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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1520년대 초반 독일

의 바이에른 지역에 살았던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라는 한 여성 평신도 프로테

스탄트 개혁자의 사상을 그녀가 쓴 팸플릿을 통해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16세기 여성 개혁자의 활동과 사상을 부각함으로써 지나치게 남성에

게 편중되어 반쪽으로 남아있는 종교개혁 역사서술에 균형을 잡고 그 이야기

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다.

아르굴라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여성 개혁자 또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여성 저술가라는 칭호를 받을만한 인물이다. 그녀는 1523-24년 사이에 7개

의 공개서신과 1편의 시 작품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옹호하고 

로마가톨릭교회와 신학자들의 부당한 처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그녀가 쓴 최초의 작품인 “잉골슈타

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을 일차 사료로 사용하여, 그 안에 나타난 아르굴

라의 사상과 주장을 여성 평신도라는 관점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라는 관점

에서 조명할 것이다.

필자는 먼저 아르굴라가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자들에게 항변의 공개서

신을 쓰도록 만든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알아 

볼 것이다. 그런 다음 필자는 아르굴라의 편지에 나타난 그녀의 ‘평신도 여성’

으로서의 정체성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서의 정체성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아르굴라의 작가로서의 재능과 성서 주석가로서의 능력을 살펴 볼 것이

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르굴라가 ‘오직 성서’와 ‘만인제사장설’에 근거하여 

성직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했던 견고한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의 제자로서 여성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키워드: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마르틴 루터, 잉골슈타트 대학, 여성 

평신도, 여성 종교개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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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6세기 유럽은 종교개혁이라는 거센 폭풍을 만났다. 이전 로마가톨릭교회가 

가르쳤던 중요한 교리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존의 예전과 관습과 질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뒤따랐다. 결국 로마가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거대한 실체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1520년대 초반 

독일에서는 루터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확산된 루터주의로, 스위스에서는 츠빙

글리의 사상에 기초하여 점차 퍼져나간 개혁주의로 분화되었다. 1520년대 후반

에는 스위스와 남부독일을 중심으로 재세례파가, 1530년대에는 잉글랜드에서 

로마가톨릭을 비판하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확산되었고 이후 성공회로 발전하

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의 제반 영역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전히 무풍지대로 남은 

곳이 있었다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했던 성적 차별의 영역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종교개혁의 역사 서술은 남성 개혁자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개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6세기 당시 

여성들이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할 충분한 공간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 역시 개혁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본 논문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1520년대 초반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에 살았던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라는 한 여성 평신도 프로테스탄

트 개혁자의 사상을 그녀가 쓴 팸플릿을 통해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16세기 

여성 개혁자의 활동과 사상을 부각함으로써 지나치게 남성에게 편중되어 반쪽으

로 남아있는 종교개혁 역사 서술에 균형을 잡고 그 이야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다.1

* 이 논문은 2021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필자는 오랫동안 여성 종교개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3년 핀란드 

출신의 여성 신학자 키르시 스티예르나(Kirsi Stjerna)의 책을 여성과 종교개혁(서울: 대한기독

교서회, 2013)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또한 스트라스부르의 카타리나 쉬츠 젤, 제네바

의 마리 당티에르, 나바라의 잔 달브레와 같은 여성 개혁자들에 대한 연구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 결과물들을 인물로 보는 종교개혁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9)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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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굴라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여성 개혁자 또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여성 저술가라는 칭호를 받을만한 인물이다. 그녀는 1523-24년 사이에 7개의 

공개서한과 1편의 시 작품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옹호하고 로마가톨

릭교회와 그 신학자들의 부당한 처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함으로써 큰 파장

을 일으켰다.2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그녀가 쓴 최초의 작품인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을 일차 사료로 사용하여,3 그 안에 나타난 아르굴라의 사상과 

주장을 여성 평신도라는 관점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것이다.

II.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과 아르굴라

1.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

아르굴라가 역사의 전면에 개혁자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소위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 때문이었다. 뮌헨 출신의 아르사키우스 제호퍼(Arsacius 

Seehofer)는 16세기 루터주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에

서 필립 멜란히톤과 안드레아스 칼슈타트에게서 수학한 후 1521년 잉골슈타트 

대학에 온 18살의 학생이었다.4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아르사키우스는 자신이 

배운 루터주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점차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잉골슈타트 대학은 로마가톨릭신학의 중심지였고, 그 대학

의 신학자 요하네스 에크는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루터와 치열한 신학적 

2 Peter Matheson, “Breaking the Silence: Women, Censorship, and the Reformation,”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7, No. 1 (Spring, 1996), 97쪽에 따르면 당시 아르굴라의 

팸플릿이 대략 30,000부가 유통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주장이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3 프리드리히 페이푸스(Friedrich Peypus)가 최초로 아르굴라의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

신의 초판과 재판을 출판하였다. 이어서 여러 다른 도시들에서 아르굴라의 편지가 인쇄되었다. 

