나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

을 알기는 했으나 자신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분노하고 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동원은 하나님은 공의보다 자비가 더 우월하신 분이라

는 사실을 나타내는 책이 요나서라고 보았다.44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선교사

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보다는 사랑이요 구원이어야 한다. 비록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고 영속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

이다.

4. 보편적 구원사상

요나서에는 보편적 구원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다. 동시에 유대인 선민사상에 

대한 요나의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되고 있다. 배에 함께 탔던 선원들과 승객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42 ‘자비로우시며’(Rahum)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Rehem)에서 나온 단어로서 어머니가 그의 자식

들에게 느끼는 다정함을 가리킨다.
43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erq apaym)’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

는 ‘긴 호흡’을 의미한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화가 나도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44 임동원, “다문화사회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 읽기”, 「선교신학」 52집(2018),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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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셔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받는 백성이 유대인들로부

터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창 28:14; 시 22:27, 

86:9; 사 19:6, 24, 52:10, 호 2:23; 말 1:11 등).45 이광순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만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았

다.46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은 모든 피조세계라는 말로 

들린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포괄적이며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박창현은 

배에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른 행위를 보고 모든 인간의 종교성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나47 이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 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요나의 관심은 작은 박넝쿨 하나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의 방황하

는 십이 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담은 책이 바로 요나서다. 그래서 바이저와 엘리거(A. Weiser/K. Elliger)는 

요나서를 이방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개념을 

담은 책이다“라고 했다.48 이렇게 본다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 들어 

있는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극히 배타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신앙의 편협성을 비판하면서 무한한 포용성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IV. 나가는 글

요나서는 4장에서 어정쩡하게 끝이 난다. 그렇다면 선교사 요나의 이후의 

행적은 어떠했을까? 요나는 이후 니느웨, 즉 지금의 모술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45 여기에 대해서는 임태수, “요나서에 나타난 범세계주의와 평화사상” 『기독교사상』 31권(1987, 

5), 102-110을 참조하라.
46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6.
47 박창현,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 173. 그는 박철우가 같은 본문을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한 것을 그들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8 A. 바이저/K. 엘리거, 『소예언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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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죽었다고 한다.49 그리고 요나의 무덤이 IS에 의해서 파괴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나가 모술 지역에서 꾸준히 선교하다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

다.50 이것은 결국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부족한 선교사였던 요나는 일평생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살았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이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는 책이다. 비록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은 아니라고 해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요나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보편적 구원사상, 선교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이라도 알 수 있게 해준다. 연구자는 요나서 내용을 선교적 

관점으로 연구하되 각 단락의 주제에 맞게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많은 실적을 생산했다. 

다만 연구자는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개념 중심의 연구보다는 구약을 연구한 

학자로서 본문에 충실한 연구를 하려고 시도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적 열망과 계획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향후 요나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연구함으로써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의 

사역에 도움을 연구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49 “The Tomb of the Prophet Jonah,” Scientific American Vol. 4, No. 10 (November 

25, 1848), 78(1 page).
50 Rikar Hussein. “Iraqi Forces Say IS Destroyed Historic Tomb of Jonah in Mosul,” 

Voice of America News / FIND; Washington (Jan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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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Book of Jonah and Mission of GOD

Nam Il Kim

(Baekseok University, Professor, Old Testament)

This paper is attributed to the prior work of many scholars who 

view the Book of Jonah from a missionary point of view. Although 

diverse, the book of Jonah has studied universal mission, God, the 

subject of mission, nationalism and universalism, and God's 

attributes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Mission(Missio Dei). 

Nevertheless, it is hard to shake off the regret of understanding 

the book of Jonah from a limited perspective by looking only at 

him from a missional point of view. This is because the story about 

missionary work of the prophet Jonah is not the main purpose 

of the record, but a book that shows God's universal will for 

salvation toward all nations. The main point of view of Jonah is 

in the history of God's sovereign salvation. Therefore, if we look 

at the book of Jonah under the limited framework of missionary 

views, it is easy to mis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the 

book of Jonah. As an Old Testament scholar, the researcher 

presupposes missional perspective of the book of Jonah, but 

intends to enrich prior research through the deep historical and 

grammatical meaning conveyed by the text. In particular, the three 

concepts of the creator God's universal attributes, universal 

salvation plans, and God's mission is combined to interpret the 

theme the book of Jonah within the missional concept. To this 

end, I used many of the previous researchers' writings and actively 



31요나서와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에 관한 연구 / 김남일

used annotations and papers to conduct research that was faithful 

to the text.

Key Words: the book of Jonah, Nationalism, Universalism, Missio Dei, 

Ninveth, As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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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해석문제

주기철

(고신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Ⅰ. 들어가는 말

Ⅱ.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έω의 용례

Ⅲ. 기름 바르고(ἀλείφω) 구원하고(σῴζω) 일으키고(ἐγείρω) 

죄를 사하는 것(ἀφίημι)

Ⅳ. 야고보서의 결론과 기록 목적(5:19-20)

Ⅴ. 나가는 말

R&R 28(2021) 33-70 https://doi.org/10.36365/kukirs.202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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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야고보서 5:14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Is anyone among you 

sick?)”라고 번역된 문장은 대부분의 한글과 영어 번역본,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역과 

해석은 몇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럽다. 

첫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난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육체

적 질병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둘째, 육체적 질병

의 치유와 관련된 주제에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비를 위한 그의 기도를 

예로 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셋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서신의 기록 목적이라면(5:19-20), 5:14의 병든 자는 영적 곤고함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에 사용된 동사 ἀσθενέω

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ἀσθενέω의 신약성경에서의 용례, 기름을 바르는 것(약 5:14)과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것(5:15-16)의 의미, 비가 오지 않기를/오기를 기도

한 엘리야의 예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5:14의 ἀσθενέω가 

영적인 질병, 혹 영적인 곤고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키워드: 야고보서 5:14, 육체의 질병, 영적 곤고함, 기름 부음, 장로들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논문투고일 2021.07.26. / 심사완료일 2021.08.30. / 게재확정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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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야고보서 5:14은 ‘아스쎄네이 티스 엔 휘민’(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으로 시작한

다. 이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또는 있으면)?”

(개정; 개역 개정; 바른; 쉬운 성경) 또는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있으면)”(공동번역; 가톨릭 성경)로 번역이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 “Is anyone among you sick?”(ESV; NIV; HCSB; NASB) 또는 

“Is anyone among you ill?”(NET: ABPN; WNT)로 번역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5:14에 사용된 동사 ‘아스쎄네오’(ἀσθεν

έω)가 거의 모든 번역본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된다는 

것이다. 번역 성경뿐 아니라 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이 동사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1 즉, 5:14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 중에 육체

1 R. Johnstone, A Commentary on Jame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1871]), 408-13; J. H. Rop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 T. & T. Clark, 1973[1916]), 304-07; M. Dibeliu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1975]), 

252-53; J. B. Adamson, The Epistle of Jam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9[1976]), 197-98, 204-05; S. Laws, The Epistle of James, BNTC (Massachusetts: 

Hendrikson Publishers, 1980), 225-32; P. H. Davids, The Epistle of Jame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2), 192-95; P. H. Davids, James IBC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9), 122-23; J. A. Motyer, 『야고보서 강해』

(The Message of James: The tests of faith,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8[1985]), 279-95; R. P. Martin, James, WBC 48 (Waco: Word Books, 1988), 

206-210; W. Barclay,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129-30; G. M. Stulac, Jame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3), 

179-87; Chris A. Valchos, James, EGGNT (Nashville, TN: B&H Academic, 2013), 

182-88; K. A. Richardson, Jame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229-36; David P. Nystorm, Jame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304-07; J.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ames (Chicago: Moody Publishers, 1998), 273-81; Daniel 

M. Doriani, James 『야고보서』(정옥배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2007]), 331-50; C. 

L. Blomberg and M. J. Kamell, Jame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238-47; D. G. McCartney, Jame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250-60; S.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11), 431-61; D. J. Moo, James, TNTC 16 (IL: InterVarsity Press(2015), 

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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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목회자나 성도들은 육체적 질병을 

앓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본문을 인용하여 사용한다.

거의 모든 학자와 번역본이 5:14을 전기한 바와 같이 해석하고 번역하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역과 해석이 본문의 전후 문맥과 서신 전체의 기록목적과 잘 어울리

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주제(육체의 

질병과 기도)를 제시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13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 할지니라”라고 하면서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보편적인 주제, 곧 

앞서 다루었던 고난 전체를 총칭하며 마무리하는 곳에서 다시 육체적인 질병이

라는 특정 주제로 돌아가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2 또한, 육체적 질병과 

치유에 관한 주제라면 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비’와 관련하

여 설명하는지도 의문이다(약 5:17-18). 오히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기도(왕상 17:17-24)를 예로 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3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닫는 단락(closing section)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언급한다. 만약 야고보서 

5:19-20이 서신 전체의 기록목적을 반영한다면, 이전 단락의 5:14에 사용된 

ἀσθενέω 역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을 

듯하다.4 

본 글의 목적은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에 사용된 동사 ἀσθενέω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ἀσθενέω가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 ἀσθενέω

2 맥나이트는 야고보서에서 제시된 주제들이 전후 문맥과 관련 없이 무작위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다.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NICNT, 431-61.

3 몇몇 학자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제시하지 못한다. 참고. 

Richardson, James, 232; MacArthur, James, 274;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50; 

Blomberg and Kamell, James, 246.
4 서신의 닫는 단락(Closing section)의 요약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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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병을 앓는 것으로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기름을 바르는 것(약 

5:14)의 의미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것(5:15-16)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저자가 5:17-18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오기를 기도하

는 엘리야를 예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그런 후에 야고보서 

5:14가 이어지는 문맥이면서 서신 전체를 결론짓는 5:19-20과 관련하여 어떻

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할 것이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έω는 육체적인 질병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서신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영적인 질병, 혹 영적인 곤고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

려 한다.

Ⅱ.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έω의 용례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έω와 같은 단어군을 형성하는 ἀσθενής, ἀσθένεια는 

신약성경에 80여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함’(weakness), 

또는 ‘무기력함’(powerlessness/impotence)을 의미한다.5 동사 ἀσθενέω는 

(1) ‘쇠약하게 하는 병에 시달리다’(to suffer a debilitating illness) 또는 

‘병이 나다’(be sick); (2) ‘개인적인 무능력이나 한계를 경험하다’(to 

experience some personal incapacity or limitation) 또는 ‘허약해지

다’(be weak); (3) ‘물질적 필요의 부족을 경험하다’(to experience lack of 

material necessities) 또는 ‘곤궁하다’(be in need)는 의미를 가진다.6 신약성

경의 용례를 살펴볼 때,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몇 경우를 포함하여 복음서에 

사용된 경우는 대부분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마 

10:8; 25:36, 39; 막 6:56; 눅 4:40; 요 4:46; 5:3, 7; 6:2; 11:1-3, 6; 행 

5 J. Zmijewski, ‘ἀσθενής,’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170-71; G. 

Stählin, ‘ἀσθενής,’ T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64), 490-93.
6 W. Bauer, W. Arndt, and F.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rev. and ed. F.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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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19:12; 빌 2:26-27; 딤후 4:20). 그러나 바울서신에 사용된 ἀσθενέω는 

대부분 육체적 질병을 가리키기보다는 율법의 무능함(롬 8:3), 담대함의 반대 

의미로서의 연약함(고후 11:21), 인간의 연약함(고후 12:10), 미약하거나 소심

한 마음을 가진 의미로서의 연약함(고후 11:29), 누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음

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연약함(고후 13:3) 외에 믿음의 연약함(롬 4:19; 14:1-2; 

고전 8:11)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7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물질적으

로 연약한 자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ἀσθενέω가 사용되었다(행 20:35).

이처럼 성경에서 사용된 ἀσθενέω의 용례만을 볼 때는 야고보서 5:14의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블롬버그와 카멜(C. L. 

Blomberg and M. J. Kamell)은 본 구절이 일으키는 첫 번째 질문은 ἀσθενέω가 

말하는 질병이 육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종종 영적으로 ‘병들다’(ἀσθενέω)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복음서에서는 

항상(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동사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킨다. 야고보서

가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존할 뿐 아니라 

그의 서신에 언급된 다른 고통이 명확한 육체적인 문제들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후자의 의미[육체적 질병]가 여기서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다.8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영적인 의미의 질병을 가리키기 위해서 ἀσθενέω를 

사용했다면 야고보도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9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서 언급된 다른 고통이 명확히 육체적인 문제들이라고 지적했지만,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시련(1:2)으로 수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외적, 내적 고난을 다 포함한다.10 그리고 야고보서 5:4에서 지적하는 ‘추수 

7 참고. BDAG, 142.
8 Blomberg and Kamell, James, 242.
9 D. Hayden은 오히려 ἀσθενέω가 바울서신에서 대부분 영적으로 약한 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5:14의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의 약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Is 

any weak among you?”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바르게 지적한다. D. Hayden, “Calling the 

Elders to Pray,” BS 138(1981), 260
10 참고. 개역 개정 성경의 야고보서 1:2에서 여러 가지 ‘시험’(πειρασμός)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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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우는 소리’는 분명 그들의 외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적인 고통도 내포한다. 

야고보서의 여러 곳에서 두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볼 때(참고. 약 1:8, 21; 

4:8), 저자는 수신자들의 외적인 고통의 문제보다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내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듯하다.

맥나이트(S. McKnight) 역시 ἀσθενέω가 육체적, 영적, 정신적 연약함뿐 아니

라 죽음을 눈앞에 둔 자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고 말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어떤 종류의 약함을 말하며 얼마나 아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έω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 이 병자는 장로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거의 죽음에 이른 자라는 것이다.11 

그러나 5:14(“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에서 저자는 분명 병든 자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기에, 만약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을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아무

것도 못 하는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12 모티어(J. A. Motyer)는 앞서 

제기한 근거 외에 그 병든 자의 병이 상당히 깊음을 암시하는 네 가지 사실을 

더 지적한다. (1) 5:13에서는 고난을 겪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지만 5:14에서

는 장로의 기도만 언급하고; (2) 그 병든 자를 ‘녹초가 된/지쳐버린 사람’(κάμνω)

이라고 묘사하고; (3) 5:15의 ‘믿음의 기도’는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장로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4) 5:14에서 장로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προσευξάσθωσα

ν ἐπ᾽ αὐτὸν), ἐπί(over)라는 전치사의 사용은 마치 침대에 누워 있는 자 위로 

따라서 ‘시험’(temptation), ‘시험’(test), 또는 ‘시련’(trial)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더 깊은 논의는 주기철,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시험’(πε
ιρασμός)과 ‘시련(δοκίμιον)으로 번역된 단어 재고,” 『고신신학』 20(2018), 103-30을 보라.

11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35; Martin, James, 206; Valchos, James, 184. 참고. 

C. Picker, “Is Anyone Sick among You?,”CBQ 7(1945), 165-74. 비교. K. Condon, 

“The Sacrament of Healing (Jas. 5:14-15),”Scripture 11(1959) 33-42.
12 Motyer는 5:15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는 것을 근거로 5:14에서 

말하는 병자가 무의식이거나 반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장로들을 부를 정도는 된다고 

추측한다. Motyer, 『야고보서 강해』,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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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3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5:14의 ἀσθενέω가 영적인 질병을 의미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한 주장이다. 왜냐

하면, (1) 저자는 5:14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장로

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2)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κάμνω는 영적 의미에서의 

곤고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3) 5:15의 ‘믿음의 기도’가 장로들의 믿음을 가리키

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5:19-20에서도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하며 믿음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 

것을 명하기 때문이고; (4) 5:14의 ἐπί의 사용은 영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장로들이 둘러서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성경에 사용된 ἀσθενέω의 용례만으로는 5:14

의 것이 영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인지 알 수 없다. 오직 서신의 

문맥에 의존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제 5:14의 ἀσθενέω를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5:14b의 기름을 바르는 행위와 

5:15-16에 사용된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Ⅲ. 기름 바르고(ἀλείφω) 구원하고(σῴζω) 일으키고(ἐγείρω) 죄를 사하는 

것(ἀφίημι)

1. 기름을 바르는 것(ἀλείφω; 5:14b)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학자는 야고보서 5:14-16에서 언급하는 내용

이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기름을 붓는 것이다(5:14b). 어떤 이는 고대 세계에서 기름이 의약품으로 사용

13 Motyer, 『야고보서 강해』, 285-86; Blomberg and Kamell, James,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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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에 주목하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 세기 동안 교회에서도 병자들

을 치유하기 위해 기름 부음(anointing)을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본다.14 현대의 

많은 학자는 이와 같은 고대의 관행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하지만 야고보서 

5:14의 기름 부음이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

면, 기름이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한 약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15 

기름이 상처 치료를 위해 사용된 것 외에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치료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를 부르기보다는 장로를 

불어야 할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6 그리고 기름 부음이 일반적인 

치유의 수단이라면 성경에 더 자주 언급이 되었을 것인데, 성경에는 거의 언급되

지 않고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오직 장로들에게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다.17 

디벨리우스(M. Dibelius)는 5:14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에서 저자의 

강조점이 ‘기름’에 있지 않고 ‘주의 이름’에 있기에 치료의 주체를 기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바르게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서 저자가 말하는 치유가 

치료제로서의 기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동반한 기름의 

효과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민간요법은 아니지만 기름이 주의 이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적 능력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말함으로 이전 그의 주장을 희석한

다.18

맥아더(J. MacArthur)는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έω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고 하면서도, 기름 부음은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장로들이 박해로 인해 육체

적인 상해를 당한 자들의 상처나 거친 환경 아래 오랫동안 육체적인 일을 한 

14 바클레이는 유대교의 전통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AD2-3세기의 기록들이 

지속해서 교회가 기름 부음을 통해 연약한 성도를 치유해왔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를 ‘치유하는 교회’(a healing church)로 칭한다. Barclay,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129-30. 참고. Richardson, James, 231-33; 

15 Johnstone, A Commentary on James, 410; Moo, James, 224.
16 Valchos, James, 185; Moo, James, 224. 참고. McCartney, James, 254.
17 Martin, James, 208; Stulac, James, 181, 또한 성경 어디에도 기름을 강조하거나 마가복음 

6:13 이외의 어디에도 기름이 언급된 곳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강조점은 기름에 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있다고 바르게 지적한다.
18 Dibeliu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252;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3; 대조. Laws, The Epistle of James, 227; Valchos, James,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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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아픈 근육에 기름을 바르고 문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19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치료의 주체가 ‘주의 이름’에 있음을 

간과할 뿐 아니라 ‘바르다’ 또는 ‘칠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예는 칠십인 역의 

에스겔서 13:10-15에서 몇 회 발견되지만 기름이 아니라 ‘회칠하다’(smear 

it with whitewash; ESV)는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20 롭스

(J. H. Ropes)는 마가복음 6:13과 야고보서 5:14에서 볼 수 있듯이 치유를 

위해 사용되는 기름과 영적 세력에 호소하는 것이 섞여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대중적 관습이었고 따라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이 미신이

나 비기독교적인 것이나 주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5:14과 같은 권면을 했다고 주장한다.21 그러나 서신 전체에서 저자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는지, 수신자들이 비기독교적인 것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습관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다. 또 다른 이들은 기름 부음이 

그의 백성이 구속되어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지만,22 이처럼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는 의문이다.23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비록 세부적인 설명은 조금씩 다르다

고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자주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섬기도록 하는 성별을 

상징했다. 무(D. J. Moo)는 “장로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나 관심을 위해서 ‘구별’(set apart)되

었음을 상징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24 그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름 붓다’

19 맥아더는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rubbing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그는 계속해서 “은유적으로 약하고 패배한 신자들

에 대한 장로들의 기름 부음은 이러한 자들을 자극하고, 격려여 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장로들의 책임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한다(278). MacArthur, James, 277-28.
20 참고. Moo, James, 227.
21 Ropes는 “기름을 종교의식과 함께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시대 초기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와 같이, 이는 기개나 은혜의 전달의 상징이었던 기름 부음과 

조심스럽게 구별되었다”라고 주장한다. Rop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305. 참고. Adamson, The Epistle of James, 197.

22 참고. Nystrom, Jame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306.
23 기름 부음과 관련된 더 많은 의미에 대해서는 McCartney, James, 253-54를 보라.
24 Moo, James, 226; Valchos, James, 185-86;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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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된 동사는 ἀλείφω와 χρίω가 있는데, 이 두 단어 모두 마가복음 6:13과 

야고보서 5:14을 제외하고 병을 고치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 칠십인 

역에서 전자는 거의 모든 경우 물리적인 행위(‘회칠하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다’)를 나타내지만, 후자는 78회 중에서 3회가 물리적 행위인 미용을 위한 

요법과 관련이 있고 그 외에는 제사장이나 성물, 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성별하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25 칠십인 역과 같이 신약에서도 χρίω는 

항상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구분하시거나(눅 

4:18; 행 4:27; 히 1:9), 바울을 성별한 것에 사용되었다(고후 1:21). ἀλείφω는 

미용이나 위생을 위한 기름 부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마 6:17; 막 16:1; 

눅 7:38, 46),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기록한 곳(요 11:2; 12:3)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한다고 본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5:14에서 ἀλείφω

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물리적인 행위를 나타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26 

위와 같은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그런데도 만약 5:14의 ἀσθενέω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

신다는 상징을 담은 기름 부음의 행위보다는 그의 질병이 실제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기적이나 확신의 표일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자들은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위한 성별을 상징한다고 바르게 지적했지만,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이처럼 성별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설명은 오히려 5:14의 ἀσθενέω가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볼 

때 더 자연스럽다. 즉, 기름 부음이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성별 하고, 신약에

서 예수님과 바울을 성별하여 특별한 직무를 맡길 때 사용된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별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별하여 그 직무를 

블롬버그와 카멜은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도구이

다”라고 바르게 주장한다. Blomberg and Kamell, James, 242-43.
25 Moo, James, 227-28.
26 Moo, James, 227-28; Martin, James, 208-09; Valchos, James, 185-86; Blomberg and 

Kamell, James, 242; McCartney, James, 253-54;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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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다.27 앞서 언급했듯이 야고보서 저자의 

강조점은 ‘주의 이름’과 ‘믿음의 기도’(5:15)에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기름 

부음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는 영적으로 병들고 위축되어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

난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별을 보여줄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이 청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이기 때문일 것이다.28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들로서 성도를 돌보아야 할 임무가 

있다.29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기에 병든 자가 그들을 부르는 것은 교회를 부르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곧 교회 전체의 기도가 된다.30

2. 구원하고(σῴζω) 일으키는 것(ἐγείρω)의 의미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έω를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

는 5:15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라

는 표현에서 ‘구원하다’와 ‘일으키다’라는 동사가 육체적 치유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맥나이트는 5:15에서 사용된 분사‘병든 자’(τὸν κάμνοντα)

와 관련하여, 이 동사(κάμνω)가 곤고함이나 피곤함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27 학자들은 ‘기름 붓다’로 번역된 동사(ἀλείφω와 χρίω)의 다른 용례를 소개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동사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Moo, James, 227-28; Martin, 

James, 208-09.
28 디벨리우스는 장로들은 단순히 교회의 원로들이 아니라 공적인 청중의 장로들로서 치유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Dibeliu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252-53. 

참고. Barclay,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129-30.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신유의 

은사를 장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곳은 없다(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3-94; Motyer, 

『야고보서 강해』, 288-89). Martin은 장로의 자질로서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후기 교회의 

잘못된 전통일 수 있다고 바르게 지적한다. Martin, James, 206-07.
29 Blomberg and Kamell, James, 242;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36-37; Moo, 

James, 222-23; Valchos, James, 184. MacArthur는 “[교회의 장로들]은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하고 승리한 자들이다. 약하고 패배한 신자들은 그들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그들은 장로들이 

와서 자신을 세우도록 불러야 한다…. 상처받고 탈진하고 깨어진 양들은 그들의 목자들에게 

가야 하고 그들은 그 양들을 위하여 증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도록 구해야 한다.”

라고 바르게 말한다. MacArthur, James, 277.
30 McCartney, James, 253, 는 “장로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그들의 기도는 교회 회원 전체의 기도를 대표하기 때문이

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참고. Stulac, James,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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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증상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5:14a의 ἀσθενέω가 병들어 기진맥진

한 자를 가리키는 문맥 아래서 τὸν κάμνοντα는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본다.31 발코스(C. A. Valchos)는 κάμνω가 신약성경에서 

hapax legomenon이라고 지적하며, 칠십인 역에서 6회 사용된 것 중에서 

4회(4 Macc 3:8; 7:13; Wis 4:16; 15:9)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고 학자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5:15a의 것도 분명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32 데이비스(P. H. Davids) 역시 이처럼 주장하면서 

κάμνω는 단순히 심각한 질병(severe illness)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3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자 대부분은 단순히 본문의 전후 문맥과 본문에서 사용된 

다른 단어들(ἀσθενέω, ἀλείφω, σῴζω, ἐγείρω)이 육체적인 질병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κάμνω 역시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34

그러나 학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κάμνω가 칠십인 역에서 6회 중에서 4회가 

육체적인 약함(4 Macc 3:8; 7:13)이나 죽음(Wis 4:16; 15:9)을 의미하는 것으

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2회(욥 10:1; 17:2) 중에서 적어도 한 곳(10: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은 영적인 곤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κάμνω

는 신약성경에서 hapax legomenon이 아니며, 야고보서 5:15 외에 히브리서 

12:3(“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에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피곤하여’(grow 

weary; ESV)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육체적인 피곤보다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5:15의 ‘병든 자’(τὸν κάμνοντα)로 번역된 것은 

육체적 질병을 앓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쳐서 곤비한 자를 

지칭할 수도 있다.35 앞서 살핀 바와 같이 5:14의 ἀσθενέω가 영적으로 병든 

31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1. 참고. Moo, James, 232-33.
32 Valchos, James, 186. 
33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4.
34 Laws, James, 232; Blomberg and Kamell, James, 243-44; Moo, James, 232-33.
35 맥아더는 “병든(sick)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κάμνω의 최고의 번역이 아닌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다른 신약성경의 용례(히 12:3)는 명백히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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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칭한다면, κάμνω는 영적으로 지친 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5:15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σώσει)”라고 번역된 

문장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가 아니면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말하는가? ‘구원

하다’(σῴζω)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죽음, 심판, 죄로부터 구하다” 또는 “자연적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구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자연적 위험이나 고통’ 

안에는 죽음이나 질병, 그리고 귀신들림 등을 포함한다.36 니스트롬(D. P. 

Nystrom) 외 여러 학자는 σῴζω가 종말론적, 따라서 영적인 구원의 뉘앙스가 

있지만 “문법적, 그리고 어휘적인 증거의 무게는 본 구절을 물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한다.37 무(Moo) 역시 σῴζω가 신약성경에서 보편적

으로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야고보의 

언어는 너무 명확해서 이 해석을 허용할 수 없다. 그는 적어도 최우선으로 

분명히 육체적 치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38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원하다’(σῴζω)라는 동사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신약성경의 용례와 

문맥에 의존한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σῴζω는 100여 회 이상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육신의 질병(참고. 마 9:22; 막 

5:23, 28, 34; 10:52; 눅 8:48, 50; 17:19; 18:42; 행 4:9; 14:9 등)이나 

육체적인 생명(마 14:30; 27:40, 42, 49; 막 15:30f; 눅 23:35 등), 그리고 

인간의 영혼(마 1:21; 18:11; 눅 19:10; 요 12:47 등)을 구원하는 의미로 사용되

었지만, 서신서의 대부분의 경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롬 5:9, 10; 8:24; 

고전 1:18, 21; 3:15; 고후 2:15; 엡 2:5; 살전 2:16 등)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다.

σῴζω는 야고보서 5:15 외에도 1:21; 2:14; 4:12; 5:20에 4회 더 사용되었다. 

데이비즈(P. H. Davids)는 5:15의 σώσει는 “야고보서 1:21; 2:14; 4:12; 5:20

에서처럼 종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마태복음 5:23, 28, 34; 10:52; 요한복음 

지적한다. MacAruther, James, 275.
36 참고. BDAG, 982-83.
37 Nystrom, James, 307. 참고. Johnstone, A Commentary on James, 411-12; Stulac, 

James, 183-84; Valchos, James, 186-87; Blomberg and Kamell, James, 243-44;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1-42.
38 Moo, James,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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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처럼 치유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39 리차드슨(K. A. Richardson)도 

“영적인 의미의 ‘구하다’는 야고보서 1:21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효과로서 

나타났고, 2:14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 등장했

다”라고 바르게 지적하지만, 5:15의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40 마틴(R. P. Martin) 역시 이처럼 주장하면서 만약 5:14의 ἀσθενεῖν

이나 5:16의 ἰᾶσθαι가 각각 ‘영적으로 약하다’(to be spiritually weak)나 ‘영적

으로 회복시키다’(restore to spiritual wholeness)라는 의미가 되면 σῴζω 

역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나타나기에 ἀσθενεῖν과 κάμνειν이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

하고, 따라서 σῴζω는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의미라고 주장한다.41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문의 문맥에서 ἀσθενεῖν과 κάμνειν을 영적인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고, σῴζω 역시 5:15 외 야고보서에 사용된 모든 

경우(4회)가 영적 구원을 의미하기에 5:15의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42 어떤 이들은 5:15의 σῴζω가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면서도 육체적인 치유에 더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

만,43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은 영적인 회복과 구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39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4.
40 리차드슨은 야고보서의 언급은 마태복음 9:22에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라고 하시며 

그를 고치신 예수님을 상기시킨다고 한다. 야고보서에서의 치유의 수단은 기도이다. 이와 같은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문맥을 더 잘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하다. Richardson, James, 233-34.
41 Martin, James, 209.
42 야고보서의 σῴζω의 용례의 문제는 단순히 횟수만 의미할 뿐 아니라 저자가 얼마나 수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저자가 서신을 마무리하는 5:19-20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말하며 수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보이

는 것과도 조화를 이룬다. 블롬버그와 카멜은 “사실, 야고보가 ‘구원하다’(σῴζω)는 동사를 사용한 

다른 경우는 모두 영적인 구원을 말한다. 이 구절[5:15]이 십중팔구 육체적 치유를 가리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시적, 육체적 건강보다는 영원한 영적 삶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Blomberg and Kamell, James, 244. 아마도 그들은 야고보

서 전체에서 저자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인지했지만, 그것을 야고보서 

5:15의 영적 구원과는 연관시키지 못한 듯하다. 
43 Doriani, 『야고보서』, 339-40; 18. McCartney, James, 256-57;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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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5:15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σώσει)”를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ἐγε

ρεῖ)라고 했기 때문이다. 데이비즈는 “ἐγείρω는 σῴζω가 육체적인 치유임을 나타

낸다. 일어서는 것이나 자신의 침상을 걷어서 가는 것은 [육체적] 치유의 자연적

인 결과이다”라고 말한다.44 리차드슨 외의 학자들은 ἐγείρω가 σῴζω와 거의 

같은 의미의 동의어로 본다. 저자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고자 동의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45 앞서 나타난 단어들을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ἐγείρω도 앓던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일으키다’(ἐγείρω)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깨우다’(wake; 마 8:25), ‘죽은 자를 일으키다’(raise 

the dead; 마 10:8; 요 12:1, 9, 17; 고전 15:15; 갈 1:1), ‘[병자를] 일으키다’(마 

9:5–7; 막 1:31; 2:9–12; 9:27; 행 3:7) 등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마 26:32; 

27:63-64; 막 16:14; 눅 24:34; 요 21:14; 롬 4:24; 고전 6:14; 고후 4:14; 

엡 1:20; 살전 1:10; 살후 2:8), 신자의 종말론적 부활을 묘사할 때(롬 13:11; 

고전 15:15-16, 32;, 35, 52; 고후 1:9; 4:14; 엡 5:14)도 사용되었다. 어떤 

이는 ἐγείρω가 영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종말론적인 부활을 의미할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현재 치유가 필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 행동을 요구하는 본문과

는 맞지 않다고 본다.46 그러나 종말론적 부활은 로마서 13:11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다.47 즉, 영적으로 

병든 자도 장로들의 기도를 받은 후에 고침을 받아야 하고 일어나야 한다. 

44 Davids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병자들을 일으키신 것(막 1:31; 2:9-12; 9:27; 마 9:5-7; 
행 3:7 등)이 야고보서 5:15의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와 병행을 이룬다고 본다.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4. 참고. Martin, James, 209; Blomberg and Kamell, James, 
243-44; Valchos, James, 187. Moo, James, 228-29;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2.

45 Richardson, James, 234; Valchos, James, 187;
46 Martin, James, 210; Valchos, James, 187; Nystrom, James, 306-07.
47 로마서 13:11에서 ἐγείρω가 비유적으로 ‘자다가 깰 때’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영적인 죽음이나 죄에 빠져있는 상태를 ‘잠’에 비유하여 그것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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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때 종말론적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 5:15에서 ‘구원하다’

(σώσει)와 ‘일으키다’(ἐγερεῖ)는 모두 미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확실히 종

말론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지만 기도한 것에 대한 약속의 응답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48

3.“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5:15b-16)

야고보서 5:15b-16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한다. 이 구절과 관련

하여 학자들은 육체적인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다. 구약성경에

서나 랍비 문서 등에서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지만,49 

5:15b는 제3의 조건문(κἄν[καί+ἐάν; 혹시] + 가정법 동사[ᾖ])으로 시작하면서 

무엇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50 즉, 모든 죄가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51 그런데, 문제는 5:16을 ‘그러

므로’(οὖν)로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οὖν)는 추론(inference)의 의미가 

있는 접속사이기에 이를 생각의 흐름을 전환하는 표라고 말한 맥아더(J. 

MacAurther)의 견해는 옳지 않은 듯하다.52 오히려 이 접속사는 5:14-15의 

논의가 5:16에서 말할 내용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앞서 5:14-15에서 병든 

48 참고. McCartney, James, 256-57.
49 참고.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1-44; Laws, The Epistle of James, 229-331;
50 왈레스(D. B. Wallace)는 제3의 조건문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실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전히~할 공산이 있는”(uncertain of fulfillment, but still likely)과 같은 조건을 

의미한다고 말한다(696).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696-99. 

참고. Valchos, James, 187; Blomberg and Kamell, James, 244;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4-95.

51 Martin, James, 210; Stulac, James, 182; Nystrom, James, 307; Doriani, 『야고보서』, 

344-45; McCartney, James, 257; 20.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4; Moo, 

James. 228-29.
52 MacArthur, Jame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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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장로들을 불러 기도를 받으라고 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5:16에서는 갑자기 수신자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

여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한다. 이와 같은 논리적 전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저자는 지금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만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는가? 

블롬버그와 카멜은 5:14-16의 흐름을 두고, “여기서 그[저자]의 생각의 흐름

은 논의되고 있는 질병이 자백하지 않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인지의 여부에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들은 “그러나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 구절의 제3의 조건문은 모든 질병이 개인적인 죄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배제한다. 그러나 비록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 삶에서 명백한 육체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공동고백은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에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한다.53 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여전히 5:14-15와 5:16 

사이의 논리적, 문맥적 연결성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맥나

이트는 저자가 앞서 죄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을 말한 후에 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병든 자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특정 사건(5:14-15)에서 

더 일반적인 상황(5:16)으로 옮겨가는 것이거나 5:16이 5:14-15의 결론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도는 결국 죄와 관련이 있고 일상적인 공동고백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54 5:16이 앞선 구절의 결론이라는 주장은 옳은 

듯하지만, 특정 주제(육체적 질병; 5:14-15a) - 육체적 질병과 죄의 연관성

(5:15 b) – 일반적 주제(기도와 공동기도; 5:16)의 흐름에서 ‘기도는 결국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결론적 주장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결론은 결국 육체적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5:16은 앞선 내용을 영적인 질병으로 볼 때 더 쉽게 이해가 된다.55 5:14에서 

말한 ‘병든 자’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grow weary), 즉 영적으로 

53 Blomberg and Kamell, James, 245.
54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5.
55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5:19-20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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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한 상태를 말한다. 영적 침체를 겪는 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가능성이 

농후하다(5:19). 진리를 떠났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5:19에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영적 침체기에 빠진 자들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은 자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5:20에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

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산다(1:8; 4:8). 즉,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 하고 스스로, 그리고 남을 

속인다(1:16, 22-27).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실상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1:25; 2:14, 17-18, 20-26).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차별하며(2:1-13),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며

(3:9-12),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 땅의 지혜로 말하여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킨다(3:13-18).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4:1-10), 서로 비방하고(4:11-12),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4:13-17).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

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국 그들 중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병든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기도하여 그들의 원래 자리, 

원래 직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에 그들에게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야 한다.56 이와 같은 주장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제시된 모범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

다.

4. 엘리야의 기도(5:17-18)

56 야고보서 5:16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문장에서 ἰάομαι의 단순과거 수동태 

가정법(ἰαθῆτε)이 사용되었다. 이 단어 역시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문맥에서도 사용되지만, 

육체적인 질병 이상의 것, 곧 영적 회복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참고. 행 10:38; 

행 28:27; 벧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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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의 저자는 5:17-18에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

를, 그리고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한 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맥아더가 

잘 지적하듯이 만약 야고보서 5:13-18의 전체 문맥이 육체적인 질병과 치유,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이라면 비와 기근과 관련된 엘리야의 기사는 잘못된 

모범인 듯하다.57 오히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사(왕상 

17:17-24)가 더 적절할 것이다.58 그런데도 학자들은 저자가 제시한 이 모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스툴락은 야고보가 구약 역사에서 현저하고 친근할 뿐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자 하는 것을 명확히 지지하는 예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열왕기상 17-18장에 

기록된 기적, 곧 기도의 응답은 확실히 엘리야의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조건으로 의로움을 강조한 야고보는 수신자들이 

어느 정도의 완벽함이나 초영성(superspirituality)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도하기를 미루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즉,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스툴락은 야고보가 “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되, 곧 기도하는 일에 착수하라.”라고 권한다고 본다.59 

이와 유사하게 맥나이트는 어떤 이가 엘리야의 기도와 야고보서의 내용의 유비

를 기근(땅의 병이나 죽음을 상징)과 질병에서 찾는 것은 그 유비를 너무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60 오히려 저자는 엘리야의 기도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근과 비를 언급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엘리야는 영웅적 용어로 묘사되지만

(예. Sir 48:1-12), 야고보서 저자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능력을 갖춘 자였던 것과 같이 수신자들 또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육체적, 영적 치유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61 이 

57 MacAurther, James, 280. 참고. M. K. Kovalishyn, “The Prayer of Elijah in James 5: 

An Example of Intertextuality,” JBL 137(2018), 1027-28.
58 참고. Blomberg and Kamell, James, 246-47;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9-50; 

Stulac, James, 185-86.
59 Stulac, James, 185-87.
60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7-98. 비교. MacArther, James,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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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자의 견해 중에 저자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고 하더라도 

저자인 야고보가 왜 특별히 비가 오지 않기를/오기를 위해 기도한 엘리야의 

모범을 제시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듯하다. 

매카트니(D. G. McCartney)는 야고보서 5:10부터 시작해서 구약 선지자들

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현재 고난을 

겪는 수신자들에게 선지자들, 특히 엘리야도 고난을 경험한 자임을 상기시킨다

고 한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반역으로 매우 음울하

고 좌절했지만, 기도로 반응했고 기도 중에 인내했다는 것이다. 비가 언급된 

것은 그것이 기도와 인내를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욜 2:23)에 주목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엘리야가 인내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므로, 엘리야가 보여준 기도의 능력은 수신자들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보여준다.62 야고보서 5:13-18의 문맥이 분명 기도를 강조하지만, 5:17-18에

서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면서도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저자가 여기서 인내를 강조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63 블롬버그와 카멜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앞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기도와 그 기도가 

응답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기도하는 자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저자가 이러한 주장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기도하게끔 한 상황은 

아합 왕의 반역과 회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블롬버그와 카멜은 “엘리야의 예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

(5:19-20)에서와 같이, 의로운 사람의 기도의 능력뿐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61 McKnight, The Letters of James, 449-52. 야고보서 5:17의 “간절히 기도한즉”(προσευχῇ 
προσηύξατο)으로 번역된 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는 기도로 기도했다”(he prayed with 

aprayer)이다. 그러나 이는 같은 어근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강조하려는 

샘어적 강조 방법(Semitic method of emphasis)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준다. 참고. Blomberg and Kamell, James, 246; Moo, 

James, 231.
62 McCartney, James, 250-52, 258-60.
63 야고보서 5:17-18에 기록된 두 번의 기도 사이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이를 인내의 

의미로 기록한 것 같지는 않다. 참고. Davids, The Epistle of James, 197. 는 3년 6개월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7의 절반, 곧 심판을 나타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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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지도자의 회복을 보여준다.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는 온 민족이 회개와 

자백을 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라고 말한다.64 이와 같은 설명은 열왕기상 17-18장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야고보서 저자가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한 듯하다. 즉, 엘리야의 예는 5:19-20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열왕기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의 저자가 5:17-18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그리고 오기를 위해 기도

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는 분명 당시의 상황과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상황(context)이 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곳은 열왕기상 16:29-34이다. 여기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행실을 간략히 묘사한다. 

“유다의 아사왕 제 삼십팔 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라...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

고...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왕상 16:29-33)

위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어지는 구절인 16:34에 벧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을 기록하며 마지막에 “여호와

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을 첨가

한다. 이는 여호수아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수 7:26). 저자가 별안간 저주와 관련된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아합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64 Blomberg and Kamell, James, 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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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선포된 저주가 지금 성취됨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65 

전기한 배경 속에서 열왕기상 17:1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도한

다. 하우스(Paul R., House)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기근을 

선택한 이유는 바알주의(Baalism)를 공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바알을 

예배하는 자들은 폭풍우의 남신이었던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는 분임을 보이려 했다는 것이

다.66 앞선 문맥과 함께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기근이라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

서의 저자가 엘리야가 행한 일 중에서 비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해

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이후에 나타난다. 

즉, 열왕기상 18:21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

면 그를 따를지니라...”(왕상 18:21).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고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머뭇

머뭇하다’( )로 번역된 단어는 ‘다리를 절다’(be lame) 또는 ‘절뚝거리

다’(limp)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절뚝거리다’(go limping; 

ESV; NRSV), ‘주저하다’(hesitate; NASB), 또는 ‘흔들리다’(waver; NIV; 

NLT) 등으로 번역된다.67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5 V. Fritz, 1 & 2 Kings: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A. Hagedor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1996]), 180; Paul R., Hous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 1, 2 Kings: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shville: 

B&H Publishers, 1995), 204.
66 House는 “그[엘리야]는 이 선언을 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을 섬긴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House, 1, 2 Kings, 213.
67 그 외에 ‘주저하다’(halt; KJV) 또는 ‘절뚝거리다’(hobble; NJB)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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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츠(V. Fritz)는 

“첫 시작 부분[왕상 18:21]에서 문제는 야훼와 바알 사이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명시한다. 여호수아서 24장의 여호수아의 연설과 같이, 엘리야는 야훼를 따르거

나 이방 신을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고 있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68 엘리야는 둘 중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선택하라고 촉구하

는 것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

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불을 내려 응답하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왕상 18:39)라고 

반응한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한 것이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한다(왕상 

18:40). 만약 이 선지자들의 죽음이 신명기 13:1-11의 선지자들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면,69 이는 앞서 열왕기상 17:34에서 여리고 성을 재건함으로 

두 아들을 잃었던 사건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 한 것을 이행하

시는 분임을 보였던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을 멸함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분이심을 보인 것이다(참고. 신 4:25; 6:4; 사 45:5-6; 46:9).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님이 참 신이시며 그들이 섬겨야 할 분임을 명확히 깨달았을 것이다.70 흥미롭게

도 이와 같은 엘리야의 기사가 주는 교훈은 야고보서의 전체 메시지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4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 된 것이 

68 Fritz는 “두 개의 다른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라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결정의 필요성을 보여준

다. 왜냐하면, 화자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숭배할 때만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Fritz, 1 & 2 Kings, 191.
69 House는 “그들[백성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백성들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다. 아마도 

이 처형은 신명기 13:1-11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충고한다. 추종자들 

역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은 단지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House, 1, 2 
Kings, 220.

70 Fritz, 1 & 2 Kings, 1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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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라고 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

에서 갈등하는 수신자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또한, 야고보서의 저자는 ‘두 마음’

(δίψυχος)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여 수신자들의 모습을 나타낸다(약 1:8; 

4:8).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 중에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한 

듯하다. 확실히 리차드슨은 “열왕기상의 이 장[18장] 전체에 걸쳐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주제, 즉 두 마음[double-mindedness]이 나타난

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날 많은 신자가 겪는 문제는 세상과 주께 대한 

나누어진 충성심일 것이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따라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

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왕상 18:21)라고 말했다

고 한다.71

그러면 앞서 살펴보았던 영적으로 병든 자(5:13-16),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

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의 예(5:17-28)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야고보서의 결론이면서 전체 기록목적을 담고 있는 5:19-20을 중심으로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Ⅳ. 야고보서의 결론과 기록 목적(5:19-20)

성경의 서신서를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신의 형식

(Epistolary analysis)을 고려한 서신 읽기를 통해서 볼 때, 서신의 형식을 

담고 있는 여는 단락(opening section)과 닫는 단락(closing section)이 서신

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의 학자들은 서신의 닫는 단락에는 

71 Richardson, James, 240; Kovalishyn, “The Prayer of Elijah in James 5: An Example 

of Intertextuality,”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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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암시되고, 심지어 서신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서신의 닫는 단락이 각 서신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말이다.72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 서신의 닫는 단락에 포함된 서신적 요소들(Epistolary elements)을 잘 분석

해보면 서신 전체의 기록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73 비록 이와 같은 

현상이 바울서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일반서신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는 않지만,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신을 분석해 볼 가치는 

있다. 

