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헌(崔炳憲) 목사의 ‘이중적(⼆重的) 생명의 

관점’ 소고: 그의 “⽣死⼀判”(1921)을 중심으로

안수강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의의

Ⅲ. 이분법을 적용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

Ⅳ. 생(⽣)과 사(死)에 관한 담론

Ⅴ. 나가는 말

R&R 28(2021) 249-278 https://doi.org/10.36365/kukirs.2021..28.249



 250 갱신과 부흥 28호
Reform & Reviv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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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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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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갱신과 부흥 28호
Reform & Reviv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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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최병헌(崔炳憲) 목사의 ‘이중적(⼆重的) 생명의 관점’ 소고 / 안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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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