16세기에 여성의 편지를 기꺼이 인쇄한 출판업자 페이푸스의 공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Peter 

Matheson, “Breaking the Silence: Women, Censorship, and the Reformation,” 103.
4 아르사키우스가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할 당시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회에 참석했다가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해 있었던 터라 그가 루터에게서 직접 배우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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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펼친 인물로 루터에 반대하는 최대의 호적수였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이단적’인 루터파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이에 잉골슈타트 

대학은 루터주의를 따른다는 이유로 아르사키우스를 체포하여 심문하였고, 만

일 그가 자신의 이단적 견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였다. 결국 아르사키우스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평의회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고 스스로를 바이에른 남쪽의 에탈수도원에 유폐하겠다고 약속하

였다.

이 소식을 들은 아르굴라는 속에서부터 불처럼 일어나는 의분을 도저히 억누

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르사키우스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작성하였다. 아르사키우스가 대학으로부터 

고발된 것이 1523년 9월 7일이고, 아르굴라의 항의 서신이 작성된 날짜가 

9월 20일인 것을 볼 때, 그녀의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아르굴라는 이 일을 듣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편지에서 표현한다.

대학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신들은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에서 보듯이, 거룩한 복음

을 붙들려는 사람을 협박하여 그것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있다. 당신들은 그가 

철회의 맹세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려고 투옥과 심지어는 화형의 위협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5

이어서 아르굴라는 잉골슈타트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의 모범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위 성서에 능통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성서적인지를 지적한다.

5 Argula von Grumbach,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ed. Peter Matheson (Edinburgh: T&T Clark, 199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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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생각할 때면 내 심장과 팔다리가 심히 떨린다. … 그리스도가 당신들에

게 그렇게 가르쳤는가, 아니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나에게 보여 달라! 대단하신 

전문가들인 그대들이여, 나는 성서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백성을 투옥하고, 불태우고, 살해하고, 추방했다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

다.6

아르굴라는 아르사키우스의 양심을 이처럼 폭력적으로 억압한 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인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나는 당신들 앞에 나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독일어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읽을 수 있다. … 나는 라틴어를 모르지만, 당신들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자랐다.”7 아르굴라는 신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배우지 못했다. 사실 당시 

여성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었기에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 여성들의 

경우 독일어로 듣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독일어로 읽고 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르굴라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아르굴라는 자신이 

라틴어를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이 사건의 정당성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

였다.

2.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

1523년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으로 역사의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아르

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8 그녀는 1492년경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슈바르츠 

6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6.
7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9, 90.
8 아르굴라의 생애에 관한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단행본으로 출간된 신뢰할 

만한 아르굴라 전기는 Peter Matheson, Argula von Grumbach: A Woman before Her 
Time (Eugene, OR: Cascade Books, 2013)이다. 그 외에도 Kirsi Stjerna, 박경수ㆍ김영란 

옮김, 여성과 종교개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44-74; Peter Mathes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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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버(Schwarze Laber) 강 근처 에렌펠스 성(Burg Ehrenfels)에서 귀족인 

폰 슈타우프 가문 출신으로 태어났다.9 아르굴라는 열살 때 아버지 베른하르딘

(Bernhardin von Stauff)으로부터 1483년판 독일어 코베르거 성서

(Koberger Bibel)를 선물로 받아 일찍부터 성서를 탐독하였다.10 아르굴라는 

십대 후반이었던 1509년 흑사병으로 양친을 모두 잃었고, 그 후 삼촌인 히에로

니무스 폰 슈타우프가 그녀의 후견인이 되었지만 1516년 삼촌마저 정치적 

음모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아르굴라는 1516년 프리드리히 폰 그룸바흐(Friedrich von Grumbach)와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지만, 남편과 세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그녀의 남편 프리드리히는 1530년 사망하였고, 첫째 아들 게오

르크(Georg)와 막내였던 딸 아폴로니아(Apollonia)는 1539년에, 둘째 아들 

한스 외르크(Hans-Jörg)도 1544년 사망하였다. 유일하게 셋째 아들 고트프리

트(Gottfried)만이 살아남았다. 역설적으로 아르굴라의 편지들이 지금까지 보

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이 그녀의 아들 고트프리트와 관련된 법적 증거로 

아르굴라의 편지들을 압수했기 때문이다.11 아르굴라는 남편이 죽은 후 1533년 

포포 폰 슐리크(Poppo von Schlick)와 재혼했지만 그도 얼마 지나지 않은 

1535년 사망하였다.