야고보서는 최근까지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금언들을 모아놓은 잠언서와 

같다고 여겨지거나74 윤리적 훈계를 기록한 유대와 헬라 문학의 전통에 속한 

권고 양식(paraenesis)으로 여겨졌다.75 그러나 현대 학자 대부분은 야고보서 

1:1이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야고보서를 서신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76 마샬 외의 

72 G. J. Bahr, ‘The Subscriptions in the Pauline Letters,’ JBL 87(1968), 27-41; F. O. 

Francis,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Opening and Closing Paragraphs of James 

and 1 John,’ ZNW 61(1970), 110-26; J. A. D. Weima, Neglected endings: The 
Significance of the Pauline Letter Closings (Sheffield: JSOT Press, 1994), 55-56, 76, 

152-55, 237-39; Blomberg and Kamell, James, 237.
73 바울서신의 닫는 단락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서신적 요소들은 인사(greeting), 은혜 기원(grace 

benediction), 평강 기원(peace benediction), 결론적 권면(concluding exhortation) 등이 

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는 송영(doxology), 기쁨의 표현(joy expression), 

기도 요청(request for prayer), 추신(postscript)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모든 요소가 한 서신

에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신의 수신자들의 상황(epistolary context)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참고. H. Gamble, Jr., The Textual History of the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77); Weima, Neglected endings, 18-19.

74 참고. G. Holloway, ‘James as New Testament Wisdom Literature,’ Leaven 8(2000), 

1-7; Martin, James, lxxxvii-xciii; Michael J., Kruger, et. al.,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he Gospel Realized (Wheaton, IL: Crossway, 

2015), 440-41.
75 Dibelius, James, 1-7; R. W. Wall, ‘James as Apocalyptic Paraenesis,’ RQ 32(1990), 

11-22. 참고. I. H. Marshall, S. Travis and I.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vol. 2: A Guide to the Epistles and Revelation (2nd ed., London: SPCK, 2011), 261-63.

76 크루거 외 학자들은 “디벨리우스가 야고보서를 권고문으로 강조한 것은 중요하지만, 야고보서가 

권고 문학이 가진 특징들 모두를 반영하지 않고...대부분의 유대 지혜문학보다 더 큰 강조를 

종말론에 둔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를 단순히 권고 양식이나 지혜문학으로 볼 수 없다고 

바르게 말한다. Kruger, et. al.,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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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비록 야고보서의 형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신이 헬라 시대에 존재한 것을 보면(예. 마카비 1서 10:25-45) 야고보서를 

충분히 서신으로 볼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한다.77 만약 야고보서를 서신으로 

볼 수 있다면, 야고보서의 닫는 단락 연구를 통해서 저자가 서신 전체에서 

말하고자 한 것, 곧 서신의 기록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의 닫는 단락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마샬 외의 학자들은 1:1(인사

말), 1:2-27(권면들의 도입적인 요약), 2:1-5:6(더욱 확장된 권면)으로 나누고 

5:7-20에서 결론적인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본다.78 그러나 5:7은 ‘그러므로’(οὖν)

로 시작하면서 여전히 앞의 단락과 연결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Moo)는 5:12-20을 이전에 했던 

모든 권면에 대한 결론적 권면(Concluding exhortation)으로 본다.79 그러나 

5:12 역시 ‘무엇보다도’(Πρὸ πάντων)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전

의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5:19-20을 야고보서의 닫는 단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80 왜냐하면, 5:19은 ‘나의 형제들아’(Ἀδελφοί 

μου)라는 호격으로 시작하면서 새롭게 단락을 시작하는 느낌을 줄 뿐 아니라,81 

Testament: The Gospel Realized, 440-41. Marshall, Travis and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263-64.

77 마샬 외 학자들은 고대의 서신중에는 야고보서와 같이 서신의 맺는 단락에 감사, 개인 인사, 

그리고 고별인사와 같은 요소 없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예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야고보서가 

학자들의 주장처럼 연속성이 없지 않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Marshall, Travis and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263-64.
78 Marshall, Travis and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264. 비교. K. A. Richardson, 

Jame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7), 49.
79 Moo, James, 219-38.
80 Blomberg and Kamell, James, 26-27. 비교. Martin, James, 217-21.
81 닫는 단락에서 호격 ‘형제들아’(ἀδελφοί)의 사용을 결론적 권면(concluding exhortation)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자들이 있다. L. A. Jervis, The Purpose of Romans: A 
Comparative Letter Structure Investigation (Sheffield: JSOT Press, 1991), 134; J. A. 

D. Weima, Neglected endings: The Significance of the Pauline Letter Closings 
(Sheffield: JSOT Press, 1994), 145. 참고. 로마서 16:17; 고린도후서 13:11; 빌립보서 4:8;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ἀδελφοί)라는 호격이 새로운 단락,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참고. D. A. Black, “The Literary 

Structure of 1 and 2 Thessalonians,” SBJT 3/3(1999), 51; J. A. D. Weima, 『데살로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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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0 전체가 서신의 닫는 단락에서 자주 나타나는 결론적 권면의 형태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82 즉, 야고보서 5:19은 가정법으로 시작하지만, 

5:20에서 “누구든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

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을 알게 하라(γινωσκέτω)!”라고 명령하

기 때문이다. 만약 야고보서 5:19-20을 결론적 권면으로 본다면, 야고보서의 

닫는 단락은 다른 모든 요소를 생략하고 오직 결론적 권면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83

야고보서의 저자는 결론적 권면에서 수신자들의 상황을 반영한 듯한 발언, 

곧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5:19)이라고 

말한다. 이는 수신자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84 

여기 사용된 ‘미혹되다’(πλανηθῇ)라는 수동태(has been led astray)이지만 의

미상으로는 중간태적 의미(‘스스로 타락하다/벗어나다’; ‘one goes astray of 

one's own accor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매카트니는 “강조점이 

방황의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 진리에서 출발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의도적인 행동에 있다.”라고 바르게 지적하면서, 이는 마치 숲 속에서 길을 

잃는 경험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85 이와 같은 의미는 같은 동사가 현재 수동태 

전후서』(배용덕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2014]), 559-61;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575).

82 일반적으로 결론적 권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명령형으로 이루어진다(참고. 

고전 16:13-14, 22; 고후 13:11a; 갈 6:17; 빌 4:8-9; 몬 20; 골 4:16-17; 딤전 6:17-20; 

딤후 4:21a; 딛 3:12-14). 둘째, ‘권하다’(παρακαλέω)는 동사(롬 16:17; 고전 16:15. 참고. 

히 13:22)나 ‘명하다’(ὁρκίζω)는 동사(살전 5:27)로 시작되는 예도 있다. 셋째, 종종 호격 ‘형제들

아’(ἀδελφοί) 또는 ‘형제여’(ἀδελφέ)로 시작되기도 한다(롬 16:17; 고후 13:11; 빌 4:8; 살전 

5:25; 몬 20). 넷째, ‘결론적으로’(Τὸ λοιπόν)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고후 13:11; 갈 6:17; 

빌 4:8). 다섯째, 그 내용이 서신을 수신하는 공동체와 특정 개인, 또는 그룹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83 야고보서 전체에서 명령형 동사가 54회 사용된 것은 주목해볼 만하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인사와 축복을 생략하고 명령형의 권면으로 서신을 마무리한 것은 어쩌면 수신자

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권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84 야고보서 5:19에 사용된 가정법과 관련해서 블롬버그와 카멜은 “그[야고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

는 것을 볼 때, 그가 그 자신의 성도나 더 큰 교회 내에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Blomberg and Kamell, James, 248.
85 McCartney, James, 263; Valchos, James, 195; Davids, The Epistles of James, 198; 

Blomberg and Kamell, James,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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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형(πλανᾶσθε)으로 사용되어서 ‘속지 말라’로 번역된 야고보서 1:16(“내 사

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야고보서 1:12-18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1:13)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1:14),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1:15). 이처럼 설명한 

후에 저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1:16)라고 명한다. 이는 분명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5:19도 외적인 요인에 의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86

야고보서 5:19에서 저자는 “너희 중에(ἐν ὑμῖν)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한 것과 같이, 미혹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난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그들은 진리를 떠났으면서도 공동체 내에 머물면

서 진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행세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저자가 

서신 내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이다(약 1:8; 

4:8).87 확실히 아담슨(J. B. Adamson)은 “5:19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

는 바로 앞의 문맥(예. 16절)이 아니라 서신 전체의 내용에 나타난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88 야고보서의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곧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수신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서신 전체에서 묘사한다. (1) 

86 마틴은 “미혹되어 떠나는 자는 우연히, 또는 무의식적으로도 진리를 떠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 사용된 용어[πλανηθῇ]는 그 사람이 배교의 죄를 범했음을 암시한다. 이 용어 뒤에는 우상숭

배와 윤리적 이원주의가 있다. 배교하도록 만드는 행동은 사탄의 영향 아래서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신약성경의 문헌 대부분에서 입증된다(마 12:22-37; 24:4-5, 

11; 막 12:24, 27; 13:5-6; 롬 1:27; 엡 4:14; 살후 2:11; 딤후 3:13; 딛 3:3; 벧전 2:25; 

벧후 2:15, 18; 요일 2:26; 4:6; 계 2:20). 야고보는 이미 특정한 잘못된 행동이 악마의 짓이라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다(약 3:15; 4:7; 비교. 2:19). 그러므로 ‘의의 길’을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자는 악의 지배 아래 있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Martin, James, 218-19. 참고. Davids, The 
Epistles of James, 198-99를 보라.

87 앞서 2.3(“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5:15b-16])에서 두 마음을 가진 수신자

들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88 Adamson, The Epistle of James,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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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에서 흩어져 살면서 온갖 시련을 겪는 수신자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1:6)라고 말한다. 믿음

으로 구했을 때,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한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89 

(2) 1:9-19, 특히 1:16 외의 구절에서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한다(1:22, 26; 1:19-27).90 (3) 2:1-13에서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차별하거

나 온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중 하나를 범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한

다.91 (4) 2:14-26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설명한다.92 (5) 3:1-12에서는 선생이 되는 것과 관련

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다. 이 단락 역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혀의 

사용, 곧 두 마음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제시한다.93 (6) 3:13-18에서는 하늘의 

89 흥미롭게도 야고보서 1:6에 사용된 ‘의심하다’(διακρίνω)라는 동사는 ‘흔들리다’(waver)라는 의

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하나님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 흔들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것이다.
90 1:12-18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1:17),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신데

(1:13)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여 사망에 이르고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는 모습을 지적한다. 1:19-27에서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듣는 것만으로 믿음

이 있다고 생각하거나(1:22-25),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 그런데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에 대해 지적한다.
91 2:4의 ‘차별하다’(διακρίνω)로 번역된 동사는 1:6의 ‘의심하다’로 번역된 동사와 같은 동사이다. 

엄밀히 말해서 차별하는 것은 나누고 구분하는 것치고 판단하는 것이다. 무(D. J. Moo)는 차별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고 나뉜 태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바르게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나누어진 마음은 1:6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는 계속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는 부적절한 ‘분리’는 신자 마음속에 품은 부적절한 ‘분리들’을 반영한다.”라고 말한다. 

D. J. Moo, 『야고보서』 (강대이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2010]), 143-44. 존슨(L. T. 

Johnson)도 “문자 그대로 보면 διακρίνω의 수동태 형태는 내적인 분열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은 

한 번 데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서 ‘의식은 나누어져’ 있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L. T. Johnson, The Letter of Jam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7A (London: Doubleday, 1995), 223.

92 매카트니는 “야고보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믿음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위선적

인 신앙을 책망한다. 이전 단락인 2:1-13의 내용은 사람들이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악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2:1)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

한다. 이처럼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진실성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6-8에서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모호한 말을 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책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2:14-26이 ‘두 마음’과 관련된 내용의 연장선상 위에 있음을 바르게 지적한다. 

McCartney, James, 154.
93 야고보서의 저자는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3:9),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3:10),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 물을 내는 것(3:11), 무화과나무가 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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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땅의 지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땅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가진 것처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94 (7) 4:1-10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4:4), 곧 마귀와 하나님 사이(4:7)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4:8)에 대해서 지적한다.95 (8) 4:11-12에서는 형제를 불합리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96 (9) 4:13-17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4:15)라고 말해야 하지만 “오늘이

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4:13)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다. (10) 5:1-6은 부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임할 고생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97 (11) 

5:7-12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5:7-8),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처럼 말하

며 서로 원망하지 말며(5:9-11), 고난을 피하고자 맹세를 남용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라고 한다(5:12).

지면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야고보

서 전체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한 듯하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3:12)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한다. 참고. 

McCartney, James, 154; Richardson, James, 145.
94 참고. McCartney, James, 197.
95 리차드슨은 “네 번째 장에서 이 단락[3:13-4:10]이 계속됨에 따라, 야고보는 두 종류의 영적 

우정에 관해 설명하면서, 두 마음(double-mindedness)의 기본 문제와 자기기만

(self-deception)과 능동적 믿음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Richardson, James, 172.
96 블롬버그와 카멜은 “불합리한 심판에 대한 책망은 편견이 없고(impartial) 비판단적

(nonjudgmental) 이라고 권한 3:17의 덕목처럼 1:6의 망설임, 2:4의 차별에 대해 질책하기 

위해 사용된 κρίν- 단어군을 사용한다. 오직 한 명의 율법 수여자와 심판자(4:12a)가 있다는 

선언은, 2:19에서 더 명확하게 기술된 유일신 사상의 고백이지만, 이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수사적 질문(4:12b)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적 명령으로 볼 수 있다(2:8).”라고 

지적한다. 앞서 1:6과 2:4에 사용된 διακρίνω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Blomberg and Kamell, James, 183. 각주 91을 보라.
97 야고보서 5:1-6에서 언급된 ‘부한 자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참고. Moo, 

『야고보서』, 269-72; Blomberg and Kamell, James, 219-20; McCartney, James, 231). 

만약 5:1-6에서 언급한 부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다면, 이는 부한 기독교인으로서 종말

의 때를 준비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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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고(1:1; ‘흩어져 있는’[ἐν 

τῇ διασπορᾷ; 엔 테 디아스포라]), 여는 단락(1:1) 이후에 본문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1:2a)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수신자들

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련’(πειρασμός)의 문제였던 것 같다.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자들과 섞여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수많은 시련을 동반한다. 

그들이 당하는 시련은 어쩌면 평생 벗어나지 못할 성격의 것일 수도 있다. 

저자는 서신 본문의 마지막 단락(5:13-18)뿐 아니라 첫 단락(1:2-8)에서도 

시련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도하라고 권하지만, 수신자 중에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미혹되어서 그들이 따르던 진리의 말씀을 

떠났을 것이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에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권면하려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여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들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결과를 얻으려 했을 것이다.98

Ⅴ. 나가면서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해서 야고보서의 기록목적부터 다시금 정리를 해보려

고 한다. 야고보서는 흩어져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수신자들에게 

98 죄를 덮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한다(Moo, 『야고보서』 , 316을 보라). 야고보서 5:20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허다한 죄가 덮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어떤 

이는 유대 문헌에 죄인을 돌아오게 한 자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야고보서의 

수신자 중에서도 그와 같이 한 자의 허다한 죄가 덮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중에 다시 돌아온 자의 죄가 덮어질 것으로 본다(참고. Moo, 『야고보서』 

, 316-17; Martin, James, 220; McCartney, James, 262-63). 블롬버그와 카멜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두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리하여 길을 잃은 사람이 용서를 더 급히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와 즉각적인 유혹이 주어지면 모두가 방황하기 쉬운 자들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도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Blomberg and Kamell, James, 249.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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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서신이다. 그들 중에는 많은 시련을 오랜 시간 동안 당하면서 그들이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미혹되어 떠났거나, 떠나려 했던 자들

이 있었던 것 같다(5:19).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없었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약 1:8; 4:8).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2:17, 26).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

게 하여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게 하라고 권한다(5:19-20).

저자는 서신의 본문 첫 번째 단락(1:2-8)에서 시련과 기도의 문제를 다룬 

후에 본문 마지막 단락(5:13-18)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5:13은 

1:2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수신자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고난에 대해서 언급

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주제인 ‘육체적인 질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 

중에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모두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 곧 장로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한다(5:14b).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들로서 영적 곤고함에 빠진 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여 

그들의 원래 직분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영적 곤고함에 

빠진 자를 구원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심지어 그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사함을 얻게 한다(5:15). 따라서 영적 곤고함에 빠져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5:16). 

수신자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되돌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한 엘리야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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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tter of interpretation of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
(“Is any of you sick”) in James 5:14

Ki Cheol Joo

(Kos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New Testament Theology)

The sentence translated as “Is anyone among you sick?” in James 

5:14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physical illness by most Korean 

and English versions and scholars. However, such translations and 

interpretations are unnatural in several reasons. First, it is unnatural 

to deal with a particular topic of physical illness again while dealing 

with the general theme of hardship at the end of the letter body.

Second, it is unnatural to exemplify Elijah’s prayer for rain inthe 

middle of dealing with the healing of physical diseases.

Third, if the occasion of James is to bring back those who wander 

from the truth(5:19-20), the sick in 5:14 can be seen as indicating 

spiritual wearines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the verb ἀσθενέω 

in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5:14) means and how it should be interpreted. 

To this end, I will discuss the usage of ἀσθενέω in the New Testament, 

the meaning of anointing(5:14), saving and raising the 

sick(5:15-16), and the example of Elijah who prayed for no 

rain/rain. This would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ἀσθενέω in 5:14 

is used to indicate spiritual illness or severe spiritual weariness.

Key Words: James 5:14, Physical illness, Spiritual weariness, anointing, prayer 

of elders, prayer of Eli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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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 대한 초기 헬라-로마 지식층의 태도:

켈수스의 예수 비판을 중심으로

신민석

(시드니신학대학, 외래교수, 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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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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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 중에서, 특히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의 

비판을 다루었다. 이전의 비판가들과는 달리, 켈수스는 대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보다는 자신이 직접 성경의 일부분을 읽고 헬라-로마의 전통적인 종교관

과 철학적 신념에 근거해 기독교를 비판했다. 약 70년 뒤 오리게네스가 『켈수

스에 반대하여』라는 작품을 통해 그의 비판의 내용을 방대하게 인용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이점만 보아도 켈수스의 비판은 기독교에 아주 위협적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은 내용 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예수의 신성에 관한 것인데, 켈수스는 동정녀 탄생은 예수가 

지은 이야기로,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인들의 맹신에서 비롯된 꾸며낸 이야기

라 단정하며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이 변화와 

변형을 통해 죽는 존재로 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 역시 신이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적 이해에서 지어낸 이야기라 주장하며, 

고난을 피하게 해 달라는 예수의 기도는 자신의 불일치한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폄하했다. 켈수스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 역시 단순히 꾸민 이야기에 

불과했으며, 부활사건의 최초 목격자를 정신착란을 앓았던 여인이라 비판했

다. 마지막으로. 켈수스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고대 철학자의 선인들의 

가르침을 재인용 혹은 와전시킨 것, 그리고 이적들에 대해서는 속임수와 부정

한 방법을 통한 주술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각각 비판했다. 본 연구를 통해, 

예수에 대한 초기 로마 지식층의 이해가 어떠했는지,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독교를 변호해야만 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켈수스, 예수, 주술사, 십자가 처형, 부활, 성육신

논문투고일 2021.07.19. / 심사완료일 2021.08.30. / 게재확정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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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D 245-48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4)는 『켈

수스에 반대하여』 (Contra Celsum)라는 작품을 펴냈다. 서명(書名)에서 암시 

하듯, 켈수스(Celsus, AD 2세기)라는 이교도 철학자의 기독교 비판을 재비판한 

작품이다.1 켈수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리아 지방 

사모사타의 루키안(Lucian of Samosata, ca.125-180/190)은 『알렉산더, 

그 거짓 선지자』라는 책을 켈수스에게 헌정한 바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켈수스는 

그의 친구이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물로 묘사된다.2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

(Eusebius of Caesarea, ca.260-340) 역시 켈수스를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

이라고 말한다.3 오리게네스의 경우, 그는 처음에는 켈수스를 에피쿠로스 학파

의 사람(4.36; 4.54)으로 소개했다가, 후에 플라톤 학파(4.83)로 수정했다.4 

본론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들의 증언과 그의 철학적 사고를 고려해 볼 때, 켈수스

를 중기 플라톤주의자(middle Platonist)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5

* 본 글에서의 ‘(  )’ 안의 숫자는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에 반대하여』 장과 절을 나타낸다. 원문은  

Marcel Borret ed., Origène. Contre Celse, 5 vols. Sources Chrétiennes, 132, 136, 147, 

150, 227 (Paris: Éditions du Cerf, 1967-76), 영역본은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에 근거했다. 사본과 역본에 대해서는 Miroslav 

Marcovich ed., Contra Celsum Libri VIII (Leiden: Brill, 2001), ix-xiv 참조하라. 

1 ‘이교도’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제외한 헬라-로마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사용함을 밝힌

다. 
2 Lucian of Samosata, Alexander the False Prophet 21, 25, 43, 61. 

3 Eusebius, Church History 6.36.2.
4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에 반대하여』 서론 4에 보면, 켈수스는 이미 오랜 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1장에는, 두 명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켈수스라 불리었다고 하면서, 이 중 

한 명은 네로시대, 다른 한 명은 하드리아누스(117-138) 황제 시대에 각각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1.8).
5 채드윅은 켈수스의 철학을 절충주의적 플라톤주의자의 것이라고 했고, 윌켄은 그를 플라톤주의에 

가깝지만 철학적 자세는 절충주의자(eclectic)라 보았다.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xxvi; Robert L. Wilken, Christians as the 
Romans Saw The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4), 95. 

  중기 플라톤주의는 BC 1세기부터 AD 2세기 까지 플라톤주의가 부활한 것으로, 세 개 신들의 

계급으로 신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최고가 신의 마음(Divine Mind)으로 실재의 첫 번째 원리가 

된다. 일자(the One) 혹은 선(the Good)으로 종종 불리며 변하지 않고 초월적이며 물질세계와 

인간마음과도 그 어떤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신(혹은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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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수스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활동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활동은 

그의 논리와 주장이 특히 플라톤 작품에 근거한 점, 유대교의 알레고리 해석에 

친숙하다는 점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일정기간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켈수스가 마르키온파의 교회와 공교회 사이 벌어졌던 논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2.27; 5.62; 6.51-53; 6.74; 7.25).

켈수스는 『참된 로고스』 (Ἀληθὴς Λόγος)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했는

데, 오리게네스의 작품이 나오기 약 70년 전인 177-80년경 이였다.6 기독교를 

비판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는 최초의 사례이자, “체계적으로 다룬 첫 번째 

작품”(the first systematic treatise)으로 평가된다.7 비록 이 작품은 현존하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오리게네스의 작품에서 그 내용을 상당수 얻을 수 있다. 

오리게네스는, 켈수스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의 말을 상당수 인용하

고 있는데, 무려 3/4이나 되는 『참된 로고스』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8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은 그 양에 있어서도 많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런 점 때문에 비판의 요지와 그 특징을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이다. 세 번째 신은 세상 영혼(the World Soul)인데, 인간의 

영혼이란 물질세계로 내려와 유형화 된 신의 일부로 삶의 목적은 물질세계로부터 벗어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한다. Antonia Tripolitis, Religions of the Hellenistic-Roman Ag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41. 

  켈수스와 동시대 인물인, 피타고라스적 플라톤주의자(a Pythagoreanizing Platonis) 누메니우

스(Numenius of Apamea, ca.150-200 AD) 역시 신의 세 체계를 말하는데, 최고의 마음(a 

supreme Mind) 혹은 신(God)을 아버지(Father) 혹은 선(the Good)이라 부르며, 두 번째 마음 

혹은 조물주(demiurge), 그리고 세 번째 창조된 신과 세상 영혼(World Soul)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그것의 존재와 활동에 있어서 양상을 띠는데, 즉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은 두 번째 신인 조물주에게서 기인한 것이고, 비이성적 영혼(irrational soul)은 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말한다. 
6 작품의 제목은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Crouzel은 ‘참 말씀’(True Word), Chadwick, Hoffmann

은 ‘참 교리’(True Doctrine), Grant, Frede는 ‘참 이야기’(True Account), Trigg는 ‘참 로고

스’(True Logos) 등이 그것이다. Wayne C. Kannaday, Apologetic Discourse and the 
Scribal Tradition: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Apologetic Interests on the Text of 
the Canonical Gospel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31 note 107 

참조하라. 저작시기와 관련해, Hengel, Johannine Question, 6에서 160년으로 말하기도 한다. 
7 Jeffrey W. Hargis, Against the Christians: The Rise of Early Anti-Christian Polemic 

(New York: Peter Lang, 1999), 19. 
8 Hubertus R. Drobner,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rans. 

Siegfried Schatzmann (Peabody, MA: Hendrickson, 2007), 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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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기독교 비판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해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안드레센(Carl Andresen)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자신의 책, Logos und Nomos에서 기독교에 대한 켈수스의 

입장과 비판을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1) 예수가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는 기독

교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대(1.28-2.79), (2)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이자 

새로운 한 종교로 적절치 못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주장(3.1-4.99), (3) 한 

신을 섬긴다고 기독교는 주장하나 실제로는 두 신을 숭배하는 왜곡된 새로운 

종교로 “이성 없는 세계”(Welt ohne Logos)며 “교리 없는 세계”(Welt ohne 

Nomos)임(5.2-7.61), (4) 헬라-로마의 전통과 대중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거부(7.62-8.75)가 그것이다.9 안드레센의 이 같은 분류는 『켈수스에 반대하

여』에 수록된 내용의 순서에 근거한 것으로, 차례대로 기독론, 유대교와의 관련

성, 유일신 사상, 사회와의 관련성으로 각각 그 주제를 각각 요약할 수 있다.

쿡(John Granger Cook)의 연구 또한 체계적이며 세부적인데, 특히 켈수스

의 성경해석을 중심으로 크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요

한 자료이다. 먼저 구약(70인역)의 경우, 알레고리 해석, 창세기의 이야기, 모세, 

율법, 교리, 선지자, 하나님의 분노를 다루고 있다.10 신약에서는, 복음서, 기독

론, 히브리 성경의 사용, 헬라 선지자와의 비교,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상숭

배, 다신교, 지옥, 영생, 신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11

이들 학자들의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초기 기독교에 대한 헬라-로마 제국의 

이해와 비판에서 특히 켈수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었고 그의 기독교 

비판은 이후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12 이 글은 그 중의 하나로, 기독론적 

9 Carl Andresen, Logos und Nomos: Die Polemik des Kelsos wider das Christentum 

(Berlin: Walter de Gruyter, 1955), 39-43.
10 John Granger Cook,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Tübingen: Mohr Siebeck, 2004), 55-149. 
11 John Granger Cook,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7-102. 
12 이외 대표적인 주요 연구는 Pierre de Labriolle, La réaction païenne Étude sur la 

Polémique Antichrétienne du Ier au VIe Siècle (Paris: L'Artisan du Livre, 1934), 

111-69;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During the First Two 

Centuries A.D.” ANRW 2.23.2 (1980), 1101-108; Robert L. Wilken, Christians as the 



 76 갱신과 부흥 28호
Reform & Revival 2021

측면에서 그의 비판과 논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주제가 안드레센과 쿡을 

비롯한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13 아울러,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이, 대체

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만 초점을 두었던 이전 이교도의 비판들과는 달리 예수라

는 인물에 더 집중했다는 점에서도, 본 글은 그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켈수스

가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며 비판했는지, 그의 동정녀 탄생, 요단강에서의 세례 

받음,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다양한 이적들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자로서의 켈수스의 이해와 비판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왜 그런 비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상적 

배경도 추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판의 내용들이 당시 헬라-로마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특히 2세기 후반 기독교의 

중심인물인 예수에 대한 로마 지식층의 이해와 태도가 어떠했는지, 또한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독교를 변호해야만 했었는지를 헤아리는 

안목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II. 본론

1. 켈수스 이전의 기독교 비판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전 비판가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Romans Saw Them, 94-125 등이 있다. 
13 기독론적 측면에서의 켈수스의 비판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한 예로, 윌켄의 

경우 그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을 논했는데, 키베레 사제와 예언자, 

기독교 교리의 결함, 예수의 이야기를 비신화함, 유대교에서 파생된 배교자, 종교와 사회 제도가 

그것이다. 이중 예수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Robert L. Wilken, Christians 
as the Romans Saw Them, 99-100, 105, 108-12. 주술사로의 예수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 

역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왔는데, Morton Smith, Jessu the Magicia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8), 57-60, 81-84; Robert E. van Voorst, “Jesus Tradition in 

Classical and Jewish Writings,” in Tom Holmén andStanley E. Porter ed., Handbook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Leiden: Brill, 2011), 2165-67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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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후 상세히 다루겠지만, 후자의 경우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비판은 

단편적인 것이었고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그 근거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헬라-로마 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소유한 지식으로서 켈수스는 단순히 소문에 의존하지 않았고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이 점이 큰 차이점으로 기독교에 특히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켈수스 이전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행해졌는지를 시대 순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노예출신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투스(Epictetus, ca.50-ca.130 AD)

의 경우를 보자. 94년 경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와 이탈리아 지역에서 모든 

철학자들을 추방했을 때, 그는 니고볼리(Nicopolis)로 옮겨 철학을 가르쳤다. 

이곳은 바울이 50년대 말경 겨울을 지냈던 곳이기도 한데(딛 3:12), 에펙테투스

는 여기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14 그가 

언급한 “갈릴리인”(οἱ Γαλιλαῖοι)은 기독교인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린이들

과 미치광이처럼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다.15 잘못된 지성

에 기반을 둔 기독교인들의 대담무쌍한 용기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행이 일치하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을 칭찬하기도 했다.16

2세기 초, 기독교를 언급했던 첫 로마 지식층이었던 플리니우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의 경우,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를 ‘새롭게 발생하고 타락한 

미신’(superstitio nova et prava)으로 간주했다.17 이들 로마 지식층의 눈에 

비친 기독 공동체는, 하나의 미신으로써 로마제국의 정치제도와 평화를 파괴하

고 로마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를 다분히 가진 집단이었던 것이다.

견유학파(Cynic)로 로마에서 활동한 크레스켄스(Crescens, 2세기)는 기독

14 Eduard Meyer, Ursprung und Anfänge des Christentums in drei Bänden III: Die 
Apostelgeschichte und die Anfänge des Christentums (Stuttgart: J. G. Cotta'sche 

Buchhandlung Nachfolger, 1923), 530 note 1;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1077. 
15 Epictetus, Discourses 4.7.6.
16 Epictetus, Discourses 2.9.20-21. 여기서는 그는 두 종류의 유대인, 즉 언행이 일치 하지 

않은 유대인과 세례를 받은 후 언행이 일치해진 유대인을 대조하는데, 이때의 세례는 기독교 

세례를 지칭한 것으로 후자는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다.  
17 Pliny, Epistles 10.96; Tacitus, Annals 15.44; Suetonius, Claudius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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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을 무신론자와 불경건한 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이는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단순한 이유에서였다.18 유스티누스의 제자 타티안의 기록

에 따르면, 유스티누스가 순교를 하게 된 데는 크레스켄스의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19

미누키우스 펠릭스(Minucius Felix, 2/3세기)의 작품, 『옥타비우스』에 보면 

이교도를 대표하는 카이킬리우스(Caecilius)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비천하고 무지하다는 점, 밤에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점, 세계가 불로 

멸망할 것이라며 위협하는 점, 신전을 경멸하고 우상에 침을 뱉는다는 점, 자주

색 옷을 입은 공직자를 모욕하는 점, 공공 축제나 연극 등의 사회적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영아를 죽이고 이것으로 식사를 한다는 점, 난잡한 

성교를 행한다는 점 등이다.20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그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모사타의 루키아누스(Lucianus, ca.115-ca.200)는 기독교들을 향해 이

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못 박힌 그 사람”(τὸν ἄνθρωπον τὸν ἐν τῇ Παλαιστίνῃ 

ἀνασκολοπισθέντα)을 숭배한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를 “율법을 준 첫 인물”(ὁ 

νομοθέτης ὁ πρῶτος), “소피스트”(σοφιστὴν)로 부르고 있다.21 저주를 받은 인간 

예수를 숭배하는 기독교인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신약성경의 σταυρόω

가 아닌 ἀνασκολοπίζω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루키아누스는 사복음서를 자료로 

사용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22

의사였던 버가몸의 갈렌(Galen, ca. 129-99)의 경우, 그는 기독교를 다른 

시각에서 비판했다.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된 때는 그가 로마로 갔을 때인 162년인

데, 기독교를 “모세와 그리스도의 학파”(Μωϋσοῦ καὶ Χριστοῦ διατριβὴν)라 부르

고 있다.23 그는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파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18 Justin, Second Apology 3. 
19 Tatian, Oratio ad Graecos 19.2. 
20 Minucius Felix, Octavius, 8-9. Tertullian, Apology 7.1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열거된다. 
21 Lucianus, The Death of Peregrinus 11, 13. 
22 Craig A. Evans, Life of Jesus Research: An Annotated Bibliography (Leiden: Brill, 

1989), 296. 
23 Galen, Method of Medicin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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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헬라사상을 바탕으로 철학적 훈련 없이 모든 것을 맹신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과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

의 윤리와 가치들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하나의 철학파(a philosophical school)라는 갈렌의 분류로 인해, 기독교들은 

헬라-로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경과 긍정적인 인식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4

이전의 비판들이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켈수스의 비

판은 예수라는 인물에 더 집중해 있었다. 2세기 당시 대중들에게 퍼진 비판의 

내용들, 즉 인육을 먹는 것, 근친상간, 영아살해, 난교 등은 켈수스의 목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25 지식을 갖춘 철학자로서 켈수스는 자신의 기독교 비판의 

내용이 무지한 군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의 내용들과는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26 무엇보다도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직접 성경을 읽고 비판을 했다는 점 때문이다. 비록 오리게네스는 켈수스가 

성경 본문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나(6.12), 

이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행해진 다양한 성경해석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27 켈수스는 마태복음(4.42)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6.16), 구약

에서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70인역)의 내용에 아주 친숙했으며, 

그 외의 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 혹은 거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28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판에서 켈수스는 특히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주로 참고했다. 켈수스가 인용한 성경본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9

24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1099-1100.
25 Robin Lane Fox, Pagans and Christians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6), 

427.
26 Michael Bland Simmons, “Graeco-Roman Philosophical Opposition,” in Philip F. 

Esler ed., The Early Christian World (London: Routledge, 2000), 845. 
27 Michael Bland Simmons, “Graeco-Roman Philosophical Opposition,” 846.
28 Karl Pichler, Streit um das Christentum: Der Angriff des Kelsos und die Antwort 

des Origenes (Frankfurt am Main: Lang, 1980), 43-50; Stephen Benko, Pagan Rome 
and the Early Christia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148-49. 

29 Marcel Borret, Origène. Contre Celse, 5.251-72에 있는 분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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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총 횟수 성경본문 (『켈수스에 반대하여』)

창세기 16
2:26-27(7.62), 2:7(4.36), 2:21(4.38), 6:6-7(6.53), 

8:17(6.29; 7.18), 9:1-7(6.29; 7.18), 11:1-9(4.21), 

12:2-3(6.29), 15:5(6.29), 16:14(4.44), 

19:1-29(4.21), 21:19(4.44), 26:22(4.44), 34:2(4.46), 

34:25-31(4.46), 50:4-14(4.47)

출애굽기 2 17:13-16(7.18), 34:11(7.18)

민수기 1 21:34-35(7.18)

신명기 7 1:26-45(7.18), 7:4(7.18), 9:14(7.18), 15:6(7.18), 

25:19(7.18), 28:11-12(7.18), 29:2-3(7.18)

다니엘서 1 6.16-23(7.53)

요나서 1 4:6(7.53)

마태복음 14
2:1-12(1.58), 5:39(7.18), 5:39(3.58), 6:24(7.68), 

6:24(15.14), 6:26-29(7.18), 11:22-24(2.76), 

11:25(7.18), 19:24(6.16), 19:24(7.18), 

20:25-27(7.18), 23:13-29(2.76), 26:39(2.24), 

27:34(4.22),  

누가복음 8 3:1(1.58), 6:29(7.18), 6:29(7.58), 12:24(7.18), 

12:27(7.18), 16:13(7.68), 18:25(6.16), 24:4(5.52)

요한복음 2 10:23-24(1.67), 20:12(5.52)

고린도전서 1 10:20ff(8.28)

갈라디아서 1 6:14(5.64)

골로새서 1 2:18(1.26)

      **확실치 않은 것: 눅 16:13(8.16)

이제 예수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

보자.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의 성육신과 세례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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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둘러싼 신성에 관한 비판의 내용을 살펴본 뒤,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가 행한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육신과 세례를 둘러싼 그의 신성에 대해

켈수스가 어떻게 예수의 출생이야기에 대해 비판했는지, 오리게네스는 다음

과 같이 진술한다.

그(예수)는 자신의 출생이야기를 한 처녀로부터 꾸며냈는데... 그는 유대인의 

조그만 마을 출신이고, 가난한 한 시골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녀는 방적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켈수스)는 말하기를, 그녀는 직업이 목수

였던 자신의 남편에게서 쫓겨났는데 이는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남편에게서 쫓겨난 후 방랑하는 중 수치스럽게 예수를 비밀리에 낳았

다고 말한다(1.28).

켈수스의 시각에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켈수스는 다른 곳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간음했고 그 상대는 판테라(Πα

νθήρα, Panthera)라 불리는 한 로마 군인이었다(1.32)고 언급한다. 예수를 사생

아라고 비난한 것인데 이 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 Jesus ben Panthera가 탈무드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면 유대교 문헌에서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30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의 아버

지 이름은 Panthera (Pandera, Pantiri)와 함께 Stada (Satra),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왜 동일 인물이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설명하기에, 켈수스의 경우처럼 예수의 신상에 대해서는 

30 Tosefta, Hullin 2:22 (Jerusalem Talmud, Shabbat 14.4; Jerusalem Talmud, Avodah 

Zarah 2.2); Tosefta, Hullin 2.24.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31 note 3; Peter Schäfer, Jesus in the Talmu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15-21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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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다.31 또한, 판테라(πανθήρα)라는 단어가 처녀를 뜻하는 

παρθένος (parthenos)와 비교할 때 그 철자와 발음에서 유사한 점은 흥미롭다. 

이 같은 켈수스의 비판에 대해  오리게네스는,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기적에 따라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반박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인 임마누

엘이라는 칭호는 그의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름이라고 부언 설명하기도 

했다(1.33-34).

켈수스는, 마리아는 부요하지 않고 왕족 혈통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데(1.39). 예수와 그의 어머니의 낮은 사회적 신분, 그리고 예수의 출생을 둘러싼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비판한 것이다. 당시 간음죄에 대한 로마법의 형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켈수스의 비판은,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음에 분명하다. 로마법에서 간음은 통상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말했는데,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아주 엄격했었다. 가령, 남편은 

간음한 아내와 관계한 남자를 현장에서 바로 죽일 수 있었고, 딸이 간음할 

경우 그 아버지는 딸과 그 상대방 역시 죽일 수 있었고, 상류계층의 부녀자의 

경우 1/2의 결혼 지참금(dowry)과 1/3의 재산(goods)이 몰수되어 유배지에 

보내졌다.32 켈수스가 기독교 기원을 다루면서, 마리아를 간음한 여자로, 출산하

기까지 방랑했던 여인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를 사생아로 주장한 것은, 기독교의 

윤리성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위협적인 도전이었음에 분명하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켈수스는 하나님은 본질상 부패한 

육체와 사랑을 나룰 수 없다고 말한다(1.39). 신의 완전한 초월적 특성상, 신이 

물질세계와의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의 신적 

수태와 태생은 그리스의 영웅들인, 페르세우스(Perseus), 암피온(Amphion), 

31 Peter Schäfer, Jesus in the Talmud, 17-19. 클라우스너(Klausner)의 설명에 따르면, 기독교

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υἱός τῆς Παρθένου” (동정녀의 아들)이라 불려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를 조롱하고자 “표범의 아들” (Ben ha-Pantera)이라 불렀다고 한다. 참고로, 

표범은 라틴어로 panthera, pardu로 불린다. Joseph Klausner, Jesus of Nazareth: His 
Life, Times, and Teaching (New York: Macmillan, 1925; reprinted New York: Block, 

1997), 24. 
32 Paul, Opinions 2.26.1; 2.26.7; 2.26.14. 로마법에서, 혼인이 지속되는 신부의 결혼 지참금은 

남편의 권한에 놓이게 되지만 이혼하게 될 경우 아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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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쿠스(Aeacus), 미노스(Minos)와 비교되기도 한다(1.67). 켈수스는 이들 

영웅들의 태생 이야기와 이적 행위들의 이야기가, 비록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의 이야기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 보았다. 예수는 “죽을 육체로부터”(ἐκ 

θνητοῦ σώματος) 태어났고(3.41), 그의 몸은 금, 은, 돌보다도 “더 부패하기 

쉬운 것”(φθαρτότεραι)이었다는 것이 켈수스의 결론이자 비판이다(3.42).

켈수스의 철학적 입장에서 예수의 성육신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켈수스는 변화와 변형을 경험하는 것은 죽는 존재(mortal being)로, 신은 결코 

이 같은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보았다(4.14). 즉, 신의 존재란 순결하고 완전한 

신성에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으로 변할 수 없고, 선에서 악으로, 아름다운 

것에서 추한 것으로, 행복해서 불운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4.14). 결국 신이 지상에 내려왔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신과 물질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원칙을 깨뜨렸다는 그의 

철학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켈수스는 다른 관점에서도 성육신 교리를 비판하며 반문한다. 예를 들면, 

만약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들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는가(4.2)

라고 반문하며, 또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면, 예수 이전에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들 

사람들은 왜 돌보지 않았는가(4.8)라고 질문한다. 그러면서, 켈수스는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들, 혹은 다른 존재들, 

아니면 다이몬(δαίμονας)이며 이들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숭배했다고 비판

한다(5.2).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만이 땅으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60 혹은 70명의 천사들도 벌을 받아 이 땅에서 사슬에 묶였는데, 이들의 눈물이 

곧 온수라고 설명한다(5.52).33 『에녹서』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천사들이 

33 『에녹서』 6-7에 보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 200명의 천사는 

각각 여자와 결혼을 해 거인을 낳았고, 여자들에게 의료, 저주, 약초뿌리와 관목을 잘라내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Testament of Naphtali 8에 따르면, 주가 이 땅에 올 때 70명의 

수종 천사를 데리고 왔는데 미가엘이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였고, 이들 천사들에 명해 노아 

자녀들에게 난 70 가족에게 70가지 언어를 가르치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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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심판받았을 때 온수가 되었고 다시 이들이 올라갔을 때 차가운 물이 

되었다는 것, 목자들로 소개되는 70명의 천사들의 내용 등이 그것이다.34

이처럼 성육신 교리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들이 숭배하는 예수는 “신”(θε

ὸν)도 아니고 “다이몬”(δαίμονα)도 아닌 “송장”(νεκρὸν)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

는데(7.68), 이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송장이라 비꼬아 한 말이다. 또한 

예수가 죽었다는 점을 들어, 그는 “유령”(εἴδωλον)도 아니고, 심지어 이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였다고 말했다(7.36).35 이런 예수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신으

로 만들어 숭배한 장본인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며, 이는 예수에 대한 이들의 

지나친 찬양해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8.14). 켈수스는, 이 같은 기독교인들

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부끄럽고 일고의 논박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는

데(4.2), 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이성적 사고 없이 맹목적인 믿음만

을 추구한 신앙주의(fideism)에 불과한 것이었다. 벤코(Stephen Benko)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인물로 켈수스

를 들기도 했는데,36 그의 평가는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켈수스의 시각에서 

보면 결국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AD 1세기 

아피온이 유대인들을 향해 무신론자라 비난했던 것과 유사하다.37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켈수스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한

다. 예수가 모든 유대 법들을 준수하고 이들의 희생제사에도 참여했다면, 이런 

점 때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2.6). 켈수스는, 예수가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신의 육체란 

결코 보통 사람의 육체와 같을 수 없고 또한 그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며 소리도 

34 Enoch 67.11; 89.59. 70명의 천사들은 70개의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각각의 천사는 

각 나라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 Daniel Carl Olson, A New Reading of the 
Animal Apocalypse of 1 Enoch: "All Nations Shall be Blessed" (Leiden: Brill, 2013), 

190. 
35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εἴδωλον은, 우상(idol) 혹은 거짓 신으로 번역된다(행 7:41; 15:20; 고전 

8:4; 살전 1:9 등). 
36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1103.
37 Apion, Contra Apionem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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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1.69-70). 이를 통해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

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는 헬라 신들에게 있는 영액(ἰχώρ, ichor)과 같지 않다고 보았다(2.36). 이는 

켈수스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군인의 창에 찔렸던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요한복음의 기사(요 19:34)를 참고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켈수스는 예수를 천사(ἄγγελος)라고 말하기도 

하며(5.52), 혹은 다이몬(δαίμων)으로(8.39), 위대한 거짓말쟁이(2.7)라고 비판

하기도 했다.