아르굴라는 십대 중반 뮌헨의 궁정에서 지냈는데, 이때 루터의 고해신부였던 

and Persuasion in the Correspondence of Argula von Grumbach,” Women’s Letters 
across Europe, 1400-1700, ed. Jane Couchman and Ann Crabb (Burlington,VT: 

Ashgate, 2005), 275–96; Idem, “Pushing the Boundaries: Argula von Grumbach as 

a Lutheran Laywoman, 1492–1556/7,” Practices of Gender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ed. Megan Cassidy-Welch and Peter Sherlock (Turnhout; Brepols, 

2009), 24–42를 참조하라.
9 당시 여성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아르굴라의 출생 연도도 

1490, 1492, 1493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망 연도도 1554, 1560, 1568 등으로 표기된다. 
10 아르굴라는 루터의 독일어 성서가 나오기 훨씬 이전 안톤 코베르거(Anton Koberger)가 1483년

에 펴낸 코베르거 독일어 성서를 탐독하였다. 아르굴라는 잉골슈타트의 신학자들에게 루터 이전

에 나온 독일어 성서에 기초해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9: “우리에게는 루터의 번역이 아닌 독일어 성서가 이미 있다. 당신들은 루터가 

아직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때인 41년 전에 출판된 독일어 성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11 Peter Matheson, “Our First Woman Reformer,” Christian History 139 (20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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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폰 슈타우피츠(Johann von Staupitz)와 게오르크 슈팔라틴(Georg 

Spalatin)를 만났고, 그들을 통해 루터주의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르굴라는 루터, 멜란히톤, 슈팔라틴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개인

적인 접촉을 계속 이어나갔다. 아르굴라와 루터가 주고받은 편지는 아쉽게도 

남아 있지 않지만, 루터의 여러 편지들에서 아르굴라와의 서신 왕래가 언급되고 

있으며,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루터는 아르굴라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르굴라는 1530년 6월 2일 코부르크 성에서 루터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국의회

에 대해서, 그리고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르굴라의 아들 게오르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12 또한 아르굴라는 바이에른 주에 속한 도시 

뉘른베르크의 개혁자 안드레아스 오시안더(Andreas Osiander)와 각별한 관계

를 맺었다. 오시안더는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아르굴라의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

고 그녀의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아르굴라의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

는 공개서신”에 서문을 작성한 사람도 오시안더라고 알려져 있다.13 뿐만 아니라 

아르굴라는 급진적 개혁자에 속하는 발타자르 후프마이어, 세바스티안 로체, 

한스 뎅크와 같은 인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아르굴라 

개혁 사상과 네트워크의 폭이 주류 종교개혁자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여성 평신도

아르굴라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요 12:46)라는 주님의 선포를 인용하

12 Peter Matheson, “Martin Luther and Argula von Grumbach,” Lutheran Quarterly, 

Vol. 22, No. 1 (Spring 2008), 8.
13 일반적으로 오시안더가 서문의 작성자라고 여겨져 왔다. 그가 아르굴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서문이 오시안더 전집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서문의 어휘나 문체가 오시안더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문의 작성자가 발타자르 후프마

이어(Balthasar Hubmaier), 귄츠부르크의 요한 에베를린(Johann Eberlin von Günzburg), 

세바스티안 로츠(Sebastian Lotzer) 등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서문의 

저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ed. Peter Matheson, 56-61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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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자들 같은 완악하고 

맹목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잉골슈

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을 시작한다. 그리고 곧바로 왜 자신이 당시의 

관습에 맞지 않게 잉골슈타트 대학의 고매한 신학자들을 비판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힌다.

아르굴라는 예수께서 친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마 10:32)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든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

는 일에 있어서는 “여자든 남자든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인으로서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14 아르굴라는 자신이 

공개서신을 쓰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위라고 믿었다.

아르굴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분을 잠재

우고 억누르려고 애썼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없었고, 특히 신학자들의 논쟁에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15 그러나 아르굴라는 예언서와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아르사키우스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정당하며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나는 내 성정을 억누르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무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는 침묵해야 하고,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남성도 나의 기대에 부응하

는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 말할 생각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내가 앞에서 말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이라

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16

14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5.
15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여자에 대해 말한 것들이 마치 만고불변의 유일한 진리인 양 강요되고 

있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딤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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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굴라는 그 어떤 남자도 복음의 진리를 억압하고 강압으로 양심을 굴복시

키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조처에 대해 항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린 아이들

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시 8:2) 하나님께서 여자인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믿었다. 만일 자신마저도 이 상황을 외면하고 침묵을 지킨다

면 “돌들이 소리 지를”(눅 19:40)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교황의 법이 여성의 발언권을 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어긋난다면 교황법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 아르굴라는 “법학자와 신학자들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 법을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그들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17라며 되묻는다. 아르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한, 교황도, 황제도, 영주도 그 누구도 어떠한 권한도 지닐 

수 없다.”18면서, “당신네 교황법이 결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을 것”19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과 행동의 기준이라고 역설한다.

아르굴라는 18세의 젊은 학생 아르사키우스 제호퍼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위협하여 그가 믿는 바를 철회하도록 만든 잉골슈타트의 신학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공개토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로마가톨릭교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라틴어 불가타 성서의 번역자인 히에로니무스의 예를 들면서 여성인 

자신도 성서에 근거한 토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2장에서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외친 것처럼, 나도 외친다. 나는 당신들에게 답변을 

간곡히 요청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오류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알려 

달라. 히에로니무스가 브레실라(Blesilla), 파울라(Paula), 에우스토키움

(Eustochium)과 같은 여성들에게 많은 편지를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교사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막달라 마리아

와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르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20

16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9.
17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1.
18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6.
19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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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르굴라는 자신이 한 사람의 여성 평신도이기는 하지만,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 발언할 자유가 있으며 또 잉골슈타트 대학이 제호퍼

에 대해 내린 조처가 정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묻고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였다.

물론 잉골슈타트 대학의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평신도 여성과 토론을 벌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편지를 애써 무시하

였다. 하지만 아르굴라의 친구들은 그녀의 편지를 당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인 

인쇄기를 통해 출판하였다. 이 항변서가 최소 17판 이상 출판된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은 당시 아르굴라의 주장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지녔음을 말해

준다.21 ‘일개’ 평신도 여성이 감히 대학의 소위 고매한 신학교수들에게 도전장

을 던진 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대사건이었다.22

아르굴라가 잉골슈타트 신학교수들에게 편지를 쓴 1523년에는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평신도, 그것도 여성이 신학적 주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요청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로마가톨릭의 남성 성직

자와 신학자 집단은 여성은 감정적이 존재여서 종교적 주제를 다루기에는 적합

하지 않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아르굴라는 성서와 교회 역사는 특별한 시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그녀는 자신이 이러한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그녀의 

글에서 예언서의 인용이 두드러지게 많은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오시안더가 썼다고 여겨지는 이 편지의 서문은 아르굴라가 에스

더, 수산나, 유딧과 같은 여성 예언자들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20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8. 아르굴라가 불가타 성서의 독일어 번역 성서에 실려 

있는 히에로니무스의 서문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코베르거 

역본의 아가서 머리말에서 히에로니무스는 그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다.
21 아르굴라의 첫 번째 공개서신이 몇 판까지 출판되었는지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Peter Matheson, “A Life in Letters: Argula von Grumbach(1492–1556/7),” Early 
Modern Wome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ol. 4 (2009), 28쪽의 의견을 따라 17판으

로 제시하였다.
22 Peter Matheson, “Our First Woman Reform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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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건한 에스더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과 파멸에 맞섰던 것처럼, [아르굴

라] 역시 거룩한 말씀의 옹호자들에게 최근 부과되는 섬뜩한 형벌 때문에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단념하는 것을 거부한다. 경건한 수산나

처럼, 아르굴라는 진리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손에 내맡겨지는 쪽을 원했다. 따라서 

우리는 유딧서 9장에서 “오! 주님,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자의 손을 이용하여 그들의 콧대를 꺾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교만하고 강압적인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기를 하나님

께 기도해야만 한다.23

하나님께서 비상한 시기에 여성들을 들어 당시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을 비판

하고 개혁의 등불로 사용하신 것처럼, 아르굴라는 자신도 자기 시대의 교회개혁

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고 확신했다. 16세기 여성이 교회의 권위에 

맞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전면에 나서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굴라는 “섬뜩한 형벌 때문에 자신의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단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리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손에 

내맡겨지는 쪽을 원했다.” 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당시 이단으로 정죄된 루터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루터주의 사상을 따르다가 징벌을 받은 청년을 비호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단 사상에 동조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아르굴라를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출판물이 1523년 9월에 씌어진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면,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1524년 가을 뉘른베르

크에서 출판된 “잉골슈타트 대학의 한 사람의 시에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의 

23 Preface of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4. 수산나 이야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외경으로 간주하는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끝나지만, 당시 로마가톨릭교회는 거기에 13장과 14장을 추가하여 사용하

였다. 유딧서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외경으로 간주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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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시이다. 1524년 초여름 란츠후트의 요하네스(Johannes von Lanzhut)

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슈타우펜 가문의 여성과 그녀의 논쟁에 관한 

한마디 충고”라는 제목으로 시를 발표하였다. 요하네스는 이브의 딸, 즉 여성은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르굴라에게 

물레 돌리는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여성의 자리는 뽐내며 활보하

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막달라 마리

아처럼 귀 기울여 듣는 자리이다.”24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르굴라가 쓴 시가 

바로 “잉골슈타트 대학의 한 사람의 시에 대한 대답”이다.

아르굴라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비난하는 요하네스의 시가 130행으로 이루어

져 있는 반면, 아르굴라의 시는 네 배가 넘는 556행의 작품이다. 아르굴라는 

성서에 의지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면서 요하네스의 턱없는 비난에 적절히 

응수하였다. 그녀는 이 시 작품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

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 주제를 두고서 토론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확실히 드러내었다. 아르굴라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바울

의 말(고전 3:16)을 인용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다는 것을 

읽지 못하였는가? 정말 여성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내쫓겼는가?”25 반문한다. 