켈수스는 자신의 중기 플라톤주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학을 접근하고 

해석했는데, 예수의 신적 특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켈수

스는 한편으로 예수를 다이몬으로도 보기도 했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용어 

‘다이몬’의 용례를 보면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마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38 켈수스가 이해한 다이몬은 성경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를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Ξένων δαιμονίων καταγγελεὺς, 

행 17:18)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신들, 즉 다이몬은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중립적인 의미가 켈수스가 사용한 다이몬의 뜻이라 볼 수 있다. 

즉, 다이몬은 신과 사람 사이 틈새를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39 

양측 모두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의 불멸과 인간의 고통을 말할 수 있었고, 

또한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것처럼 다이몬의 경우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존재했다.40 켈수스에게 있어서 예수 역시 이 다이몬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

38 마 11:18; 17:18; 막 7:26; 눅 11:15; 요 8:48-49; 고전 10:21-22; 계 9:20 등. 
39 고대 헬라문헌에서는 다이몬(δαίμων, daemon)은 낮은 등급의 신들(lesser deities), 운명, 죽음, 

성격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Geoffrey William Bromiley trans. an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64), 2.1-20; Dorian Gieseler Greenbaum, The Daimon in Hellenistic 
Astrology: Origins and Influence (Leiden and Boston: Brill, 2016), 4-5 참조.  

40 John Dillon, The Middle Platonists: 80 B.C. to A.D. 220, revised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31-32. 오리게네스의 경우, 다이몬은 모두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

데, 그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불리지 않고, 악으로 돌아선 이들은 마귀의 천사들이

라 설명하면서도, 다이몬의 경우는 모두가 다 악하다고 말한다(8.25). 다이몬과 천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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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던 것이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신비와 예수의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주요 본문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켈수스의 입장은 아주 부정적이다. 그는, “어떤 믿을만한 목격자

가 이 환상을 보았으며,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하늘에서의 음성을 

누가 들었던가”라고 하면서(1.41),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과 하늘로부터의 

음성에 대한 목격자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과 믿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일축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켈수스는 세례 이야기를 비판하는데, “만약 그(예수)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면, 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했던가? 만약 그가 주목 받기를 원했다면 왜 핍박을 받고 죽어야만 했는가?”라면

서(2.72), 딜레마 질문을 통해 예수의 언행에 대한 모순점을 비판한다.

헬라어 σφραγίς이라는 단어는 초대 교회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세례에서의 

인침을 뜻했는데,41 이 단어와 관련해서도 켈수스는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는다, 

즉 인침을 행하는 자를 아버지로, 인침을 받은 자는 젊은 아들로 부르면서, 

예수는 “나는 생명나무의 백유로 기름부음을 받았다”(κέχρισμαι χρίσματι λευκῷ 

ἐκ ξύλου ζωῆς)는 말을 했다고 설명한다(6.27). 이와 유사한 내용이 『위-클레멘

트』(Pseudo-Clementines) 문헌에 나오는데, 태초에 아버지는 생명나무의 기

름으로 아들에게 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42 『빌립복음서』에서는 낙원 중앙의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여기서 성유가 나오고 성유에서 부활이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다.43 이런 점을 볼 때, 켈수스는 일부 영지주의 분파들의 이론을 

오리게네스와 켈수스의 이해에 대해서는 Rangar Cline, Ancient Angels: Conceptualizing 
Angeloi in the Roman Empire, 4-8 참조하라. 

41 G.W.H. Lampe, A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Clarendon, 1961), 1355-57. 
42 Pseudo-Clementines, Reg. 1.45. 여기서 아들은 파르티아인들에게는 아르삭(Arsac)으로, 

로마인에게는 시저로, 유대인에게 메시야로 그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참고로, 『위-클레멘트』 

문헌은 열권으로 구성된 Recognitions, 스물 편의 설교로 구성된 Homilies가 있는데, 전자는 

로마의 클레멘트의 자서전격 이야기다. 
43 James M. Robinson. ed,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Leiden: E.J. Brill;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7), 153. 또한 기름부음은 세례보다 뛰어난 것이고, 

그리스도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세례가 아니라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렇게 불린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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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했음을 보게 된다.

3.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켈수스의 비판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어진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배신을 당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수천 

명을 거느린 장군, 심지어 사악한 강도 집단의 두령조차 배신당한 일이 없다면서 

예수가 당한 배신은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2.12). 이에 오리게네스는 

장군이나 두령들이 배신당하는 일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2.12). 겟세마네 동산 예수의 기도에서, 켈수스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Ὦ πάτερ, εἰ δύναται τὸ ποτήρι

ον τοῦτο παρελθεῖν)를 인용하며 예수가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울부짖은 

것은 모순된 것이라 말한다(2.24). 신성(divinity)은 감정이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적 사고에 근거한 비판으로, 예수의 경우 자신이 하나님

이라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 즉, “죽기까지 매우 고민한 것”(마 26:38, περίλυπός 

ἕως θανάτο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켈수스는, 의인이라 말하면서 

악을 행함을 보여주고,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살인자임을 보여주고, 죽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죽게 됨을 보여준다(2.16)는 내용으로 예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말하는 것”(λέγων)과 “보여주는 것”(δεικνύει)의 불일치를 근거로 비판한 선명한 

사례이다.44 예수는 자기 자신이 공언했던 그 어느 것도 실제 삶과 행동에서 

보여주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적 평가라 볼 수 있다(2.9).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켈수스는 십자가 고통을 받기 위해 예수가 나타났

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2.25), 만약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실제 일어났다면 

처형을 집행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가해졌을 것이라 말한다(8.39). 복음

서에 나타난 예수의 고난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켈수스는 헬라의 신들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신성의 불-고통성(divine 

44 Karl Olav Sandnes, Early Christian Discourses on Jesus' Prayer at Gethsemane: 
Courageous? Committed? Cowardly? (Leiden: Brill, 201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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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ssibility)을 믿었기에,45 그로서는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고초로 인해 죽음을 당한 것과 관련해 켈수스는 예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리스의 영웅들로는 헤라클레스(Heracles), 아스클레피

우스(Aesculapius), 오르페우스(Orpheus)가 그들이다(7.53). 철학자로는 회

의주의 아버지라 알려진 아낙사르쿠스(Anarxarchus, ca.380-ca.330 BC),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투스(Epictetus, ca.55-135) 이들은 심한 고초 속에서도 

고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서 예수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제시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물고기 배속에서 삼일을 지낸 후 살아난 요나, 사자 

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더 나은 인물로 보았다(7.53). 결국 켈수스의 생각에, 

예수는 헬라의 영웅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등급의 주술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인간 ➜ 영웅 ➜ 반신 ➜ 신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의 헬라적 사고에서, 예수가 

사람에서 신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영광을 

얻기에 합당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켈수스의 논지라 볼 수 있다.46

예수의 부활사건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을 보자. 그는 이 사건의 이야기의 

출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누가 이것을 말했는가? 당신이 말했듯이, 정신착란의 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혹은 동일한 주술에 현혹된 이들 중 일부가 아닌가? 이들은 어느 정도 확신과 

희망적인 생각에서 꿈을 꾼 자로 착각 (즉, 수천 명에게 일어났던 체험)으로 

인해 망상에 빠진 자들이 아닌가? 아니 더 그럴 듯한 것은, 이들은 이 같은 

몽상의 이야기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길 원했었고, 또 이 터무니없는 

45 John Granger Cook,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50. 높은 신은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켈수스의 생각에 오리게네스도 의견을 같이한

다. 그러면서 오리게네스는 인간의 삶으로 와서 죽음을 경험한 것은, 바로 ‘신성의 어떤 광채와 

본질의 형상’(τῆς θείας φύσεως «ἀπαύγασμα» καὶ «χαρακτήρ» τις)이 육신이 된 예수의 영혼으로 

함께 한 것이었다고 말한다(7.17). 그러면서, 오리게네스는 ‘그의 로고스의 본질은 우리가 아는 

예수의 인성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ἄλλος δή που ὁ περὶ τούτου καὶ τῆς οὐσίας αὐτοῦ λόγος 
ἐστὶ παρὰ τὸν περὶ τοῦ νοουμένου κατὰ τὸν Ἰησοῦν ἀνθρώπου)라고 말한다(7.16). 그가 사용한 

용어는 히1:3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ἀπαύγασμα τῆς δόξης καὶ χαρακτὴρ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 αὐτοῦ)의 용어와 동일하다. 

46 Robert L. Wilken, The Christians As the Roman Saw Them,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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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다른 가난뱅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2.55).

켈수스가 목격자로 “정신착란의 한 여인”(Γυνὴ πάροιστρος)을 지목한 것은, 

증인들의 진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켈수스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 πάροιστρος는 ‘~로부터’ 혹은 ‘~옆의’를 뜻하는 παρά와 쇠파리

(gadfly)를 뜻하는 οἵστρος의 합성어로, 비유적으로 곤충이 찌르는 것처럼 누군

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47 οἵστρημα는 이런 정신착란의 상태를 일컫는 

용어로 보이는데, 『교부 헬라어 어휘집』에는 특히 “마귀의 괴롭힘, 선

동”(goading, incitement of demons)으로 정의하고 있다.48 이런 점을 참고

할 때, 정신착란의 여인은 일곱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켈수스는 그녀

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49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증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마 

28:1-8; 막 16:1-11; 눅 24:1-12; 요 20:1-18),50 이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일곱 귀신에 들렸던 것을 언급한 것은 마가복음(16:9)이다. 켈수스는 특히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하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대한 비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리게네스는 켈수스를 향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가 죽고 

장사된 이야기를 믿는 반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꾸민 이야기”(πλάσμα)라고 

말하는 그의 모순성을 도리어 지적하기도 했다(3.43).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켈수스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왜 스스로 

47 문자적으로 자궁에서의 고통을 뜻하는 ὑστερικός는 일시 호흡 정지나 경련과 같은 증상의 여자가 

앓는 병을 나타내는데, πάροιστρος가 함축된 뜻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하다. 이 용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Margaret Y. MacDonald, Early Christian Women and Pagan 
Opinion: The Power of the Hysterical Wom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 note 7; Clayton Coombs, A Dual Reception: Eusebius and the Gospel 
of Mark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6), 84-85를 참조하라.

48 G.W.H. Lampe, A Patristic Greek Lexicon, 946. 
49 James A. Kelhoffer, Miracle and Mission: The Authentication of Missionaries and 

Their Message in the Longer Ending of Mark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71 

note 48. 
50 켈수스는 다른 본문에서, 천사가 예수의 무덤에 내려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언급하면

서 누군가는 한명의 천사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두 명의 천사라고 말했다고 한다(5.52). 한 

명의 천사는 마 28:2, 막 16:5이며, 두 명의 천사는 눅 14:4, 요 20:12인데, 켈수스는 사복음서 

모든 내용에 친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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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을 열 수 없었던가(5.52),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지옥에까지”(εἰς ᾅδου) 가서 이들에게 전파해야만 했던가(2.43) 등 예수의 능력

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켈수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림자”(σκιάν)에 불과했던 것이다(3.22).

더 나아가 켈수스는, 예수의 부활처럼 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인

들의 주장 역시 반대했는데 하나님은 자연에 정한 법칙과 이치를 거슬러 행하실 

수 없다는 그의 견해 때문에서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

다”(πᾶν δυνατὸν τῷ θεῷ)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터무니없는 것이라 

비판한다(5.14). 하나님은 자연과 이성의 법칙에 함께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

던 것이다. 켈수스의 시각에서, 기독교인들의 부활신앙은 헬라-로마의 신앙을 

단순히 잘못 이해한 것이었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켈수스는 “은총 입은 

영혼들“(ψυχαῖς εὐδαίμοσι)이 머물 장소를 말하면서 이곳은 “복 받은 자들의 

섬”(οἱ μὲν μακάρων νήσους) 혹은 “엘리시온 평원”(Ἠλύσιον πεδίον)이라 불린다

고 하면서, 호메로스의 엘리시온 평원을 인용하며 플라톤의 사상을 언급하고 

있다(7.28). 당시 헬라-로마 사회 대중들은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믿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엘리시온 평온에, 

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중간 그룹은 육체 없이 그림자의 형태로 정원에서 

방황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중간 그룹에 속한다.51 켈수스는 사후 

인간 영혼의 여정에 대해서, 페르시아인들과 미트라교의 것을 들어서 설명하기

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는 두 궤도가 있는데, 하나는 고정된 

별들(즉, 항성들)과 다른 하나는 행성들의 궤도로,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들 

두 궤도를 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사다리에는 일곱 개의 문이 있고, 그 끝에는 

여덟 번째 문이 있는데, 문들의 이름은 차례대로 납, 주석, 동, 철, 합금, 은, 

51 Lucian of Samosata, Dialogues of the Dead 1-9. 루키안은 대중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비웃었고, 또한 당시 대중들 사이에 행해진 장례문화를 비웃기도 했는데, 아케론 강(Lake 

Acheron)을 건너기 위한 배 삯으로 시신의 입 안에 동전 하나를 넣고, 케르베루스(Cerberus)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시신에 옷을 입히고, 영양물을 위해 이들의 묘에 포도주를 뿌리는 것이었다

(10-12, 19).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구에 포로가 된 영혼은 반드시 아케론 강을 

건너서, 머리가 셋 달린 난폭한 개, 케르베루스를 지나 심판자인 미노스(Minos)와 라다만투스

(Rhadamanthus) 앞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다(Virgil, Aenei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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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다(6.22).52

4.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이적들에 관해서 켈수스는 어떻게 이해하며 비판했

을까? 사실 그는 일부 기적들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 예수가 병을 고친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몇 개의 빵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 등이 그것이다(1.68). 

하지만, 켈수스의 비판의 요점은 예수가 이적들을 행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가에 있었다. 다음의 

진술에서 그의 비판의 요점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이집트에서 비밀리에 양육되었고 노동자로 살아갔으며 거기서 어떤 

주술의 능력을 시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이런 능력 때문에 예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1.38).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유아 시절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의 이야기를 그가 

참고한 것이다. 예수는 이집트에 머물렀을 때에 주술의 능력을 배웠고 이런 

주술의 능력은, 주술사와 요술쟁이들이 장터에서 행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이다. 예수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술에 의해서”(γοητείᾳ)였으며(1.6), 따라서 예수는 “사악한 주술사”(μοχ

θηροῦ γόητος)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1.71), 아울러, 기독교인

들 역시 능력을 얻는 원천으로 “어떤 다이몬의 이름과 주문을 외우는 것”(δαιμόν

ων τινῶν ὀνόμασι καὶ κατακλήσεσι)이었다고 비판한다(1.6). 이에 대해 오리게네

스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함으로써 사단을 내쫓는 것이며(1.6),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한 

52 그리고, 납은 크로노스(토성)와 관련되어 별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주석은 아포르디테(금성)으로 

주석의 밝고 부드러움과 비교되며, 동은 제우스(목성)로 동으로 만들어진 견고함을 나타내며, 

철은 헤르메스(수성)와 함께 돈을 벌며 힘든 모든 일들에 의지가 되며, 합금은 혼합의 결과로 

그 질에 있어 균일치 않고 다양한 문이며, 은은 은문으로서의 달을, 마지막 금은 금문으로서의 

태양과 관계된다(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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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주술 때문이 아니었다고 변호하기도 했다(1.38). 유대인들 역시 예수를 

주술사라고 비난했는데, 이점에서 켈수스는 이들 유대인들의 자료 역시 참고했

을 가능성도 크다. 바빌론 탈무드에 따르면, 스타다의 아들(Ben Stada)이 자신

의 몸에 상흔을 내어 이집트로부터 주술을 가져왔다고 언급한다.53 스타다의 

아들은 예수를 지칭한 것인데, 켈수스의 비판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한 주술을 소개한 인물로 비판했음을 알 수 있다.54

켈수스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역시 “주술사”(γόητας)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지식층이 아닌 무지한 대중들을 현혹한다고 비판한다(6.14). 켈수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기독교 장로들(πρεσβυτέροις)이 “이

교도 다이몬의 이름과 마법의 주문이 포함된”(βάρβαρα δαιμόνων ὀνόματα ἔχοντ

α καὶ τερατείας) 책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6.40). 이들 장로들에 대해 

딕키(Matthew Dickie)는 순회하는 주술사들이라고 보았지만,55 채드윅의 지

적처럼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켈수스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6 배사교파(the Ophites)에 관한 긴 논쟁(6.24-6.42) 가운데 이들 

장로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장로들은 배사교파 영지주의자로 보인다. 

헬라어 단어 뱀(ὄφις)에서 유래한 배사교 신자들(Ὀφιανοί, 라틴어로 Serpentini

라 불림)은 뱀을 지혜의 전달자, 신적 지혜의 화신으로 여겨 숭배했고 극단적 

도덕 폐기론자(antinomians)였다.57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 켈수

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라면서 기독교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창조주는 

저주받은 하나의 신”(κατηραμένον θεὸν τὸν δημιουργόν)으로서 이 신이 저주받아

야 하는 것은 바로 첫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했던 뱀을, 

53 Babyloonian Talmud, Shabbat 104b. 유스티누스의 경우, 예수가 주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졌다는 이 같은 비난의 부당성을 언급할 뿐, 이집트에서 배웠다는 내용은 없다(1 
Apology 30). 

54 R. Travers Herford,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London: Williams & Norgate, 

1903), 35-41; 54-56. 
55 Matthew Dickie, Magic and Magicians in the Greco-Roman World (London: 

Routledge, 2001), 236-43.  
56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355 note 4.
57 배사교파에 대한 교부들의 증언으로는 Irenaeus, Adversus Haereses 1.30; Pseudo- 

Tertullianus, Adversus Omnes Haereses 2.1; Epiphanius, Panarion 3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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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했기 때문이었다(6.28)는 내용이다.58 이들 기독교인들은 배사교파로, 켈수

스를 비롯한 당시 비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보여준다. 

즉, 비-기독교 지식층조차도 기독교 정통 그룹과 분파들(Christian sects) 사이 

차이점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의 기독교로 보았던 것이다.

켈수스는, 예수와 기독교인들을 주술을 행하는 자로 직접 언급한 최초의 

이교도 비판가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점은 122년 경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

니우스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에토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을 “근래 발생한 악을 행하는 미신에 빠진 집단의 사람들”(genus 

hominum superstitionis novae ac maleficae)이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형벌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59 여기서 라틴어 maleficus는 형용사로는 

‘주술적인’ 의미를, 명사로는 ‘주술사’의 뜻을 각각 나타낸다.60 이 같은 어원적 

의미를 고려할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술과 연관되어 비난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켈수스의 비판보다 50년 정도 앞서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61

켈수스의 시각에서 볼 때, 주술사 예수로 시작된 기독교 역시 미신

(superstitio)의 범주에 들었다(1.9; 1.17; 7:41).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미신은 참된 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이었는데, 이는 키케로(Cicero, 106-43 

BC)의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superstitio와 religio를 대립시키면서, 

신을 예배하는 최고 순결하고 가장 신성한 방법은 항상 깨끗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마음과 목소리로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참된 

religio라고 정의했다.62 대(⼤) 플리니우스는 점을 쳐서 예언하는 것이나 주술

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 미신이라 칭하면서, 특히 주술사들은 윤리적인 근거에서 

볼 때 인류의 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63 타키투스 역시 신비적인 행위를 

58 오리게네스는 이들 배사교들은 입회 전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난 뒤에야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6.28). 
59 Suetonius, De Vita Caesarum. Nero 16.2. 
60 Morton Smith, Clement of Alexandria and a Secret Gospel of Mark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34. 
61 Robert L. Wilken, The Christians As the Roman Saw Them, 98. 
62 Cicero, On the Nature of the Gods, 2.28.
63 Pliny, Natural History,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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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하는 주술과 관련시켜 미신을 이야기하고 있다.64 따라서, 켈수스가 기독교

를 비판하면서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의 비밀스런 모임을 꼬집어 지적한 것은 

그로서는 당연했을 것이다. 그는 이런 행위를 법에 반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모임은 법에 허락되지만 비밀스런 모임은 불법적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1.1). 

기독교는 미트라(Mithra)의 숭배자와 브리기안의 신 사바니우스(Sabazius)의 

숭배자들과 같이 이성 없이 맹신하는 미신적인 집단으로 함께 분류되었다(1.9). 

예수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운동에 포함된 비이성적인 행위들이나 비도덕적인 

요소들은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덕과 정의, 그리고 윤리를 위협하는 악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결국 켈수스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종교적인 측면을 넘어서 

로마제국의 질서와 통치를 위협하는 하나의 적이 되었던 셈이다.65

다음에 소개되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언급인데, 켈수스

는 예수의 이 같은 가르침은 “반역적인 발언”(στάσεως φωνὴν)으로써 사람을 

사회와 인류로부터 격리시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8.2). 로마 

황제와 통치자의 노를 부추겨 기독교에 고문과 죽음을 가하도록 만든 장본인도 

결국 기독교인 자신들이라는 것이 켈수스의 결론이며(8.65), 이는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기도 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다루면서, 켈수스는 모세와 플라톤의 가르침과 각각 비교하

면서 평가하기도 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자. 켈수스는 예수를 “나사렛 

사람”(ὁ Ναζωραῖος ἄνθρωπος)이라 칭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과 모순

되며, 이는 결국 모세와 예수를 보냈던 유대인의 하나님의 모순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7.18). 그 예로,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부해지며 강해지며 땅을 채우며 적들을 멸할 것이라 했지만, 반대로 그의 아들

(즉, 예수)을 통해서는 부와 권력을 사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제시했는데, 둘 사이 상반된 진술을 문제시한 것이다.66

64 Tacitus, Annals, 12.59.
65 D.B. Martin, Inventing Superstition: From the Hippocratics to the Christians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32.
66 모세에 대한 켈수스의 평가는 부정적, 긍정적인 면 모두 포함하고 있다. 켈수스는 태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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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예수의 가르침의 경우에 대한 켈수스의 평가를 보자. 그는 이들이 

가르친 공통된 내용으로, 겸손(6.15), 악에 대한 무저항(7.58), 부와 사치는 

선한 삶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6.16), 신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구분한 점

(6.12) 등을 열거한다. 하지만, 이들 교훈의 출처에 대해서 켈수스는, 플라톤이 

모세의 글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플라톤의 글을, 바울이 헤라클리누스

(Heraclitus, BC ca.535-ca.475)의 글을 각각 읽고 공부한 것이라 주장했다

(6.16; 6.12). 한 예로, 모욕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며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 대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이는 이미 플라톤의 작품에

서 천명된 교훈이라 주장한다(7.58).67 크리톤(Crito)과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

의 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기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되갚아서는 안 된다”(Οὐδαμῶς ἄρα δεῖ ἀδικεῖν. Οὐ δῆτα. Οὐδ' ἀδικούμ

ενον ἄρα ἀνταδικεῖν)는 부분을 언급하면서(7.58),68 이런 가르침들은 신에 의해 

영감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7.58). 또한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의 

교훈을 언급하며,69 역시 플라톤의 것에서 가져온 것이라 주장한다(6.16). 하지

만 이번 경우는, “탁월한 선인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ἀγαθὸν 

ὄντα διαφόρως καὶ πλούσιον εἶναι διαφερόντως εἶναι ἀδύνατον)는 플라톤의 주장

을 인용이 아닌, 왜곡시킨 것이라 비판했다(6.16). 결국 예수의 가르침은 고대 

다신론적 전통에서 간직되어져 온 최초의 진리들을 재인용했거나 전와

(corruption)시켰다 것이(1.14), 켈수스의 요점이라 하겠다.

존재해 왔던 고대 로고스(ἀρχαῖος λόγος)를 소유한 인물로, 그리스 신화의 리누스(Linus)와 오르

페우스(Orpheus), 헬라 시인 무사에우스(Musaeus), 페레키데스(Pherecydes), 조로아스트교

의 창시자 자라투스트라(Zoroaster the Persian), 피타고라스(Pythagoras)를 언급했다(1.16). 

모세의 경우, 그는 단지 이 로고스(τοῦ λόγου)를 듣고 신적 힘(δαιμόνιον)을 가져 명성을 얻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켈수스는 말한다(1.21). 결국 켈수스의 명단에 모세는 빠진 셈인데, 이는 모세

와 선지자들의 책을 증거로 기독교의 고대성을 주장했던 유스티누스의 변증의 방법과 정반대임

을 알 수 있다. 
67 마 5:39; 눅 6:29.
68 Plato, Crito 49B-E. 
69 마 19:24; 막 10:25; 눅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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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이상 우리는 켈수스의 기독교 이해와 비판을 다루되, 특히 예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비록 예수를 천사 혹은 다이몬으로 

말하기도 하나, 십자가에서 죽어 시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는 다이몬도 유령

도 아닌, 이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비판의 핵심이었는데, 신이 변화를 통해 죽을 육신을 

입고 물질세계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의 철학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성육신 교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한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냈고 기독교인들의 지나친 숭배로 말미암아 예수가 신격화되었다는 것

이, 그의 비판의 논지였다. 또한, 동정녀 탄생을 다루는 그의 태도에서도 예수의 

신성은 부정되었는데, 예수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 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으로 치부해 그 출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야기 시켜 기독교를 비판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 사건 역시, 신들은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에 근거해 지어낸 이야기라 주장했다. 잔을 피하게 해 달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나 죽기까지 고민한 태도를 언급하면서 예수의 불일치한 언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아울러, 고초 속에서 더 고결한 태도를 보였던 더 나은 인물로 

그리스의 영웅들을 열거하거나 요나와 다니엘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는 최초의 목격자를 정신착란을 

앓았던 여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꾸민 이야기라 단정했고, 더 나아가 몸의 부활

을 믿는 기독교 교리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예수가 행한 이적들에 대한 비판에서 켈수스가 문제시한 것은, 이적들의 

행위 자체보다는 예수가 어떤 능력에 근거해 행해졌는가에 있었다. 즉, 그의 

사고에서 볼 때, 예수는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적들을 행한 사악한 주술사

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켈수스의 비판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고대 철학자와 선인들의 가르침을 재인용했거나 와전시킨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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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다. 여러 주인을 섬기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켈수

스는, 로마제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고문과 

박해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주장했다.

켈수스의 비판의 내용들은 이전 일반 대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의 내용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그가 성경을 직접 읽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물론 그 동기가 기독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적대하며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스스로의 조사와 더불어, 헬라-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철학적 이해와 신념에 근거한 그의 비판을 볼 때, “보수주의 

지식인”(conservative intellectual)이라 평가한 윌켄의 지적은 합당해 보인

다.70 결국 그의 기독교 비판은 “체계적인 공격”(systematic attack)일 수밖에 

없었고,71 오리게네스는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그의 비판의 내용을 방대하게 

인용하며 조목조목 반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70 Robert L. Wilken, The Christians As the Roman Saw Them, 95. 
71 Stephen Benko, Pagan Rome and the Early Christians,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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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ttitude of Early Graeco-Roman Intellectuals Toward 

Christianity: From Celsus’ Criticism of Jesus

Min Seok Shin

(Sydney College of Divinity, Adjunct Professor, Church History)

This article deals with Celsus’ criticism of Christianity, 

particularly its central figure, Jesus. Unlike earlier critics, Celsus' 

criticism is based not on rumors among the populace, but on his 

own reading of the Bible, his philosophical understanding, and 

his traditional Graeco-Roman religious view, About seventy years 

later, Origen in his work, Contra Celsum, rebutted Celsus, and 

quoted contention at length in Ἀληθὴς Λόγος which had been 

composed by him against the Christians. This shows that his 

criticism was so threatening to early Christianity.

Celsus’ criticism of Jesus can be explained in the three main 

categories in content. First, about the divinity of Jesus. Celsus 

viewed the virgin birth of Jesus as a fabulous tale invented by himself, 

and the doctrine of incarnation as a made-up story by his deluded 

and credulous followers. Based on his philosophical view that god 

cannot become mortal being by change and transformation, Celsus 

saw Jesus merely as a human. Second, regarding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Celsus criticized the former as a fable 

for his philosophical understanding that god cannot suffer. Celsus 

also disparaged Jesus’ prayer to be delivered from the cup as his 

congruous behavior. For Celsus, the first witness to the resurrection 

was treated as a hysterical female, and his resurrection wa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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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ble. Last, Celsus criticized Jesus’ teaching as nothing more than 

re-quotation or distortion from the ancient sages, and his miracles 

as the work of sorcery, respectively. This paper provides an insight 

into how early Graeco-Roman intellectuals understood the figure 

of Jesus, and how early Christian apologists defended Christianity.

Key Words: Celsus, Jesus, Magician, Crucifixion, Resurrection, Inca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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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헛된 영광(κενοδοξί

α)이 큰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4세기 동방교부 요한 크리소스톰 역시 

자주 헛된 영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본 논문은 헛된 영광을 위한 

구제행위에 대한 요한의 경고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는 구제의 동기에 

관한 문제로 요한은 이 죄가 선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극복방안을 

여러 설교에서 가르친다. 특히 이 문제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한의 담론을 당시 사회의 중요한 경제구조인 후원제도

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한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구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명예를 위한 구제는 하늘에 쌓인 보상을 없앤다. 요한은 헛된 영광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제의 최고의 교사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음을 기억해

야 한다. 명예를 돌릴 것을 요구받은 수혜자들은 오히려 욕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천국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이교인들의 

공적 기부제도의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순수한 동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 

준 기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묘사된다. 요한은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로마 후원제도를 하나님의 후원제도로 변혁하여 신자들이 

그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천국

의 보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제와 헛된 영광에 대한 요한의 담론은 

종말론적인 보상이라는 큰 그림을 중심으로 헛된 영광의 본질과 폐해, 그리고 

극복방안이 체계화되어 있다. 기독교적인 후원제도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

한 순수한 사랑의 실천과 엄청난 보상이라는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세속적인 

헛된 영광을 극복할 수 있다.

키워드: 요한 크리소스톰, 구제, 헛된 영광, 보상, 구제의 동기, 하나님의 후원제도

논문투고일 2021.07.20. / 심사완료일 2021.08.30. / 게재확정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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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헛된 영광(κενοδοξία)

이 큰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명예를 탐하는 것이 영적완성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사막 수도사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허영을 피해야 할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the seven 

deadly sins)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후 중세 초에 대죄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서 일반신자들의 경건생활을 위한 지침이 되었다.1 4세기 동방교부 요한 크리소

스톰(John Chrysostom, C.E c.349-407, 이후로는 ‘요한’으로 표기) 역시 

자주 헛된 영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 악덕은 가장 근본적이며 치명적

인 욕망들 중에 하나로 신자의 영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킨다. 

그는 헛된 영광이 복음과 교회의 이상과 완전히 대립된다고 가르쳤다.2

요한의 헛된 영광의 해악성에 대한 잦은 경고에 비하면 이에 대한 현대 학자들

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요한이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champion 

of the poor)로 불릴 만큼 자비의 사역을 강조하였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행과 헛된 영광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 레이얼리(Blake 

Leyerle), 지츠러(Silke Sizler), 로스캄(Geert Roskam), 이은혜와 같은 학자

들은 주로 고대 그리스-로마 사회의 사회적 관습인 공적기부제도(euergetism)

에 대한 요한의 비판을 다루었다. 고대사회에서 상류층 부자들(patrons)은 시

(clients)의 유지를 위해 재산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명예와 칭송을 

받았다. 요한은 귀족들이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면서 성도들

은 이런 삶의 모습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교훈한다.3 하지만 그는 이교도들의 

 * 본 연구는 2020년 고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확대개정판 (서울: IVP, 2020), 13, 210-11. 드영(Rebecca 

K. Deyoung)은 4세기 사막교부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는 기독교 

사상사에서 허영의 본질과 피해, 극복방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레베카 드영, 『허영』, 김요한 

역(서울: 두란노, 2015).
2 Geert Roskam, “John Chrysostom on Pagan Euergetism: A Reading of the First Part 

of De inani gloria et de educandis liberis,” Sacris Erudiri 53 (2014), 147, 166.
3 이은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설교에 나타난 수도주의와 “가난한 자를 사랑한자”(Lover of 

the Poor)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26 (2010), 207-14; Blake Leye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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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도에 대한 비판보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의 이면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을 더 많이 경계했다. 자기과시의 본질, 이와 관련된 구제와 

위험성, 그리고 극복방안 등을 여러 설교에서 설명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은 헛된 영광을 위한 구제행위와 관련된 요한의 경고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는 구제의 동기에 관한 문제로 요한은 이 죄가 선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극복방안을 여러 설교에서 가르친다. 특히 이 문제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한의 담론을 당시 사회의 중요한 

경제구조인 후원제도(patronage 혹은 euergetism)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학자들은 고대 후기 기독교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교의 

사회, 문화적 제도가 사람들의 정신과 관습에 여전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4 이 논문은 요한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변혁하여 신적인 기부제

도(divine euergetism)의 소망 가운데 기부자들의 참된 동기를 강조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고대후기의 기독교와 사회제도 간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

면서 그의 구제 사상의 더 큰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요한의 마태복음 연속설교(In Matthaeum hom. 1-90, CPG 

4424)가 집중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전체 90편의 설교 중에 55편 이상이 부와 

가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들은 요한의 구제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어 왔다.5 이 설교들을 중심으로 관계된 다른 자료들을 다룰 것이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Use of Money,” Harvard Theological Review 
87 (1994), 34-43; Silke Sitzler, “Identity: The Indigent and the Wealthy in the Homilies 

of John Chrysostom,” Vigiliae Christianae 63 (2009), 475; Roskam, “John Chrysostom 

on Pagan Euergetism,” 147-69. 요한에 대한 가난연구의 최신 동향에 대한 비판적인 정리는 

다음의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배정훈, “Status Quaestionis: 요한 크리소스톰 가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신학논총」 36 (2020), 47-85.
4 Peter Van Nuffelen, “Social Ethics and Moral Discourse in Late Antiquity,” in  Reading 

Patristic Texts on Social Ethics: Issues and Challenges for Twenty-First-Century 
Christian Social Thought, ed. Johan Leemans, Brian J. Matz and Johan Verstraete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1), 48-53, 58-62.
5 C. Bauer, John Chrysostom and His Time, trans. M. Gonzaga, vol. 1 (London: Sands, 

1959), 217; Richard D. Finn, Almsgiving in the Later Roman Empire: Christian 
Promotion and Practice (313-4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52. 마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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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요한의 관심과 

구제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요한은 부의 본질과 바른 사용에 대해 반복적으

로 가르쳤다. 둘째, 헛된 영광의 본질과 피해를 분석할 것이다. 과시를 위한 

구제가 얼마나 악한 것이지, 또한 그것이 선행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 귀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의 명령인 불우한 자들에 대한 자선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한의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자선과 로마의 후원제

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종말론적인 보상을 축으로 통일되어 있는 구제

와 헛된 영광에 대한 요한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

요한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부를 나누라고 자주 가르쳤다. 

부자들의 탐욕과 사치를 비판하며 그러한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

다. 청중들은 이 주제에 대한 반복된 가르침에 실증을 느끼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에서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 요한이 사제로 

사역했던 안디옥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했다. 

도시는 부유하고 땅은 비옥했지만 대부분의 부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다. 수천 

명이 거지나 다름없이 살았고 약 5만 명 정도가 최저생활비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땅을 소유한 대지주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상인들은 가격

을 올리기 위해 곡물을 비축하거나 포도주나 곡물을 일부러 못쓰게 만드는 

음 설교는 전통적으로 390년경 안디옥에서 작성되었다고 간주되었다. J.N.D. Kelly, Golden 
Mouth: The Story of John Chrysostom - Ascetic, Preacher, Bishop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90. 마이어(Wendy Mayer)는, The Homilies of St John 
Chrysostom - Provenance: Reshaping the Foundations (Roma: Pontificio Istituto 

Orientale, 2005), 22-23,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같은 시리즈의 설교라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다. 본 논문은 지면상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하지 못하지만 마태복음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390년 초반 안디옥에 기원한다고 

가정한다.
6 Chrys. Hom. 88.3 in Mt. (PG 58:77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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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서슴지 않았다.7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387년 겨울 어느 날 요한은 안디옥의 교회로 가는 길에서 거리에 있는 수많은 

거지들의 모습을 보았다.

저는 오늘 정의롭고 유용하며 합당한 변호를 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도시에 있는 구걸하는 

자들이 저를 이를 위해 세웠는데 이는 말, 투표, 공동의회의 결정이 아닌 

그들의 불쌍하고 너무나 심각한 광경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모임에 오기 위해 서두르는 중 시장과 좁은 통로를 지날 때 거리 중간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렸고 어떤 사람은 

눈이 뽑혔고 어떤 사람은 썩은 고름과 낫지 않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가려야만 하지만 썩은 것이 쌓여서 그 신체부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호소하지 않는 것은, 

특히나 계절로 인해 그렇게 해야 하는 이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8

요한은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변호자로 자처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그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로 오는 길에 목도한 

구걸하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 때문이다. 그들은 눈이 뽑힌 채로, 팔이 잘린 

채로, 온 몸에 징그러운 상처가 가득한 채로 생존을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 끼 양식을 동냥하고 있었다. 때때로 요한은 거지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어릿광대 노릇을 하고 심지어 자식들을 장님으로 만드는 것을 한탄한

다.9 데빈(Michael J. Devinne)은 고대후기 교부들이 여러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0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사용된 수사적 기법은 ‘시각화’(ἔκφρασις)이다. 이 기법은 

7 루돌프 브랜들레,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고대 교회 한 개혁가의 초상』, 이종한 역 (서울: 분도, 

2016), 71.
8 Chrys. Eleem. 1 (PG 51:261.4-20).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번역은 본인이 한 것이다.
9 브랜들레,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72.
10 Michael J. DeVinne, “The Advocacy of Empty Bellies: Episcopal Representation of 

the Poor in the Late Roman Empire,” (Ph.D diss. Stanford University, 199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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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수사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묘사되는 사물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다.11 고대 수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독자 혹은 청자들

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시각적인 이미지 사용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이 글과 

말보다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흡수하기 때문이다.12 

거리의 걸인들에 대한 요한의 상세한 묘사는 그들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결국 자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와 관련해 요한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부 자체는 가치중립적이

며 그것의 사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산을 나눈다면 부는 선한 것이지만 자신만 누리고 산다면 이는 

악한 것이다.13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에서는 주로 이상적인 주장일 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요한은 부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 모든 부는 불의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태초

에 모든 사람들이 공기, 물, 햇빛과 같이 부 역시 공유하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내 것’과 ‘네 것’간의 구분이 만들어졌고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되었다.14 요한은 이런 점에서 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한 

부를 영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치명적인 영적인 병으로 간주하였다.15 

부자들의 영혼의 상태는 미처 날뛰는 정신병자와 같으며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빠진다.16 요한은 고가의 액세서리를 하는 귀족 여성들에게 그것은 단지 흙과 

11 Margaret M. Mitchell, The Heavenly Trumpet: John Chrysostom and the Art of 
Pauline Interpret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01.

12 David Rylaarsdam, John Chrysostom on Divine Pedagogy: The Coherence of his 
Theology and Pr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31-32.

13 Emmanuel Clapsis, “The Dignity of the Poor and Almsgiving in St. John Chrysostom,” 

Greek Orthdox Theological Review 56 (2011), 61-62; Kleanthis X. Kourtoubelides, 

“The Use and Misuse of Wealth according to St. John Chrysostom,” (MA thesis, 

Durham University, 1995), 57-73, 95-109.
14 Barry Gordon, “The Problem of Scarcity and the Christian Fathers: John Chrysostom 

and Some Contemporaries,” Studia Patristica (이후 SP) 22 (1989), 112-14; 브랜들레,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71-72.
15 Chrys. Hom. 20.2, 4 in Mt. (PG 57:288.60-289.1, 291.22-24); Hom. 56.5 in Mt. (PG 

58:556.27-29).
16 Chrys. Hom. 51.6 in Mt. (PG 58:5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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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진흙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그들은 이기적인 사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17

부자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임을 알고 자신의 소유를 소외당하고 

고통 받는 자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 물론 요한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욱 자비의 선행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18 이것이 그들이 

많은 부를 가지게 된 이유이다. 『마태복음 77번째 설교』는 부자들을 교회의 

집사에 비교한다. 교회의 집사들이 가진 돈은 그들의 돈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신자들이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와 같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은 돈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 부자들이 비록 유산이나 

정직한 노동을 통해 재산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부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그의 재산을 맡긴 것이다. 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의 본래의 목적을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19

요한은 구제야 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바울의 가르

침에 따라 그는 “사랑은 최고의 덕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표징이며 가장 

높은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주장한다.20 자선은 덕의 여왕이다. 금식, 맨 바닥에

서 자는 것, 철야기도, 말씀묵상, 심지어 독신과 같은 금욕생활도 구제의 덕을 

초월할 수 없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영적인 훈련은 쓸모없

다. 왜냐하면 구제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1 공공성의 여부가 

덕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잣대이다.22 더 나아가 요한은 구제가 없이는 아무도 

17 Chrys. Hom. 89.4 in Mt. (PG 58:786.43-46).
18 Junghun Bae,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the Soul 

(Paderborn: Brill, 2021), 64-67.
19 Chrys. Hom. 77.5 in Mt. (PG 58:707.54-708.34).
20 Chrys. Sac. 2 (SC 272:124-26).
21 Chrys. Hom. 77.5-6 in Mt. (PG 58:709.1-710.54).
22 Adolf M. Ritter, “Between ‘Theocracy’ and ‘Simple Life’: Dio Chrysostom, John 

Chrysostom and the Problem of Humanizing Society,” SP 22 (1989), 1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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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한다.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이를 보여준

다고 지적한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구제로 해석하면서 

요한은 고대후기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 덕목으로 알려진 독신을 하고도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주장한다.23 요한은 신자들에게 부지런히, 끊이지 말고 물질로 표현되는 

사랑을 나눠줄 것을 권고한다.

이 덕(구제)을 사랑합시다.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소중히 여겨 

그것이 우리를 인정하도록 합시다. 만일 이 덕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주님 

역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

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 이러한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

(마 25:34)”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24

III. 구제, 자기 과시, 그리고 상

1. 헛된 영광의 특징 

요한은 개인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섬김을 매우 사랑한다고 고백하

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덕을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25 

동시에 이 덕을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자비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것, 즉 헛된 영광을 피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9번째 설교』에서 요한은 예수의 교육의 원리를 자신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

23 Chrys. Hom. 78.1-2 in Mt. (PG 58:711.1-713.26); 배정훈, “세상 속에서 수도적 삶: 마태복

음 7장 13-14절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톰의 해석,” 「갱신과 부흥」 26 (2019), 55-60.
24 Chrys. Hom. 1.3 in Phil. (PG 62:182.31-38).
25 Chrys. Hom. 71.3 in Mt. (PG 58:6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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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수는 처음부터 헛된 영광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지 않고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여러 가지 삶의 원리를 가르친 후 그것의 실천방법을 가르친다. 헛된 

영광은 그의 명령을 올바르게 따르고자 할 때 동반되기 때문이다. 예수는 덕의 

씨앗을 먼저 뿌리고 그것의 열매를 없애는 허영심을 피하라고 말한다.26

요한은 마태복음 6장 1절(“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을 주석하면서 헛된 영광은 구제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가장 

심한 영혼의 병(νόσημα)이며, 영적인 폭군이며 광기(μανία)라고 주장했다.27 여

기서 일반적인 병과 정신병에 대한 전문용어 모두 사용된다.28 헛된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케노독시아’(κενοδοξία)는 ‘텅 빈’ ‘내용이 없는’ ‘거짓된’을 의미

하는 ‘케노스’(κενός)와 ‘영광’ ‘영예’를 뜻하는 ‘독사’(δόξα)의 합성어로 ‘빈 영광’ 

혹은 ‘가짜 영광’을 의미한다. 여기서 라틴어 ‘바나 글로리아’(vana gloria)와 

영어 vainglory가 파생되었다. 성경은 헛된 영광이란 내용이 없고 열매가 없는 

어리석은 영광이라고 가르친다.29 요한에게 있어서 허영과 교만은 서로 밀접하

게 관계되어 있고 때때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허영은 

선행의 동기와 교만은 선행의 결과에 관한 것이지만 이 둘은 거의 구분이 힘들다. 

요한에 따르면 교만(φύσημα/ὑπερηφανία)은 모든 죄의 요새(ἀκρόπολις), 뿌리(ῥίζ

α), 어머니(μήτηρ), 근원(πηγή)이다. 교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 결과 창조계는 어그러지게 되었다. 교만은 사탄과 아담의 범한 죄이다. 그들

은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의 지위를 상실하였다.30 기독교 전통에서도 헛된 영광과 교만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증언한다. 에바그리오스, 어거스틴, 아퀴나스는 이 악덕들이 상호 

연관적이라고 말하면서 교만에서 헛된 영광이 나오고 헛된 영광이 교만을 커지

26 Chrys. Hom. 19.1 in Mt. (PG 57:273.19-30 ab imo).
27 Chrys. Hom. 19.1 in Mt. (PG 57:273.22-30 ab imo).
28 배정훈, “구제와 영혼의 치유에 대한 존 크리소스톰의 사상 연구: 그의 마태복음 설교를 중심으

로,” 「성경과 신학」 88 (2018), 125-28. 요한의 의학화 된 담론과 사상에 대한 최근연구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배정훈, “Status Quaestionis: 요한 크리소스톰과 철학-의학

적 치료,” 「갱신과 부흥」 26 (2020), 43-81.
29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214-15.
30 Chrys. Hom. 3.4 in Mt. (PG 57:36.24-29); Hom. 15.2 in Mt. (PG 57:224.39-225.9); 

Hom. 9.2 in Jo. (PG 59:72.24-60); Hom. 16.4 in Jo. (PG 59:10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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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든다고 주장한다.31

요한은 이 악덕이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은 괴물(πολυκέφα

λον θηρίον)이라고 부른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들이 

등장한다. 키마이라(Chimaira)는 머리는 사자, 꼬리는 뱀, 몸통은 숫염소로 

합쳐져 있고 불을 뿜는다. 스킬라(Skylla)는 허리 위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래는 6개의 개의 머리로 되어있다. 플라톤(Plato, B.C.E 

c.427-347)은 『국가』에서 이러한 괴물들을 따라 인간의 욕망을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묘사한다.32 요한 역시 이와 같은 신화적인 괴물들을 

언급한다. 은 요강을 만드는 귀족여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는 이러한 

사치가 스킬라나 히포켄타우르스(Hippocentaurs)의 미친 행위들을 닮았다고 

주장한다. 히포켄타우르스는 황금나무를 만들고 스킬라는 인간을 목재 황소 

안으로 밀어 넣었다. 요한에 따르면 배설물을 은 요광에 모시는 자들은 심지어 

고대의 괴물들의 해괴한 광기를 훨씬 넘어섰다고 말한다.33 요한은 허영심을 

여러 개의 머리 달린 괴물에 비교함으로 이것이 그만큼 혐오스럽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욕망과 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이단들도 

동물에 비유한다.34

머리가 많은 괴물로서의 허영심은 그것의 특징과 관련 있다. 이는 권력, 부와 

사치, 힘 등을 자랑하는 부정적인 상황과 관련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구제, 

금식, 기도, 가르침과 같은 선행의 마스크를 쓸 때도 있다. 요한은 선을 가장하는 

이 악덕을 비통해한다. 겉보기에는 선하지만 조금 더 들춰보면 가장 큰 악이 

도사리고 있다. 선을 가장해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애당초 선에는 관심이 

없다. 누가복음 18장 11-1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 

31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220-21; 드영, 『허영』, 86-88.
32 Plato, Respublica, 588c (LCL 276:398-99)
33 Chrys. Hom. 7.4-5 in Col. (PG 62:349.21-58).
34 Blake Leyerle, “Locating Animals in John Chrysostom’s Thought,” in Revisioning 

John Chrysostom: New Approaches, New Perspectives, ed. Chris L. de Wet and 

Wendy Mayer (Leiden: Brill, 2019), 277-84. 초대 기독교 저자들의 동물 이미지 사용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Patricia Cox Miller, In the Eye of the Animal: 
Zoological Imagination in Ancient Christianit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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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람들 앞에서 한 주에 두 번씩 하는 금식과 소득의 십일조를 지키고 

있다고 자랑한다. 심지어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들과 달리 토색,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감사기도를 한다.35 요한은 신자들이 선하게 살도록 성경

의 모범적인 인물들의 예를 드는데 악행을 경계하기 위해 반대의 인물들의 

행동을 버려야 할 것으로 제시한다.36 에드워드(Robert G. T. Edwards)가 

옳게 지적했듯이 요한의 성경인물 사용은 그 자체가 가르침과 영적 치료의 

도구가 된다.37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수도사들 또한 헛된 영광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 극단적인 고행과 금욕생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수도사들의 교만한 자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다.38 반면 그들이 

이전에 누리던 삶에 대한 미련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그 예가 젊은 수도사 

스타기리우스(Stagirius)이다. 요한은 장래가 촉망받던 스타기리우스가 숭고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 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집착과 걱정으로 우울증에 걸린 

이야기를 전한다. 이로 인해 젊은 수도사는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였다. 요한은 

헛된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39 

허영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존재의 증명으로 삼고자할 때 등장한다.

2. 자기 과시와 보상

요한은 잘못된 동기로 자비를 실천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한다. 『마태복음 

35 Chrys. Hom. 71.2-3 in Mt. (PG 58:664.35-55, 665.41-46); hom. 19.1 in Mt. (PG 

57:273.11-30 ab imo, 275.10-16).
36 Pak-Wah Lai, “John Chrysostom and the Hermeneutics of Exemplar Portraits,”(Ph.D. 

diss. Durham University, 2010); Demetrios E. Tonias, Abraham in the Works of John 
Chrysostom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4).

37 Robert G. T. Edwards, “Healing Despondency with Biblical Narrative in John 

Chrysostom’s Letter to Olympias,”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28 (2020), 

203-31.
38 Jessica Wright, “Brain and Soul in Late Antiquity,”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2016), 266-80.
39 Jessica Wright, “Between Despondency and the Demon: Diagnosing and Treating 

Spiritual Disorders in John Chrysostom’s Letter to Stageirios,” Journal of Late 
Antiquity 8 (2015), 3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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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설교』에서 요한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선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요한에게 감사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그는 잠언 

19장 17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그들에게 빚쟁이가 

된다고 답변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때 그는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고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40 그런데 왜 청중들이 요한에게 가난

한 자들을 대신해 감사를 요구하는가? 더 자세히 말하면 왜 그들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하는가? 이는 그리스-로마 사회의 후원제도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제국시대에도 계속 활발

히 작용하였다.41

고대사회에서 소수가 재화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제도를 통해 이러

한 재화를 획득하였다. 여기에는 돈, 보호, 고용과 승진, 신용, 영향력, 충고 

등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필수적

이었다. 후원제도는 개인적인 후원과 공적기부가 있다.42 권력과 부가 높고 

많거나 동등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 요청받은 사항을 수혜자에게 베푼다. 후견

인은 수혜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해 수혜자는 그의 명예와 명성을 높이고 

그에게 충성을 다한다. 수혜자는 받은 혜택을 공개적으로 계속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인 기부는 부유한 엘리트가 시나 대중에게 베푸는 시혜이다. 

그들은 신전, 극장, 거대한 회랑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과 개선, 축제와 운동경

기 후원,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위기의 때의 후원으로 도시나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공공축제에서 면류관을 씌어주거나 비석 혹은 

동상을 세워주었다. 이는 모두 기부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비석과 동상의 경우 이를 영구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의 후원제

도는 상호 호혜적이다.43 이런 호혜주의 관점에서 되돌려 줄 능력이 없는 가난한 

40 Chrys. Hom. 15.9 in Mt. (PG 57:235.41-236.12).
41 Marc D. Gygax and Arijan Zuiderhoek, ed. Benefactors and the Polis: The Public 

Gift in the Greek Cities from the Homeric World to Late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42 개인적인 후원관계와 공적기부를 구분하기도 한다. Stephen Joubert, “One Form of Social 

Exchange or Two? ‘Euergetism,’ Patronage, and Testment Studies,” Biblical Theology 
Bulletin 31 (2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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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노예, 외국인 등은 대부분 제외되었다.44 4세기 이후 주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기독교적인 관용을 크게 증진시켰지만 여전히 로마적인 후원제

도가 사회의 결속과 질서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 고대후기 황제의 시혜에 

대한 찬양문서를 연구한 판 누펠른(Peter Van Nuffelen)은 시혜자에 유익에 

초점을 둔 이교적인 liberalitas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

하는 기독교적인 caritas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음을 밝혔다.45

이 호혜적 관계에서 수혜자의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드실바(David A. 

deSilva)가 옳게 지적했듯이 고대사회에서 은혜가 은혜로 보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상되고 추한 것으로 떨어진다.46 키케로(Cicero, B.C.E. 106-43)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의무라고 주장했다. 호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최대의 

것을 기부자에게 돌려야 한다. 그는 감사로 보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더 

큰 의무가 없다고 지적한다.47 세네카(Seneca, B.C.E c.1-C.E. 65) 역시 마찬

가지이다. 선물을 베푼 사람 앞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

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 

43 데이비드 A. 드실바,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성경 읽기: 명예, 후원, 친족, 정결, 개념 연구』, 

김세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133-46; Roskam, “John Chrysostom on Pagan 

Euergetism,” 150. 고대후원제도에 관한 주요 연구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Frederic W. 

Danker, Benefactor: Epigraphic Study of a Graeco-Roman and New Testament 
Semantic Field (St. Louis: Clayton Publishing, 1982); Richard P. Saller, Personal 
Patronage under the Early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Andrew Wallace-Hadrill, ed. Patronage in Ancient Society (London: Routledge, 

1989). 간략한 요약과 중요 서지사항은 여러 책에서 제공되었다. Peter Garnsey and Richard 

Saller, ed. The Roman Empir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2n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173-84; 존 M. G.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개념 연구』, 송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39-145.
44 조슈아 W. 지프, 『환대와 구원: 혐오․ 배제․ 탐욕․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송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74.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Annelise 

Parkin, “‘You Do Him No Service’: An Exploration of Pagan Almsgiving,” in Margaret 

Atkins and Robin Osborne ed. Poverty in the Roma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60-82.
45 Van Nuffelen, “Social Ethics and Moral Discourse,” 48-53, 58-62. 그의 입장은 브라운

(Peter Brown)의 논제를 반박하는 것이다: 피터 브라운, 『고대 후기 로마제국의 가난과 리더십』, 

서원모·이은혜 역 (파주: 태학사, 2012).
46 드실바,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성경 읽기』, 154.
47 Cicero, De Officiis(이후 Offic.),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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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일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감사하기 싫다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48 배은망덕은 심각한 악덕으로 간주되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공공과 개인의 삶에 중요한 관대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모든 인류에게 

해를 입힌다고 여겨졌다. 더 나아가 신들에 대한 반역으로 구분되었다. 은혜가 

여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49

이렇게 보답의 감사가 중요한 사회체계 속에서 요한 공동체에 속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의아해하고 요한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 사회의 관습이라고 여겨

지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속이 빈 거짓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끔찍하지만 특히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비의 

행동과 연관이 있을 때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이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비참을 이용하여 자신의 평판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궁핍한 자들이 

아닌 오직 칭찬과 명예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기부자의 

유익을 위해 이용될 뿐이다. 요한은 한편에서는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어 가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만을 받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대중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거리와 회당에서 

구제하는 위선자들의 악행(마 6:2)은 완전히 미친 것이며 역겨운 것이라고까지 

말한다.50 요한의 청중들은 이 영적 정신병에서 멀어져야 한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기대와는 반대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구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허영심이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다. 요한은 

이 욕망이 덕의 열매를 망친다고 주장한다. 의의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모든 농사가 헛되게 된다. 요한은 이를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구제의 선행을 남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주의하라’에 주목하면서 요한은 여기서 예수가 

마치 야생짐승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야생짐승이 소리도 

48 Seneca, De Beneficiis(이후 Ben.), 2.22-23.2.
49 드실바,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성경 읽기』, 155.
50 Chrys. Hom. 19.1 in Mt. (PG 57:273.28-30 ab imo, 275.1-17); Hom. 71.2-3 in Mt. 

(PG 58:664.35-55, 66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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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몰래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쳐놓듯이 헛된 영광이 구제의 열매를 이렇게 

파괴한다는 것이다.51 또한 헛된 영광의 가면을 쓴 구제는 몸을 파는 창녀로 

전락한 공주와 같다. 왕은 딸을 고귀하게 키우려고 하지만 음흉한 계획을 가진 

유모가 들어와 이 계획을 무산시킨다. 그녀는 공주에게 젖을 주어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곳으로 인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잘못된 유모로 인해 공주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도 떠나게 된다.52

헛된 영광이 자비의 선행의 모든 유익을 헛되게 만든다고 할 때 이는 구체적으

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요한은 하늘에 쌓인 모든 보상(μισθός)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마 6:1-2).53 여기서 보상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보상에 관한 요한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물질적인 혹은 영적이며 

때때로 구원, 즉 영생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요한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한다. 요한은 미래의 상급이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실재임을 계속 강조한다. 홀(Christopher Hall)은 요한이 미래의 보상과 

심판의 실제에 대한 확신 위에서 목회와 신학 작업을 수행해나갔다고 밝힌다.54 

하지만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도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론한다. 요한은 이에 대해 비록 영적인 실재는 볼 수 없을지라도 유비

(analogy)를 통한 추론으로 알 수 있다고 답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공로에 

대해 상을 주듯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노예의 주인이나 황제가 자유, 

면류관과 상금을 주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자들의 노력에 답할 것이며 그 보상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55

51 Chrys. Hom. 19.1 in Mt. (PG 57:273.4-11 ab imo).
52 Chrys. Hom. 71.3 in Mt. (PG 58:665.4-11).
53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4 Christopher Hall, “John Chrysostom’s On Providence: A Translation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 Drew University, 1991), 103.
55 Chrys. Hom. 13.5 in Mt. (PG 57:215.5-2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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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교부들의 부와 가난에 대해 설교는 종말론적인 전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은 마지막 날에 보상과 심판으로 보응 받는다.56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요한에게도 볼 수 있다. 크헤뻬(Cyrille Crépey)는 요한의 목양

과 구제사역 가운데서 보상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57 천국의 상급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복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

으켜 선행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구제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요한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에게 예비 된 복에 둔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특히 결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58

보상의 근거구절은 마태복음 6장 19-20절이다(마 6:3-4 참조).59 이 구절은 

유대-기독교 전통의 구제사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투자, 

거래, 송금과 같은 경제용어로 구제와 보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다.60 요한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자비의 덕으

로 인도하기 위해 보상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준다면 그들의 재산이 좀, 동록,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61 하지만 난공불락의 하늘의 보물창고가 파괴

되는 경우가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이다. 요한에 

따르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은 모든 하늘의 보상을 잃으며 심지어 

56 Helen Rhee, Loving the Poor, Saving the Rich: Wealth, Poverty, and Early Christian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49.

57 Cyrille Crépey, “La récompense, un thème majeur dans le discours pastoral de Jean 

Chrysostome,” Revue des sciences religieuses 83 (2009), 97-113.
58 배정훈, “희망과 두려움의 수사학: 존 크리소스톰의 구제 담론에서 보상과 심판의 영혼치유적 

역할,” 「장신논단」 50 (2018), 77-81.
59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60 Gary A. Anderson, “Redeem Your Sins by the Giving of Alms: Sin, Debt, and the 

‘Treasury of Merit’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Letter & Spirit 3 (2007), 

39-57. 다음의 책도 참고하라. Peter Brown, Treasure in Heaven: The Holy Poor in 
Early Christianity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61 Chrys. Hom. 20.2 in Mt. (PG 57:28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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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너희의 모든 상을 잃어버렸다(마 

6:1-2)”는 그리스도의 무서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62 그들의 처지는 마치 

항구 바로 앞에서 침몰한 배와 같이 불쌍하다.63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항구에 

오기까지 숱한 고난을 견뎠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어이없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요한은 아이러니하게 그들 자신이 

아무도 훔치지 못하는 보물을 스스로 파괴했다고 지적한다. 헛된 영광을 좀과 

도둑에 비교하면서 그는 이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자비롭다고 불리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손실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보물들의 도둑

이 됩니다. 아니, 우리의 소유물들을 망치고 우리가 하늘에 쌓아 놓은 것을 

흩어버리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 새로운 재난이여! 

이 이상한 욕망이 그렇습니다. 좀도 부패시키지 못하고 도둑도 뚫고 올 수 

없는 그곳을 헛된 영광이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그곳에 있는 보물의 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부의 도둑입니다. 이것이 망칠 수 없는 부를 

훔쳐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망치고 파괴합니다. 사탄이 그 장소가 강도와 

벌레와 보물에 대한 다른 음모들에 정복될 수 없는 난공불락임을 보고 헛된 

영광으로 그 부를 빼앗습니다.64

땅의 좀, 벌레와 도둑을 피해 어떤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물을 보관한다 할지라도 허영심이 천국의 좀과 도둑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한

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다.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요한은 사탄을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62 Chrys. Hom. 71.3 in Mt. (PG 58:665.35-41). 초대교회에서 듣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Carol Harrison, The Art of Listening in the Early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63 Chrys. Hom. 15.9 in Mt. (PG 57:235.44-45).

64 Chrys. Hom. 71.3 in Mt. (PG 58:66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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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극복방안

1. 은밀함 

요한은 자비의 선행을 완전히 파괴하는 헛된 영광의 추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그는 죄를 지적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공한

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제의 기술(τέχνη)을 배워야 한다. 요한에 따르

면 하나님이 이 분야의 최고의 선생이다. 하나님이 구제를 가장 잘 알며 완벽하게 

실천하고 그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다.65 4세기 이후 예술, 기술, 신학에 대한 

교부들의 입장을 연구한 루드로우(Morwenna Ludlow)에 따르면 기술이라고 

불리는 ‘τέχνη’는 상당히 폭 넓은 의미를 가졌다. 고대는 현대와는 달리 예술, 

기술, 그리고 그 안의 세부적인 영역들이 확실하게 나뉘지 않았다. 루드로우는 

고대세계에서 기술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술은 

지식영역과 관련이 있다. 둘째, 기술은 선생의 개인적인 제자가 되어 모방하는 

것으로 습득되었다. 셋째, 기술은 사회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넷째, 기술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두 번째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인들은 철저히 도제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기술을 전수시켰다. 제

자는 교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 헌신을 통해 기술을 

익혔고 이 때 주된 교육의 방법은 선생의 모범을 따라하는 것이었다.66 이런 

점에서 요한은 구제의 최고의 장인인 하나님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것을 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일 학생이 어떤 기술을 배우기 원한다

면 전문가에게 가야한다. 즉, 그가 레슬링 선수나 검투사 혹은 연설가가 되길 

원한다면 각 분야의 선생의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레슬링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 생선 장수나 약초 가게에 간다면 잘못된 것이다.67

65 Chrys. Hom. 71.3 in Mt. (PG 58:665.46-51).
66 Morwenna Ludlow, Art, Craft, and Theology in Fourth-Century Christian Autho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22-24.
67 Chrys. Hom. 71.3 in Mt. (PG 58:665.51-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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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philanthropy)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은 견습생들에게 은밀하게 구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근거한다.68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구제를 성례(μυστήριον)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더럽

게 만든다.69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신자들이 그들의 선물을 하나님

께 드리는 제단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은 하나이며 그가 가난

한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마 25:31-46)70 구제가 성례라는 요한의 놀라운 

발언은 또한 무엇이 성례인가에 대한 그의 생각에 근거한다: “우리의 성례는 

무엇보다도 구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Καὶ γὰρ τὰ μυστήρια τὰ ἡμέτερα τοῦτο 

μάλιστά ἐστιν, ἐλεημοσύνη καὶ φιλανθρωπία Θεοῦ).”71 요한에 따르면 성례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큰 자비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한은 구체적으로 성찬의 중보기도를 예로 사용한

다. 이 중보 기도들은 모두 자비로 충만하다. 성찬 시작 때 세 번의 중보기도가 

귀신들린 자들과 참회자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드려진다. 

신자들의 경우 아이들이 그들의 위해 중보 한다. 아이들은 겸손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기 때문이다. 요한은 성찬 참여자들은 이 예식이 얼마나 자비로 

가득한지를 안다고 선언한다. 사실상 성찬은 자비 그 자체이다. 성찬의 정의에 

기초해서 요한은 스스로 임명된 사제로서 기부자들은 구제의 성찬이 거룩해지도

록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자비를 행해야 한다고 과장하기도 한다.72

68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9 Chrys. Hom. 71.4 in Mt. (PG 58:666.30-32).
70 Catherine Broc-Schmezer, “De l’aumône faite au pauvre à l’aumône du pauvre: 

Pauvreté et spiritualité chez Jean Chrysostome,” in Les pères de l’Église et la voix 
des pauvres: Actes du IIe Colloque de la Rochelle, 2-4 septembre 2005, ed. Pascal 

Delage (La Rochelle: Histoire et Culture, 2006) 139-48; Rudolf Brändle, “This 

Sweetest Passage: Matthew 25:31-46 and Assistance to the Poor in the Homilies 

of John Chrysostom,” in Wealth and Poverty in Early Church and Society, ed. Susan 

R. Holma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133-35.
71 Chrys. Hom. 71.4 in Mt. (PG 58:666.32-34).
72 Chrys. Hom. 71.4 in Mt. (PG 58:666.35-52); Bryan D. Spinks, “The Growth of Litu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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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요한에게 있어 은밀한 자선은 근본적으로 행동이 아니라 마음(γνώμη), 

즉 태도의 문제이다.73 이 점이 계속 강조되는데 아무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항상 완전히 비밀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선행하기를 꺼려 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구제의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을 경고하는 

마태복음 6장 1-4절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주석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은 구제자

의 의도에 따라 보상하고 심판하신다고 지적한다.74 

그는(그리스도)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προαιρέσει)으로 벌과 

보상을 결정한다. 즉 여러분이“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제가 최악이라

고요?”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διάνοιαν)과 네 행동의 태도를 추구한다.”그는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그것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 . . “네 왼손이 

네 오른손이 하는 바를 모르게 하라”(마 6:3). 여기서 다시 그는 손에 대한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게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그가 이르기를 “만일 너희 스스로 그러한 일을 

모를 수 있다면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즉,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행하는 바로 그 손도 모르게 하라.”75

and the Church Yea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ristianity: Constantine to 
c. 600, vol. 2, ed. Augustine Casiday and Frederick W. Norr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605; Wendy Mayer, “Madness in the Works of John 

Chrysostom: A Snapshot from Late Antiquity,” in Concept of Madness from Homer 
to Byzantium: Manifestations and Aspects of Mental Illness and Disorder, ed. Hélène 

Perdicoyianni-Paléologou (Amsterdam: Adolf M. Hakkert, 2016), 363-64.
73 Γνώμη는 마음, 생각, 의지, 성향, 판단, 견해, 목적, 의도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H. G. Liddell, 

R. Scott, and H. 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6), 354; G. H. W. Lampe eds.,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68), 317-18. 레어드는 사고방식(mindset)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Raymond 

Laird, Mindset, Moral Choice, and Sin in the Anthropology of John Chrysostom 
(Strathfield, NSW: St. Pauls Publications, 2012).

74 Chrys. Hom. 19.1 in Mt. (PG 57:274.9-20 ab imo).
75 Chrys. Hom. 19.1, 2 in Mt. (PG 57:274.8-14 ab imo, 275.22-27). 괄호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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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구제자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행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명예와 칭찬을 추구한다면 그 구제는 가치를 잃는다. 요한은 

보이는 구제가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구제가 

칭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레어드(Raymond Laird)가 잘 보여주

었듯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다.76

순수한 동기는 고대 후원제도에서도 강조되었던 중요한 행동원칙이었다.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선물주고 받기 관행은 호혜성에 기초해있다. 레(Helen Rhee)

가 지적하듯이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는 그레코-로만 세계의 호혜주의

(reciprocity) 윤리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만들었다.”77 많은 학자들

이 4세기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가 이교도인들의 명예추구적인 기부제도를 

무조건적인 자비실천으로 변혁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기 유익적인 로마의 

시혜제도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구제를 대립적으로 이해했다.78 요한 역시 

당시의 후원자들이 명예에 집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79 하지만 현실에

서 그 모습이 변질 될 수 있었지만 이교인들의 구제 역시 이론적으로는 후원자들

의 자발성을 동일하게 가르친다. 세네카는 De beneficiis 에서 기부자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받는 사람을 위해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

도 은혜 베풀기를 단념하지 말고 오직 관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은혜 베푸는 즉시 그것을 잊어야 

한다. 세네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후견인의 의도임을 강조한다.80 더 

나아가 그는 관대함은 신을 닮아가는 고귀한 덕임을 상기시킨다. 태양이 악인에

게도 떠오르고 비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다(Ben. 4.26.1, 4.28.1) 신들은 

감사하지 않고 신앙심이 없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낸다(Ben. 

1.1.9).81 비록 후견인들이 피 후견인들의 자질을 잘 판단할 것과 은혜를 입은 

76 Laird, Mindset, Moral Choice, and Sin, 41-46.
77 Rhee, Loving the Poor, 14.
78 Paul Veyne, Bread and Circuses: Historical Sociology and Political Pluralism, trans. 

Brian Pearce (London: Allen Lane, 1990); 브라운, 『고대 후기 로마제국의 가난과 리더십』.
79 Leyerle,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30-34.
80 Seneca, Ben. 1.1.9-13, 1.2.2-5, 1.4.3-6,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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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빚으로서 보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양립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 있지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투자이며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할 뿐이다.82 키케로 

역시 호의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시를 위한 베풂은 받는 사람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83

로스캄은 De inani gloria et de educandis liberis 에 등장하는 이교 공적

기부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대작가

들은 이 사회적 제도의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기록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플루타르크(Plutarch, B.C.E. c.45-120)에 따르면 부자들은 대중들의 경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 축제에 기부하였다. 디오게네스

(Diogenes of Oenoanda)는 공공건물 건축 비용을 후원하면서 모든 벽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새기도록 했다. 로스캄은 요한의 편향적

인 평가가 그의 책 1장의 목적, 즉 헛된 영광 비판하는 문맥 속에서 후원제도를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84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후원제도는 원리상으로

는 순수함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불명예를 초래

헛된 영광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를 

떨어트리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요한은 부자들로부터 찬양을 요구받은 사람들

이 오히려 그들을 욕한다고 경고한다. 만일 그들이 친구라면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만일 원수라면 공개적으로 기부자들의 불순한 의도를 비판할 것이다. 

그들은 구제자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하여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추구한다고 소문낸다.85 구제

81 Seneca, Ben. 1.1.9; 드실바,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성경 읽기』, 153.
82 Seneca, Ben. 1.2.3-4; 드실바,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성경 읽기』, 164-67.
83 Cicero, Offic. 1.42.
84 Roskam, “John Chrysostom on Pagan Euergetism,” 155-57, 164-67.
85 Chrys. Hom. 71.4 in Mt. (PG 58:666.24-31, 666.52-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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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은 아니지만 헛된 명예욕이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마태복음 

89번째 설교』에도 등장한다. 거기서 요한은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부유한 귀족여인들의 사치를 고발한다. 그녀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교회로 오는 길에서 마주친 

걸인들은 그들의 탐욕과 과시욕을 비웃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사치가 소박

함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을 해친다고 수근 거린다. 하지만 이러한 

비웃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들의 영혼이 각종 병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

다는 점이다.86 허영심의 폐해는 불명예와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포함한 영생까지이다. 요한은 구제의 선생님인 하나님의 가르침, 즉 은밀히 

선행을 하라는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기술에서는 오직 교사만을 찾으면서 여기서는 반대의 일은 한다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일입니까? 실상 손해는 같지 않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사의 생각이 아닌 대중의 생각에 따라 레슬링을 한다면 손실은 레슬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갑니다. 과시하지 않는 점에서 그를 닮아 가십시오. 심지어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87

3. 미래의 소망 

마지막으로 요한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명성을 소망하라고 말한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기부자에게는 하늘의 보상이 풍성할 것이다. 은밀히 가난한 

자들을 도운 구제자들은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이다(마 6:4). 여기서 

86 Chrys. Hom. 89.3-4 in Mt. (PG 58:785.5-786.55). 요한은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 명예와 

치욕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Hendrik F. Stander, “The Concept of Honour/Shame in 

Chrysostom’s Commentary on Matthew,” SP 41 (2006), 469-75; Stander, “Honour 

and Shame as Key Concepts in Chrysostom’s Exegesis of the Gospel of John,” 

Hervormde Teologiese Tydskrif 58 (2003), 899-913.
87 Chrys. Hom. 71.3 in Mt. (PG 58:6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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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로마 후원제도와 차이점을 보인다. 이교도들은 후원에 대한 내세의 보상

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보상은 현세적이며 일시적이다. 또한 기부자들의 

무조건적인 관대함을 요구했지만 수혜자들의 감사 역시 의무사항이었다. 수혜

자들은 후견인에게 빚을 졌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제에서는 수혜자들에게 어떤 

의무도, 빚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 빚쟁이가 되기로 자청했기 

때문이다(잠 19:17).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비계산적인 자비는 요한의 청중들

이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받는 보상은 사회에서 약속된 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하다. 요한은 변혁된 하나님의 후원제도를 제시하면서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에 뿌리 깊게 박힌 신자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관념과 가치체계를 신학과 성경의 바탕에서 차용하는, 트로카(Jutta Tloka)가 

적절히 명명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헬라인’(Christliche Griechen)이다.88

요한에 따르면 이 땅에서 행한 선행의 최종결산은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유익은 현세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그 때 작든, 크든 우리의 모든 행위들

에 대한 보상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행위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한다.89 이제 그는 당시 사회적 기부제도의 이미지들을 사용하

여 순수한 동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 준 기부자들에 대한 천국의 상급을 

묘사한다. 부유하고 유력한 엘리트들은 공공건물 혹은 축제 등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큰 영광을 받았다. 그들은 극장에서 대중들로부터 찬양을 

받기도 했고 때때로 그들의 조각상 혹은 비문이 세워졌다. 요한은 천국극장 

이미지를 사용하여 후원자들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를 위해 크고 위엄 있는 극장(θέατρον)을 만들어 그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매우 풍성하게 주며 그는(예수)는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의 

88 Jutta Tloka, Griechische Christen. Christliche Griechen. Plausibilisierungsstrategien 
des antiken Christentums bei Origenes und Johannes Chrysostomo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27-250.
89 Chrys. Hom. 19.2 in Mt. (PG 57:27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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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볼 관중 몇 사람 아닌가? 주목하라. 몇 사람이 있다. 즉, 천사도, 대 

천사도 아닌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이다.” 만일 사람 관중이 있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소원 역시 그는 그 적절한 시기에 빼앗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제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과시하고 싶다면 겨우 열 명 혹은 이십 

명 혹은 (여러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백 명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숨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앞에서 여러분을 호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볼 사람이 있기를 원하면 숨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영광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높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사람들

은 여러분에 대하여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지만 그들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는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보상을 받고 더 큰 명예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보고 있는 동안 조금만 기다리면

서 이 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만일 보여주어

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면류관

과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주 아버지에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심지어 벌이 없어도 영광을 원하는 사람이 이 극장(θέατρον)을 없애고 그곳의 

사람을 맞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 서둘러 와서 그의 업적을 보기 

원하는데 그를 막고 거지와 구걸자로 극장(θέατρον)을 만드는 사람만큼 불쌍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90

후원자를 위한 극장에서의 기념행사는 고대후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광경이었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요한의 텍스트 

세계를 분석한 스텐저(Jan R. Stenger)에 따르면 그의 설교에서 극장, 연회, 

운동경기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미지, 비유와 메타포들이 등장한다. 

그는 이러한 문화적 도구들을 자세히 묘사하여 마치 청중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시각화 작업(ἔκφρασις)을 한다. 이러한 상상의 세계는 그들에게 저장

되어 있는 기억과 감각, 그리고 상상을 자극한다. 스텐저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90 Chrys. Hom. 19.2 in Mt. (PG 57:275.41-2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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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의 담화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한다.91

하나님의 후원제도에서 몇 가지 눈여겨 볼 점들이 있다. 우선, 보상과 명예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 세상에서는 열 명에서 많으면 백 명이지만 

천국에서는 온 우주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명예수

여식은 개인적인 후원에서는 황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움을 받은 개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장소에서 후원자를 자랑하

는 정도였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고대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밀하게 베푼 작은 도움이라할지라도 영광은 어떤 공적기부보

다 훨씬 크다. 둘째, 기독교적인 후원제도는 명예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정말 원하는 바를 실현한다. 하지만 세상의 명예, 인정, 찬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다.92 라일라르스담(David Rylaarsdam)이 주장한 것처럼 

요한은 원하는 바를 참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욕망을 

치료한다.93 『마태복음 19번째 설교』의 탐심의 치료에서 동일한 방법이 시도된

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왜 그들을 부를 저장하는지 물어보고 만일 그것을 하늘에 

쌓는다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들의 부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94 따라서 요한 공동체의 신자들이 세속적

인 명예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광스럽

고 희망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다. 요한은 성례로서의 구제를 비밀히 할 

것을 교훈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마친다.

91 Jan R. Stenger, “Text Worlds and Imagination in Chrysostom’s Pedagogy,” in 

Revisioning John Chrysostom: New Approaches, New Perspectives, ed. Chris L. de 

Wet and Wendy Mayer (Leiden: Brill, 2019), 216-17. 각주 12-13 참고. 극장에 대한 

요한의 견해와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Blake Leyerle, Theatrical 
Shows and Ascetic Lives: John Chrysostom’s Attack on Spiritual Marri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Christoph Jacob, Das geistige Theater: Ästhetik 
und Moral bei Johannes Chrysostomus (Münster: Aschendorff 2010).

92 Sitzler, “The Indigent and the Wealthy,” 475; Roskam, “John Chrysostom on Pagan 

Euergetism,” 167-68.
93 Rylaarsdam, John Chrysostom on Divine Pedagogy, 254-61.
94 Chrys. Hom. 19. 2, 4 in Mt. (PG 57:289.42-48, 291.4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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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찬양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함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친구라면 속으로 욕하겠지만 만일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원하는 바의 정반대

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

지만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러한 명칭보다 훨씬 더 나쁜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를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숨긴다면 그는 여러분을 이와 반대된 모든 

명칭으로, 즉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숨겨지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숨긴다면 그는 

그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며 영광은 더 크며 보상도 더 클 것입니다. 영광 

받는 바로 이 목적에 있어서도 과시는 우리에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갈망하는 바로 그것, 특별히 이점에서 바로 그 과시는 우리에

게 반대됩니다. 자비롭다는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얻고 

게다가 우리는 큰 손실을 겪습니다. 모든 점에서 여기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

로 여기서도 영광을 얻고 영원한 좋은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95

V. 나가면서

요한은 고대 후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과시욕을 없애고자 노력했다. 자기 계산적으로 퇴락해버린 이교의 후원제

도와는 구별되도록 기독교의 구제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해져야 했다. 

하지만 안디옥 신자들은 여전히 시대의 사람들로 살고 있었다. 요한은 구제를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규정할 만큼 누구보다 이 선행을 강조하고 자주 

가르치면서 바른 동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헛된 영광은 심각한 죄이자 악덕이다. 

이는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로 권력, 부, 사치를 추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95 Chrys. Hom. 71.4 in Mt. (PG 58:666.52-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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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금식, 기도와 같은 선행의 동기도 된다. 이 중에서도 영광과 보상을 구하는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악하다. 요한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구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명예를 위한 구제는 하늘에 쌓인 보상을 없앤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로 인해 하늘에 보물이 쌓이지만 헛된 영광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그곳의 보물을 없애는 좀, 동록, 도둑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자들은 스스로 영원한 상급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또한 상급과 더불

어 영원한 생명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요한은 헛된 영광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제의 최고의 교사인 하나님의 가르침

대로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제는 사랑의 관점에서 성례로 간주되는

데 보이기 위한 구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례를 더럽히는 것이다. 요한은 여기서 

비밀성은 근본적으로 마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음을 기억해야 한다. 명예를 돌릴 것을 

요구받은 수혜자들은 오히려 욕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천국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이교인들의 공적 기부제도의 이미지들을 사용하

여 순수한 동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 준 기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묘사한다. 그들은 천국의 대극장에서 온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

터 영광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찬란할 것이다.

요한은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로마 후원제도를 하나님의 후원제도

로 변혁하여 신자들이 그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

한 제도 속에서 천국의 보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제와 헛된 영광에 

대한 요한의 담론은 종말론적인 보상이라는 큰 그림을 중심으로 헛된 영광의 

본질과 폐해, 그리고 극복방안이 체계화되어 있다. 비록 이 주제에 대한 요한의 

주장이 여러 작품들에 흩어져 있지만 그의 사상은 결코 파편적이거나 단편적이

지 않다. 부자들을 포함한 신자들이 세속의 문화를 따라 세상에서 칭찬을 구하면 

모든 보상은 사라진다. 하지만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순수하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이후의 명예와 칭찬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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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을 갚아야 할 빚을 진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인 후원제도에

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실천과 엄청난 보상이라는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세속적인 헛된 영광을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이

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다. 현재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무종말론주의자처럼 살아간다. 하지

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는 최후의 날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당장에 빛을 보지 못해도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분이 모든 노력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점을 믿고 사모해야 한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

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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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eking Heavenly Glory: 

Vainglory and Almsgiving in John Chrysostom’s Thought

Jung Hun Bae

(Kos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urch History)

Early church Christians recognized that vainglory was a great 

obstacle in the life of disciples who follow Jesus. John Chrysostom 

also frequently warned of the danger of vainglory. This article will 

analyze in detail John’s warnings against almsgiving for vainglory. 

This is related to the motive of charity, and John teaches how this 

sin negatively affects good works and how we can overcome it 

in many homilies. In particular, this is deeply related to the reward 

that God will give us in the future. This discourse will be examined 

in the background of patronage system which was an important 

economic structure of the society at the time. John warns that 

the pursuit of vainglory will result in great loss. Assistance to the 

poor benefits greatly us, but vainglorious charity takes away the 

rewards stored up in heaven. John insist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is vice, we should help the poor secretly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God, the best teacher of almsgiving. It should also 

be remembered that the pursuit of worldly glory has the opposite 

effect. The receivers who are asked to give their honor will rather 

condemn. Lastly, John emphasizes that we need to desire heavenly 

glory. Using the images of public donations of pagans, he depicts 

great heavenly rewards for donors who helped the poor out of 

pure mo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Bible and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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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ransformed Greco-Roman patronage into divine one, 

encouraging believers to think and act within this world view. In 

this system, heavenly reward plays a very vital role. John’s discourse 

on almsgiving and worldly honor is systemized in a big picture 

of eschatological reward. In Christianized patronage, seemingly 

incompatible things can be realized: an act of pure love for the 

poor and a great reward.

Key Words: John Chrysostom, Almsgiving, Vainglory, Reward, Motive of 

Charity, Divine Patr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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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위시하여 바빙크와 박형룡에 이르기

까지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치신 온전한 순종에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왔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

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최종본에 “능동적 순종” 혹은 “온전한 순종”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아직까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영국 워위크셔 지방 

대표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가했던 안토니 버지스의 『참된 칭의 교리』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설교들을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논의한 것과 비교

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한 때 선호했던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을 버리고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한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과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수용하면서도, 

능동적 혹은 수동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

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용어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

적 순종을 총칭하기를 원했으나,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설명하

기에는 불충분했던 데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하여 회의적

이었던 독일 헤르본의 신학자 피스카토르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로마 가톨

릭의 공로주의와 율법폐기론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그들은 의도적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차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키워드: 그리스도, 능동적 순종, 온전한 순종, 웨스트민스터 총회, 칭의, 안토니 버지스

논문투고일 2021.07.30. / 심사완료일 2021.09.06. / 게재확정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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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신 온전한 순종에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 동안에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이다. 비록 루터파 신학자 카르기우스(George Cargius 혹은 

Georg Karg, 1512-1576)와 중부 독일 헤르본의 신학자 피스카토르

(Johannes Piscator, 1546-1625)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성경적인 것으로 수용되어 

왔다.1 실제로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투레티누스(투레티니 혹은 

튜레틴이라고도 부름, Franciscus Turretinus, 1623-1687)를 비롯하여, 웨

스트민스터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총대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혔던 

어셔(James Ussher, 1581-1656), 그리고 19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신학

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와 20세기 한국 장로교 신학

의 거두 박형룡(1897-1978) 역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공히 찬성 의견을 표했다.2 그리고 그러한 찬성의 배후에는, 많은 경우 토비아스 

크리스프(Tobias Crisp, 1600-1643)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폐기론자들에 대

한 경계심이 자리하는 경향이 있었다.3

그런데 최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1 Franciscus Turretinus,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vol 2 (Geneva, 1682), XIV, 

xiii, 1. 
2 “He for them fulfilled the law in his life. That now in him, and by him every true 

Christian may be called a fulfiller of the law.” Irish Articles of Religion, 35. 

https://www.apuritansmind.com/creeds-and-confessions/the-irish-articles-of-relig

ion-by-james-ussher; Turretinus,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XIV, xiii, 1-32; 

Herman Bavinck, Sin and Salvation in Christ, vol 3 of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394-395;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교의신학 기독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2), 351.
3 David Parnham, “The Humbling of ‘High Presumption’: Tobias Crisp Dismantles the 

Puritan Ordo Salutis,”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56/1(2005),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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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 간의 이견이 재차 표출되었다. 전자를 대표

하는 서철원과 정이철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능동적 

순종의 개념은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 17세기 청교도, 특히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을 위시한 회중파의 사변론일 뿐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회중파의 입김으로 인해 도출된 타협안이라고 생각한다.4 반면 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병훈, 김재성 등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성경에 위배되

는 교리가 아니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사실상 긍정했다고 봐야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언어에 

충실하면서도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순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5

이러한 이견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중에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온전한 순종(whole obedience)”이라

는 표현이라든지 “완벽한 순종(perfect obedience, 혹은 perfection of His 

obedience)”이라는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초기 39신조 개정 과정에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 및 19장 6절, 그리고 대요리문답 제70문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칭의론을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언급할 때 “온전한,” 혹은 “완벽한” 등의 수식어를 

모두 생략하였다. 이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왔다. 그러나 김병훈과 김재성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취한 입장을 비교적 소상히 다룬 국내외 대다수

의 연구자들은, 비록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피스코

(Fesko)와 앨랜 스트레인지(Alan Strange)와 주(Jeffrey Jue), 그리고 이은선

4 http://www.reformednews.co.kr/9423;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2;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2.
5 김병훈,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피스카토르(Johannes Piscator, 1546-1625)-논점정리,” 

「신학정론」 제39/1권(2021), 241-271;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고양: 언약, 2021), 

185-192. 



147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문제 / 권경철

의 경우가 대표적이다.6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학자들간의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1절에 생략되고, 그 대신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대요리문답 70문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 및 19장 6절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여전히 학계의 난제로 

남아있다. 피스코에 따르면, “온전한 순종”이나 “완벽한 순종”이라는 표현은,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인 존 도우네임(John Downame, 1571-1652), 조지 

워커(George Walker, 1581-1651), 그리고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총칭하는 

데에 이미 사용된 바 있으나, 다만 피틀리(Daniel Featley, 1582-1645)와 

같은 신학자들은 온전한 순종 혹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이 

아담의 죄와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을 나타내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사용되지

는 않았던 것이다.7 한편 스트레인지는, 비록 1645년과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온전한 순종”이라는 언급이 생략되었어도, 그것은 

그들의 입장 변화 혹은 타협을 암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단지 그들이 초창기에 

했던 39신조 개정 작업처럼 “온전한”이라는 한 단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 

신앙고백서 작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8 주(Jeffery 

Jue)는,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왜 생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키는 신앙고백서의 구조는 그 자체로 

6 J. V.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Historical Context & 
Theological Insights (Wheaton, IL: Crossway, 2014), 225-228; Alan Strange, 

Imputation of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in the Westminster Standards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9), 55-63; Jeffrey K. Jue,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and the Westminster Standards,” in K. Scott Oliphint ed., Justified 
in Christ: God’s Plan for Us in Justification (Fearn, UK: Christian Focus, 2007), 

99-130; 이은선, “신앙고백서의 구원론-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제40권

(2013), 137.
7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228.
8 Strange, Imputation of Active Obedienc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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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긍정한다는 증거가 

된다고만 언급하였다.9 이은선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완벽한 순종

이라는 문구를 통해 능동적 순종 개념을 담아내면서도,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파들의 입장을 배려하였다고 주장한다.10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것은 

과연 반대파들과의 화평을 위한 배려였는가?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의 정확성과 정당성에 대해 총회 참석자들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가질 수 있는 함의에는 무엇무엇이 있었는가? 웨스

트민스터 총회 회의록만으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없으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과 그 총회에 참석했던 

안토니 버지스(Anthony Burgess, 1600-1644)의 『참된 칭의 교리』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를 비교하면서,11 그러한 생략이 반대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17세기 유럽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논쟁에서 피스카토르 등에 의하여 사용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한 일일 가능성 역시도 높다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 난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

서에 대해 이루어졌던 연구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논쟁에 있어서 

안토니 버지스의 역할을 밝히는 연구는 없었기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상대적

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안토니 버지스의 통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버지스의 생애

9 Jue,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and the Westminster Standards,” 99-130.
10 이은선, “신앙고백서의 구원론-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137.
11 Anthony Burgess, The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Asserted and Vindicated From 

the Errours of Many, and More Especially Papists and Socinians or a Treatise of 
the Natural Righteousness of God, and Imputed Rightousness of Christ (London,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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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스는 1600년에 태어났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의 아버지 덕분에 일찍부

터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12 먼저 그는 라틴어와 고전을 배우는 문법학교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는 1623년에 케임브리지의 성 요한 대학(St. John’s College)

에 입학하여 1627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1630년에는 임마누엘 대학

(Emmanuel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전통적으로 유럽 종교개혁 사상

의 영국 유입을 주도해왔던 곳이 케임브리지 대학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버지스

는 학창시절부터 개신교 신학자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받은 셈이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런던 근교의 성 막달라 마리아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으나, 얼마 후에 그의 평생의 임지였던 워위크셔(Warwickshire) 

지방 서튼 콜드필드(Sutton Coldfield)에 위치한 성삼위일체교회(Holy 

Trinity Church)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오늘날의 버밍햄의 일부로서, 목축

업자들과 광부들이 많았던 작은 잉글랜드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버지스는 왕당

파와 영국 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영국 개신교 개혁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청교도들을 따랐다. 그러던 중, 그는 개혁세력들과의 내전 중에 

있는 왕당파의 위협으로 인해 1642년 이웃 마을인 코번트리(Coventry)로 피신

했다가 그곳에서 크롬웰을 따르는 개혁세력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던 율법폐

기론을 못마땅하게 여긴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등과 

같은 사역자를 만나기도 했다. 피난생활 중에서도 버지스는 지역 사역자들과 

금식일을 가지고 설교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며, 그곳에서도 낭중지

추로 인정을 받곤 했다.