그리고 요하네스와 잉골슈타트의 신학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언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는 한, 영혼을 악마의 속임수에 넘긴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나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26 이 얼마나 강단(剛斷) 있는 여성 

예언자의 목소리인가!

아르굴라의 저술활동은 1523-24년 사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이어지다가 끝이 났다.27 1525년 농민전쟁이 발발하면서 팸플릿 문학이 쇠퇴하

24 Johannes von Lanzhut, “A Word about the Stauffen Woman and Her Disputativeness,”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ed. Peter Matheson 

(Edinburgh: T&T Clark, 1995), 168.
25 Argula von Grumbach, “An Answer in Verse to a Member of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ed. Peter 

Matheson (Edinburgh: T&T Clark, 1995), 178.
26 “An Answer in Verse to a Member of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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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바이에른은 로마가톨릭의 소위 ‘반(反)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르

굴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순교를 피할 수 있었다. 비록 단기간의 소동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평신도 여성이 교회의 신학자들을 공개 비판하고 당시 이단으로 

정죄된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옹호한다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

다.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성서에 정통했으며, 성서를 능수능란하게 인용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을 통해 양심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옹호한 시대를 앞선 여성 개혁자였다.

IV.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아르굴라의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 팸플릿 표지의 목판화는 

아르굴라가 신학자 무리들 앞에 홀로 서서 논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왼편에

는 아르굴라가 성서를 손에 들고 혼자 서 있고, 오른편에는 신학자들이 무리지어 

아르굴라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로마교회의 전통적 신학과 교회법을 

담고 있는 두꺼운 책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이 목판화는 개혁자로서의 아르굴

라의 용기를 잘 보여준다.

27 아르굴라가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낸 첫 편지가 1523년 9월 20일자이고, 레겐스부르크의 행정관

과 의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는 1524년 6월 29일자이다. 그 후 란츠후트의 요하네스라는 인물이 

아르굴라를 비난하는 시를 발표하자,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가 쓴 시가 1524년 가을에 

인쇄되었으니 그녀가 남긴 저술은 모두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르굴라의 7개의 편지와 

1편의 시 출판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한 여성의 전례 없는 캠페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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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아르굴라가 성서를 들고 로마가톨릭교회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 

1. ‘오직 성서’와 ‘만인제사장설’

아르굴라는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

혁자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오직 성서’(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의 원칙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다. 아르굴라의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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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강조는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에서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다. 아르굴라의 편지와 시는 거의 성서 

인용으로 조밀하게 짜여 있는 모자이크에 가깝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

의 예수와 바울의 인용이 두드러진다. 아르굴라는 성서의 내용이 자기 논증의 

근거가 되도록 자유자재로 인용함으로써 성서에 대한 지식이 남다름을 보여주었

다.

아르굴라는 어떤 사람도, 그가 교황이든, 황제든, 영주든, 철학자 아리스토텔

레스든, 신학자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강요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28 이것은 잉골슈타트의 신학자들이 교황령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을 고백한 아르사키우스를 억압하고 

변절을 강요한 것에 대한 항변이다. 아르굴라는 편지에서 “나는 당신들이 성서에 

근거하여 아르사키우스의 조항 중 하나라도 논박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29며 아르사키우스 사건의 처리 과정이 부당했음을 강조한다. 아르굴라는 

편지에서 예레미야의 ‘끓는 가마의 환상’(렘 1:13-14)에 빗대어 잉골슈타트 

대학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30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자와 표범과 곰을 만나

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거짓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31 아르굴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법학자와 신학

자의 머리에서 나온 법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2 

아르굴라는 잉골슈타트의 신학자들을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

여”(겔 13:19)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거침없이 공격한다.

성서야말로 아르굴라에게는 빛 그 자체였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녀에

28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6-77.
29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5.
30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7.
31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7.
32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0: “당신네 교황법이 결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을 것이다.”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1: “법학자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 법을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그들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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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복음은 빛이었고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성서를 통해 자신

이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아! 하나님의 영이 성서 본문을 넘나들며 우리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그 결과 나는 참되고 진정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나의 달란트를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는다.33

아르굴라는 자신이 경험한 빛과 깨달음을 혼자만의 감격으로 간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널리 전하고 알리기를 소원하였다. “나의 달란트를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고백은 아르굴라가 당시의 여성관에 갇혀 침묵하기보다는, 

드보라, 에스더, 수산나, 유딧의 뒤를 이어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예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오직 성서’와 더불어 ‘만인제사장’(priesthood of all believers) 교리는 

아르굴라의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아르굴라는 성직자만

이 아니라 소위 평신도도,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적극 받아들였다. 아르굴라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욜2:28-29)는 

말씀에서 성령이 성직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 즉 만민에

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은 아르굴라의 작품 곳곳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아르굴라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마 10:32)이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눅 9:26)할 것이라는 말씀을 본다. 하나님의 입에서 

33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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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이 말씀들이 언제나 내 눈 앞에 있다. 이 말씀에서 여자든 남자든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3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자든 남자든 예외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인하며 증언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도 그를 기꺼워하시며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2. 아르굴라와 루터의 관계

아르굴라가 오직 성서와 만인제사장설을 강조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가 된 

데에는 분명 루터와 멜란히톤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는 공개서신”에서도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르사키우스가 루터

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고 그 견해를 철회하도록 강요를 받았

기 때문에 아르사키우스를 옹호하는 것은 당연히 루터주의 개혁사상을 옹호하는 

것과 연결되었다. 피터 매테슨은 아르사키우스가 아르굴라의 편지를 루터에게 

전해준 전달자였다고 생각한다.35 매테슨의 주장이 옳다면, 왜 아르굴라가 아르

사키우스의 루터주의 신앙을 폭력을 사용하여 굴복시킨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자들을 그토록 즉각적으로 비판하며 나섰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아르굴라는 루터와 멜란히톤으로 대표되는 비텐베르크 개혁자들을 옹호한

다. 이 당시 이미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루터와 루터주의자들의 글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도 금지된 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루터를 옹호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굴라는 “잉골슈타트 대학

에 보내는 공개서신” 여러 차례 루터를 지지하고 나섰다.

루터와 멜란히톤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당신들은 그들을 논박하지도 않은 채로 정죄하고 있다.36

34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5.
35 Peter Matheson, “Martin Luther and Argula von Grumbach,” 4.
36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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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루터와 멜란히톤의 작품을 부인하려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아멘.37

나는 복음의 충실한 일꾼인 마르틴 루터가 가르쳤다고 여겨지는 이단적 사설

이 무엇인지 나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그[교령(敎令) 설교자]에

게 쓰려고 했었다.38

아르굴라는 루터와 멜란히톤이 쓰고 가르친 것은 모두 성서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르굴라는 만일 루터가 쓴 모든 작품을 이단시한다면, 그가 

충실히 번역한 독일어 신약성서마저도 이단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며 이것은 

로마가톨릭교회가 성서마저도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독일어로 출판된 루터의 모든 글을 읽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다.

루터와 멜란히톤이 쓴 어떤 글이 당신들 보기에 이단적인지 나에게 말해 

달라. 나는 독일어로 쓴 어떤 글에서도 이단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사실 

독일어로 출판된 많은 책들을 나는 모두 읽었다. … 루터의 모든 작품은 

성서를 향하고 있고, 우리로 성서를 읽도록 안내하고 있다.39

이처럼 아르굴라는 루터의 글이 모두 성서에 근거한 개혁사상을 전하고 있으

며, 우리를 성서로 인도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로마가톨릭의 신학자들은 루터의 주장을 성서에 근거해서 논박하지도 못하면서 

로마교회의 교령을 근거로 이단 사상으로 치부하고 그의 글을 읽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 이것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눅 

37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7.
38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79. 아르굴라 편지의 편집자이자 번역자인 피터 매테슨은 

이 교령 설교자가 게오르크 하우어(Georg Hauer)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39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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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로마교회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은 물론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르굴라와 루터는 1530년 코부르크 성에서 직접 만났지만, 그 이전에 편지 

왕래를 통해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루터는 바이에른의 귀족 여성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인 아르굴라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수한 고통, 손실, 위협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1524년 2월 하순 요한 브리스만(Jahann Briessman)

에게 보낸 루터의 편지는 루터가 아르굴라를 주목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다. 루터는 바이에른에서 복음이 모진 박해를 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아르굴라 

폰 슈타우프라는 귀족 여성의 신앙적 용기를 높이 칭송하였다. “그녀는 그리스도

가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녀를 추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혜로 그 거만한 유력한 자들을 꺾으실 것입니다.”40 

이 편지에서 루터는 잉골슈타트에서 벌어진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을 알고 

있고, 이 일에 있어서 아르굴라를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1524

년 겨울 아르굴라가 루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루터에게 서둘러 결혼하라

고 재촉하였고, 루터는 선한 뜻으로 조언해 준 아르굴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도 했다.41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개인적 관계였음을 알게 해준

다.