이러한 그의 명성으로 인해 그는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저명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그는 1644년에 리차드 바인스(Richard Vines)와 함께 

워위크셔 대표로 선출되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러 런던에 가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리차드 바인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인 견해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버지스는 바인스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능동적 

12 버지스의 생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Stephen J. Casselli, Divine Rule 
Maintained: Anthony Burgess, Covenant Theology, and the Place of the Law in 
Reformed Scholasticism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6)의 

제2장 “The LIfe of Anthony Burgess”부분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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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에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워위크셔를 대표했던 신학자

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관한 회의에서 버지스는 눈에 띄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인스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관계로 서튼 콜드필드를 떠나 런던에 거주하던 버지스는, 

1645년에 런던 길드홀(Guildhall)에 위치한 성 로렌스 쥬리 교회(St. 

Lawrence Jewry)의 교구 목사로 선출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후에 율법과 복음

과의 관계에 대한 특강을 하고, 지역교회와 유력 인사들에게 설교를 하는 등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칭의 교리에 관해서

도 그는 여러 차례 설교와 강의를 통하여 다루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출판한 

것이 바로 1654년에 나온 『참된 칭의 교리』였다. 버지스의 강의와 설교 사역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강의를 통해 웨스트민스터 총회 안팎에서 신학자들

이 했던 논의들과 그에 대한 버지스의 입장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간파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더욱이 『참된 칭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논의가 모두 마쳐진 후에 버지스가 출판한 

책이기에,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가 유럽대륙 신학자들의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논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바인스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면서 모든 논의를 현장에서 지켜본 버지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들이 “온전한 순

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의해놓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를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강연, 그리고 설교와 저술을 통하여 버지스가 

얻은 명성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정복고 이후에도 

버지스가 영국 국교회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크롬웰의 통치가 

끝나고 왕정이 회복되자, 영국 국교회는 이전의 지위를 회복했고, 국교회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버지스는 평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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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쳤던 성삼위일체교회에서 1662년에 쫓겨나는 등의 고초를 겪다가,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664년에 세상을 떠났다.

III.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의 논의를 제외하고 

『참된 칭의 교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참된 칭의 교리』를 본격적으로 분석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초칭기에 39신조를 수정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회의 초창기에 이루어진 39신조 개정 

작업은, 로버트 폴의 말처럼 단지 스코틀랜드 사절단이 오기 전까지 이루어진 

“시간끌기 작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13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분야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조율해나가는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1.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39신조 개정과 “온전한 순종”

39신조 제11항은 원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 혹은 자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믿음으

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14 웨스트

민스터 신학자들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whole obedience)이라

13 Robert Paul, The Assembly of the Lord: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Grand Debate’ (Edinburgh: T&T Clark, 1985), 87.

14 “We are accounted righteous before God, only for the meri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by Faith, and not for our own works or deservings.” 

   http://anglicansonline.org/basics/thirty-nine_artic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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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구를 넣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1643년 9월 6일열린 제47차 회의로부터 

12월 12일에 열린 제5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계속하였다.15

(1) 버지스와 함께 워위크셔 대표였던 바인스, 그리고 가테이커의 문제제기

회의록을 보면, 당시 참석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한 두 사람의 신학자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버지스와 함께 워위크셔를 대표했던 

신학자 바인스, 그리고 토마스 가테이커(Thomas Gataker)였다.16 그들은 그

리스도의 온전한 복종하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성도들

에게 전가되어 칭의가 가능해진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피로” 구속을 받고 용서

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이론을 폈다(엡 1:7; 2:15; 롬 3:25; 히9:22; 

요일1:7).17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넘침”이라는 것을 히브리식 표현이

라고 본다면, 그것은 능동적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죄악 

세상과 은혜를 대비시키기 위한 표현일 수 있다.18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동적인 순종보다는 그분이 성취

해야 할 대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마 3:15).19 그러면서 바인스

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이 성도들에게 전가된다는 개념을 롬 8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20 가테이커의 경우, 소뮈르 학파의 

대부인 카메론 뿐만 아니라 피스카토르를 반대한 1603년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까지도 언급하면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였

다. 갈 4:4-5은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이 아직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15 Chad Van Dixhoorn ed., The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5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53-107.

16 혹자는 윌리엄 트위스(William Twiss), 토마스 템플(Thomas Temple), 프란시스 우드콕

(Francis Woodcock) 등과 같은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필자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인물은 바인스와 가테이커 

뿐이었다.
17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3-58. 
18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6.
19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1.
20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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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봐야 하고, 히 10:7-9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율법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간의 

특별한 구원협약을 가리키므로, 고전 1:30과 고후 5:21, 그리고 롬 5장에서 

능동적 순종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1 아담의 죄를 극복하는 것은 칭의이고 

천국에 입성할 권리를 얻는 것이 입양인데, 그러한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기인한다는 결론에 그는 도달한다.22 

그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전가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의 공로로 남겨두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피하는 길이었다.23

(2) 능동적 순종을 긍정한 주류의 견해

그러나 바인스와 가테이커를 제외한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

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공로가 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1)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대다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구별은 

가능할지라도, 실상 그것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시만(Seaman)

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일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벧전 1:19와 3:18이 신자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다고만 하지 않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즉 선한 행실을 가지신 분이시요 의인이신 그분의 죽으

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덧붙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그분의 성향

적 의로움과 수동적 순종의 공로 뿐만 아니라, 능동적 순종의 혜택 역시도 

성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4 호일(Hoyle)은 롬 5장이 “그리스도

의 피”라는 표현을 제유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빌 2:8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 순종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 순종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을 만회하는 능동적 순종도 함께 하셨다는 결론을 내렸다.25 프라이스

21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7, 60.
22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7-58.
23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8.
24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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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도 호일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26 그리고 워커(Walker) 역시도 롬 

5:19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을 가져오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나누어서는 

안된다고 바인스에게 충고하였다.27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성화의 의무도 무너지고 만다(사 54:14; 

51:10; 시24:5; 시69). 리(Ley)와 바터스트(Bathurst)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고전 1:31과 고후 5장, 그리고 빌 3:9의 말씀이 성립하려면 성도들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8

이러한 불가분성을 염두에 둘 때,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능동적 순종만을 지지하다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생각이었다.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능동적 순종을 과도하게 강조하다가 소키누

스주의와 비슷하게 보일까하는 경계심을 표출한 워커의 경우도 있었고,29 고전 

1:30을 능동적인 순종과는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구절로 해석한 바터스트도 있었으며,30 능동적 순종을 수동적 순종을 위한 조건

으로 연관지어서 이해하면서 히 7:25-26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능동적 순종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사역이야말로 수동적 순종이 

성립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동적 순종은 정죄로부터 

성도를 해방시키고 능동적 순종은 칭의를 가져온다는 식의 단편적 설명은 지양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향적으로 보나 본질적으로 보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속죄사역을 고루 조망할 것을 힘주어 말했던 굿윈

25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4, 59.
26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5.
27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4.
28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4.
29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6.
30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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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n)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31 이는 그리스도의 피(히 5:1; 9:22; 8:3) 

없이, 능동적 순종만으로는 구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32 굿윈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구절로 롬 3:31과 

4:7, 그리고 5장을 끌어온다. 특히 롬 3:31에 대해서는,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메시지를 통해 두 종류의 순종이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고 해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윌슨

(Wilson)의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이기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차이가 아닌, 이론상의 차이라는 점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형벌 당하심이 롬 5:19과 롬 10장, 빌 2:6-8, 그리고 

단 9:24에서 말하는 온전한 의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기도 

했다.33

2)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란,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적 율법주의 뿐만 아니라 율법폐기론이라는 양극단을 피하는 교리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피스카토르의 주장과도 거리를 둔다는 것을 증명

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먼저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적 율법주의를 

논박한다. 히어리(Hearle)와 스미스(Smith) 등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

적 순종은 교황주의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었음을 갈 4:4과 히 10:6이 증거한다고 주장하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롬 5:18과 

눅 1:6에서 입증하고자 하였다.34 헤를(Herle)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인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레 18:5)를 신자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

기 때문이라고 밝힌다(롬 8:3).35 인간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31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3, 70.
32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4.
33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4-75.
34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5-56.
35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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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반면, 

하나님의 법은 그와 달라서, 금지명령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강령들도 지켜

야만 하나님 법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법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준을 신자

들 대신 충족시켜주시고 그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시켜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36 이와 유사하게도 구지(Gouge)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율법의 요구

를 온전히 충족한 것으로 보셔서 그들에게 칭의와 성화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신 것을 

그들의 것으로 계산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칭의와 성화를 허락하신다고 

단언하였다.37 그리고 바터스트가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없다.38

  ② 그리스도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즉 온전한 순종은, 율법폐기론과

도 거리가 멀다. 굿윈, 그리고 나중에 레이너(Rayner)는, 갈 4:4이 율법 아래에

서 태어셨다고 읽기 보다는, 율법 아래 처하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의 율법 뿐만 아니라 그리스

도의 심령에 새롭게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의 진리가 있었다고 

본다.39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적으로 율법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요 율법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그는 수동적 순종의 산물인 희생제

사 뿐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의 예물 역시도 신자들에게 선사하심으로써, 아담

의 죄의 결과를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게 반전시키셨다(히4:16; 5:1; 8:3).40 

그리고 테일러(Taylor)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사실이 율법폐기

론자들로 하여금 인류는 그리스도 덕분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악용될까 우려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41 라이트풋 역시도, 율법을 어겨 

타락하고 죽게 된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 40:8과 히 

36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0.
37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3.
38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2.
39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4, 85.
40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4-65.
41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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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절이 말씀하듯이 제사법이 아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고백함으

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원래 그리스

도의 모형이었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하였다.42

  ③ 이처럼 율법폐기론을 거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회의적인 피스카토르의 견해 역시도 거부하였다. 헤를은 인류에게 율법

에 대한 능동적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율법폐기론자들 외에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이 때문에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회의적인 피스카토르의 견해와

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심령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증거하는 

히 10:7-9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골 2:10이 암시하는대로 

“충만함”을 위해 신자들에게 전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

다.43 팔머(Palmer)가 말하듯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기도

하시면서도 성도들을 대속해야만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하신 것이야말로, 

그분의 능동적 순종이 성도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44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 후,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표결이 완료되었으나, 

종국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최종형태에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생략되게 되었다. 이러한 생략의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필자는 비지스의 『참된 칭의 교리』를 통하여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단초를 찾고자 한다. 

IV. 버지스의 『참된 칭의 교리』 분석을 통한 단초 찾기

로마 가톨릭과 소키누스주의, 그리고 율법폐기론 등의 주적으로부터 칭의론

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참된 칭의 교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42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9.
43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5.
44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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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데, 필자가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1654년에 처음 출간되었던 

두 번째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은 칭의론에 관한 30개의 강의인 반면, 두 

번째 부분은 칭의론의 각 주제들을 성경구절을 곁들이면서 설명하는 4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29번 설교로부터 제45번 설교에 이르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순종의 의가 어떻게 신자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 상으로는 눈에 띄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지

만, 그의 책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 배후에 있는 신학적 배경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39신조

에 삽입하기로 결의한 이후에도 왜 최종본에서는 그 표현을 생략하고 “완전한 

순종”이라고만 표현한 이면적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다루는 버지스의 설교는 모두 롬 5:19, 

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내용을 그 본문으로 한다. 이 본문

을 통해 버지스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공로가 

전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몸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율법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이 되는데, 이는 마치 전가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와 불순종이 우리의 죄가 

된 것과 같다.45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의 죄가 된 것은, 오직 전가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일이다.46 이러한 논지는 

제29번 설교에서부터 제37번 설교에 이르기까지 설명되고 증명되며, 마지막 

제38번부터 제45번까지는, 반론에 답변하는 내용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1.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다루는 제34번 설교의 주요 내용 요약

45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06-340.
46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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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능동적 순종 교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제34번 설교이다. 먼저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완벽한 순종”(perfect obedience)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47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 순종을 하신 

것에만 그치지 않고, 평생동안 온 율법(whole law)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다.48 이어서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한 능동적인 

부분, 그리고 명령을 어길 경우 받아야 할 형벌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킨 수동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서 논한다.49 결론부터 말하

자면, 그는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 용어와 개념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다.50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순종과 수난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본래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분류 차원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부각시키면서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분열시키는 경향

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들과 구별들을 굳이 거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51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능동적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것이므로, 수난 

당하심이라는 차원의 순종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수동적 순종이라고 정당하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52 비록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사이의 구분을 버리지는 

47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0.
48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0.
49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0 “I shall give them the titles of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of Christ, although 

I think, it were better to avoid them, and instead thereof to say, the whole 

humiliation of Christ in all the particular acts thereof are made over to us for our 

righteousness.”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1 “...the whole humiliation of Christ in all the particular acts thereof are made over 

to us for our righteousness.”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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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버지스 자신은 “그 모든 세부적인 행적에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낮아지심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넘겨졌다”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고 밝힌다.53

그 다음으로 버지스는 당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루터파에서 카르기

우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를 부정한 이래로, 칼빈파 진영에서

도 올레비아누스가 그것을 부인했고, 그의 제자 피스카토르 역시도 올레비아누

스의 길을 따랐으나, 대다수의 루터파 신학자들과 당대를 대표하는 개혁파 신학

자들인 베즈(Théodore de Bèze, 1519-1605), 유니우스(Franciscus Junius, 

1545-1602), 폴라누스(Amandus Polanus, 1561-1610), 그리네우스

(Simon Grynaeus, 1493-1541), 호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 왈레우스(Antonius Wallaeus, 1573-1639), 안드에라스 리베

투스(Andreas Rivetus, 1572-1651), 코케이우스, 클로펜부르그

(Cloppenburg, 1592-1652),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 등은 그

리스도의 의는 능동적인 부분과 수동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믿었다.54 영국

에서도 개혁파와 국교회파를 막론하고, 퍼킨스(Perkins), 도우네임

(Downame), 그리고 도르트대회에 영국을 대표해서 참석했던 데이브넌트

(John Davenant, 1572-1641) 등과 같은 일류 신학자들이 공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함께 주장하고 확증하였다.55 버지스의 입장은 

분명 다수파의 그것에 가까우며, 그 과정에서 그는 17세기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대륙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을 잘 밝혀주고 있다. 심지어 버지

스는, 피스카토르가 히브리서 5장9절 주석에서 남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의 일부 행적이나 수난의 일부분이 아닌, 그분이 가장 완전하게 성취한 모든 

구속사역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언급에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피스

카토르가 이와 같은 소신을 일관성 있게 견지했다면 능동적 순종의 전가 개념을 

52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3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4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2.
55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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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56

물론 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것의 전가를 긍정하는 신학자들의 

말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언급도 덧붙인다.57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곧 신자들이 율법의 명령들에 완벽하게 순종

하여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주신다는 의미라고 본다.58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믿는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구체

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의견차이가 존재한다.59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신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의견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종류의 

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성향적인(habitual) 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율법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실제적인(actual) 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60 첫번째 종류의 의는 칼빈이 그의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 논박에서 밝히듯이 전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분명하며, 둘째 

종류의 의가 전가되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의로움이 신자의 칭의를 위해 전가되는 것은 셋째 종류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61

마지막으로, 버지스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롬 5:19에 독자의 주의

를 환기시킨다. 아담의 불순종이 단일한 것이었듯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역시

도 단일한 성질의 것이다.62 이는 아담의 죄가 단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56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4.
57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
58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5-346.
59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
60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347.
61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347.
62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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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죄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역시도 

하나라는 뜻이다.63 그리스도의 행적이 많으나, 그 모든 것은 한데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포괄적이며 완성된”(entire and compleat) 순종이 되는 

것이다.64

2. 제34번 설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온전한 순종” 논의 비교

(1) 연속성

1) 위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버지스의 이해에서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한 

쪽도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 웨스트민스터 주류 신학자들의 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버지스는 워커, 바터스트, 굿윈, 그리고 윌슨 등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은 하지만 분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믿었고, 또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되도록 그러한 구분을 엄밀하게 

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였다. 비록 공통점만으로는 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이 생략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여전히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버지스가 그리스도

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는 사실은, 버지스의 서술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전체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2) 버지스는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랬듯이, 로마 가톨릭과 율법폐

기론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스카토르의 견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

한다. 버지스는 다른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처럼, 온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온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능동적 

순종 교리의 정당성을 변호함으로써(롬 5:19),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와 율법

63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8-349.
64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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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론자들의 방종이라는 양극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버지스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스카토르의 견해 역시도 개혁파의 주류 견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버지스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간의 일치가 드러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단초를 찾기에 부족할 것이기에, 버지스의 설교와 웨스트민스터 

회의록의 불연속성이 암시하는 단서 역시도 주목해야 한다.

(2) 불연속성에서 나타난 단초들

1) 버지스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에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 종류의 의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비록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피틀리의 글에서는 유사

한 개념이 등장한다. 버지스가 그리스도의 의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실제적인 의라고 한 부분은, 피틀리가 그리스

도의 의가 세 부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피틀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의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유한 의인 동시에, 소극적인 불이행

과 적극적인 불순종을 만회하는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로움이기도 하다.65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에는 이러한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틀리나 버지스 등과 같은 이들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충분하다

고 여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2)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긍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자들이 구체적으로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역시도 신학자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채택 혹은 거부했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표현을 채택한 이들조차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세 부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들어 “온전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피틀리와는 달리,66 버지스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피스카토르에 대해 

65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
66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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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서 제34강의 말미에서 한 번 사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그러면서도 버지스는, “온전한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다 더 가까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버지스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함으로써,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세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비교적 온건한 수위의 표현인 “온전한 

순종”이, 39신조의 개정 과정에서 큰 거부감이 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공통적인 입장을 표현하기에 부족했을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추론해볼 수 있다.

  3) 심지어 버지스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피스카

토르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개혁신학의 테두리 안으로 품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전에 이미 피스카토르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명확한 설명

없이 버려진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3. 찾은 단초를 통해 기존 연구들을 재검토함

필자는 이제까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세부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양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피스카토르가 그 표현을 선점한 것 역시도 사실이기

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견해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음을 버지스의 글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한 피틀리의 불평 뿐만 아니라, 피스카토

르와 자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버지스의 재치에 주목한다면, 피스코의 제안, 즉 피틀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가 의식법에 순종했다는 인상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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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과 그리스도의 의가 세 부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역사적 정황이라

고 주장한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67 물론 도우네임, 워커, 어셔 등에게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만큼 당대에 보편적이었던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그 용어의 불완전성에 대한 피틀리 등의 불만족으

로 인해 사라졌다는 피스코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버지스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던 바인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다는 면을 보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총대들에 대한 배려였다는 이은선의 제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은선과 피스코는 그러한 배려 혹은 불만족의 배후에 

피스카토르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의 양극단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드러내지 못했다. 버지스의 작품을 통하

여 추론해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피스코의 설명처럼 “온전한 순종”이

라는 표현이 불충분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표준문서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이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표현을 

제외하겠다는 동기에서 표준문서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스카토르가 이미 사용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대신, 율법폐기론과 상관

이 없고 공로주의와도 상관이 없이, 온 율법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을 찾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대신 삽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록 이러한 추론이 웨스트

민스터 총회 회의록에서 증명될 수는 없으므로 결정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으나, 버지스의 작품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동기에서 “온전한 순종”이

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완전한 순종”이 대신 등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그들 

대부분이 긍정하는 상황에서 표준문서에 굳이 피스카토르가 선점한 그리스도의 

67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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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버지

스와 그의 동료 신학자들에게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야말로, 피스카토르

와 불필요하게 엮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로 미루어 

볼 때, 후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전체 표준문서를 크게 다루는 과정에서 “온전

한 순종”이라는 미시적인 표현에 그다지 주목할 여력이 없었다고 봐야한다는 

스트레인지의 제안은, 피스카토르 및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에 대한 웨스트민

스터 신학자들의 지식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V. 결론

결과적으로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최종본에는 “온전한 순종”이

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대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완전한 순종”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그렇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거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은, 수동적 순종과는 동떨어진 율법폐기론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저의

를 담고 있는 교리임을 그들이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완전한 순종”이라

는 표현만이 남게 되었는가? 필자가 위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과 버지스

의 글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기 위한 동기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능동적 순종 교리를 반대하는 피스카토르와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을 경계하기 위한 동기에

서 삭제되었을 가능성 역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상의 

변화는,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버지스와 다른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사이의 간격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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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벌려놓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처음에는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틀리의 경우처럼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탐탁

지 않게 생각하는 신학자들과,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독일 헤르

본 아카데미의 신학자 피스카토르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율법폐

기론자들에 대한 경계심은 결국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대신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록 유도했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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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stminster Standards and Christ’s “Whole 

Obedience”: A Quest for a Clue from Anthony 

Burgess’(1600-1664)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Gyeong Cheol Gwon

(Saehan Presbyterian Church, Educational Pastor, Church History)

A number of theologians, including the 17th century Reformed 

Orthodox, Bavinck, and Hyung Nong Park, have observed that 

Christ’s obedience to God is twofold: active and passive. The 

Westminster Standards is no exception, as it implies Christ’s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Nevertheless, there is no scholarly 

consensus up to this day on the reason for the omission of such 

phrases as “whole obedience” and “active obedience.” By way of 

comparing the minute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with Anthony 

Burgess’s The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I will find any hi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phrase, “perfect obedience,” in 

exchange for “whole obedience.” While Burgess, as well as the 

majority of the Westminster Divines, embrace the twofold aspect 

of Christ’s obedience, they find the terms unsatisfactory, as the 

phrase, “whole obedience” can be too broad to explain the exact 

nature of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To make matters 

worse, as Piscator, the champion of the passive obedience at the 

expense of active obedience, already used the phrase, “whole 

obedience,” it can be misleading to use the phrase, “whole 

obedience,” while upholding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It may 

be for this reason that the Assembly, while checking th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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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tinomianism and Roman Catholicism, adopted on purpose 

the new phrase, “perfect obedience” in place of “whole obedience.”

Key Words: Christ, Active Obedience, Whole Obedience, Westminster 

Assembly, Justification, Anthony Burg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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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Preparation in the Soteriology of 

Herman Witsius(1636-1708)

Hyo Nam Kim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djunc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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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Herman Witsius and His Doctrine of Regeneration

Ⅲ. Doctrine of Faith in Witsius’s Theology

Ⅳ. Doctrine of Preparation in Witsius’s Theology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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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ctrine of preparation, known as a distinctive Puritan 

understanding of conversion, was shared by other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Nevertheless, it has been subjected to various 

controversies regarding human role for preparation. Although any 

study on other continental Reformed theologians would be helpful 

fo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matter, it is regretful that the 

Nadere Reformatie divines’ understanding of the issue was almost 

neglected. The goal of this essay is, therefore, to expound Witsius’s 

understanding of the preparation and to prove that this preparation 

is not human meritorious work, but God’s work for conversion. 

Moreover, the Puritan doctrine of preparation is not different in 

essence from Witsius’s, despite some seemingly different points. 

His idea of regeneration had two-fold meaning: the first moment 

of infusing divine life into a soul and the manifestation of the infused 

life. For the former, the humanity can't contribute meritoriously. 

He believed that saving faith had two faculties, the intellect and 

the will, both of which must be renewed by the Holy Spirit. Thus, 

intellectual change always takes place after regeneration. Whereas 

the Puritans taught the preparation to come before regeneration, 

Witsius’s concept of regeneration made him regard the same 

process both as coming after the first sense of regeneration and 

eventually as preparation for saving faith completed with the 

change of the will. There is another preparation preceding the 

first regeneration. According to him, this is totally divine work on 

the souls of the elect for their regeneration by preventing the elect 

from committing fatal sin and helping them to understand divine 

truth by regenerating their intellect. Therefore, in his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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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ouble preparation concept, no appreciation of the human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in its narrower sense was made.

Key Words: Herman Witsius, Preparationism, Puritans, Regeneration, Faith,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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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Puritans, especially the New English Puritans, widely accepted 

the concept of preparation for conversion or regeneration. They 

asserted that the elect sinners’ hearts should be prepared for 

salvation before conversion, in that, when sinners’ hearts are 

still filled with sin and love for sin, they are not in a suitable 

state to be united with Christ, who is holiness itself.  This 

means that for biblical salvation, the hearts of sinners should 

be prepared by experiencing the emotional separation from sin 

before conversion or having true faith. It has been controversial 

among scholars, however, because the term “preparation” 

sounds like giving any meritorious role to sinners for their 

salvation.

Scholars such as Joel R. Beeke, E. Brook Holifield, Charles E. 

White, W. K. B. Stoever, and Robert Middlekauff basically 

accepted the position that the concept of preparation 

accommodates human role, not human merit, in salvation.1 They 

1 Joel R. Beeke, Prepared by Grace, for Grace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3); Robert Middlekauff, The Mathers: Three Generations of Puritan 
Intellectuals 1596–172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233–34; Charles 

E. White, “Were Hooker and Shepard Closet Arminians?” Calvin Theological Journal 
20, no. 1 (1985): 41; W. K. B. Stoever, ‘A Faire and Easie Way to Heaven’: Covenant 
Theology and Antinomianism in Early Massachusetts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8),110. With a careful analysis on various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including the Puritans on both sides of Atlantic Ocean and a couple of 

Dutch divines, Joel Beeke and Paul Smalley clearly proves that the concept of 

preparation does not make any room for human merit in God’s salvific plan for 

sinners. Middlekauff obviously rejects the notion that the New England Puritans 

regarded preparation as a stage where sinners could perform any meritorious action 

for salvation without assistance from God.  According to him, they consistently taught 

that an elect sinner was able to perform “evangelical preparation” only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Middlekauff’s view on preparation is seconded by Holifield,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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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considered sinners to be absolutely passive objects, who 

were to be totally prepared by God for salvation.  Sinners must 

use their will an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ir salvation, 

but it excludes any idea that human merit can contribute to 

their own salvation or “oblige God to respond with grace” to 

their exertions.2

Over against this first view on Puritan preparation concept, 

there are also scholars who claim that the Puritans who held 

preparation concept went farther in the direction of 

Arminianism than an orthodox Reformed theology could permit.  

Perry Miller and R. T. Kendall are the most eminent exponents 

believed that no human action could oblige God to bestow saving grace on humanity.  

Middlekauff also states that everything that has the appearance of being “man’s 

preparation for conversion” is essentially made possible by God.  Rejecting Pettit’s 

argument that the preparationists insisted on “baptismal efficacy,” which enabled 

sinners to prepare themselves for salvation, he demonstrates that no New England 

minister regarded the sacrament itself as efficacious. Charles E. White also agrees 

that preparation concept does not ascribe a natural ability to humanity in course 

of salvation.  He holds that “Hooker, Shepard, and Cotton were not speaking of a 

bridge of preparation built by human effort but of the bridge of grace built by the 

Word of God.” White argues that God’s sovereignty does not conflict with human 

responsibility, but rather that these are in harmony with each other throughout the 

Scriptures. In his book A Faire and Easie Way to Heaven, Stoever contends that in 

the covenant of grace,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necessity of persisting 

in the moral law and works-righteousness.  He argues, therefore, that the covenant 

of grace embodies the continuity of the moral law but not of works-righteousness.  

Although the moral law persists in the covenant of grace, it conducts its work as 

a manifestation of God’s good will, which we should follow as His children and not 

as a condition for justification.  Moreover, according to Stoever, the reason some 

scholars regard the mutual obligation in the covenant of grace as works-righteousness 

because they fail to correctly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ditionality” in the 

covenant of grace.  Contending that “exclusion of merit from justification was not 

synonymous with exclusion of human faculties from participation in conversion,” 

he reconciled human obligation with God’s sovereignty by way of the scholastic 

doctrine of multiple causality.
2 David Hall, “On Common Ground,”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44 no. 2 

(1987),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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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view.3 As George Marsden points out, while Miller 

negated former images of the Puritans, he insisted that the 

Puritans were “spokesmen for Renaissance and disciples of 

Erasmus and Colet,” rather than “dogmatic Calvinists.”  By using 

“the logic of a Humanist” (such as Ramism) as a method, 

Marsden continued, the Puritans went beyond the position with 

which the Reformed tradition could agree.4 This view on Puritan 

preparationism is deeply rooted in his misunderstanding of 

Puritan covenant concept, especially the covenant of grace.  

Accordingly, Miller concludes that the biblical notion of a 

covenant between God and humanity put humans in a 

“bargaining position” with their Creator.5 Appraising Thomas 

Hooker as a theologian who “fully developed a teaching of 

preparation for faith prior to regeneration,”6 R. T. Kendall 

described Hooker’s preparation idea as “a bold exhortation to 

men in their natural state.”7 Moreover, he explained that faith 

is obtained by the act of human will, and that Hooker’s 

doctrine of faith is voluntaristic from start to finish.8 This view, 

however, was seriously countered by some scholars such as 

Richard A. Muller9 and Paul Helm.10

3 Perry Miller and Thomas Johnson, The Puritans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38; R. T.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Cumbria, UK: Paternoster 

Press, 1997).
4 George Marsden, “Perry Miller’s Rehabilitation of the Puritans: A Critique,” Church 

History 39, no. 1(1970), 95.
5 Miller, The Puritans, 284.
6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123.
7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131.
8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138.
9 See Richard A. Muller’s two articl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ect 

and the will within faith, “Fides and Cognitio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Intellect 

and Will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5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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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far, we have seen various understandings of Puritan 

concept of the prepared heart for salvation. However, although 

Dutch Reformed theologians of the seventeenth century have 

been widely regarded as parallel to the Puritans in many 

respects and they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1990); “The Priority of the Intellect in the Soteriology of Jacob Arminiu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55 no. 1 (spring, 1993).  Richard A. Muller 

criticizes his understanding of faith. He maintains that Kendall so misunderstood 

“Calvin’s language of faith as cognition” that his “attempt to create a contrast between 

Calvin’s thought and the voluntaristic leanings of later Reformed theology must also 

be reassessed and, most probably, set aside.”  In addition, refuting Kendall’s idea 

of voluntarism, which is essentially connected to the Arminian sense of 

preparationism, Muller argues that voluntaristic tendency in the Reformed theology 

does not have fundamental relationship to “preparationism” and ought to be viewed 

as “resident Augustinianism.”
10 Paul Helm, Calvin and the Calvinists (Carlisle, PA.: Banner of Truth, 1982), 52-61. 

Paul Helm also opposes Kendall’s view on preparationism. Helm points out in his 

book, Calvin and the Calvinists, that Kendall’s misunderstanding of the functions 

of the will and the intellect in relation to faith caused a distorted view of voluntarism 

and concludes that this distorted voluntaristic view led him to see Puritan 

preparationism as Arminian voluntarism in which man prepares himself for 

regeneration or conversion. See also W. Stanford Reid’s review of Kendall’s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43 (1980)162; George 

W. Harper,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A Review Articl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0 no. 2 (November 1985), 259-260. Harper and Reid stand 

in the same line with Helm with regard to this issue. Evaluating as oversimplification 

Kendall’s dichotomy in which “one defined by the intellectualist view that faith has 

to do with knowledge and is thus essentially passive, and the other defined by the 

voluntarist understanding that faith is an action of the will and thus necessarily 

involves human agency,” Harper argues that this underlies Kendall’s 

misunderstanding of Puritan preparation concept as Arminian voluntarism. In 

addition, Reid also contends that although Kendall “refers to Calvin’s concept of 

the renewal or regeneration of the will, he elsewhere quotes Calvin as saying that 

‘the will is effaced’ (p. 26ff). But Calvin explicitly says, as one reads further in the 

paragraph, that it is not abolished in the sense of bing destroyed, but is made anew, 

‘not meaning that the will now begins to exist, but that it is changed from an evil 

to a good will.’” Then he concludes that “it seems a little strange that they should 

be ranged on the side of Arminius against Calvin, for they did not hold that the 

unregenerate will could ever rest in the promises of God in Chris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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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ed theology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it is 

regretful that their understanding of conversion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by scholarship. Moreover, among the various 

conversion models suggested, the concept of preparation for 

salvation has been almost exclusively researched within the field 

of Puritan studies. The main goal of this essay is, therefore, to 

attempt to demonstrate how seventeenth-century Dutch 

Reformed orthodox divines understood conversion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reparation by turning our attention to one of 

leading Dutch divines of Nadere Reformatie, Herman Witsius. In 

this essay, by exploring his doctrine of conversion, we will see, 

first, that like many Puritans he has also the concept of 

preparation for salvation, that is, double preparation  both for 

faith and regeneration; second, that unlike the Puritans, he 

insists that the first sense of preparation, which is quite 

identical with Puritan idea of preparation, is not prior to 

regeneration, but the effects of regeneration; third, that the 

second sense of preparation is entirely God’s work within the 

souls of the elect; and finally that thus these preparations do 

not give any meritorious credit to natural human ability in any 

way. 

II. Herman Witsius and His Doctrine of Regeneration

1. Herman Witsius and His Magnum Opus

The primary reason why Wisitus was chosen for this stu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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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theological position among the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Witsius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Nadere 

Reformatie divines whose theology retains some distinctive 

elements of two most important theological parties in the 

seventeenth-century Dutch Reformed churches. As a theological 

student, he had a great privilege to study under Hoornbek, 

Voetius, Maresius and Essenius at the universities of Groningen, 

Leiden, and Utrecht. After many years of his pastoral ministry in 

four churches, he began teaching ministry at Franeker University 

in 1675, then moved to the University of Utrecht in 1680, and 

finally finished his teaching career at the University of Leiden 

as the successor of the younger Friedrich Spanheim. He has 

been widely known for his attempt to reconcile the disciples of 

Gisbertus Voetius and Johannes Cocceius, both of whom were 

most influential Reformed theologians representing two different 

theological lines in the Netherlands at his time.11 It is his 

magnum opus, De oeconomia foederum Dei homnibus libri 

quatuor (1675)12 that clearly shows such a mediatory character 

of his theology between Cocceian federalistic theology and 

Voetian Reformed scholastic theology. He sought to reduce 

tension between the two divided lines of theology in among 

Dutch Reformed theologians.13 He made use of certain Cocceian 

methods while preserving essential contents of Voetian theology. 

11 See Joel R. Beeke, “The Life and Theology of Herman Witsius” in Herman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trans. Wiliiam Crookshank, 

2vols., vol. 1(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0), 8-9. 
12 The title of its English translation i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trans. William Crookshank, 2vols., vol. 1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0) and this paper will use this English translation.
13 Beeke, “The Life and Theology of Herman Witsiu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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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sius comments in his introduction of the book, “the enemies 

of our church...secretly rejoice that there are as many and as 

warm disputes amongst ourselves, as with them. And this, not 

very secretly neither: for they do not, nor will ever cease to 

cast this reproach upon us; which, I grieve to say is not so 

easily wiped away. O! how much better would it be to use our 

utmost endeavours, to lessen, make up, and, if it could be, put 

an end to all controversy!”14 While this work was written in part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Cocceians and the Veotians, main 

opponents Witsius intended to attack here were Roman 

Catholics, Arminians, Socianians, and such Dutch Protestants as 

Hugo Grotius who had tried to undermin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ormation tenets, “sola scriptura.” In the lat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Witsius became so 

influential in the Reformed circle that his work on divine 

covenant became “a standard in the Netherlands, Scotland, 

England, and New England.”15

De oeconomia foederum Dei is composed of four books: book 

one deals with the Covenant of Works; book two was written on 

the so-called the pactum salutis; book three treats the Covenant of 

Grace in time with emphasis on ordo salutis; and lastly, book four 

focuses on “covenant ordinances throughout the Scriptures.”16 Even 

though Witsius seems to claim, as its titles shows, that it 

comprehends a whole body of divinity, it focuses on describing the 

entire process of human salvation from the Fall of Adam by the break 

of the prelapsarian covenant to the divine plan of restoration 

14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21-22
15 Beeke, “The Life and Theology of Herman Witsius,” 20.
16 Beeke, “The Life and Theology of Herman Witsiu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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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with the eternal intra-Trinitarian covenant and 

completing by the Covenant of Grace with its blessings, that is, the 

ordo salutis. This implies that his theological system was founded 

upon his personal interest in human salvation.17

2. The General Definition of Regeneration

Witsius deals with the concept of preparation for salvation in 

his section on regeneration. He also uses the terms “conversion” 

and “regeneration” interchangeably in relation to the idea of 

preparation for salvation. When he reflects on this issue, he 

seems to have thought that the idea of preparation could be 

more clearly expounded in the doctrine of regeneration than to 

other doctrines such as the doctrines of conversion and faith. 

In this sense, we need first to take a look at how Witsius thinks 

of regeneration. 

Witsius explains the mysterious nature of regeneration by 

referring to human birth. He delineates it vividly: “But here all 

things are deep, and wrapt up in mystery. Who can unfold to 

us the secrets of his own corporal birth? Who can distinctly 

declare, in what manner he was poured out like milk, and 

curdled like cheese within the bowels of his mother?”18 

Immediately after this, he defines “regeneration” as “supernatural 

act of God, whereby a new and divine life is infused into the 

elect person spiritually dead, and that from the incorruptible 

17 Dealing with the Covenant of Grace, which is the main theme of the work, in the 

Book 3, Witsius dedicated more than 90% of space to expounding the elements 

included in the ordo salutis as the benefits promised to those in the covenant. 
18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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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of the word of God, made fruitful by the infinite power of 

the Spirit.”19 We can draw from the above definition four 

crucial aspects with regard to his understanding of regeneration: 

the subject and object of regeneration, the way of regeneration, 

the state before and after regeneration, and the means of 

regeneration. 

Witsius affirms that regeneration is totally performed by God, 

on the elect and that it is also by the power of the Spirit that 

the natural man could be regenerated. In addition, because 

even the elect, prior to regeneration, is spiritually dead; it is 

also true that he or she cannot contribute anything to 

animating his or her spiritual life. This leads us to the fact that 

regeneration is performed solely by God in the souls of the 

elect; whereas, the elect is totally passive as far as regeneration 

is concerned. Therefore, God is the subject of regeneration, and 

the elect is its object. From this, human condition prior to 

regeneration is naturally brought forth.

Before regeneration, even the elect is put in the state of 

spiritual dead where no life is found. As it is hopeless to find 

any motion in the dead human body, so in the elect spiritually 

dead there can be no perceived motion of life in its own. 

Regeneration is God’s work to change this desperate situation 

by infusing divine life into the elect with the infinite power of 

the Spirit. When God infuses divine life into the spiritually dead 

elect, he achieves this spiritual work by means of the word of 

God. This divine word is implanted as a seed. Finally, this seed 

of God must be “made fruitful by the infinite power of the 

19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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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since this seed is “the incorruptible seed.” Although, “at 

times, it seem to perform any things that have a principle of 

life,” he notes, “but resembles those automatical or artificial 

motions by which statues, ingeniously framed, counterfeit living 

animals.”20

3. Impossibility of the Third State

As seen in the definition of regeneration, the state of our 

soul prior to regeneration is spiritually destitute and dead. By 

regeneration this dead soul is moved to a new state, which is 

fruitful. Thus, Witsius makes clear that there is “no intermediate 

state between the regenerate and unregenerate.”21 He specifies 

and confirms it as follows:

[O]ne is either dead or alive; has either the spirit of the flesh 

and the world, or the Spirit of God actuating him; is either in the 

state of grace, or in the state of malediction; either the child of 

God, or of the devil; either in the way to salvation, or damnation. 

There neither is, nor can be any medium here. The holy scripture 

divides all mankind into two classes, sheep and goats, . . . and 

compares their goings to two ways; whereof the one, which is 

broad, leads to destruction; the other, which is narrow, to life.22

This desperate condition of the elect prior to regeneration 

and the impossibility of the third state naturally lead us to the 

20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5. 
21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8.
22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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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at “there are no preparations antecedent to the 

first beginning of regeneration.”23 He thoroughly excludes any 

possibility of human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by calling it 

“a new generation,” “a resurrection,” and “a creation.”24 

However, even though these images clearly show that humanity 

cannot do anything for their own regeneration, it is “the victory 

of God” which discovers both the nature of regeneration and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not able to prepare themselves 

for regeneration. The former three terms suggested by Witsius 

with regard to regeneration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sin and its resistance to God’s will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ruled by devil. Thus, he argues that 

regeneration should be most clearly understood in terms of 

God’s victory over the devil governing the fallen human nature. 

Accordingly, “all these operations of God tend to exclude, as far 

as possible, all preparations from the beginning of our 

regeneration.” Because regeneration is totally God’s work to 

conquer sin and devil by infusing a new life into our spiritually 

dead bodies.25 

4. Two Kinds of Regeneration

In the earlier sections we defined regeneration and looked at 

the impossibility of human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but we 

need to explain Witsius’s usage of the term “regeneration”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correctly understand his concept of 

23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9.
24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9. 
25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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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for regeneration. Even if he excludes any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from the fallen humanity, he uses 

the term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in his work. 

Witsius holds that a new life, which was put into the elect by 

regeneration, may be considered in two ways:

Moreover, this spiritual life may be considered, either by way of 

faculty, and in the first act, in the usual language of the schools; 

or by way of operation, and in the second act. In the former respect, 

it is that inward constitution of the soul whereby it is fitted to 

exert those actions which are acceptable to God in Christ, by the 

power of the Spirit uniting in to God: whether such actions 

immediately flow from that principle, or whether they lie concealed 

for some time, as fruits in their seed. In the latter respect, it 

is that activity of the living soul by which it acts agreeably to 

the command of God and the example of Christ.26

Witsius here intends to say with regard to regeneration in the 

first action that when corrupt man is regenerated by God, the 

faculty of his soul is also changed at the same time. In this 

sense, “regeneration is accomplished in a moment.”27 “In the 

instant he begins to live, he is born again.”28 Although the 

regenerate does not show any external movement, only if truly 

regenerated, the faculty of his or her soul was changed at the 

moment of regeneration and has capability to exert actions 

“acceptable to God in Christ.” Regeneration in the second act, 

according to Witsius, points to the state in which the activity of 

26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7.
27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7.
28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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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d faculty emerges. Moreover, he holds that “there are 

various degrees of regeneration in the second act.”29 Although 

this activity is too small that we cannot perceive it, or the 

regenerate at most exerts some slender, initial, and infantile 

operations, those who show evidences “are to be ranked among 

the regenerate.”30 What is more, Witsius reaffirms this division 

of regeneration into two kinds:

Sometimes it is blended with sanctification, and by regeneration 

is understood that action of God, whereby man, who is now 

become the friend of God, and endowed with spiritual life, acts 

in a righteous and holy manner, from infused habits. . . . But 

sometimes regeneration denotes the first translation of a man 

from a state of death to a state of spiritual life; in which sense 

we take it.31

As expressed in this passage, it generally means the latter 

notion of regeneration when he makes mention of regeneration. 

This corresponds with the aforementioned regeneration in the 

first act. This happens at the moment God infuses divine life 

into the elect as the first act of passing from death to life. He 

also insists that regeneration can sometimes be blended with 

the concept of sanctification. It points to “the manner” or 

“infused habits”32 in which spiritual life infused earlier manifests 

itself as in regenerated infants. He goes on even to say that “by 

regeneration, they mean the state of passive justification.”33  

29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7.
30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7.
31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32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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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octrine of Faith in Witsius’s Theology

1. Faculty and Result of Faith

Not only the Reformed tradition, but also Catholic scholastic 

theologians such as Thomas Aquinas defined that faith was a 

matter of will as well as intellect.34 Witsius does not differ from 

them in this issue, writing that: “the soul denotes the essence: 

the understanding that very essence, as it apprehends: the will, 

the same with that intelligent essence tending to enjoy the thing 

known, or understood.”35  Therefore, Witsius believes that both 

the intellect and the will should be affected by God’s grace for 

the elect to have true faith.36

Although he does not explicitly show which faculty plays a 

primary role in one’s faith, insofar as this issue is concerned, 

he seems to favor Calvin’s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ect and the will within faith. As Muller argues, Calvin’s 

“soteriological interest creates, in the doctrine of faith itself, an 

emphasis on the primacy of the will in the cognitive act” 

although “his language of faith as cognitio tends to balance 

intellect and will.”37 After the Fall, the change of the intellect 

33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34 Se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a IIae, q. 2, art. 2; q. 4, art 2; cf. Muller, 

“Intellect and Will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11.
35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5.
36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7.
37 Muller, “Intellect and Will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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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nger guarantees that of the will. In other words, the Fall 

affected both parts of the soul, the intellect and the will, so 

that the will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e good perceived by 

the intellect. Thus, in order to arrive at true faith, there must 

be not only the change of the intellect but also of the will.

Witsius describes “the natural process of faith” to perceive 

more thoroughly its entire nature and manner.38 He summarizes 

this process as follows:

Faith comprehends the knowledge of the mystery of God, and 

of Christ in the light of grace, the truth of which mystery the 

believer acknowledges with full assent of mind, on the authority 

of the testimony of God. And not only so, but he is also in love 

with that truth, exults therein and glorifies God; he likewise 

ardently desires communion with Christ, that the things which 

are true in Christ, may be also true to him for salvation; wherefore, 

when Christ is offered to him by the word and Spirit, he receives 

him with the greatest complacency of soul, leans and rests upon 

him, and gives and surrenders himself to him; which done, he 

glories that Christ is now his own, and most sweetly delights in 

him, reposing himself under the shadow of the tree of life, and 

satiating himself with its most delicious fruits.39

Among those stages, he admits that some of them go before 

faith; that “other acts belong to the very form or essence of 

faith”; and that “others are accidental, which agree only to a 

confirmed and strengthened faith.”40 Both “the knowledge of the 

38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7.
39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6. 
40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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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truth” and “a pious affection of the will towards God,” 

belongs to the first category.41 In other words, the changes of 

the intellect and the will must precede faith. Accordingly, 

Witsius holds that both faculties of faith must be changed by 

grace for the elect to get true faith.

His view on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ect and the 

will can be confirmed by his distinction of saving and false 

faith. After defining true, saving faith, Wisitus goes on to 

explain two kinds of false faith: historical faith and 

presumptuous faith. His description of historical faith is “a 

naked assent to the things contained in the word of God, on 

the authority of God, by whom they are asserted, but without 

any pious motion of the will.”42 The first aspect this definition 

clearly shows is that this historical faith includes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that one assents to that knowledge. This 

knowledge is not limited to “the historical part of Scripture,” 

but it “may extend to the precepts, doctrines, promises and 

threatenings.”43 We may acknowledge that an intellectual change 

happened, because it is possible only by the change of the 

intellect for fallen humanity to know and ascend to the spiritual 

knowledge “on the authority of God.”44 The problem is, 

however, that this faith cannot lead people to practice. In other 

words, they cannot lay hold of the truth revealed by grace 

“without any pious motion of the will,” that is volitional change 

in their hearts.

41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7.
42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8.
43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8.
44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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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Witsius, those who have a presumptuous faith 

seem, beyond assent to the truth revealed, to exult in the 

known and acknowledged truth, to make profession of it, and 

bring forth “many emotions in the hearts, and actions in the 

life, which exhibit some appearance of piety.”45 However, he 

also classifies this faith as false because this faith does not 

have true knowledge of truth. Witsius presents four reasons why 

the temporary faith differs from the saving faith, but all four 

reasons are more or less related to the fact that this faith has 

some serious problems with the knowledge of the truth. 

Accordingly, a presumptuous faith does not have real knowledge 

of the truth although it shows the external, temporal change of 

the will. Taken together, Witsius maintains that there should be 

the change of the will along with that of the intellect by the 

Holy Spirit for the elect to have saving faith.

2. Faith and Regeneration 

Witsius makes it clear in the chapter dealing with “faith” that 

faith is the result of the first regeneration. He starts this 

chapter by noting that “we now proceed to explain the nature 

of true Faith in God by Christ, which is the principal act of 

that spiritual life implanted in the elect by regeneration.”46 

From this statement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faith comes 

after regeneration in its narrower sense, and that Witsius 

actually distinguishes regeneration from faith as a different 

45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29. 
46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1.



193Double Preparation in the Soteriology of Herman Witsius(1636-1708) / Hyo Nam Kim

entity. What then is the “faith” which he mentions here? We 

have already seen in the previous section that he believes that 

faith is composed of two faculties, that is, the intellect and the 

will, and argues that both faculties ought to be changed by 

God’s grace so that the elect may have true, saving faith. So, 

saving faith, coming after regeneration, can be said the result 

of the change of both faculties. In other words, the moment 

that saving faith comes into the souls of the elect can also be 

regarded as the moment that the will of the elect is changed by 

God’s grace, since it was already implied in the fact that 

Witsius believed that the intellect changed earlier than the will. 

When does he think the moment the intellect is changed by 

God’s grace? In this regard, he writes “[T]hat by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other operations of God’s special providence 

towards them, many evident principles of divine truth are 

understood by the natural mind, and also imprinted on the 

natural memory, the meditation of which, immediately after 

they are regenerated, conduces very much to the confirmation 

of their faith.”47 What he is dealing with in this sentence is 

God’s preparatory works within the elect before regeneration. 

Witsius holds that God starts working on the intellect of the 

elect even before they are regenerated. As clearly mentioned, 

the subject which understands many principles of divine truth 

by God’s help is the “natural mind” of humanity; the object on 

which God imprints those principles is the human “natural 

memory.” This clarifies that the intellectual change by God’s 

grace happens prior to the narrower sense of regeneration. He 

47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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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s that this intellectual change wil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confirming faith after regeneration. That is to say, 

intellectual change occurs within the elect before their first 

regeneration, and then saving faith would be completed with 

the change of the will by the help of the principles of divine 

truth which have been already received by the elect before 

regeneration. Accordingly, Witsius intends to say with regard to 

faith and regeneration that faith and regeneration is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that the change of the intellect precedes 

regeneration, whereas the change of the will goes after 

regeneration.

IV. Doctrine of Preparation in Witsius’s Theology

1. False Concepts of Preparation

As representing his view on preparations for regeneration, 

Witsius makes it clear that the aforementioned regeneration in 

the first act cannot prepare human beings. He continues to 

introduce false views of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He first 

deals with the semi-Pelagian false concept of preparation. He 

explains this concept as: 

A man comes to the grace whereby we are regenerated in Christ 

by a natural faculty; as by asking, seeking, knocking; and that, 

in some at least, before they are born again, there is a kind of 

repentance going before, together with a sorrow for si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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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the life for the better, and a beginning of faith, and 

an initial love of God, and a desire of grace.”48

Even though, differing from that of Pelagians, this view does 

not contend that a person could make one-self worthy to 

receive God’s grace, yet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an 

occasion by which God was moved to bestow his grace.”49 In 

other words, they maintain that “the mercy of God is such, that 

he recompenses this very small beginning of good with this 

illustrious reward.”50 In the same vein, Witsius argues, “the 

Remonstrants are likewise mistaken,...” because they believed 

that “some work of man...goes before his vivification; namely, 

to acknowledge and bewail his death, to will and desire 

deliverance from it; to hunger, thirst, and seek after life: all 

which, and a great deal besides, is required by Christ in those 

whom he will make alive.”51 He refutes those contentions in this 

way: First, “since our nature is become like an evil tree, after 

having eaten of the forbidden fruit,” all fruits we can produce 

are “evil and unacceptable to God,” and thus we cannot prepare 

ourselves for “the grace of regeneration.”52 Second, “it has been 

found that they who in appearance were in the best manner 

disposed for regeneration, were yet at the greatest distance from 

it.”53 Third, “on the other hand, they who had not even the 

least appearance of any preparation...went into the kingdom of 

48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0.
49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0.
50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0.
51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0.
52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0.
53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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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before those who were civilly righteous and externally 

religious.”54 Therefore, Witsius asserts that no human action 

prior to regeneration can make any contribution to his or her 

regeneration at all.

2. Witsius’s View on the Nature of Preparation

In the previous section we saw that Witsius denies any human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with his/her own volition. 

Nevertheless, we can also see him use the concept of 

preparation in his work. Before examining his view on the 

concept of preparation, we need to see his understanding of the 

Puritan concept of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or conversion. 

For this purpose, he introduces the common preparation 

concept of two leading English Puritans, William Perkins and 

William Ames. Affirming their idea of preparation, he describes 

their view in this way:

There have been likewise some among ourselves who have spoken 

of preparations to regeneration or conversion; but in a quite 

different sense from the favourers of Pelagianism. In persons to 

be regenerated they have assigned, 1st. A breaking of the natural 

obstinacy, and a flexibility of the will. 2. A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law. 3. A consideration of their own sins and offences against 

God. 4. A legal fear of punishment, and a dread of hell, and 

consequently a despairing of their salvation, with respect to any 

thing in themselves.55

54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55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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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looks similar to the semi-Pelagian description of 

preparationism.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m. 

Before explaining the differences, he cites Perkins’s comments 

on preparation for conversion to make the difference skarker:

1st. “There are some external works ordinarily required of men 

before they are brought to a state of regeneration or conversion, 

which are wont sometimes to be freely done, sometimes freely 

omitted by them: as going to church, hearing the word preached, 

and the like. 2dly. There are some internal effects, previous to 

conversion, or regeneration, excited by the power of the word 

and Spirit in the hearts of those who are not yet justified; as the 

knowledge of the will of God, sense of sin dread of punishment, 

anxiety about deliverance, some hope of pardon.”56

 

It is “the second” which needs to be focused on in relation to 

our purpose. Perkins clearly mentions that preparations come 

before regeneration or conversion, “excited by the power of the 

word and Spirit in the hearts of those who are not yet 

justified.” Witsius writes why Perkins’s view differs from the 

false views as follows:

1st. That they are not for having these things to proceed from 

nature, but profess them to be the effects of the spirit of bondage, 

preparing a way to himself for their actual regeneration. 2dly, That 

they are not for God’s bestowing the grace of regeneration from 

a regard to, and moved by occasion of, these preparations, much 

56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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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by any merit in them; but they imagine that God, in this 

manner, levels a way for himself, fills up vallies, depresses 

mountains and hills, in order the better to smooth the way for 

his entrance into that soul.57

He maintains in this passage that Perkins’s understanding of 

preparation is not derived from the human nature, but from the 

spirit of bondage. Here the spirit of bondage does neither mean 

the work of devil nor the work of the human nature, rather this 

work for our salvation leads us to cry for mercy. Although it is 

often darkened, blackened, and made legal in a great measure 

by other agencies, which do not aim at our benefit, this should 

be regarded as altogether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However, this also does not mean that the Puritans thought 

these preparations to be the effects of conversion. The spirit of 

bondage is performed in the elect prior to conversion by the 

Holy Spirit as one of His works in order to lead them to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saving grace of God. Witsius 

believes, therefore, that the Puritans insisted that all 

preparations are brought about by God before regeneration for 

the grace of regeneration to enter into the hearts of the elect.

In his evaluation of the preparation alleged by Perkins, we 

can see Perkins’s understanding of preparation in relation to 

faith:

Yet they [the Puritans] call them rather preparations for grace, 

than the fruits and effects of grace; because they think that even 

the reprobate may go as far as this: and they affirm, “that these 

57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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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cedent effects, produced by the power of the word and Spirit 

in the minds of men, may be, and in many usually are, stifled 

and entirely extinguished through the fault of the rebellious will.”58

Witsius reports that the Puritans regarded those preparatory 

motions as “preparation for grace,” not “the fruits and effects of 

grace.” We can see this in their thoughts that although these 

antecedent motions are brought forth by the power of the word 

and Spirit in the minds, that is, the intellect, of men, they may 

disappear because of the rebellious will which is not affected 

by the saving grace of the Spirit. Accordingly this argument 

implies that some people could go through preparatory 

experiences and the change of the intellect, but not be 

converted, because their will was not changed by God’s grace. 

When we think this in relation to Witsius’ understanding of 

faith, it could be reasonably drawn that the reprobate may 

experience the same external preparatory process as the elect 

by means of God’s grace, but they cannot have true faith 

because this grace, which changed the intellect, was not saving 

faith, which causes a volitional change within a human heart. 

This draws a conclusion that Perkins’s preparation concept, 

which Witsius introduces here, does not sharply differentiate 

from conversion, or regeneration from faith. Therefore, the 

concept of preparation in the theology of Perkins and Ames can 

be regarded as preparation for conversion, regeneration or faith. 

Unlike the Puritans, however, Witsius sees those preparations 

as the effects of regeneration: the regeneration in the first act, 

58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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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the first translation of a man from a state of death to 

a state of life.”59 He clearly reveals his view on preparation in 

the following way:

But we really think they argue more accurately, who make these, 

and the like things in the Elect, to be preparations to the further 

and more perfect operations of a more noble and plentiful spirit, 

and so not preparations for regeneration, but the fruits and effects 

of the first regeneration: for as these things suppose some life 

of the soul, which spiritually attends to spiritual things, and are 

operations of the Spirit of God when going about to sanctify the 

Elect, we cannot but refer them to the Spirit of grace and 

regeneration.60

He explains why all the motions that the Puritans call 

preparations for regeneration are not the actual preparations for 

regeneration, but the effects of regeneration. He argues that 

these things are not the actions of spiritually dead souls, but 

the operations of the Holy Spirit to sanctify the regenerate. 

Although he generally agrees on the Puritan preparation 

concept, he disagrees with them on the location of those 

motions. 

As seen above, the reason why the Puritans regarded the 

motions that precede conversion or regeneration as indeed 

preparatory for conversion is that “even the reprobate may go 

as far as this.”61 However, Witsius distinguishes those in the 

elect and in the reprobate. He insists that although those 

59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60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61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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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s of the reprobate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the 

elect, there exits fundamental,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m. He maintains that:

They are only the same materially, but not formally. Reprobates 

also have some knowledge of Christ, some taste of the grace 

of God, and of the powers of the world to come. Yet it does 

not follow, that the knowledge of Christ, as it is in believers, and 

that relish of grace and glory they have, is not the gift of the 

Spirit of grace and of glory. And indeed, the things mentioned 

by Perkins, and the other British divines, are not preparations for 

regeneration in the reprobate; either from the nature of the thing, 

or the intention of God.62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not in degree, but in essence. 

In this sense, he thought that the Puritans made a mistake. For 

Witsius, the Puritans seemed to have thought that because the 

reprobate, who cannot experience regeneration, sometimes show 

the same motions of preparation as that which the elect do, 

these motions themselves could not precede regeneration. 

However, Witsius contends that those motions of the reprobate 

are not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either from the nature of 

the thing, or the intention of God” because “however great 

these things may appear to be,” they are still under the realm 

of spiritually dead,63 and because “no intention of God can be 

rendered void.”64 Thus he concludes that “all these things be in 

another manner in the Elect than in the reprobate.”65

62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63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64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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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paration for Faith?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How then can those motions be called preparation? What is 

this preparation for?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need to 

take a look once again at his understanding of regeneration and 

faith. We already saw that Witsius introduced two kinds of 

regeneration. In a narrower sense, regeneration refers to the 

first translation from a state of spiritual death to a state of life; 

in a wider sense, this term is blended with the notion of 

sanctification.66 In addition, there can be no preparation before 

regeneration in its narrower sense. Therefore, we may draw a 

conclusion that the motions, called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by Perkins, would happen somewhere within the boundary of 

regeneration in its wider sense. When it comes to faith, we 

already mention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idea of Calvin 

and his descendants, Witsius also seems to believe that two 

faculties of faith, the intellect and the will, must be changed by 

the grace of God for the elect to have true, saving faith. 

Furthermore, intellectual change of the elect can occur even 

before regeneration, but volitional change always occurs after 

regeneration.

This can also be explained through two steps. First, he seems 

to argue that the so-called “preparation” mentioned by the 

Puritan preparationists refers to the same spiritual motions 

within the soul of the elect as the motions for “the acting of 

65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1.
66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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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faith,”67 which is posterior to regeneration in the 

theology of Witsius. He writes that “a knowledge of divine 

truths, a sense of misery, sorrow for sin, hope of pardon, &c. 

go before any one can fiducially lay hold on Christ.”68 The 

motions described in the above statement are very similar to 

those in the Puritan concept of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and those motions precede saving faith which “fiducially lays 

hold on Christ.” Moreover, for the Puritans preparatory motions 

precede regeneration, whereas Witsius’s model of preparatory 

works begin after regeneration as a result of regeneration and 

continue until the elect have saving faith. For this reason, he 

notes, “there are some effects of the Spirit after regeneration, 

by which he usually prepares them for the actings of complete 

faith.”69 Accordingly, we prove that Witsius sets forth the 

so-called preparation as the preparation for saving or complete 

faith. 

What then is the saving or complete faith? The second step is 

supposed to answer this question. Dealing with faith, as we saw 

earlier, Witsius starts by identifying faith as “the principal act 

of that spiritual life implanted in the elect by regeneration.”70 

This reaffirms that faith comes after regeneration. In addition, 

he analyzes the natural process of faith. As summarized earlier, 

this process shows in what order saving faith forms within the 

regenerate. According to this order, faith starts with “the 

knowledge of the thing to be believed.”71 Since then, this 

67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68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69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2.
70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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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to be believed develops throughout several stages 

into complete saving faith by way of regeneration72 There are 

two important points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is process: 

First, this process for saving faith as a whole looks similar to 

so-called preparation process which comes after regeneration in 

its narrower sense. Second, this process is the process in which 

the will of the elect’s soul is changing. If we read each stage of 

this process, we can clearly find that as this stage proceeds, the 

knowledge and the understanding of divine truth penetrates 

more and more deeply into human affections and will. That is 

to say, the first step of saving faith, intellectual change, of the 

elect goes beyond mere knowledge and a naked assent to that 

knowledge all the way to “the love of the truth,”73 “to a hunger 

and thirst after Christ,”74 and “eventually to a receiving of Christ 

the Lord for justification.”75 Therefore, in the theology of 

Witsius so-called preparation is not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which comes before regeneration, but preparation for faith, or 

saving faith, which is completed after regeneration.    

There is another kind of preparation in the theology of 

Witsius. This preparation is not for faith, coming after the 

narrower sense of regeneration, but for regeneration, preceding 

the first regeneration. He states:

But we must not here omit, that the Elect, before their actual 

regeneration, are honoured by God with various, and those indeed 

71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8.
72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8-26.
73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17.
74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18.
75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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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excellent privileges above the reprobate, which are intend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God, to be subservient for promoting 

their regeneration in his appointed time.76

It is very clear in this passage that God does special works 

for His elect before their first regeneration and that these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promoting their regeneration. Thus, it may 

be called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in somewhat different 

sense from the Puritan concept of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For all preparatory motions for regeneration mentioned by the 

Puritans, Witius regards them as coming after regeneration, 

whereas these divine motions not only precede regeneration, but 

their nature also differ from that of the Puritans. Witsius argues 

that all this benevolent work of God occurs to the elect only. 

Here are three things God does in relation to this preparation: 

1st. That God often preserves them from those abase and 

scandalous crimes which are repugnant to common humanity, and 

that by some assistance of light, of divinity, of conscience, and 

civil honesty, with an accession of some grace operating internally, 

and laying a restraint on the wickedness of their nature. 2dly. 

That all and every one of them, who are brought to the 

acknowledgment and the common illumination of the Gospel, are 

kept from the sin against the Holy Ghost. 3dly. That by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other operation of God’s special providence 

towards them, many evident principles of divine truth are 

understood by the natural mind, and also imprinted on the natural 

memory, the meditation of which, immediately after they are 

76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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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ed, conduces very much to the confirmation of their fait

h.77

According to the above passage, what God does in this 

preparation is divided into two kinds: First, in the passive sense 

God restraints the elect from committing fatal sin; second, in 

the active sense God helps the elect to understand divine truths 

by changing or regenerating their intellect. However, although 

God prepares the elect for regeneration through these works, so 

that it can be regarded as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Witsius 

does not omit to say that these works “do not, of their own 

nature, dispose man for regeneration.”78 Therefore, those works 

of God prepare the elect for the narrower sense of regeneration 

“from the intention of God, than from the virtue of the thing,” 

and thus can “remotely be called preparations.”79 In addition, 

these divine works should be regarded as the preparatory grace 

of God in a different sense from that of the Puritans who 

regarded as preparatory grace of God what comes after 

regeneration in the theology of Witsius.  

V. Conclusion

To understand Witsius’s concept of preparation, we should 

start with his two-fold regeneration concept. He divides 

regeneration into two kinds. One points to the moment God 

77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5.
78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5.
79 Witsius, Economy of the Covenants, I,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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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uses divine life into the elect as the first act of passing from 

death to life; the other to the concept which is blended with 

the concept of sanctification in which spiritual life infused 

earlier manifests itself. After defining two regeneration concepts, 

he clearly confirms that for the former there can be no 

possibility of human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because prior 

to regeneration, even the elect are also spiritually dead such 

that they cannot move themselves by their own power.  

His understanding of regeneration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his understanding of faith for our purpose. Following 

the Reformed tradition, he believed that faith consists in two 

faculties, namely the will and the intellect. Both faculties should 

be regenerated by God’s grace for the elect to have true, saving 

faith. Whereas Kendall’s mis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ect and the will in relation to saving faith led 

him to think that the Puritans regarded faith as an act of the 

human will, Witsius maintains that not only the intellect but 

also the will must be renewed by the Holy Spirit for saving 

faith. Furthermore, separating faith from the narrower sense of 

regeneration, he writes that God renews the intellect prior to 

the moment of narrower sense of regeneration and the 

intellectual change by God’s grace always happens after 

regeneration. 

Witsius’s concept of preparation ought to be considered in 

this context. The Puritans mostly thought the preparation 

process to come before regeneration or conversion. Witsius’s 

concept of regeneration, however, gets him to regard the same 

process both as coming after the first sense of regen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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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ually as preparation for saving faith which is completed 

with the change of the will during the wider sense of 

regeneration. However, this does not completely exhaust his 

concept of preparation.  There is yet another preparation he 

mentions, which precedes the first regeneration. This 

preparation is not a human work bringing forth regeneration in 

any way. Rather this is totally God’s work for the elect for their 

regeneration by means of preventing the elect from committing 

fatal sin, and helping them to understand divine truth by 

regenerating their intellect. 

It is obvious, therefore, that like the Puritans, a very 

influential, representative Dutch theologian, Herman Witsius, 

also believed and taught that believers somehow need to be 

prepared for conversion or regeneration, though by God. In 

Witsius’s understanding of double preparation, we cannot see 

any appreciation of human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in its 

narrower sense. His preparation for faith is almost identical 

with the preparatory process of Puritan concept of preparation. 

Unlike them, however, he thought such preparation process to 

be preparation for saving faith, which is completed after the 

first regeneration, rather than for the regeneration. Thus, any 

human action seen in that process is not of natural human 

nature, but of a regenerated soul. With regard to his 

preparation for regeneration, all preparatory works are not 

derived from natural human nature, but from the Holy Spirit 

who prepares the elect for regeneration. Therefore, the 

conclusion can be drawn from Witsius’s soteriology that his 

concept of double preparation in no way compromises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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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ty in relation to human salvation and also that the 

elect sinners are not simply dead objects upon which God solely 

works, but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preparing their hearts for 

salvation not for regeneration, but for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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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헤르만 비치우스의 구원론에 나타난 이중 준비교리

김효남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외래교수)

준비교리는 청교도 특유의 회심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교리는 17세기 유럽의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공유하던 것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 속에 있는 인간의 역할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청교도 뿐 만 

아니라 헤르만 비치우스와 같은 대륙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의 준비교리와 비교할 

때, 네덜란드 제2종교개혁 신학자들이 가진 준비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은 비치우스의 준

비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준비가 인간의 공로적인 역사가 아니라 

회심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개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임을 증

명하는 것이다. 또한 청교도 준비교리가 비치우스가 제시하는 것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

하고자 한다. 그는 이중적인 중생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신적인 

생명이 영혼에 심겨지는 것이고, 둘째는 심겨진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다. 첫 번째 의미의 중생에서 인간은 어떤 공헌도 하지 못한다. 또한 그

는 구원얻는 믿음에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개의 기능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이 둘이 반드시 갱신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러므로 지적인 변화는 언제나 중생 이후에 일어난다. 청교도들은 준비

가 중생 혹은 회심 이전에 온다고 보았으나 비치우스는 자신의 이중 중

생 개념으로 말미암아 그 동일한 과정이 첫 번째 중생 이후에 오며, 결

국에는 두 번째 의미의 중생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의지의 변화와 더불어 

완성되는 구원얻는 믿음을 위한 준비가 된다고 보았다. 비치우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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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이것은 전적으로 중생을 위해서 택자의 영혼에 행하시는 하나님

의 사역이며, 이때 하나님은 택자들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

지하시거나 그들의 지성을 중생시키심으로 신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비치우스의 이중적 준비 개념에는 좁은 의미

의 중생을 위한 그 어떤 인간 편의 공로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헤르만 비치우스, 준비론, 청교도, 중생, 믿음, 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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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카이

퍼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영역주권을 선언하였는데, 이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삶과 사상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성경적 가르침이다. 교회와 국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각기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은 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한편으로 

국가와 정부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역주권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사회적 영역들의 

상호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영역 내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함으로써 인간 삶의 풍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 상대자로 알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 교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법률에 따른 국가 주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국가가 불법적으

로 교회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교회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의 방식은 반드시 섬김과 자기희생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

의 길이어야 한다. 게다가 교회는 자신의 영역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국가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과 

도덕의 장력을 든든하게 길러야 한다.

키워드: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주권, 교회와 국가, 법률, 자유를 위한 투쟁, 도덕적 장력

논문투고일 2021.07.19. / 심사완료일 2021.08.30. / 게재확정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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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2천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심지어 성경의 복음서조차 유대 총독 빌라도와 예수 사이의 왕권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며 예수의 

왕권을 힐문(詰問)했으나,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대답하며 진리의 나라가 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요 18:33-38). 인류 역사는 

인간이 권력에의 갈증, 지배욕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다. 따라서 인간은 영향력, 권력, 그리고 지배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패권을 확장하기를 꾀하였고, 결국 교황이나 황제에게서 이 패권의 수립을 추구

하지 않을 수 없었다.1 4세기 고대 교부인 힙포의 어거스틴(354-430)의 『하나님

의 도성』과2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의 『두 왕국론』3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주제로 다룬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모 정당의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 내정자 주00씨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문구의 포스터 작성을 계기로 내정이 취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4 이것 역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민감한 관계를 보여주

는 일례가 된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국가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은 코로나 바이러

스 19로 인한 국가 방역이라는 이슈와 교회의 주일예배 집회라는 가치관의 

* 본 소논문은 2020년 11월 26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기독교학술원과 온누리교회가 공동주

최한 2020년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학술포럼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의 - 교회와 국가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Abraham Kuyper,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2 vols (Kampen: J. H. Kok, 1916-17), I, 430. H. Colijn, Saevis tranquillus 
in undis: Toelichting op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program (Amsterdam: Dagblad 

en Drukkerij De Standaard, 1934), 550-53.
2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 사상 비교”, 「역사신학 

논총」 제7집 (2004), 11-42. 안인섭, “통일신학 정립을 위한 개혁주의적 고찰: 어거스틴

(354-430)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3 (2017), 198-222.
3 김명혁, “루터의 두 王國에 대한 槪念 - 政治倫理的 側⾯”, 「성경과 신학」 제1권 (1983), 153-172. 

권태경,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론과 역사 이해”, ｢성경과 신학｣ 제51권 (2009), 111-137.
4 유태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 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개혁논총」 54권 (202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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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로 표출되었다.5 국가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불법

집회라고 단정하고 행정조치라는 공권력을 통해 예배를 금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교회 역시 이에 맞서 6.25 한국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기독교 신앙의 근본 행위인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충돌로 인한 

혼란은,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교회 모두를 질책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조장되었고, 심지어 국가와 종교 모두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 이런 혼란은 교회 내 신자들 사이에서도 국가 방역과 

주일 대면예배를 두고 찬반의견이 갈리는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립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6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해 서거 100주년을 맞는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 1837-1920)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현대사회에 들려주

는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학술대회들을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7 

5 일례로서 2021년 1월 현재 부산 세계로교회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사이의 갈등을 언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월 11일, 15일, 및 20일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참조하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1/SBZN33DCIRDXV

OVTALC3DVFB3M/ 2021년 1월 11일 접속.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

_general/2021/01/15/743ZKNGHCNE4FHB73FASVO76IU/). 2021년 1월 15일 접속.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9/QM23GCTRYVE6P

ED7BSCUAYX4UE/ 2021년 1월 20일 접속. 2021년 2월 1일 질병청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

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은 멘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와 주류 언론사들은 “교회발 코로나”라는 프레임으로 교회를 코로나 감염의 

희생양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회발 코로나”라는 악의적 프레임은 개신교회를 탄압하

기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47964
6 김명배는 20세기 후반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정치 참여 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진보 진영은 ‘사회 구원’을 강조하며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헌신하였고, 보수 진영은 ‘개인 구원’

을 강조하며 정교 분리를 주장하였”고, “복음주의 진영은 양 진영을 비판하면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아우르는 통전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또한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 참여는 신학적으로 16세기 칼빈의 ‘하나님 주권론’에 정초하고 19세기 카이퍼의 ‘그리스도의 

영역주권론’을 통해 20세기 사회 참여의 대표적 인물인 손봉호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평가한다. 

김명배,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 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선교와 신학」 20집 (2007), 

127-154, 특히 128-30, 151.
7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동대학교는 공동으로 지난 2020년 10월 20일 “한국 교육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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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신적인 것에 기초한 실재로서, 공공의 영역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8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필자가 생각하기

에, 위에 언급한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 특히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의 건설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확신한다.9 물론 19세기 말 인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주의(Modernism)의 네덜란드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 

사이의 약 120여년의 긴 역사적 간격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쉽게 

무시할 순 없지만,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한 삶의 

원리로서 시대와 장소,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적용 가능하다

고 여겨진다. 카이퍼는 ‘신앙의 초월성’과 동시에 ‘삶의 다원성을 포괄’하는 

영역주권 이론으로 19세기 신학적 자유주의를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이원론적 

정통주의를 도전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10 무엇보다도 

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개혁신학회는 지난 2020년 10월 24일에 “아브

라함 카이퍼: 복음, 그리고 삶과 세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치렀다.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64 2020년 11월 7일 접속. 

2020년 11월 7일에는 사랑의교회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예배와 “카이퍼의 

영역주권”, “카이퍼의 반혁명 국가학”, “카이퍼와 사회개혁”의 주제 강연도 있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671 2020년 11월 8일 접속. 이은선은 2021년 

5월 29일 안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50차 한국개혁신학회에서 한국에서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 사상의 수용과 연구 현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은선, “한국교회의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 사상 수용과 연구”, 제 50차 한국개혁신학회, “카이퍼(1837-1920), 워필드(1851-1921), 

바빙크(1854-1921)의 신학과 발전 방향”, 자료집, 32-54. 
8 Vincent E. Bacote,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이의현·정단비 옮김,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서울: SFC, 

2019), 91. 빈센트 베이코트의 이 책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론적 관점에서 창조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공영역에의 참여를 논의한다.
9 브랫은 카이퍼의 ‘영역주권’ 개교연설이 사회철학과 정치철학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진단한다.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130. 리처드 마우

는 비록 카이퍼가 죽은 지 한 세기가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기독교의 문화적, 정치적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강성호 옮김,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

라함 카이퍼』 (서울: SFC, 2015), 15. 
10 이국운,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132. 145, 150. 이국운은 이 소논문에서 카이퍼가 한국 개혁주의 진영에서 제한적으로 

소개되고 또한 단지 영웅적으로만 소개되는 것에서 벗어나 카이퍼의 실존에 대한 비평적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카이퍼의 사상과 영향력이 개혁주의 진영 밖으로도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규는 카이퍼가 ‘일반은총’(gemeene gratie)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명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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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퍼 자신이 지적하듯이 칼빈주의는 “그저 교회적, 교의적 운동만을 대표”하

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의 밑바탕에까지도 자신의 근본 사상을 깔아 놓”음

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11 따라서 김영한은 카이

퍼의 “신칼빈주의는 교회에만 머무는 신학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미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고백하는 공공신학”이라고 바르게 천명한다.12

카이퍼는 칼빈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동시에 시대적 환경에 맞는 칼빈주의의 

갱신을 꾀하였던 20세기 네덜란드 신칼빈주의(neocalvinisme) 운동의 선구자

였다. 그는 1894년에 출간한 자신의 『거룩한 신학백과』(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에서 “이미 지난[18] 세기 이후로 게을러 잠든 개혁신

학을 다시금 흔들어 깨워 19세기 말 발전된 인간의 의식에 친밀하게 만들어야 

할 강한 필요를 느꼈다”고 고백한다.13 그는 칼빈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단지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하기를 

추구했던 기독교 문화 변혁자요 혁명가였다.14 네덜란드 역사가인 얀과 안니 

1:28)의 수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지적한다. 이상규,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갱

신과 부흥」 10 (2012), 188-91.
11 Abraham Kuyper, Het Calvinisme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n.d.), 

69, 168. 한글 볼드체는 원문의 알파벳 강조체를 의미한다. 이 책은 최근에 네덜란드 원전에서 

한글로 번역되었다. Abraham Kuyper, Het Calvinisme, 박태현 옮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군포: 다함, 2021), 138-39, 304-5. 이상웅은 카이퍼의 『칼빈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로서 단지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탁월한 해설이 아니라 종교를 비롯한 

인간 삶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

의 생애와 사상 개관(2):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에 대한 분석적 고찰”, 「신학지남」 

제 84권 2집 (2017 여름호), 115. 
12 김영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사상의 현대적 의미: 공공신학으로서의 칼빈주의”, 제 50차 한국개

혁신학회, “카이퍼(1837-1920), 워필드(1851-1921), 바빙크(1854-1921)의 신학과 발전 방

향”, 자료집, 29.
13 Abraham Kuyper,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3 vols (Amsterdam: 

J. A. Wormser, 1894), I: vi. M. E. Brinkman & C. van der Kooi, Het calvinisme van 
Kuyper en Bavinck (Zoetermeer: Meinema, 1997), 10-14. 동일한 맥락에서 바빙크(H. 

Bavinck, 1854-1921) 역시 개혁신학이란 보수적인 동시에 진보적이라고 선언한다. Herman 

Bavinck, De wetenschap der Heilige Godgeleerdheid (Kampen: G. Ph. Zalsman, 

1883), 47.
14 클랍베이크(J. Klapwijk)는 카이퍼를 ‘문화 해방의 승자(勝者)’(a champion of the 

emancipation of culture)로 명명한다. Jacob Klapwijk, “Abraham Kuyper on Science, 

Theology, and University”, in Steve Bishop and John H. Kok, eds., On Kuyper (Sioux 

Center: Dordt College Press, 201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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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인(Jan & Annie Romein) 부부는 카이퍼를 ‘민초(民草)들의 종지기’(de 

klokkenist der kleine luyden)로서 네덜란드 문명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기록한다.15 과연 카이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

라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한 교육자, 두 개의 신문사 편집을 

맡은 언론인, 네덜란드 교회 분열(‘돌레안찌’[Doleantie, 1886])과 통합 운동을 

이끈 교회 지도자, 네덜란드 수상으로 재임(1901-1905)한 정치가였다.16 카이

퍼의 이 모든 화려한 이력은 카이퍼 자신이 주장한 영역주권의 사상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했음을 보여준다.17 그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 그의 유일한 인생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

님의 주권을 네덜란드 사회와 문화 속에 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자신의 나이 60세가 되는 

1897년 일간지 「더 스탄다르트」(De Standaard )의 편집장 재직 25주년 기념

식에서 자신의 인생 목적과 비전을 선명하게 고백한다.

이[주님의] 규례들을 탐구하고, 다시 해설하고, 선명하게 선언하는 것, 즉 

내가 선포한 더 고상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한 지혜를 사람들

15 Jan & Annie Romein, Erflaters van onze beschaving (Amsterdam: E. M. Querido, 

1976), 747-70.
16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를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을 보라. L. Praamsma, Let Christ Be King, 

이상웅·김상래 옮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서울: 복있는사람, 2011). Frank Vanden 

Berg, Abraham Kuyper, 김기찬 옮김, 『수상이 된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나비, 1991). 

Jeroen Koch,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Amsterdam: Boom, 2006).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Jan de Bruijn, Abraham 
Kuyper: Een beeldbiografie (Amsterdam: Bert Bakker, 2008). Johan Snel, De zeven 
levens van Abraham Kuyper (Amsterdam: Prometheus, 2020). 스넬(Snel)은 1912년 

10월 21일에 기록된 카이퍼의 4장짜리 메모 자서전에 기초하여 카이퍼의 생애를 일곱 가지 

삶으로 묘사한다: 알프스 등산가, 세계 여행가, 유명한 연설가, 학자,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정치가.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2010).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 1”, 「신학지남」 제 80권 2집 (2013 여름호), 201-210. 
17 Timothy I. McConnel, “Common Grace or the Antithesis? Towards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Kuyper’s ‘Sphere Sovereignty’”, in Steve Bishop and John H. Kok, 

eds., On Kuyper, 315. 베이코트(Bacote)는 카이퍼의 다양한 생애 이력을 “문화와 정치에 

관한 자신의 신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카이퍼는 “공공신학의 화신(incarnate)”이라고 명명한

다. Bacote,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10-11,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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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에 심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그 규례들에 대한 지식과 실재 가운데 

그 규례들을 따른 삶만이 우리 국민을 다시금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열망이었으며, 내가 이 25년 동안 「더 스탄다르트」(De Standaard

)에서 구현하려고 추구했던 유일하고, 원대하고, 비범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원대한 인생 목적을 겨냥하지 않은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 모든 순간은 심지어 나에게 상실된 것이요 낭비된 것으로 비치기조차 

했습니다.18

카이퍼 자신의 ‘모든 열망’이자 ‘유일하고, 원대하고, 비범한 사상’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규례들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얻는 

실제적 행복과 참된 자유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카이퍼의 이러한 열망과 비전이 담긴 『영역주권』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1880)19과 『정치 강령』(Ons Program, 

1879)20, 그리고 카이퍼의 핵심적 사상의 요체인 『칼빈주의』(Het Calvinisme, 

1898)를 중심으로 먼저 카이퍼가 개진한 영역주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더 나아

가 영역주권 개념이 제공하는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 속에서 영역주

권 개념이 제공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건강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8 Abraham Kuyper, “De Rede van Dr. Kuyper”, in Gedenkboek (Amsterdam: G. J. C. 

Herdes, 1897), 72-73.
19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1)”, 「신학지남」 (2014 봄호), 180-207. 박태현, “아브라

함 카이퍼의 영역주권(2)”, 「신학지남」 (2014 가을호), 231-255. 이 두 개의 소논문은 다른 

글과 함께 편집되어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Abraham Kuyp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박태현 옮김 및 해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군포: 다함, 2020).

20 Abraham Kuyper, “Ons program” (Hilbersum/Pretoria: Höveker & Wormser, 5쇄 수정

판,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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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이퍼의 영역주권

(1) 그리스도 절대 주권의 성격과 범위

카이퍼는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 새교회(De Nieuwe Kerk)에서 

신설 자유대학교21 개교연설에서 그 유명한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개념을 선언하였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

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습니다.”22 

이 선언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것이

다.23 카이퍼는 인간의 전포괄적 삶의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갖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여기 영광스런 자유의 개념을 보십시오! 죄 없으신 메시아의 

절대적 주권은 동시에 지상의 죄 있는 사람의 모든 절대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삶을 각자 자신의 주권을 갖는 고유한 

영역으로 나눔으로써 그렇게 합니다.24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의 성격과 

그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첫째, 그리스도의 주권이 갖는 성격과 관련하

여, 카이퍼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 주권이 이 땅에 살아가

는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절대적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한다고 선언한

다. 카이퍼는 당시의 시대사조인 현대주의(Modernisme)에 강한 불만과 거부

감을 표시하고 있다. 19세기 말 현대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21 자유대학교 설립의 원칙들과 과정, 그 현대적 시사점을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박태현, “아브라

함 카이퍼와 자유대학교”, 「신학지남」 (2015년 여름호), 177-200. 
22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71. 이 한글판의 부제는 프라암스마(L. Praamsma)가 

표현한 것처럼 영역주권을 더욱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

의 주권’. 
23 카이퍼는 영역주권 사상이 성경적 사상임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의 성구들을 나열한다. 요 18:37, 

마 28:18, 롬 14:11, 고전 28.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29-30.
24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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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주의 사상으로 기독교 신앙과 삶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하였다. 

1789년이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악당을 타도하라”(Ecrasez l’infâme)는 

볼테르(Voltaire)의 외침은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으로서, 프랑스 혁명 밑바닥

에 깊이 숨은 사상이 표출된 것입니다. 당시 또 다른 철학자가 표현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든가, 국민의회의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ni Dieu ni maître)라는 표어들 역시, 당시 인간 해방을 모든 

신적 권위로부터의 해방으로 선전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25

프랑스 혁명은 일차적으로 부패한 군주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 군주 대신 인간의 주권을 앞세운 국민의회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본주의 

유혈혁명이었다. “이 근본적 혁명은 국민에게 주권자의 면류관을 씌우기 위해 

면류관을 쓴 주권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26 이 인본주의는 국민 주권과 

국가 주권의 이름으로 등장하였다.27 게다가 이러한 현대주의는 독일의 범신론

과 다윈의 진화론으로 발전되고 강화되어 기독교 신앙과 삶을 파괴하고자 교회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1898년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스톤 강좌(Stone Lectures)에 초대받

았을 때, 주저함 없이 이러한 현대주의 원리에 맞서 대항할 원리로서 칼빈주의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고안품이나 창안품이 아니라 인류의 

삶 자체에서 발견되는 포괄적 원리이기 때문이다.28 카이퍼에 따르면, 칼빈주의

는 로마교와 루터교 이 둘보다 기독교 사상을 더 정확하고 순수하게 구현한다.29 

이런 칼빈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요약된다.

25 Kuyper, Het Calvinisme, 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27].
26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9. 
27 Kuyper, Het Calvinisme, 77.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51]. 
28 Kuyper, Het Calvinisme, 3.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29].
29 Kuyper, Het Calvinisme, 8. “… omdat het de pretentie maakt, juister en zuiverder 

dan het Romanisme en Lutheranisme beide de Christelijke idee te belichamen.”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39]. Cf. 14. “하지만 개혁주의 원리를 가장 

예리하게 붙들고, 가장 충분하게 상술했으며, 가장 넓게 적용했던 이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역사

는 제네바의 사상가를 가리키지 비텐베르크의 용감한 영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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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카이퍼는 그리스도

의 주권은 각자 자신의 주권을 갖는 인간 삶의 고유한 영역들로 나뉘어지므로 

각각의 영역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세계로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즉 인간적인 삶 “전면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물질적 삶과 배후에 있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삶”의 영역에 

미친다.30 인간 삶의 가시적인 물질적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등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일컫는 반면, 인간 

삶의 비가시적인 영적인 영역은 양심의 영역, 도덕의 영역, 사유의 영역, 신앙의 

영역들을 가리킨다.31 특히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서로 대립된 사상과 삶을 영위한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과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대결과 반제(Antithesis)로 나타난다.32 따라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개념은 창조에 기초를 둔 ‘일반은총’과 서로 다른 세계관에 

기초를 둔 대립과 긴밀하게 연관된다.33

(2) 국가 주권: 탁월성과 한계, 기원, 명암, 그리고 소명 

카이퍼에 의하면, 인간 삶은 무한히 복잡한 하나의 유기체로서, 삶의 각 영역

은 자신의 용수철로 차축을 돌리는 톱니바퀴들이며, 이런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서로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하고 다면적이고 다양한 인간 

삶이 생성된다. 하지만 하나의 영역이 다른 인접한 영역을 침해할 위험도 발생하

며, 하나의 톱니가 덜커덕거리고 그에 연이은 톱니들을 비틀어 망가트려 전체적

인 작동이 멈추게 된다. 카이퍼는 바로 여기서 특별한 권위 영역으로서의 국가의 

주권과 그 등장을 정당화한다.34 “인간 삶 전체를 둘러싸는 영역들 중의 영역”35

30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1. 
31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1-32. 
32 Klapwijk, “Abraham Kuyper on Science, Theology, and University”, 239-40. Cf. 

McConnel, “Common Grace or the Antithesis? Towards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Kuyper’s ‘Sphere Sovereignty’”, 303-316.
33 맥코넬은 이 두 가지 용법들(일반은총과 대립)은 “혼동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시종일관 

카이퍼의 사상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McConnel, “Common Grace or the Antithesis? 