분명 아르굴라는 루터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루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며 복음의 충실한 일꾼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아르굴라는 자신이 루터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만에 하나라도 루터가 

아르사키우스처럼 강압에 못 이겨 실족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헌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루터가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는 일이 일어난다 

40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eds. J.F.K. Knaake et al (Weimar: Böhlau, 

1883~), Br 3, 247. 재인용 Peter Matheson, “Martin Luther and Argula von Grumbach,” 

7. 
41 Peter Matheson, “Martin Luther and Argula von Grumba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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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나는 결코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루터나 다른 어떤 사람의 

견해 위에 내 생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바위이나 건축가들에게 버린바 

된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운다.42

아르굴라는 자신이 루터주의자로 간주되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했다. 아르굴라는 1523년 12월경에 친척인 아담 폰 테링(Adam von 

Thering)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는 루터의 추종자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루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고백한다.”43라고 밝혔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는 루터 또한 그리

스도를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한다.”44고 말한다. 이와 같이 

아르굴라는 자신과 루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기초한 동역자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와 아르굴라의 관계를 연구한 매테슨은 아르굴라가 루터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루터의 개혁 사상을 분별하고 수용했

다고 보았다. 매테슨은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아르굴라가 루터의 인간론을 긍정했지만, 개인적 죄성으로부터 사회적 부정의

에 대한 강조로, 그리고 공동체적 의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자 했다.”45 덧붙여 아르굴라는 남성 개혁자로서의 루터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성 평신도로서의 자신의 입장과 논지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굴라는 루터와 멜란히톤은 물론이고 뉘른베르크의 안드레아스 오시안더

나 아우크스부르크의 우르바누스 레기우스(Urbanus Rhegius) 같은 개혁자들

과 교류하였다. 아르굴라는 또한 멜란히톤에게 마르틴 부처를 만나도록 주선함

으로써 성만찬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던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진영의 일치를 

진작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뿐 아니라 발타자르 후프마이어, 한스 뎅크

와 같은 재세례파 개혁자들과도 연대하는 폭넓은 행보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르

42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89.
43 Argula von Grumbach, “To Adam von Thering,”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ed. Peter Matheson (Edinburgh: T&T Clark, 1995), 144-45.
44 “To Adam von Thering,” 145.
45 Peter Matheson, “Martin Luther and Argula von Grumbac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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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라가 루터주의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잘못된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여 복음으로 강력하게 저항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였음을 보여준

다.

V. 결론

아르굴라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금기를 깬 

여성에게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그라티아누스 교회법

전은 “아무리 학식 있고 경건한 여자라 할지라도 공적 모임에서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46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1210년 교령에

서 비록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가 존엄과 지위에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높다고 

할지라도, 열쇠의 권세는 그녀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47 이 

정도로 중세 로마교회에서는 여성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

다. 따라서 여성 평신도 아르굴라가 교회의 조처에 반대하면서 성직자와 신학자

를 비판하는 공개 도전장을 던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돌출행위였다.

아르굴라가 공개서신을 보낸 잉골슈타트 대학의 대표적 신학자인 요하네스 

에크는 “루터주의자들이 평신도, 심지어 노망난 늙은 여자들도 성서를 해석하도

록 길을 터주었다.”48며 흥분하였다. 에크가 말하는 “노망난 늙은 여자들”에 

분명 아르굴라가 포함될 것이다. 잉골슈타트 신학자들은 아르굴라를 “어리석은 

계집,” “이단적인 계집,” “오만한 사탄,” “간악한 마녀,” “부끄러움을 모르는 

매춘부”와 같은 경멸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저주를 퍼부었다.49 16세기의 저명한 

46 Corpus iuris canonici, ed. Emil Friedberg, vol. 1 (Leipzig: Bernard Tauchnitz, 1879–

1881), 86. 재인용 R. Gerald Hobbs, “The Biblical Canon of Early Evangelical 

Feminists,”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18/3 (2016), 217.
47 Corpus iuris canonici, ed. Emil Friedberg, vol. 2, 887. 재인용 R. Gerald Hobbs, “The 

Biblical Canon of Early Evangelical Feminists,” 217.
48 Johannes Eck, Enchiridion locorum communium adversus Lutherum et alios hostes 

ecclesiae (1525), ed. Pierre Fraenkel, Corpus Catholicorum, 34 (Münster: 

Aschendorff, 1979), 79. 재인용 R. Gerald Hobbs, “The Biblical Canon of Early 

Evangelical Feminist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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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작가인 야콥 그레처(Jacob Gretser)는 자신의 동생과 자녀들까지 죽인 

그리스 신화의 마녀 메데아(Medea)에 빗대어 아르굴라를 ‘루터주의 메데아’라 

불렀다.50 신학자들은 아르굴라의 남편인 프리드리히에게 어리석은 아내를 단속

하라고 압박하였다. 프리드리히는 결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디트푸르트의 행정관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이로 인해 아르굴라의 결혼 관계는 악화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빈곤에 빠졌다.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평신도 프로테스탄트 여성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과 가정의 파탄이었다.