Towards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Kuyper’s ‘Sphere Sovereignty’”, 304. 참고,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소고(⼩考)”, 「개혁논총」 31권 (2014), 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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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가 지닌 권위의 기본적인 기능과 목적은 다양한 영역 사이의 삶을 건강하

게 보존하며, 개인을 집단의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위는 이런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삶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영역들이 

가시적인 건전한 상호 작용에 따라 물러나도록 만들고, 공의의 경계선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권위는 개인의 삶이 집단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영역의 통제에 대해 그 개인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 그러므로 이런 국가의 주권은 개인을 보호하고 가시적인 삶의 

영역들에서 상호 정당한 관계를 규정하는 권세로서, 명령권과 강제력으로 

이 모든 영역 위에 탁월한 것입니다.36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은 이처럼 다른 삶의 영역들 ‘위에’ 탁월한 

것이지만, 무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국가 주권은 각각의 

다른 영역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은 다른 권위가 

지배하는데, 이 권위는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로서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주권

은 이런 영역들의 존재 목적과 성격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에 ‘매여있

기’ 때문이다.37

카이퍼는 프린스톤 대학교 스톤 강좌인 『칼빈주의』(1898)에서 국가 주권과 

정부의 기원을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정부를 제정하셨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죄에 대한 자신의 심오한 개념으로 국가 생활의 참된 

34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2.
35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45.
36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3. 카이퍼는 정부가 지닌 삼중적 소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영역 상호간의 분쟁과 충돌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 (2) 영역 내부의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 (3) 영역을 가로질러 국가의 자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개인적 부담과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도록 강요할 권리와 의무. Kuyper, Het Calvinisme, 88-89.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0].
37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3. 카이퍼는 “오로지 죄 때문에 정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Kuyper, “Ons program”,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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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드러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첫째, 국가 

생활과 정부는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

게도 친히 주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힘입어 

국가 권력 안에 내재된 위험성을 우리들 각자의 자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만 한다.38

카이퍼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정부가 지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지적한다. 

정부는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의 유기적 본성과 달리 ‘기계적’

으로 작동하고, 정부의 권위가 죄악된 인간에 의해 행사되기에 온갖 통치욕에 

물드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과 정부가 없고, 규제하는 

권위가 없는 사회는 지옥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수같은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부를 제정하신 것은 정부의 밝은 면이

다.39

더 나아가, 카이퍼는 잠언 8:15과 로마서 13장 1-2절에 근거하여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 땅의 모든 정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흘러 나옵니다.”40 그리고 정부의 기본 임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 하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의 

관영(貫盈)에 대해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고자 행정관들을 제정하셨고, 이를 

위해 정부에게 심지어 생명과 사망에 관한 엄청난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

므로 제국과 공화국, 도시와 국가의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립니

다.41

정부에 대한 카이퍼의 이러한 확신은 스톤 강좌보다 약 20년 전에 출판한 

『정치 강령』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우리의 확고한 신념에 따르면, 정부란 

38 Kuyper, Het Calvinisme, 7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3-44].
39 Kuyper, Het Calvinisme, 7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3].
40 Kuyper, Het Calvinisme, 73.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5].
41 Kuyper, Het Calvinisme, 74.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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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았기

에 그의 규례들에 매여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종교적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42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중재 없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사법권과 

지도권을 발휘하신 이스라엘의 신정(神政, theocratie)을 의미하지 않는다.43 

이런 맥락에서 카이퍼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scheiding)를 주장하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은 더 이상 교회의 통일성을 수반하

지 않는다. (2) 교회와 국가는 둘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등장하는 각각 고유한 

삶의 영역을 지니며, 따라서 서로의 영역에서 이리저리 강압적으로 행하실 

권세가 없다. 그리고 (3) 둘 사이의 관계는 확고한 협약을 통해 상호간에 

규정되어야 한다.44

따라서 카이퍼는 개혁교회가 루터파나 로마교가 지향하는 콘스탄틴적 기독교 

국가개념을 거부하는45 동시에 교회의 영향력이 황제를 통해서만 행사되는 ‘황제

교황주의(Caesaropapie)도 반대한다.46 

(3) 영역주권 

그렇다면 ‘영역주권’이란 무엇인가?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개혁파 원리로서 

42 Kuyper, “Ons program”, 385.
43 Kuyper, Het Calvinisme, 76.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50]. 

Abraham Kuyper, De Gemeene Gratie, 3 vols,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902-4), I, 76. 
44 Kuyper, “Ons program”, 385-86.
45 Kuyper, Het Calvinisme, 57.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18]. 카이퍼

는 “국가 교회”에 관한 그 어떤 개념도, 심지어 ‘개혁주의’ 국가 교회 설립을 반대한다. Kuyper, 

“Ons program”, 26, 384-85. Colijn, Saevis tranquillus in undis: Toelichting op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program, 553. 리처드 마우는 “‘콘스탄틴주의’는 교회-국가 연합

의 통제 아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사회의 유대를 산산조각 내는 일을 조장하였기에 

“우리는 반드시 항상 교회와 정치권력 사이에서 불건전한 –그리고 불신앙의-연합이 이루어질 

콘스탄틴주의의 위험성도 함께 의식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Mouw,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164, 169.
46 Kuyper, “Ons program”,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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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요구와 칼빈의 전례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운 사상이다.47 

다른 말로 하면, 영역주권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칼빈주의적 신조(credo)다.48 카이퍼의 개교연설인 

‘영역주권’은 아마도 카이퍼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글인 동시에 가장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글임에 틀림없다.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과연 타고난 저널리스트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는 상징

적 언어들과 다양한 이미지들을 포함한 언어적 기교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환경이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19세기 말 유럽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건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글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카이퍼의 ‘영역주권’이 가장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까닭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인본주의 세계관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기독교 신앙마저 

부정하고 상대화시킨 시대에 오직 성경에 확고한 기초를 둘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의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성경적 사상을 담대하게 선포하였기 때문이다.49

카이퍼는 『칼빈주의』에서 ‘영역주권’이란 사회적 영역들이 각각 갖는 최고의 

47 이 영역주권 사상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칼빈주의』(Het Calvinisme, 1898), 

『일반은총』(De Gemeene Gratie, 전 3권, 1902-1904), 그리고 『왕을 위하여』(Pro Rege, 

전 3권, 1911-1912)에서 더욱 정교하게 전개된다. 『일반은총』에서 카이퍼는 인류역사에서 그리

스도를 믿지 않는 국가와 일반 사회에 나타난 인간 삶의 아름다움과 고결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왕을 위하여』는 『일반은총』의 후속

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인간 삶의 전체 진행에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 Abraham Kuyper, Pro Rege (Kampen: Kok, 1912), III, 589. 19-20세기의 영역주권 

사상의 사회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학위논문을 참조하라. Jan Dirk Dengerink, 

Critisch-historische onderzoek naar de sociologische ontwikkeling van het beginsel 
d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in de 19e en 20e eeuw, Academisch proefschrift,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Kampen: Kok, 1948). 
48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73.
49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1)”, 185-86.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Cambridge: Wm. B. Eerdmans/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462. 브랫은 다른 곳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을 ‘가장 기억할 만한 

작품’(the most memorable piece)이라고 일컫는다.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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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최고 권위를 의도적으로 “영역 주권”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는 각 영역에서 이 최고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 위에 

두는 것이며, 국가는 여기서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으며 자신의 권세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곧바로 느끼듯, 이는 우리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오한 문제입니다.50

카이퍼에 따르면, 사회적 영역들은 국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며, 그 영역들의 

삶의 법칙 역시 국가의 우월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카이퍼는 ‘영역주권’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고 있다. “이 주권은 옛날부터 존재했습니

다. 이 주권은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 인간 삶의 계획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51 따라서 카이퍼는 국가의 

성격과 사회적 영역들이 지닌 성격의 정도 차이를 예리하게 파악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52 왜냐하면 사회적 영역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유기적’ 삶에서 비롯된 반면, 국가와 정부는 

죄로 인한 사회적 삶의 파괴를 억제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계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정부는 백성의 몸에서 유기적으로 

자란 자연적인 머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백성의 몸통에 놓인 기계적인 머리입

니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하나의 치료책입니다. 식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그 옆에 막대기를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식물은 

자신의 내적 약화로 인해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53

이런 맥락에서 카이퍼는 국가 주권와 사회적 영역들이 서로 알력을 갖고 

50 Kuyper, Het Calvinisme, 82.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0-61].
51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6.
52 Kuyper, Het Calvinisme, 82-83.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1].
53 Kuyper, Het Calvinisme, 84.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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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자신의 기계적 권위로 사회적 삶 가운데 침투하여 자신에게 복종시키

고 기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경향을 점점 더 갖습니다. 이것은 국가만능주의입

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사회적 삶은 점점 더 정부의 권위를 떨쳐 버리려고 

시도하는데, 이런 노력은 이제 다시 기계적 권위제도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 외에 다름 아닌 사회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54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는 국가 주권과 사회적 영역들의 주권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권과 사회적 영역들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

터 비롯되었으며, 이 둘의 고유한 독립성을 법률 속에 규정했다고 지적한다.55 

그러므로 국가의 주권과 사회적 영역들의 주권은 법률 속에 규정된 것을 따라 

“서로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섬기는 신성한 

의무에 있어서 동일합니다.”56 따라서 카이퍼는, 자연세계와 정신세계, 사회와 

가정에서 절대적이며 거룩한 다른 여러 종류의 권세와 나란히 등장한 정치적 

권세가 다른 영역에서 주된 통치를 행사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

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범죄가 아니라 의무라고 주장한다.57

카이퍼에 의하면, 결국 삶의 각 영역들이 자유 가운데 번성하느냐 국가의 

압제 아래 신음하느냐의 관건은 그 영역들 자체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그 영역들이 도덕적 장력(張⼒)을 갖고 있다면, 밀려들어갈 수 없으며, 위축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종의 근성이 노예의 족쇄에 매이게 되면, 

불평할 권리마저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각 영역의 경계선에서 위협을 받듯이 죄로 인해 

54 Kuyper, Het Calvinisme, 85.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4-65].
55 Kuyper, Het Calvinisme, 85-86.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5].
56 Kuyper, Het Calvinisme, 90.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2].
57 Kuyper, “Ons program”, 38. Kuyper, Het Calvinisme, 90-91.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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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영역 내부에서도 최소한 동일한 정도로 위협을 받습니다.58 

카이퍼는 삶의 각 영역이 자유를 잃게 되는 주된 이유를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모든 성공적인 공격에 있어서 국가는 단지 공범자일 

뿐입니다. 주된 범인은 의무를 망각한 시민 자신으로, 죄와 감각적 쾌락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근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59 

2. 영역주권 개념이 제공하는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카이퍼의 이해는 개혁파 신학 원리에서 

비롯되었다.60 이 개혁파 신학원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영역주권으로 일컬어지는

데, 영역주권은 각기 고유한 영역 혹은 범주 안에서 “고유한 주권자를 지닌 

자신만의 범위를 형성”한다.61 그리고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교회는 

유기체(Organisme)가 아닌 제도적 기관(Instituut)으로서 이해된다.62 

카이퍼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재직했던 주간지 「더 헤라우트」(De Heraut) 

윗쪽에 기록된 “자유로운 국가 안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De vrije Kerk in 

den vrijen Staat)라는 모토 속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드러냈다.63 하지만 

카이퍼는 현실적으로 국가 안에서의 교회의 주권에 대한 판단이 골치 아픈 

문제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모든 우상숭배

와 거짓 종교를 막고 근절”하는 임무를 정부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64 종교 문제에 관해 교회가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던 것이다. 카이퍼

는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이 문장에 대해 1896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1905년 개혁교회 총회 결의를 따라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58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46.
59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46-47.
60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57. 
61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32. 
62 Kuyper, De Gemeene Gratie, III, 96-97, 285.
63 Kuyper, Het Calvinisme, 91.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3].

64 Kuyper, Het Calvinisme, 91.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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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에서 제거되었다.65

카이퍼는 국가와 정부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통치함

으로 교회의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머뭅니다. 정부는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

로 인정해야 하며, 그 권력은 그분에게서 파생된 것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백성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위엄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신성모독을 억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기도와 감사의 날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교회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인정합니다.66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엄 아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국가와 정부의 소명이다. 

정부는 교회의 부속 기관도, 교회의 추종자도 아닙니다. 국가의 영역 자체는 

주님의 위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독립적 의무는 이 국가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교회의 영역이 신성하고 그 밖에 있는 국가의 영역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 모두 각각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하나님

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역에서는 오로지 권세를 입은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67 

여기서 우리는 카이퍼가 국가의 영역을 세속적 영역으로 보는 이원론을 배격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칼빈주의는 재세례파의 “기피”(Mijdinghe) 교의를 

반대하며, “칼빈주의자는 교회 안에 갇혀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으며, “오히려 

65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6조는 정부가 단지 시민적 문제만 아니라 교회적 문제에도 주님의 이름으

로 나서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Kuyper,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I, 433-34.

66 Kuyper, Het Calvinisme, 95.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0].
67 Kuyper, Het Calvinisme, 96.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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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주의자가 지닌 높은 소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최상으로 발전시

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사람에게 존중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68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 역시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이다. 

카이퍼는 『정치 강령』에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권리들 가운데 국가는 “교회가 

방해를 받지 않고 영적인 사역을 완수하도록 안식일을 허용하고”, 전염병이나 

대홍수, 전쟁의 위험이나 다른 국민적 재난이 발생할 때 “교단의 중재를 통해 

국가 전체를 위한 참회와 기도의 날들을 정하는” 교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69 

카이퍼는 종교와 관련하여 정부가 갖는 이중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요구로 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일에 교회들을 이해관계자로 

여기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요구로 정부는 자신의 시민 영역에서 

자신의 길을 준수하고, 하나의 종교적 그룹이 일부일처제의 문제나 민법의 

다른 어떤 점에서 사회적 사실로 국가법에 반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70 

여기서 우리는 카이퍼가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또 다른 영역인 교회의 문제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 카이퍼는 정부가 종교 단체의 문제와 요구가 국가법에 위배될 때는 허용하

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종교가 시민 생활을 평안하게 해야 할 

국가의 의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결론적으로 “국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은 서로 나란히 존재하며, 

68 Kuyper, Het Calvinisme, 64.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28-29]. 

전준봉, “칼뱅과 재세례파의 교회론 연구: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50 

(2019), 101-31. 칼빈과 재세례파에 관한 표준적 연구서로서 다음을 참고하라. W. Balke, 

Calvijn en de doperse radikalen (Amsterdam: Ton Bolland, 1973).
69 Kuyper, “Ons program”, 392.
70 Kuyper, Het Calvinisme, 9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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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계선을 그어 제한합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71 

카이퍼는 정부의 권위가 “영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성령의 검이 아니라 상하게 

하는 검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권위가 교회의 영역주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72 카이퍼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창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둘 다 죄 때문에 존재한다. 즉,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특별은총

(Particuliere Genade)에 정초하는 반면, 국가는 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은총(Gemeene Gratie)에 기초한다.73

3. 한국 교회와 국가에 대한 영역주권 개념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관점에서 21세기 한국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1) 약 140여 년 전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개혁파 원리에 바탕을 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일종의 문화변혁과 문화혁명 운동이었다. 카이퍼는 당시 인본주

의에 기초한 현대주의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다원주

의와 상대주의로 인해 기존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간다.74 이런 

71 Kuyper, Het Calvinisme, 9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6]. 16세기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부써(Martin Bucer, 1491-1551)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먼저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 황대우,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부써의 견해”, 「갱신과 부흥」 21 (2018), 70.
72 Kuyper, Het Calvinisme, 9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84]. 안인섭, 

“교회와 정치 참여: 칼빈을 통해 조명하는 교회의 정치 참여”, 「역사신학논총」 16권 (2008), 

31-51.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정치 참여는 소극적으로는 교회가 (1) 국가의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2) 국가의 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교회가 

(1) 불의한 정부에 대해 불복종을 전개하고 (2) 사회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73 Kuyper, De Gmeene Gratie, III, 98-100, 118, 214. Colijn, Saevis tranquillus in undis: 

Toelichting op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program, 556. 유태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 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100. 
74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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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가운데 한국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시금 주장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in) 살아가

지만 세상에 속한(of) 자가 아니다.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은 소극적으로 세상으

로부터의(from) 도피, 재세례파적 ‘기피’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

인은 적극적으로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증거할 책임과 사명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자신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가정, 학교, 직업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마 5:13-16). 따라

서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경건의 골방이나 교회당 울타리에 갇힐 수 없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된 구원의 사사화(私事化)에 만족할 

수 없으며, 더 넓은 사회의 일상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다해야 한다.75

(2) 한국교회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자세 정립이 필요하다. 카이퍼는 『반혁명 정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1916-17)에서 교회와 국가를 위한 칼빈주의의 탁월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칼빈주의는 교회를 위한 근본 원리인 동시에 국가적 삶을 위한 근본 원리이다. 

칼빈주의는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머물고, 민주적으로 국가적 

삶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

하는 칼빈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체계란 존재하지 않는다.76

따라서 중앙 정부의 권력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해 온 한국 사회에서77 

75 베이코트는 카이퍼의 일반은총과 영역주권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의 청기지직

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공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Bacote,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

신학과 성령』, 227-37. 이승진,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私事化)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성경

과 신학｣ 67 (2013), 31-73.
76 Kuyper,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I, 

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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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주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

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의사의 총합인 민주 헌법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국가 모두 국가의 주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즉, 정부가 신앙의 영역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 할 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혹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국가의 근본 원리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대립하

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 그 어떤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단답형으로 쉽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영역주권 사상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1) 교회는 국가가 사회의 ‘유기

적’ 영역들의 보존과 조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계적’ 성격을 지닌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국가와 정부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가정 등을 임의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삶을 빨아들이는 ‘기생식물’(woekerplant)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78 2) 국가는 임의적으로나 자율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주권을 발휘하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종교적 삶과 

관련된 국회의 법률 제정,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성경적 원리와 어긋나는 

법률 제정에 연관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양심에 비추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용기있게, 지혜롭게 저항해야 한다.79 왜냐하면 “정치적 권세 자체

가 다른 영역들 가운데 하나를 주로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규례를 

77 Bong Ho Son, “Relevance of Sphere Sovereignty to Korean Society”, in Cornelis 

van der Kooi & Jan de Bruijn, eds., Kuyper Reconsidered: Aspects of his Life and 
Work (Amsterdam: VU Uitgeverij, 1999), 182. 손봉호는 이 소논문에서 한국에서의 카이퍼 

사상의 역사적 수용을 소개하고 ‘영역주권’의 효과적 접목으로서의 NGO 사역을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로 확장시켜야 할 것을 주장한다. 
78 Kuyper, Het Calvinisme, 88. [=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69].
79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옮김,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IV. 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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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는 것이며, 이런 시도에 저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

다.80 3) 결국 국가 주권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인 행정부 및 사법부 공무원의 

법률 행사를 통해 드러나므로, 교회는 국가 운영의 주체인 사람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영역주권 개념에 기초한 정치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81 다시 말하면, 21세기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깊이 숙고하고 카이퍼의 

정치관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82 카이퍼는 

이런 교육을 위해 개혁주의 원리 위에 기초한 종합대학인 자유대학교를 설립하

였다.83

(3)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국가와 정부를 제정하셨음을 

기억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영역과 권위를 정당하게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역시 교회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기 때문이다.84 따라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방역지침의 운용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방역지침과 그 운용이 종교의 영역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80 Kuyper, “Ons program”, 38. 
81 손봉호는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를 둘로 구분하는데, 한국의 상황과 기독교인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기독교정당 활동을 통한 협의의 정치참여보다는 기독교적 시민운동을 통한 광의의 정치

참여를 주장한다. 손봉호,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한계”, 「신앙과 학문」 2권 3호(1997), 

9. 
82 안인섭,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아브라함 

카위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0

집 (2011), 223. 
83 자유대학교 설립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인데, (1) 개혁주의 원리에 바탕을 둔다. (2) 국가와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한다. (3) 종합대학을 설립한다. (4)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학교여야 

한다.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99-102. 최근에 카이퍼에 대한 전기를 저술한 

여룬 코흐(Jeroen Koch)는 자유대학교 설립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유대학교는 

특별한 계획이었다. 카이퍼 자신의 반혁명당 창당보다 더 나은 것이며, 또한 ‘돌레안

찌’(Doleantie, 애통)를 통한 자신의 개혁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자신의 무한하고 원대한 야망을 세상 개혁의 칼빈주의와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Koch,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221.
84 최윤배는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임을 강조하되 그 각각이 속한 영역을 다르게 

구분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구속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속질서에 속하고,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국가나 정부는 창조질서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최윤배, “개혁전통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장신논단」 24 (200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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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배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회는 단호히 자유를 위한 투쟁을 경주해

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한 투쟁은 단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그 방식은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폭력이 아닌 섬김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희생과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다.85

(4) 국가는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위임된’ 권한임을 기억하

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소명으로서 사회적 영역들의 고유한 ‘영역주권’을 

존중하고 각각의 영역들의 경계를 조정하고 원만하게 작동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별히 국가는 교회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해야 하는 반면, 특정 종교 집단의 국가법을 거스리는 불법적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불법적 위력과 침해에 마땅히 저항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교회 자신의 도덕성 상실로 인한 불의한 

국가 주권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교회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에 

호소하는 일은 교회 자체의 영적 능력을 상실한 반증이다(고전 6:1-7). 게다가 

교회의 도덕적 상실은 오히려 국가 정권과 영합(迎合)하여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20세기 후반 한국 보수교회가 

자신의 보신(保⾝)에만 급급하여 국가의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하고 

심지어 지지하기조차 했던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86

85 Mouw,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187-92.
86 이런 반성은 단지 한국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정책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반성이 촉구된다. 송영목, “교회와 국가의 관계: 아파르트헤이트

와 신약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51 (2020), 10, 43-44. Craig G. Bartholomew, 

Contours of Kuyperian Tradition: A Systematic Introduct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7), 5, 특히 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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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가는 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상 현대에 이르기까지 2천년 세월의 오랜 

논쟁의 주제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의 방역과 교회의 

대면예배로 빚어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어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요청된다. 약 100년 전 서거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오늘날 갈등 속에 

있는 한국 사회에 건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카이퍼는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에서 칼빈주의 ‘영역주권’을 선언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사회적 영역들, 특히 교회와 국가 역시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의 통치 아래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로써 칼빈주의

는 하나님의 통치란 단지 경건의 골방이나 교회당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세상과 

담을 쌓아 분리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성경은 재세례파적 ‘기피’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구속주로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오늘도 친히 은혜와 섭리로 다스리신다고 가르친다.

교회와 국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각기 서로

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은 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한편으로 국가와 정부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께서 제정하신 기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역주권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사회적 영역들의 상호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영역 내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함으로써 인간 삶의 풍성한 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 특히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 상대자로 알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 교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법률에 따른 국가 주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만일 국가가 불법적으로 교회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교회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은 반드시 섬김과 자기희생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의 길이어야 한다. 게다가 교회는 자신의 영역주권이 침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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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국가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과 도덕의 장력을 든든하게 길러야 한다.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을 회고하

는 것은 문화 혁명가 카이퍼의 탁월한 사상 때문이 아니다. 그가 선포한 ‘영역주

권’ 자체가 개혁파 원리, 성경적 원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삶을 파괴하려고 도전

하는 이때, 한국교회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은혜로운 섭리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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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raham Kuyper’s Concept of Sphere Sovereignty: Its 

Significance for Modern Day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Tae Hyeun Park

(Cho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ractical Theology)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in Korean society caused by Covid 19 

through Abraham Kuyper’s concept of ‘sphere sovereignty’. 

Kuyper declared sphere sovereignty in his speech at the opening 

of the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which is a biblical teaching 

that Christ has absolute sovereignty in all areas of human life 

and thinking. Remembering that their existence originated from 

God, the church and the state must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demonstrate God’s sovereignty and glory 

according to the mission they are assigned to under God’s call. 

On the one hand, remembering that the state is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because of human sin, and with its sphere 

sovereignty received from God, by controling the boundaries of 

the social areas based on the law, and by protecting the weak 

from the stronger within the area, and by maintaining justice 

the state must promote human life to flourish. In particular, 

recognizing the church as a dialogue partner for the glory of God, 

the government needs to listen to her voice, and strive for the 

welfare of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with proper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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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must respect the exercise of state sovereignty under the 

law. If the state, however, illegally invades the church and the 

realm of faith, the church should not hesitate to struggle for 

freedom. The manner of this struggle must be the way of the 

cross based on service and self-sacrifice. In addition, the church 

herself must cultivate the tensility of faith and morality in the 

Word of God so that her sovereignty is not violated and she also 

does not become a slave of the state.

Key Words: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Church and State, Law, 

Struggle for Freedom, Moral Tens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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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병헌 목사의 “⽣死⼀判”(1921)을 통해 ‘이중적 생명의 

관점’에 대한 그의 담론을 고찰하려는 데 있다. 그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본문으로 설정하여 이 글을 작성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최병헌의 이중적 생명의 관점에 관한 중요한 논점은 

그의 옥고 “⽣死⼀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글은 1921년에 간행된 

『百牧講演(第⼀集)』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최병헌의 설교문 “⽣死⼀

判”에 드러난 핵심적인 논점들을 다음과 같이 숙고했다. 첫째, 그의 인간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종들, 천국과 지옥, 신자와 불신자 간의 

영적 교제 단절 등 삼중적 불연속성을 설명했다. 둘째, 이분법적 생명이해에 

대한 삼중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논점들로서 

‘삶과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등을 제시했다. 셋째, 최병헌의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한 간절한 호소를 살폈다. 그

는 한국기독교인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개척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삶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본 논문의 외연 차원에서 최병헌 

목사의 ‘기독교 변증론’, ‘삼위일체 인식’, ‘종말관’,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윤리’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최병헌, “⽣死⼀判”, 『百牧講演(第⼀集)』, 이중적 생명, 영생, 복음

논문투고일 2020.12.10. / 심사완료일 2021.08.24. / 게재확정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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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이 연구에서는 탁사(濯斯) 최병헌(1858-1927) 목사가 한국교회 최초의 설교

집 『百牧講演(第⼀集)』(1921)1에 발표한 “⽣死⼀判”2을 분석하여 그의 ‘이중(⼆

重)적 생명의 관점’을 제시하고 복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병헌의 이 

유작은 삼일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정치가 착수된 1920년대 

초기에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복음에 입각한 신앙정체성을 고양하고 격려하기 

위해 작성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정황을 반영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1. 『百牧講演(第⼀集)』의 시대적 의미와 최병헌의 사적

 최병헌의 “⽣死⼀判”이 빛을 보기 2년 전 삼일독립운동이 범민족적 항쟁으로 

확산되었지만 일제의 무자비한 폭압과 무력탄압으로 인하여 경술국치의 통절한 

한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일독립운동 후 일제는 무단정치를 지양하고 

문화정치를 시행할 것을 공언했지만 이는 한일합방의 명목을 합리화하여 한국인

들을 일제의 국체와 이데올로기적 식민체제에 동화시키려는 황국식민화 정략에 

불과했다.3 민경배 교수는 식민정체의 문화정치 전략에 대해 이는 정치성을 

발휘한 고등술책이자 한국인의 정신을 유린하려는 간교한 방안이었다고 확언한

다.4 일제는 삼일독립운동을 무력화하면서 한일합방 후 전략적으로 서울과 평양 

등지에 진출시켰던 일본 조합교회(組合敎會)를 통해 교회 관리자 와다제 츠네요

시(渡瀬常吉) 등을 앞세워 한국교회의 조합교회화를 획책했고 한국기독교인들

은 신앙정체성을 위협받는 난관에 봉착해있었다. 조합교회는 일제의 시책을 

지지하여 삼일독립운동 봉기 다음달 4월 14일에 “時局運動宣⾔”을 공포했다. 

1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集)』(京城: 博⽂書舘, 1921), 1-252.
2 최병헌, “⽣死⼀判”,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集)』(京城: 博⽂書舘, 1921), 1-12.
3 안수강, “김필수(⾦弼秀) 목사의 성찬관 분석: 그의 ‘球上無⽐의 紀念’(1922)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제24권(2019), 253.
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54. 일본은 한일합방 후 무단정치, 

문화정치, 황민화 정책 등으로 지배를 전환했지만 식민지배와 수탈을 강행하려는 일관된 정책이었

다. ⼟肥昭夫, 『⽇本基督敎史』 김수진 역(서울: 기독교문사, 199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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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에서 일본이 병합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했다고 미화했으며 삼일독립운

동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편협한 편견이라고 노골적으로 폄하하여 일제의 침탈과 

만행을 호도했다.5

이렇듯 1920년대 초 이념적 문화정치라는 험난한 역사적 질곡을 고려할 

때 『百牧講演(第⼀集)』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당대의 시대적 의의를 함의한다.

첫째, 1920년대 초 일제의 문화정치를 역용(逆⽤)하여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최적화된 실천전략은 문서선교였다. 한국교회는 신앙문서들을 배포하

여 전도의 활로를 모색했으며 설교집은 다른 기독서적들에 비하여 기독교인들에

게 가독률을 높여 대중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료였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문화정책에 편승한 식민 종교정책에 맞서 기독교신앙을 수호하고자 했고 이러한 

책략의 일환으로써 『百牧講演(第⼀集)』을 출판했다.

둘째, 『百牧講演(第⼀集)』(1921)은 이듬해 출간된 명사들의 설교집 『宗敎界諸

名⼠講演集』(1922)6과 더불어 쌍벽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정치 초기에 그리스도

인들의 신앙정체성을 고무하는 상승효과(相乘效果, synergistic effect)를 창출

했다. 『宗敎界諸名⼠講演集』은 YMCA 기관지 「⾭年」 편집인이었던 한석원이 

한국인 교역자 20인의 원고를 취합하여 출판했다. 이 설교집에는 삼일독립운동

에 서명한 길선주,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신석구, 이필주, 정춘수 등 민족대표

들의 설교문이 수록되었으며 각별히 애국심을 고취하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진작시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최병헌은 1858년에 충북 제천에서 출생하여 1927년 향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감리교 목사이자 변증신학자로, 기독교 사상가로, 교육자로, 

사회운동가로, 계몽운동가로서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1889년 배재학당(培材學堂) 한학부(漢學部)에 교원으로 부임하여 봉직했고 

1893년에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으로 입교했다. 1900년에는 존스(George H. 

5 한국기독교는 삼일독립운동을 계기로 일제 조합교회의 어용적 실체와 정치성을 인식하여 거리를 

두었고 이후 한국에 포진해있던 일제 조합교회는 점차 교세가 축소되어 본국으로 철수하는 수순을 

밟았다. ⼟肥昭夫, 『⽇本基督敎史』, 289-92;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서울: 장로회신학대

학교출판부, 1998), 382-84.
6 한석원 편, 『宗敎界諸名⼠講演集』(京城: 活⽂社書店, 19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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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선교사와 함께 감리교 최초의 신학잡지인 「神學⽉報」를 창간했다. 세례

를 받은 지 9년만인 1902년에 감리회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1902년 

조난사건으로 소천한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선교사를 이어 노병선

의 후임으로 1903년부터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배재학당 내의 협성회

(協成會), 정동교회 청년회 조직, 『帝國新聞』 발간, 성경번역 사역 등에 관여했고 

1922년부터는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교수로 취임하여 후학을 양성했다. 특히 

비교종교학 연구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죄도리”(1901년 「神學

⽉報」), “셩산유람긔”(1907년 「神學⽉報」에 연재), “四敎考略”(1909년부터 「神

學⽉報」에 연재)를 비롯하여 단행본 『萬宗⼀臠』(1922) 등 비중 있는 저서들을 

남겼다.7

2. 문헌 출판 정보

최병헌의 글 “⽣死⼀判”이 수록된 『百牧講演(第⼀集)』은 1921년 9월 15일 

경성부(京城府, 서울) 박문서관(博⽂書舘)에서 출판되었다. 서명(書名) 상측에는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이라는 영문 서명이 

별도로 기록되었으며 설교문의 분량은 총 252면으로 편성되었다. 한자는 읽기

가 용이하도록 우편에 작은 서체로 한글을 병행하여 기록했고, 한 단 내려쓰기 

방식을 적용했다. 문헌출판 정보에는 발행시기가 일제 연호인 ‘⼤正 ⼗年 九⽉ 

⼗五⽇’(주후 1921년)로 표기되었다. 당시 대영성서공회(⼤英聖書公會)에서 시

찰로 사역하던 양익환이 편집했고, 인쇄는 경성부 공평동 대동인쇄주식회사(⼤

東印刷株式會社)의 김중환이 담당했다. 판매장소(發賣所)는 종로의 동양서원(東

洋書院)과 조선야소교서회(朝鮮耶蘇敎書會)이며 권당 책값은 70전(錢)이다.

최병헌은 1921년 5월 상순(上旬)에 쓴 “⼩引”(머리말)을 『百牧講演(第⼀集)』 

목차 앞에 첨부했다. 그는 이 글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잡지들과 소설들, 기독교 

여타의 종교에서 발행하는 저널 등은 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행한 

7 유동식, 『韓國神學의 鑛脈』(서울: 전망사, 1986), 95-97. 최병헌의 연표를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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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가 드문 터라 성경 보급과 강연 사역을 촉진하기 위해 양익환에게 100인의 

설교문을 엮어 이 책을 편집하도록 조치했다고 소신을 밝혔다.8 이 책은 백인(百

⼈, 百牧)의 설교를 4차에 걸쳐 총 4권의 시리즈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첫 25인의 

설교집을 1921년과 1922년에 각각 초판과 재판을 출판하는 것으로 마감했다. 

최병헌을 비롯하여 김영제, 이명혁, 허엽, 차형은, 조종범, 이범진, 변영서, 윤치

호, 이명직, 홍순탁, 김응태, 신준려 등 한국인 22명의 글이 실렸고 아펜젤러

(Henry G. Appenzeller, 亞扁薛羅), 녹스(Robert Knox, 魯羅福), 게일(James 

S. Gale, 奇⼀) 등 선교사들의 설교문 3편이 수록되었다. 김영수는 영인본에 

밝힌 축사(1976년 8월)에서 이 저작이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첫 설교집

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었고 이 책자가 출판된 것은 1920년대에 한국기독교회가 

장족의 부흥을 이루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라고 감사를 표했다.9 최병헌은 

목차에 ‘北監理敎監理司, 牧師’로 소개되었다. 그는 “⽣死⼀判”이라는 제하에 

“⼤槪 ⾁⾝을 죳 者는 ⾁⾝의 事를 思고 聖神을 죳 者는 聖神의 事를 

思니 ⾁⾝의 ⽣覺은 쥭 거시요 聖神의 ⽣覺은 사 것과 平安이니라”(로

마서 8:5-6) 이 말씀을 중심본문으로 채택하여 설교문을 작성했다.

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의의

종래 최병헌과 관련된 주요논문들은 불교, 유교, 신학과 영성, 동양사상, 

재래종교와의 대화, 기독교 변증론, 기독교 수용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주제

별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불교의 이적설화와 창조론의 허구 및 반사회적 

윤리성에 비판을 가한 차봉준의 “최병헌의 불교 인식과 기독교 변증: 『성산명경』

의 불교 논쟁을 중심으로”10, 유교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유교와 기독교 이해를 

8 최병헌, “⼩引”,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集)』, 1-2(“⼩引”과 “序⽂” 편의 면수).
9 김영수, “이 影印本을 내면서”, 『百牧講演(第⼀集)』 영인본 서지정보 후면.
10 차봉준, “최병헌의 불교 인식과 기독교 변증: 『성산명경』의 불교 논쟁을 중심으로”, 「문학과종교」 

제17권 2호(2012), 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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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한 이정배의 “마태오 릿치와 탁사 최병헌의 보유론(補儒論)적 기독교 

이해의 차이와 한계”11가 발표되었다. 송길섭은 『⽇帝下 監理敎會 三⼤聲座』에서 

최병헌이 『萬宗⼀臠』에서 타종교에 비해 각별히 유교와 불교를 분석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점에 주목하여 그가 종교의 토착화 과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했다.12 영성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신학영성을 담은 이덕주

의 “초기 한국교회 토착신학 영성: 최병헌과 정경옥의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

로”13와 경건주의적 특성을 논한 이길용의 “겨레-믿음-체험’의 신학자 탁사 

최병헌”14이 있다. 변증론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종교변증을 고찰한 변선환의 

“濯斯 崔炳憲과 東洋思想”15과 “聖⼭明鏡”을 중심으로 기독교변증론을 전개한 

신광철의 “濯斯 崔炳憲의 비교종교론적 기독교변증론”16, 타종교의 허구성을 

논한 김인수의 “탁사 최병헌의 비교종교론적 기독교변증론”17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수용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구한말 개화기에 한국의 토양 속에서 

기독교를 정착시킨 공헌에 초점을 맞춘 서영석의 “구한말 한국인들의 개신교 

인식과 수용에 있어서 탁사(濯斯) 최병헌(崔炳憲)의 영향력”18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병헌 목사의 단편사료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문헌상의 한계점이 

있지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미시적 연구(microscopic study)로서의 의미가 

있다.

첫째, 최병헌의 유작들 중에 “⽣死⼀判”은 그의 다른 저작들에 비해 영생(永⽣)

과 영사(永死)의 이중적 생명의 관점을 깊이 있게 논증함으로써 가장 뚜렷하게 

11 이정배, “마태오 릿치와 탁사 최병헌의 보유론(補儒論)적 기독교 이해의 차이와 한계”, 「神學思想」 

제122권(2003), 82-109.
12 송길섭, 『⽇帝下 監理敎會 三⼤聲座』(서울: 성광문화사, 1982), 109.
13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 토착신학 영성: 최병헌과 정경옥의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제53권(2005), 189-221.
14 이길용, “겨레-믿음-체험’의 신학자 탁사 최병헌”, 「문화와 신학」 제9권(2006), 9-36.
15 변선환, “濯斯 崔炳憲과 東洋思想”, 「신학과 세계」 제6권(1980), 91-151.
16 신광철, “濯斯 崔炳憲의 비교종교론적 기독교변증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권(1997), 

153-79.
17 김인수, “탁사 최병헌의 기독교와 재래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연구: 『성산명경』(聖⼭明鏡)에서 

지적한 타종교의 허구성을 중심으로”, 「⾧神論壇」 제25권(2006), 35-68.
18 서영석, “구한말 한국인들의 개신교 인식과 수용에 있어서 탁사(濯斯) 최병헌(崔炳憲)의 영향력”, 

「韓國敎會史學會誌」 제19집(2006), 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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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적 의미를 부각시킨 문헌이다. 그는 이 글에서 시종일관 오직 ‘영원한 생명

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의 문제를 핵심적인 관건으로 삼아 담론을 전개

했다.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은 불교, 유교, 신학과 영성, 동양사상, 재래종교와

의 대화, 기독교 변증론, 기독교 수용 등 일반적으로 최병헌을 대변할 만한 

행적과 이와 관련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死⼀判”은 집중적으로 복음

의 원초적 의의를 논한 설교문이고 철저하게 영생과 영사의 이중적 생명을 

관철해낸 저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주제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둘째, “⽣死⼀判”에는 독립의 꿈을 성취하지 못한 채 일제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정치가 단행되던 시기에 민족의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영성이 내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귀감이 되는 메시지이다. 최병헌은 생(⽣)과 

사(死)를 판가름하는 엄격한 이중적 잣대를 내세워 한민족이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했다. 그의 “⽣死⼀判”에 나타난 생과 사의 이중적 

생명은 당대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천명함으로써 신앙정체성을 

각성하게 해주는 메시지였다. 이 문헌은 오늘날 복음의 의의가 훼손되고 점차 

신앙심마저 퇴조해가는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위기를 성찰하게 해주는 

시의성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百牧講演(第⼀集)』에 게재된 최병헌의 “⽣死⼀判”을 ‘이중(⼆

重)적 생명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고찰할 것이며 이 고백이 갖는 의미를 복음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중적 생명의 관점이라는 용어는 최병헌이 논증한 

“⽣死⼀判”에 농축된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명명했다. 이 주제에 

입각하여 <이분법을 적용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과 <생과 사에 관한 담론>을 

핵심 논제들로 설정하여 논증을 전개할 것이다.

Ⅲ. 이분법을 적용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

최병헌의 글 제목 “⽣死⼀判”의 의미는 “예수를 밋 자는 救援을 엇으리니 

죽고 사 거시 일노 죳차[이로 좇아-연구자 주]  번 判決이 된다 니다.”19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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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명에 선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단회적 심판에 의해 그 결말이 

영생 혹은 영사로 판가름 된다는 복음적 취지를 담은 표현이다.20 그는 “⽣死⼀

判”을 통해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보편적 취지에서 보면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을 고민하게 하는 

철학적 사유를 반영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사일판은 인간이 하나

님 앞에서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규정짓는 고도의 종교심을 

표방한다. 최병헌의 고백에 의하면 생명의 출발점도, 파란만장한 삶의 역정도, 

인생의 마지막 귀향지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전제될 때라야 참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오직 ‘엔 크리스토’(Ἐν 

χριστᾦ)의 신앙고백 안에서만 풀어가고자 했다. 그는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이해

함에 있어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하여 존재론적 신분규정, 사후의 영원 세계, 

현재적 삶 등 세 가지 논제들을 숙고했다.

첫째, 최병헌은 이분법을 적용하여 존재론적 ‘신분 규정’을 설파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를 이분법적 구도로 엄격하게 구분함

으로써 신분을 판가름하는 위치적 의(positional righteousness)를 논하는 

대목이다. 그는 육신을 좇는 자와 성령을 좇는 자를 이분법적으로 논증한 바울서

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본문말씀으로 제시한 후 독자들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意譯) 형식을 취하여 상술해주었다. 그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정욕의 부림을 받는 자요 성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양자 사이의 상호 영적인 교섭을 철폐하고 극단적 이분법에 

의한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확정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인간은 그 신분이 ‘하님의 ⼦⼥’ 혹은 ‘魔⿁의 ⼦息’이라

는 두 영역 가운데 어느 한 편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점을 피력했다.

19 최병헌, “⽣死⼀判”, 12.
20 최병헌의 글 제목 “⽣死⼀判”에서 부각된 ‘⼀判’이라는 용어는 단회적 심판(법정 판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법정적 심판(forensic judgement)에 기초되어 있다. 류재권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

의 대속의 공로는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의 전가와 더불어 연합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특징”을 이룬다. 류재권,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살펴본 윌리엄 퍼킨스와 데이비드 

딕슨의 언약신학의 특징”, 「갱신과 부흥」 제26권(202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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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事를 ⽣覺 者는 ⾁⾝을 죳차 情慾의 부린 바 된 사이요 聖神의 

事를 ⽣覺 ⼈은 聖神을 죳차 하님을 깃쁘시게 니 ⾁⾝의 ⽣覺은 

죽 것과 더러운 거시오 聖神의 ⽣覺은 사 것과 平安 거시올시다. 

일노 죳차 보건대[‘이로 미루어 보건데’: 불연속성-연구자 주] 죽고 사 
거시 크게 判斷이 되야 하님의 ⼦⼥와 魔⿁의 ⼦息이 셔로 怨讎가 됨을 

알 거심니다. 信者와 不信者가 엇지 셔로 合며 빗과 어두온 거시 엇지 

사괴며 義와 不法 거시 엇지  겟슴니가? 그럼으로 基督의 神[성신-

연구자 주]이 업 者는 基督敎⼈이 아니라 니다.21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듯 최병헌은 ‘인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신분을 

규정하는 논증에서 양극화 된 극단적 이분법을 적용했다.22 그는 이 종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신분을 ‘하님의 ⼦⼥’와 ‘魔⿁의 ⼦息’으로 대별하여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중시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혹은 마귀의 자식도 아닌 어중간한 지점에 위치한 신분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는 초기 저서 “聖⼭明鏡”에서는 여러 성경구절들을 발췌하여 “우리가 젼에는 

하님과 멀엇더니 지금은 예수의 공으로 다시 갓가히 되엿고 녜전에는 어두온 

곳에 잇던 죄인이더니 지금은 은 빗츠로 나아와스며 우리가 젼에는 죽 
길노 가는 가련 인이더니 지금은 사 길노 인도시고 우리가 녜전에는 

마귀에 죵이 되엿더니 지금은 하님의 랑시 아이 되게 셧스니”23라

고 확언하여 ‘하나님과 먼 자-가까이 된 자’, ‘어두움-밝은 빛’, ‘죽는 길-사는 

길’, ‘마귀의 종-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극명한 대비(對⽐) 방식을 적용하여 상호 

대척점에 선 양상으로 이분법적 관계를 설정했다.

21 최병헌, “⽣死⼀判”, 1-2.
22 최병헌은 신분 종속과 관련하여 루터(Martin Luther)의 노예의지론을 방불할 정도로 극단적 

이분법을 적용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와의 자유의지(free will) 논쟁에

서 노예의지(bondage of will)를 내세워 반박했으며 이를 근거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 속하

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는 존재라고 고백했다. E. Gorden Ruff ed., Luther and Erasmus 
on Free Will and Salvation, trans. E. Gorden Ruff(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9), 140.
23 최병헌, “聖⼭明鏡”, 최우익 편, 『神學⽉報』(서울: 정동삼문출판사, 1998), 76. 영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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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병헌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가장 절실한 원초적 

문제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후의 영원 세계를 논했다. 그는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를 종말론적 프리즘을 

관통하여 이데아 세계에서의 영생 혹은 영사에 직결하여 생각했다. 특별히 그는 

죽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인간의 범죄로 인한 징벌로서의 죽음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일반적으로 교의신학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육체적 죽음

(physical death), 영적 죽음(spiritual death), 영원적 죽음(eternal death) 

등 세 차원에서 조명하며 이를 창세기 2장 17절에 기술된 행위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24 최병헌은 이 세 가지 죽음의 현상들 

가운데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운명이 영생 혹은 영사로 고정된다는 점에 주목하

여 의도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적 죽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死⼀判”에 돋보인 복음적 취지를 고려할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자체

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이자 영원한 고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최병헌은 인간의 현재적 삶 즉 지상에서의 생애에도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하여 신자와 불신자 간의 영적 교제(spiritual companionship)의 단절이

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그는 인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두 

진영으로 범주화한 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수사법적 

기교를 발휘하여 “엇지 셔로 合며 빗과 어두온 거시 엇지 사괴며 義와 不法 
거시 엇지  겟슴니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빛과 어두움, 의와 불법, 성령을 받은 자와 불신자에 견주어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 물론 이는 

그가 일상의 삶에서 공유하는 가취생산(嫁娶⽣産)이나 가족관계, 거래 등 사회생

활에 이르기까지 일반은총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병헌 역시 그 누구보다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와 전도의 필요성을 통감한 목회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24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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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明鏡” 종반부에 “이 책은 삼 고국의 탁사자라 하는 사람이 긔술 글이니 

(중략) 평에 일편셩심으로 원기를 엇지면 셩신의 능력을 엇어 유도와 

션도와 불도 중 고명 션비들의게 젼도야 밋 무리를 만이 엇을고 각더

니 (중략) 그련고로 탁-그 몽죠를 긔록야 긔의 평일 소원을 표일너

라.”25라고 기술했을 정도로 한민족이 재래종교인 유불선(儒佛仙) 삼교의 굴레를 

벗어나 기독교인으로 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

했다.

이렇듯 최병헌은 이분법을 적용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의 논증을 전개하여 

신분의 규정을 전제했고 이를 초석으로 삼아 사후의 영생과 영사의 문제, 불신자

들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을 논함으로써 삼중적 관점들을 구형했다. 그는 존재론

적 인간 이해를 거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생과 사에 관한 담론’으로 한층 

깊이 있게 외연(外延)했다.

Ⅳ. 생(⽣)과 사(死)에 관한 담론

최병헌은 이분법을 적용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를 논증한 후 인간은 단지 

이분법에 고착화되고 부정적 운명론에 경도되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피력

했다. 즉 발전적이며 소망적인 차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지하게 생과 사에 

관한 담론을 전개하여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소망했다. 그가 이분법적으로 인간존재를 조망했던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특징짓고자 하는 고결한 의도를 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생과 사에 관한 담론을 세 가지 관점에서 범주화하여 논한 

후 이를 한민족의 중생에 적용하여 끝맺음함으로써 논리적으로 기승전결(起承

轉結)의 구도를 구체화했다. 그는 ‘기’(起)의 단계에서는 생사(⽣死)의 관계, ‘승’

(承)의 단계에서는 사자(死者)의 관계, ‘전’(轉)의 단계에서는 생자(⽣者)의 관계

를 논했고 최종 ‘결’(結)의 단계에서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민족의 구령(救靈)과 

25 최병헌, “聖⼭明鏡”,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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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을 호소했다.

1. ‘기’(起)의 단계: 생사의 관계

최병헌은 ‘생’과 ‘사’를 논하는 첫 단계에서 생과 사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생사의 관계’를 다루었다. 그가 구사한 ‘관계’라는 단어는 ‘문제’ 혹은 ‘관점’이

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는 이 생사의 관계를 심도 있게 

조명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환기시켰다. 

죽음이란 인간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늘 주변에서 목격하

며 살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실체로 여기며 살고 있다.26 

최병헌은 이 생사의 문제야말로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고뇌하며 숙고해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도입단계에서 누구나 

죽기는 싫어하고 살기를 소망한다는 명제적 선언을 기술하여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본능적 감각까지 해부했다.

第⼀, ⽣死의 關係, 살기를 됴화고[좋아하고-연구자 주] 죽기를 시려은 

動物의 常情[생명체가 갖는 본능-연구자 주]일 거시올시다. 우리 ⼈類는 

世界 動物 中에 가쟝 神靈고 感覺이 明敏 것임으로 비록 ⼋九⼗ 歲 

된 ⽼⼈이라도 죽기는 시려 거시올시다.27

그는 경성 어느 동네에 살고 있던 연로한 노파가 남편과 사별하고 봉양하는 

자식도 없는데다 생활이 빈곤한 처지를 비관하여 허구한 날 죽고 싶다고 읊어대

는 신세타령을 소개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안하게 세상을 등질 수 있도록 

아편담배(阿⽚煙)를 선사하겠다는 한 젊은이의 말을 듣더니 크게 분개하여 “나와 

너 이에 무 怨讎이길내[무슨 원수 사이이기에-연구자 주] 나를 죽으라 
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며 지팡이를 들어 후려치는 광경을 소개했다.28 이처럼 

26 곽혜원,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서울: 새물결풀러스, 2014), 7.
27 최병헌, “⽣死⼀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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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한 본능적으로도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다.

최병헌은 보이는 현상계에서 누구나 쉽게 시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이성적이며 본능적인 속성을 제시한 후에 이를 불가시적 사후의 

영계(永界)로 외연하여 접목시켰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직면할 때 거부와 

공포심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체험한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제한적인 지상의 

삶을 살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29 

바로 이점이 현세와 내세를 일원적으로 연결 짓는 위대한 원천이 된다. 그는 

‘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삶과 죽음을 수식어 ‘영’(永)과 합성시켜 자연스럽게 

‘영생’과 ‘영사’라는 이데아 차원의 용어를 이끌어냈다. 그는 “永⽣과 永死라 

은 靈魂의 關係오 ⾁⾝의 달닌 거슨 아니올시다.”30라고 고백하여 인간의 

궁극적 소망이 천상의 영세(永世)에 있음을 설파했다. 『百牧講演(第⼀集)』에 수

록된 설교문들 중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조명한 글로서 김활란의 

“두려워지 마라”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죽기를 두려워 맙세다. 正義와 

引導를 爲야 同族의 安樂을 爲야 ⼈類의 向上을 爲야 죽 그 죽음 참 

福스럽슴니다.”31라고 확신하면서 또한 역설적 의미에서 “살기를 두려워 맙세

다.  번 決⼼고 죽어리기는 오히려 쉬운 것임니다. 그러나 ⾧久 ⼀⽣을 

苦痛과 呻吟이 가득 罪惡 世上에 살어 ⾃⼰의 安逸과 幸福을 圖謀치 안코 

남을 爲야 犧牲的 ⽣活을 기는 참 어려온 것임니다.”32라고 직고했다. 그가 

이처럼 현세에서의 생과 사를 초월하는 기독교인이 될 것을 의기 있게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2. ‘승’(承)의 단계: 사자(死者)의 관계

28 최병헌, “⽣死⼀判”, 2-3.
29 유현숙, “죽음의 이해를 통한 심리학과 목회상담과의 협력관계: 심리학의 자아실현과 신학의 

종말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61호(2018), 492.
30 최병헌, “⽣死⼀判”, 4.
31 김활란, “두려워지 마라”,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集)』, 70.
32 김활란, “두려워지 마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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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헌은 생과 사를 논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사자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비중 있게 전개했다. 그는 이 사자의 개념을 논하는 첫 대목에서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성화(聖化)의 삶을 다루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인생의 행적 

자체가 곧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자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 “하님셔 산 者의 하님이시오 

죽은 者의 하님이 아니시여, 이졔 世上 사들이 살기는 됴화나 實常으로 

사 일을 지 아니고 죽 일만 됴화야 情慾을 죳차가고 聖神을 背反니 

참으로 不祥고 可憐 ⼈⽣이올시다.”33라고 실토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지상의 인생사에 펼쳐지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술, 

색, 거짓말 등으로 명시하여 이를 삼중적 중죄들로 다루었다.

첫째,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기록된 “술은 醉 者와 淫亂 者는 

天國에 드러가지 못다”는 구절에 근거하여 술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만취의 저속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主를 篤實히 밋 兄弟나 

姉妹 가온대 設或 惡한 病에 걸녀 죽을지라도 靈魂을 救援야 天城樂園에 드러가 

우리 主와 同居 거시로되 술에 沉溺야 헤메이 자는 決斷코 天堂에 드러가

지 못니다.”34라고 확언하여 이를 불신자가 범하는 죄질로 간주했다. 그는 

이 외에도 이사야 5장 12절, 잠언 23장 29절 이하를 제시하여 술로 인해 초래되

는 싸움과 분쟁, 가난과 비극적인 패망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죽게  술’이라

고 단정했다.35 참고로, 길선주 역시 1904년에 발행한 자신의 처녀작 『懈惰論』

과 1916년에 증보판으로 간행한 『만셩』에서 주초의 폐해를 역설한 바 

있다. 술은 현세의 성취국을 망각하게 하고 자멸을 초래하며36, 연초는 나태를 

33 최병헌, “⽣死⼀判”, 4-5.
34 최병헌, “⽣死⼀判”, 5.
35 최병헌, “⽣死⼀判”, 5-6.
36 길선주, 『懈惰論』(京城: ⼤韓聖敎書會, 1904), 6; 길선주, 『만셩』(平壤: 光⽂社, 1916), 7-8. 

길선주는 1930년 8월 개천장로교에서 금주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때 많은 주점 경영자들과 

요식업자들이 참석하여 경청했으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행사내용은 기사화되어 「每⽇申

報」(1930. 8. 11)에 보도되었다. cf.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韓國敎會史學會誌」 제39

집(201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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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독초일 뿐 아니라37 뇌에 침투하여 정신을 흩트리고 

경제까지 망친다고 계몽했다.38

둘째, 최병헌은 술 문제에 이어 색(⾊)을 탐하는 타락상 역시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술과 색을 동시에 한 범주에 올려두고 아예 ‘주색’(主⾊)

이라고 일원화했으며 인간의 전형적인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위험천만한 

독소라고 지목했다. 그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고스비 사건을 소개하여 “姦淫

을 ⾏으로 ⼀⽇ 동안에 ⼀萬 三千 名 式[성경에는 24,000으로 기록됨-연구자 

주] 죽엄을 當엿스니 하님셔 淫⾏ 者의게 罰을 주샤 靈魂을 地獄으로 

보내실 만 아니라 ⾁⾝도 이와 치 滅亡을 當케 시니”39라고 하여 색 문제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치명적인 살기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

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징벌하셨다면 이방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느냐며 

이처럼 음란행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만성적인 거침돌이라고 했다.40 

김진홍은 1934년 「게자씨」에 수록된 “⾏實은 各⼈의 ⼼像을 보이는 거울”이라

는 글에서 “全鮮[전 조선-연구자 주]을 通하야 우숨 주고 울음 받은 ⾭樓의 

⼥性의 數는 ⼀⼆〇六⼋⼈이다.”라고 탄식하면서 유흥업소와 화류계에서 일하

는 젊은 여성들의 실태를 “예기(藝妓), 창기, 주부(酒婦), 여급(⼥給), 요리옥(料理

屋), 예기치옥(藝妓置屋), 창루옥(娼樓屋), 주점(酒店), 카페와 빠”의 범주로 정리

하여 타락한 사회를 혁신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41 술과 더불어 이 색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회자되고 풍자되는 타락의 대명사 

군(群)에 속해 있다.

셋째, 최병헌은 거짓말 역시 인생을 사망으로 휘몰아가는 첩경이라고 지적했

다. 그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예시하여 밭 값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인 부부의 행적을 들어 “거즛말을  자는 決코 

37 길선주, 『懈惰論』, 8-9, 13.
38 길선주, 『만셩』, 23-24.
39 최병헌, “⽣死⼀判”, 6-7.
40 최병헌, “⽣死⼀判”, 7.
41 김진홍, “⾏實은 各⼈의 ⼼像을 보이는 거울”, 「게자씨」 제3권 10호(1934), 7. 이 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안수강, “『게자씨』(1934)에 나타난 성화(聖化) 담론 

분석”, 「장신논단」 제50권 2호(201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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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援을 엇을 수 업고 地獄에 苦楚를 當 거시올시다.”라고 단정했다. 그는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된 “무어시던지 淨潔치 못 거시나 

可憎 일이나 거즛말을  者는 그곳으로 드러가지 못다.”는 말씀을 제시

했다.42 『宗敎界諸名⼠講演集』(1922)에 “新造의 ⼈”을 발표한 이기풍 목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일소하고 참된 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을 단 한번만 입에 담아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연히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훈계했다. 그는 당시 

세인들의 말을 인용하여 “朝鮮 사갓치 거즛말을 잘 는 國民은 世界에 업다 

니다. (중략) 나는 나면서브터라 지 안코 그리스도 信者가 된 로브터 

 番도 거즛말을 지 안엇다는 이가 멧 사이나 될는지오?”43라고 통렬하게 

자성을 촉구하여 정직한 기독교인이 될 것을 촉구했다.

이렇듯 최병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대변적인 중죄들로서 성경구

절을 인용하여 술, 색, 거짓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술, 색, 거짓말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죄목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으로, 그의 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술과 색을 탐하고 

거짓말을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가 제시한 

중추적인 논점은 ‘어떠한 자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 자이며 죽은 자인가?’ 그리고 

‘누가 인격적 믿음을 갖춘 자이며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를 논증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은 내면의 ‘신앙’과 외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경지를 견지하며 중단 없는 성화의 삶을 견지한다. 이 

성화의 삶과 관련하여 이기풍은 “新造의 ⼈”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도덕성을 

잣대(criterion)로 제시하여 한국기독교인들이 신령한 인간상을 추구할 것을 

피력했다. 그는 이 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그를 닮아 변화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독교인은 내면에 바른 신자상을 

갖출 수 있고 이를 외연하여 신행일치(信⾏⼀致)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44 

이홍주 역시 『宗敎界諸名⼠講演集』에 게재한 “良⼼의 威⼒”을 통해 산 신앙의 

42 최병헌, “⽣死⼀判”, 7.
43 이기풍, “新造의 ⼈”, 한석원 편, 『宗敎界諸名⼠講演集』, 131-32.
44 이기풍, “新造의 ⼈”, 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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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대해 규명했다. 그는 “「거륵고 眞實 음으로 ⾏다」”는 신성한 

모토를 ‘良⼼의 權威’라고 정언(定⾔)했으며 기독교인은 수선한 마음, 마멸된 

본심, 무감각성, 이중적 인면수심(⼈⾯獸⼼)을 극복하여 선한 양심을 갖추어야 

하며 삶속에서 적극적으로 양심의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45

최병헌이 생각한 생명력 있는 믿음은 다음 절 ‘전’의 단계에서 다룰 ‘생자의 

관계’에서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주색을 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속된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전’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죄를 용서받으

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대전환의 의미로서의 칭의의 은총을 확증했다.

3. ‘전’(轉)의 단계: 생자(⽣者)의 관계

최병헌은 ‘기’와 ‘승’의 단계에서 생사의 관계와 사자의 관계를 논한 후 ‘전’의 

단계에서는 복음의 취지를 담아 영원한 소망으로서의 생자의 관계를 깊이 있게 

논증했다. 그가 앞서 ‘승’의 단계에서 사자의 관계를 논한 본래적 의도는 바로 

이 ‘전’의 단계에서 생자의 관계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는 1909년의 

글 “유익 젼도”를 통해 “유셔[유학 경전-연구자 주]에 다만 三강 五샹 슈제

(修⿑) 치평(治平)을 말고 불셔[불교 경전-연구자 주]에 다만 명심견성(明

⼼⾒性)과 륙도윤회(六度輪回)를 말엿시되 우리 예수교 셩경에 영이 

그 즁에 잇다 셧시니”46라고 감탄하며 기독교에서만 논하는 영생의 진리에 

위로와 자부심을 표했다. 그는 사도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혈기를 부렸고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바로 이 반전(反轉)을 보여준 

‘전’의 단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종속된 종의 신분으로 귀의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베드로가 劍을 여 말고의 귀를 가스니 이거슨 ⾁⾝의 ⾎氣

가 그져 잇슴이오  主 예수를 三次이나 모른다 엿스니 이거슨 ⾃⼰도 

잡히여 갈가 두려워야 거즛말을 이니”47라고 밝혀 혈기와 아울러 ‘승’ 단계

에서 삼중적 중죄의 하나로 언급했던 ‘거짓말’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현장감 

45 이홍주, “良⼼의 威⼒”, 한석원 편, 『宗敎界諸名⼠講演集』, 180-81, 186.
46 최병헌, “유익 젼도”, 『神學⽉報(第6券)』(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252. 영인본.
47 최병헌, “⽣死⼀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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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화들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 가령, 박순병

이라는 사람이 애첩(愛妾)을 두고 애정행각에 빠져 부모와 아내를 홀대했지만 

애첩이 윤정일이라는 기독교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회심했고, 마침내 박순병

도 애첩의 전도로 입신하여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며 ‘생자’의 진정한 

의미를 부각시켰다.48

최병헌은 사도 베드로의 회개와 박순병과 그의 애첩의 회심을 들어 이들 

모두가 생자의 단계에 위치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례를 들어 ‘승’에서 

‘전’으로 고양되는 과정에 개입되는 세 가지의 구원에 이르는 서정(ordo 

salutis)을 정립했다.

첫째, 성령의 감화로 중생하는 체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불신자라고 단정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신앙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죽엇든 者[영적 죽음-연구자 

주]가 다시 사 거슨 (중략) 聖神을 밧아 거듭난 者가 됨에 잇 거시라 겟슴니

다.”49라고 시인했고 “基督의 神[성령-연구자 주]이 업 者는 基督敎⼈이 아니

라”50라고 단정했다. 그는 인간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성령의 권세를 강조했

으며 성령은 인간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했다.

果然 聖神의 能⼒은 限量 업 權勢가 잇서셔 ⽗母의 訓戒로 가로막지 못
고 刑罰노 막지 못 慾⼼과 愛情이라도 聖神의 劍이  번 칠 에 

됴치 못 랑의 줄이 곳 허지고[끊어지고-연구자 주] 罪惡에셔 버서나 
거시올시다.51

최병헌은 1920년에 발표한 “종교변증설”(宗敎辨證說)에서는 유불선에서 주

장하는 자력에 의한 진리탐구를 부정하면서 석가모니의 득도 수행과정에 대해서

48 최병헌, “⽣死⼀判”, 9-10.
49 최병헌, “⽣死⼀判”, 9.
50 최병헌, “⽣死⼀判”, 2.
51 최병헌, “⽣死⼀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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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苦⾏林中 六年 ⾵霜을 虛勞”52라고 혹평하여 허무의 극치를 탄식했다. 그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인간 내면에서 자생하여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했다. 그는 생자의 관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主를 밋 者는 그리스도의 

神이 그 속에 잇고  그리스도 속에 잇셔 罪를 定이 업 사이니 

聖神의 일을 ⽣覺며 聖神으로 거듭난 信者들이라.”53라고 확신했다. 최병헌은 

1901년에 쓴 글 “죄도리”에서 “하님셔 특별히 비심을 베프샤 독 
예수를 셰샹에 보내시매 죄인들을 불너 회케시고 십가의 죽으샤 만국만

민의 죄 쇽[대속-본 연구자 주]셧시니 누구던지 예수 밋 쟈 죄 
샤유시고 구원을 엇게 신지라.”54라고 고백하여 믿음에 의한 칭의의 원리를 

투사했다. 그는 1904년에 발표한 “공부를 부지러니  ”에서는 “구셰쥬의 

진병활슈[眞餠活⽔: 참 떡, 생명을 주는 물-본 연구자 주]로 령혼의 긔갈을 면케 

면 텬국락원에 무궁 복을 밧을지니”55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라고 증거했다. 최병헌과 더불어 『百牧講演(第⼀集)』에 “그리스도

는 누구뇨”를 발표한 윤치호는 “이 信仰을 要求에는 예수가 如何신 이 되심

을 알고져 이올시다. 然故로 今⽇ 諸君의게 (마태⼗六O⼗六) 베드로의 對答 
바 主는 그리스도시오 ⽣存신 하님의 아이시니이다  말을 紹介고 

此를 잇지 마시며 銘⼼야 밋으시기를 懇切히 니다.”56라고 고백하여 하나

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진수를 설파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정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성령을 따르는 

자=영생을 얻은 자’라는 등위도식을 확립했다. 즉 말씀, 성령, 영생의 삼각구도

를 상호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52 최병헌, “종교변증설(제13회)”, 「神學世界」 제5권 1호(1920), 109.
53 최병헌, “⽣死⼀判”, 8.
54 최병헌, “죄도리”, 『神學⽉報(第5券)』(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313. 영인본.
55 최병헌, “공부를 부지러니  ”, 『神學⽉報(第4券)』(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329. 영인본.
56 윤치호, “그리스도는 누구뇨”,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集)』,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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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적 단초를 보여주고자 했다.57 이 논리는 앞서 ‘승’의 단계에서 살펴본 것처

럼 이신칭의의 ‘신’(信)은 신앙과 행위가 동반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는 논지와 일목요연하게 한 지평에 놓여 있다.

主 예수 降世 前에도 主의 을 順從 로아[노아-연구자 주]와 아브라함

과 여러 先知者는 救援을 엇어슬 거시올시다. 하님의 말을 죳 자는 

聖神을 죳 者요 聖神을 죳 者는 永⽣을 엇을 거시오  平安 거시외

다.58

최병헌이 구축한 구원의 서정은 입체적으로 ‘성령의 감화로 믿음-믿음에 

의해 정죄하지 않음-그 결과 영생을 얻음’이라는 초등 단계의 논리적 얼개를 

보여준다. 그가 “⽣死⼀判”을 작성한 1920년대 초는 여전히 한국기독교 초창기

였고 기독교 전래 이래 한 세대를 갓 지난 초엽이었음에도 한국인 목회자로서 

이만한 신학체계와 소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신학수준이 앞서 

있었고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물론 그의 구원의 

서정에 관한 논증은 ‘성령의 감화로 믿음-믿음에 의해 정죄하지 않음-그 결과 

영생을 얻음’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의신학에

서 논의되는 정교한 구원의 서정과 비견할 수는 없다. 그가 보여준 초등 단계의 

서정은 더욱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교리적 논증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59 참고로, 윤치호는 “그리스도는 누구뇨”에서 “獨⼀無⼆ 神의 感化가 

아니면 罪惡의 腐敗 ⼼志를 淸潔케 기는 不能니 (중략) ⼈⼒으로  바가 

아니오 (중략) 信仰으로 말매암아 聖神의 感化를 밧고 ⼼裡에 悔改를 엇은 后가 

아니면 ⼈의 ⼼理의 改造를 엇지 못 거시올시다.”60라고 진술하여 구원의 

57 최병헌의 ‘말씀’, ‘성령’, ‘영생’의 삼각구도는 칼빈이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을 유기적 상관관계

로 보는 견해와 일맥선상에 있다. 칼빈은,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through the Holy Spirit)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580-81.

58 최병헌, “⽣死⼀判”, 10-11.
59 가령, 개혁주의 구원론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정교하게 세분화하여 ‘소명-중생-회심-신앙-칭의-

성화-견인’의 단계로 조명한다. cf.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54-549.
60 윤치호, “그리스도는 누구뇨”,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集)』, 1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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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을 ‘믿음-성령감화-회개-정결함-마음의 개조’로 전개했으며 주로 내면적

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했다.

4. ‘결’(結)의 단계: 동포들을 향한 권면

최병헌은 “⽣死⼀判”에서 영생과 영사의 이중적 생명의 관점을 설파함으로써 

한민족이 술에 취한 혼돈의 삶을 살지 말고 값진 인생을 개척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감탄사를 동반하여 “슯흐외다 同胞들이여.” 이 문장을 기술하면서 술에 

찌든 부패한 인생을 경고했다. 그는 이에 상응하는 대표적인 경구들로서 이사야 

50장 51절과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제시했다. 그는 이 ‘결’의 단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민족을 향해 경성하는 삶을 살 것을 호소했다.

슯흐외다 同胞들이여. 우리를 죽게  怨讎[술-연구자 주]를 엇지 이치 

랑야 날노 醉기를 됴화니가[좋아합니까-연구자 주]. 聖經말에 

「아참에 일즉이 니러나 毒酒를 차자가 밤이 늣도록 醉 者는 殃禍가 

잇스리라」(이사야 五O⼗⼀)고  샤 「災殃 잇 者가 누구며 근심 

잇 자가 누구며 紛爭 잇 者가 누구며 怨望 者가 누구며 업시 

傷 者가 누구며 (중략) 맛내 암치 묵고 毒蛇치 쏜다」 엿슴니다

( ⼆⼗三O⼆⼗九-三⼗⼆). 酒家에셔는 醉 者의게 싸홈과 紛爭을 

팔며 가난과 敗亡을 파 집이올시다. 우리가 그와 치 惡 집을 차자 

갈 것도 업고 우리를 죽게  술을 마실 것도 업 거시올시다.61

문화정치 초기에 『百牧講演(第⼀集)』과 『宗敎界諸名⼠講演集』에 설교문을 발

표했던 저자들은 한결같이 동포들을 향해 간곡한 심정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담아 호소했다. 가령, 본 논문에서 소개한 저자들만 해도 윤치호는 1차 세계대전

이라는 비참한 시기에 독일, 프랑스 등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심을 회복했던 

것처럼 당대 극한의 고통에 처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을 열망해

야 한다는 점을,62 이기풍은 참된 말을 할 것, 선한 일을 추구할 것, 성령께 

61 최병헌, “⽣死⼀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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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할 것,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 자신을 잘 다스려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했

다.63 이홍주는 그리스도인답게 노력하는 신자상,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는 경건

한 신자상을 추구할 것을,64 김활란은 자신의 성화를 갈구할 것, 민족복음화를 

호소할 것,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예수님을 본받을 것, 동족의 행복에 힘쓸 

것, 인류 향상에 정진할 것, 천국강림을 위해 간구할 것을 당부했다.65

최병헌은 당대의 목회자들 중에서 1900년대에 “죄도리”, “셩산유람긔(聖⼭明

鏡)”, “四敎考略”을 비롯하여 1920년대에는 『萬宗⼀臠』(1922) 등 다양한 주제

를 담아 글들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일제의 문화정치가 단행되던 1921년

에 발표한 “⽣死⼀判”은 그의 영적 경륜과 신앙적 결단에서 우러나오는 생사에 

관한 신앙고백적 의미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적 가치가 가장 돋보이는 

감동적인 유작이다. 그는 이 ‘결’의 단계에서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여 실의에 

빠진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으며 온 민족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염원했다. 그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死⼀判” 전반에 면면(綿綿)히 녹아 있다.

Ⅴ. 나가는 말

지금까지 최병헌 목사가 1921년 한국교회 최초의 설교집 『百牧講演(第⼀

集)』에 발표한 “⽣死⼀判”을 분석하여 그의 ‘이중(⼆重)적 생명의 관점’을 제시

했다. 최병헌의 “⽣死⼀判”에 나타난 ‘이중적(⼆重的) 생명의 관점’의 주요 논지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육신을 좇는 자와 성신을 좇는 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이분법적으

로 논증했다. 이분법을 적용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는 세 가지 관점에서 두드러진

다. 그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신분인지 아니면 

62 윤치호, “그리스도는 누구뇨”, 162-63.
63 이기풍, “新造의 ⼈”, 131-34.
64 이홍주, “良⼼의 威⼒”, 180-81, 185-86.
65 김활란, “두려워지 마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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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신분을 규정했다. 

나아가 절실한 원초적 난제를 영생과 영사라는 이분법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사후에 입성해야 할 종말론적 이데아의 세계까지 확장했다. 또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삶에 나타난 이분법적 사고는 단호하게 신자와 불신자 간의 영적 

교류의 단절이라는 실천적 결단과 의지로 적용된다.

둘째, 생(⽣)과 사(死)에 관한 담론을 세 관점에서 범주화하여 논한 후, 이를 

기승전결의 구도로 전개했다. ‘기’의 단계에서는 ‘생’과 ‘사’ 모든 영역을 포괄하

는 생사의 관계를 다루었다. ‘승’의 단계에서는 죄악으로 인해 죽은 자들에 

관한 담론을 전개했다. 그는 지상에서 자행되는 중범죄들을 술, 색, 거짓말 

등 삼중적 죄들로 명시했으며 이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보여주는 만성적인 

죄목들이라고 인식했다. ‘전’의 단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자의 관계를 

복음의 취지를 인프라로 삼아 논증했으며 구원에 이르는 서정으로서 성령의 

감화로 인한 중생, 믿음에 의한 구원, 영생을 순차적으로 논증했다. ‘결’의 단계

에서는 실천적 의미를 고취하여 우리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값진 인생을 개척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중생하여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기원했다.

최병헌은 한국기독교 초기에 “죄도리”(1901), “셩산유람긔(聖⼭明

鏡)”(1907), “四敎考略”(1909), 『萬宗⼀臠』(1922) 등 당대 한국인 목회자들 중

에서 자신의 학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무게감 있는 문헌들을 저술했고 목회뿐 

아니라 후진 양성과 문서선교 분야에도 큰 공헌을 남겼다. 특별히 1921년에 

일제의 문화정치에 맞서 한국기독교인들의 신앙정체성을 견고하게 다지고 삼일

독립운동의 좌절로 인해 시름에 잠긴 민족을 격려하고자 했다. 그는 이 원대한 

포부를 담아 “⽣死⼀判”을 한국 최초의 설교집인 『百牧講演(第⼀集)』에 첫 순서

의 메시지로 게재했다.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이 “⽣死⼀判”이 비록 짧은 

분량으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남긴 다양한 문헌들 중에서 가장 복음적 의미를 

심도 있게 농축한 글이라고 사료된다. 그가 설파한 생과 사의 이중적 생명은 

당시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정체성의 본질을 역설하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 데서 지고의 가치를 보여준다. 비록 한 세기가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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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死⼀判”은 현하 복음의 의미가 훼손되고 신앙심과 경건의 모습마저 

희석되어 가는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시의성 있게 영적 위기를 각성하게 해주는 

최선의 메시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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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v. Byeong-Heon Choi’s ‘View of Double 

Life’: Focused on His “Judgment of Life and Death”(1921)

Su Kang Ahn

(Baekseo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v. Byeong-Heon Choi’s view of 

double life in his “Judgment of Life and Death”(1921). This text 

is based on Romans 8:5-6.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Choi’s important 

view of double Life is based on his esteemed manuscript “Judgment 

of Life and Death” published in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1921). I considered the important points 

revealed in Choi’s sermon “Judgment of Life and Death” as follows: 

Firstly, I tried to explain Choi’s idea of triple discontinuity such 

as God’s people and Satan’s servants, heaven and hell, discontinuity 

of spiritual companionship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and so forth. Secondly, I concentrated on significant points for 

understanding of double life based on triple meaning such as ‘life 

and death’, ‘eternal death’, ‘eternal life’, and so on. Thirdly, on 

the basis of Choi’s confession, I attempted to study his impassioned 

appeal to Korean Christians. He urged Korean Christians to 

navigate valuable life and to pursue the life of regeneration in Jesus 

Christ. I am looking forward to future extensions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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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Rev. Byeong-Heon Choi’s other thoughts such as ‘apologetics 

of christianity’, ‘perception of trinity’, ‘viewpoint of eschatology’, 

‘Christian sanctification’, ‘Christian practical ethics’, and so forth.

Key Words: Byeong-Heon Choi, “Judgment of Life and Death”,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 Double Life, Eternal 

Lif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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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과 부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위원회는 개혁주의학술원(이하 “본원”) 편집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본원 사무실에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본원의 학술위원을 포함한 국내외 개혁신학 연구자들

의 연구를 진작하고 이들의 연구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규정은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동시에 2분의 1이상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２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４조(기능과 임무）

①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의 개폐

② 논문심사위원 선정

③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④ 2차 심사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⑤ 심사료 책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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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조(회의)

①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 및 학술지 출간을 위해 년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상황에 따라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６조(학술지 명칭)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한국어판의 경우 ｢갱신과　

부흥｣, 외국어판의 경우 Reform and Revival이라 칭한다.

제７조(학술지 발간) ｢갱신과 부흥｣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８조(학술지 배부) 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국내외 대학(교), 본원의 학술위원

과 후원이사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９조(투고 규정) 본　위원회는 별도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다.

제10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논문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 대학원대학교 및 연구 전문

기관에서 ３년 이상 강의 및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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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저작권 및 출판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출판권은 

학술원에 있다. 단, 학술원의 첫 출판 이후에는 저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원고를 

자유롭게 출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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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학술원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혁주의학술원(이하 “본원”)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역사적 

개혁신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적 선언) 

① 본원을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금지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원은 그것을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

지 아니한다.

② 본원은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 배분을 권장한다. 단,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발표한 논문이나 책을 수정

하고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편집위원들

과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본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

에서 연구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 5인 이상 학술위원의 요청에 의해 본원의 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

한다. 본원의 원장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편집위원

장을 포함하여 개혁신학계 중진 가운데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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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⑥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본원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4조(결정내용) 

①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가) 승인: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나) 조건부 승인: 기존의 연구가 본원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보완 후 재심사: 기존의 연구가 상당하게 본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충돌한

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라) 부결: 기존의 연구가 본원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

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 표시 및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7. 표절, 위조, 변조,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투고 등의 연구 부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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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1.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투고”는 연구자가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

외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이미 출간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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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사위원에 관한 윤리규정)

1.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

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할 빨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적임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2.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논문을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근거, 혹은 사적이거나 편향된 견해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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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

제1조(논문 투고 자격) 석사 이상의 학력자이고 본원이 추구하는 학문적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본원의 학술지 「갱신과 부흥」(Reform 

and Revival )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논문 투고 요령) 게재를 위해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최대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양식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하고 논문초록과 키워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조(논문 투고 신청)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을 http://kirs.jams.or.kr로 

제출한다. 본원의 홈페이지(http://www.kirs.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제4조(게재 횟수 제한) 회원들에게 논문 게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독 게재

일 경우, 동일 필자가 연속하여 4회까지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문 투고자의 책임)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각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논문 투고자에게 있다.

① 모든 투고 신청된 논문은 한글 혹은 외국어로 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이중으로 투고 신청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일부를 보완하거나 혹은 축약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논문의 첫 페이지 각주 1번 앞에 분명하게 명기

하여야 하며, 동일한 심사과정과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본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포럼에서 발표된 원고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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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투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갱신과 부흥」에 게재된 해당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연구 논문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원칙을 따른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에서 가산

점이 부여될 수 있다.

④ 원고 제출 마감일자과 출판일자는 아래 도표와 같으며, 투고자는 본인 

논문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상반기 하반기

원고마감일 1월 31일 7월 31일

출판일 3월 31일 9월 30일

⑤ 논문이 공동 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모든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이름과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투고자는 이름과 함께 소속 및 지위를 제출하여 학술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6조(논문 심사 및 출판 비용) 논문 심사와 출판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각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 작성된 원고는 그 사실을 

논문의 첫 페이지 각주 1번 앞에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지원비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출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② 출판과 심사를 위하여 게재 확정자에게 개별적으로 논문 출판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구

된 심사비가 공지된 시일 내에 입금되지 않을 때에는 논문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③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발간된 해당 학술지 5권을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7조(논문 접수) 학술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http://kirs.jams. 



289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

or.kr에 접수하며, 본원에서 정한 논문의 투고 규정과 논문양식 규정에 따르

지 않거나 필수 구성요소가 빠진 논문은 확인하여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논문 심사 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 완료된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제9조(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위촉된 심

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과 함께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하여 표기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하여,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주제의 전문성, 학문의 기여도, 논문

형식과 논리 전개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선행연구의 참조여부, 

참고문헌 서지정보의 정확성, 초록작성의 적절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배당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게재 가”(100-85점), “수정 후 게

재”(84-75점), “수정 후 재심사”(74-6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로 

평가하고 http://kirs.jams.or.kr 에 있는 논문심사란에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검토하고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을 통해 표절여부를 심사한 후에 논문심사란에 평가소견을 작성한

다.  

제11조(논문 심사 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의 “논문심사 

보고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문 원고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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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http://kirs.jams.or.kr 를 통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

사 보고서 작성시 논문평가에 대한 총평, 논문 내용, 논문형식 등의 평가항목

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논문수정 지시서”에 수정

할 곳과 수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제12조(논문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모두 회집된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하되 3인 중 2인이 “게재 가”를 

부여하면 “게재 가”로, 3인 중 2인이 각각 “게재 가” 와 “수정 후 게재” 혹은 

둘 다 “수정 후 게재”를 부여하면 “수정 후 게재”로, 3인 중 2인이 “수정 

후 재심”을 부여하면 “수정 후 재심”으로,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를 부여

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단 심사자 가운데 1명이라도 ‘게재 불가’를 

부여하면 편집위원장이 심사숙고하여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게재 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투고 일자와 함께 논문의 맨 끝에 명기한다.

제13조(논문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장은 규정 또는 회의 결과에 따라 각 논문 

투고자에게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

다.

제14조(논문 수정 교정 게재취소) 

①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는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논문수정 지시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논문 투고자는 수정지시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논문수정 이행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확인을 받아

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의 수정을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수정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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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포기할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수정 후 재심을 청구할 경우 동일 또는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가” 판정을 받아야 차기 학술지에 게재 가능하다. “게

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지시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

지 않는다. 

③ “게재 가”로 최종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본회에서 정한 연구윤리 

규정을 심대하게 위반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거나 삭제하고 

이후 2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자 윤리) 모든 심사절차와 과정에서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 이외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문의 

심사대상자를 비롯하여 타인에게 심사위원들의 인적정보 또한 누설되지 않

아야 한다.

제16조(논문양식) 논문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논문

양식에 나와 있지 않은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은 일반 신학 논문 양식에 준한

다. 

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제목 이외에는 소제목

을 포함한 모든 내용의 글자 크기는 아래글 10포인트로, 자간은 100%, 

줄간격은 160%로 작성하며 논문 제목의 부제는 제목 뒤에 콜론(:)으로 

표시하되 콜론 앞뒤에 한 칸씩 띄운다. 본문에서 직접인용부호는 “”으로 

하며 가능한 들여쓰기는 하지 않으나 장문의 인용을 특별히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만 그 단락 전체를 들여쓰기로 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주는 미주나 본문 중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 아래에 표기하는 각주

로 작성하되 op.cit., ibid., idem., p., pp., 그리고 “상게서” 또는 “이하”

와 같은 표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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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한글 단행본을 처음 인용할 경우 - 저자명, 『책명』(발행지출판사, 출판

년도), 시작면-종료면. 영어 단행본인 경우에는 책명을 꺾쇠로 묶지 

않고 이탤릭체로 하며 나머지는 한글 단행본과 동일하다. 

예1)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11-13.

예2) Thomas F. Torrance, The Trinitarian Faith (Edinburgh: 

T&T Clark, 1997), 76-79.

2) 한글과 외국어 단행본 모두 표시된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를 표시할 

경우의 “이하”는 “f”로 하고, 그 이상의 페이지를 “이하”로 표시할 경우

에는 “ff”로 한다.

예1)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11f.

예2) Thomas F. Torrance, The Trinitarian Faith (Edinburgh: 

T&T Clark, 1997), 76ff.

3) 학술지, 논문집 및 잡지에 게제 된 논문을 처음 인용할 경우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권(호) (발행년도), 시작면-종료면. 이 경우 논문

제목 속의 또 다른 인용이나 강조부호는 ‘’로 표시한다. 또한 외국어

(알파벳으로 표기된 유럽어 등의 학술지, 논문집 및 잡지는 이텔릭체

로 표기한다. 

예1) 황대우, “칼빈과 칼빈주의: 리차드 멀러 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

적 고찰”, 「한국개혁신학」제13권(2003), 143-72.

예2) Richard A. Muller, “Calvin and the ‘Calvinists’: Assessing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Reformation and Orthodoxy,” Calvin Theological Journal 

30(1995), 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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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행본 속의 논문을 처음 인용할 경우 –저자명, “논문명”, (“in”은 외국

단행본인 경우에만 사용) 편자명, 『책명』(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시작면-종료면.

예1) 이환봉, “칼빈의 성찬론: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개혁주의

학술원 편, 『칼빈과 교회』(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109-45.

예2) Elsie A. McKee, “Exegesis, Theology, and Development 

in Calvin's Institutio: A Methodological Suggestion,” in 

E.A. Mckee & B.G. Armstrong ed.,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154-72.

5) 각주의 모든 인용은 두 번째부터 - 저자명, 『책명』 혹은 “논문명”, 

시작면-종료면. 단 책명이나 논문명이 너무 길 경우 앞의 몇 단어만 

사용한다. 단 동일한 저자가 쓴 동일한 저서 혹은 논문이 2개 이상일 

경우 괄호 안에 발행연도를 표기하여 구분 할 수 있다.

예1)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54.

예2) Torrance, The Trinitarian Faith, 140.

예3) 황대우, “칼빈과 칼빈주의”, 149.

예4) Muller, “Calvin and the ‘Calvinists’”(1995), 349.

6)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 혹은 약자로 인용되는 것이 보편

적인 책 혹은 시리즈물은 약자로 사용하되 해당 각주나 논문 후미에 

반드시 약자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7) 칼빈의 저술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되 모든 책명의 약어는 

이텔릭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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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집의 경우. 예) CO 52, 205. 

* 선집의 경우. 예) OS 5, 152. 

* 설교집의 경우. 예) SC 1, 703-04.

* 비평편집판의 경우. 예) COE 13, 275. 

** 단, 줄 표시는 페이지 뒤에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하거나 구체적인 

작품을 표기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줄을 표기할 경우. 예) COE 13, 274(10-15).

  -구체적인 작품을 표기할 경우. 

  예1) COE 13, 274(= 『로마서 주석』 13:4)).

  예2) CO 49, 237-38(= Com. on Rom. 12:4).

* 기독교강요의 경우

  예1) 『기독교 강요』, 1.2.1.

  예2) Inst. 4.1.1.

* 주석의 경우

  예1) 『요한복음 주석』 10:11.

  예2) Com. on James 3:10.

8) 성경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예1) 마 11:3.

예2) Matt. 11:3.

9) 각주에 글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페이지 뒤에 콜론(:)을 찍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인용부호(“”)로 표기한다.

예1) 이환봉, “칼빈의 성찬론”, 144: “칼빈에게 있어 성찬의 가시적 

표징과 천상적 실체는 서로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성례전적 연합 속에 있다.”

예2) CO 52, 409: “..., non posse incolumes stare ecclesias sine 

pastorum minist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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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 인명, 지명 및 그 밖의 모든 고유명사를 한글로 표기하되 그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명이나 한문명은 처음 사용하는 단어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1회만 표기한다.

* 인명의 경우 

  예) 존 칼빈(John Calvin)

* 지명의 경우

  예) 스트라스부르(Strasburg)

④ 논문은 A4 용지로 15장의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참고문헌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단 이런 원칙의 형식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한다.

1)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사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2) 참고문헌 목록은 1차 자료를 2차 자료와 구분할 경우, 1차 자료를 

2차 자료 앞에 배치한다. 국문 자료는 가나다순으로, 외국어 자료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3) 알파벳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

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하고 한국인 

이름은 성과 이름을 콤마 없이 표기한다.

예1) Emil Brunner의 경우 Brunner, Emil로 표기

예2) 이상규

4) 참고문헌 형식은 필자명, 영문도서명,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다음

과 같이 작성한다. 

예1) 이상규. 『교회쇄신운동과 고신교회의 형성』. 서울: 생명의양식, 

2016.

예2) Ballor, Jordan J. Covenant, Causality, and Law: A Study 

in the Theology of Wolfgang Muscul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5) 소논문의 참고문헌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출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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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전체의 쪽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작

성한다. 단 쪽 표시의 경우, ‘151-74’와 ‘151-174’ 가운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예1) 조윤호.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갱신과 부흥」 

24 (2019), 217-250.

예2) Ziegler, D. J. “Marpeck versus Butzer: A Sixteenth Century 

Debate over the Users and Limits of Political Authority.” 

Sixteenth Century Journal 2 (1971), 95-107.

6) 저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두 번째 책부터 첫 저자의 이름 길이만큼 

밑줄로 표기한다.

7) 번역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저

자명은 한글표기도 가능하고 번역서의 원명을 제시할 경우에는 원자

자 뒤에, 역자 앞에 표기하도록 한다. 

예1) Spijker, Willem van't. 『루터: 약속과 경험』. 황대우 역.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7. 

예2) Spijker, Willem van't. Luther: belofte en ervaring. 황대우 

역. 『루터: 약속과 경험』.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7.

예3) Lau, Franz & Bizer, Ernst.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to 1555. Translated by Brian A. Hardy.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9.

8) 저자 혹은 역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자유롭게 표기하되, 반드시 일관

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령, 두 명이나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콤마, 와, 과, &, and, und’ 등으로 구분하여 모두 표기할 수도 있고, 

‘이신열 외 1명’ 혹은 ‘이신열 외 3명’ 등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⑥ 논문은 참고 문헌과 한글 및 영어 초록과 키워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논문초록과 키워드에 관한 규정) 

① 논문을 투고할 때 반드시 논문초록과 6개 이상의 키워드를 작성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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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초록은 영문과 한글로 각각 작성하여 투고하되 두 초록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150-300단어로 작성해야 한다. 단, 초고 투고시 초록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투고되었을 경우 논문을 투고한 본 학술원에 연락

하여 사정을 통보한 다음, 반드시 논문심사기간 안에 초록을 완성하여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한다. 

③ 논문의 키워드는 반드시 동일 내용의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6개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세계적인 최신의 연구기반 형성과 학술연구 활동을

약속합니다. (2021년 9월 현재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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