반면 아르굴라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평가는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의 그것과

는 상반된다. 잉골슈타트 신학자 에크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후 급진 

종교개혁 사상가로 회심한 발타자르 후프마이어는 아르굴라를 “붉은 모자를 

쓴 사람들(교회법학자나 추기경)보다 더 성서에 정통한 경건하고 그리스도교적

인 여성”이라고 선언하였다.51 또한 그는 1524년 9월 출판한 자신의 저서 공리

(Axiomata)에서 아르굴라를 구약성서의 드보라, 훌다, 한나와 같은 여성에 

비유했으며, 신약성서의 빌립의 네 딸과 같은 여예언자로서 에크에 대항하는 

선지자로 간주하였다.52

루터 역시 1524년 1월 18일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르굴라를 “그리

스도의 제자,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라고 부르며 기회가 된다면 아르사키우스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녀에게 자신의 위로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1528년 11월 슈팔라틴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는 “우리의 아르굴라”

라고 부르고 있다.53 루터가 자신이 쓴 기도서에 직접 “고귀한 여성 그룸바흐의 

아르굴라 폰 슈타우프에게”라는 헌정의 글을 남긴 책이 지금까지 전해진다.54

아르굴라는 16세기 초 당시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관념, 즉 여성은 공적 영역

49 Peter Matheson, “Introduction,”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19-20; Kirsi Stjerna, 박경수・김영란 옮김, 여성과 종교개혁, 158-60.

50 Peter Matheson, “Our First Woman Reformer,” 20.
51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58.
52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58.
53 Peter Matheson, “Martin Luther and Argula von Grumbach,” 7-8.
54 Peter Matheson, “Our First Woman Reform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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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침묵을 지켜야 하고 가정의 부엌으로 물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여성 차별적 금기를 깨뜨렸다. 이 금기는 루터마저도 넘어서지 

못한 고정관념이었다.55 하지만 아르굴라는 오직 성서와 만인제사장설에 근거하

여 이 견고한 관념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성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

였다. 키르시 스티예르나의 말처럼, “만일 그녀가 남성이었다면, 지난 세기 

동안 그녀는 독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56 그렇지만 아르굴라를 섣부르게 16세기의 페미니스트로 간주하려고 

한다면, 이는 500년의 역사적 간격을 무시한 몰역사적 해석과 과장이 될 위험이 

있다.

아르굴라는 1523-24년 사이에 7개의 편지와 1편의 시를 통해 여성의 말할 

수 있는 자유, 사상 검열의 정당성, 교회 개혁의 긴급성,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성서의 위치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부각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 

평신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작가로서의 탁월한 재능과 성서 주석가로서의 능력을 유감없

이 발휘하였다.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을 계기로 아르굴라가 쓴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

는 공개서신”의 마지막 문단은 ‘평신도’ ‘여성’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서의 

그녀의 자지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곧게 서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도 이 기도가 

여전히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내가 당신들에게 쓴 것은 여인의 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옥문이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글을 쓴다. 그렇지만 로마교회는 지옥문에 사로잡혀 있다. 로마교회를 보라! 

어떻게 로마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5 Albrecht Classen, “Woman Poet and Reformer: The 16th-Century Feminist Argula 

von Grumbach,” Daphnis 20/1 (1991), 171.
56 Kirsi Stjerna, 박경수・김영란 옮김, 여성과 종교개혁,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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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베풀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

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이제 그분의 은혜로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아멘.57

57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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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gula von Grumbach’s Resistance and Protest:

The Self-Identity of a Lay Woman Protestant Reformer 

through the “Arsacius Seehofer Case”

Gyeung Su Park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nd out the ideas of a laywoman 

Protestant reformer named Argula von Grumbach, who lived in 

Bavaria, Germany, in the early 1520s when the 16th century religious 

reform movement began. This study aims to enrich the story of 

religious reform by highlighting the activities and ideas of female 

reformer in the 16th century, and balance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that is too biased toward men due to excessively male 

oriented.

Argula was a person who deserves the title of the first Protestant 

female reformer or the first Protestant female writer. Between 1523–

24, with seven public letters and one poem, she made a huge impact 

by advocating Protestant Reformation and publicly protesting 

against the unfair behavior of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ologians in the Arsacius Seehofer case. I will use her first open 

letter, “To the University of Ingolstadt,” as a primary source, to 

shed light on Argula’s ideas and argu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 female layperson and a Protestant reformer.

I will first briefly examine what was the Arsacius Seehofer case, 

which led Argula to write an open letter of protest to the theolog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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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Ingolstadt University. I will then clarify Argula’s identity as a 

‘lay woman’ and as a ‘Protestant reformer.’ I will also examine 

Argula’s talent as a writer and his ability as a biblical commentator. 

Through this, we will find that Argula, based solely on the ‘sola 

scriptura’ and the ‘theory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broke 

down the solid walls between clergy and lay, men and women, 

and emphasized women’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s disciples 

of Christ.

Key Words: Argula von Grumbach, Arsacius Seehofer, Martin Luther, 

University of Ingolstadt, Laywoman, Female Re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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