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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년 6월 15일 공포된 루터 파문위협칙서인 “Exs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는 루터를 이단자로서 판단했던 로마교황청의 루터인식을 보여주

고 있다. “Exsurge Domine”는 참회, 교황권, 연옥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를 비판하는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비난하고자, 그의 

저서들 중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41개 조항으로 정리, 요약하였으며, 41개 

조항을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Exsurge 

Domine”는 루터에게 그의 교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즉시 설교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파문위협칙서를 교회법전

과 함께 소각하며, 로마교황청에 저항했다. 그의 행동은 교황권 수호를 위한 

교회법 체계를 상징적으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 나아가 로마교황청은 루터를 그리스-로마 전통과 기독교의 융합시킨 

위대한 중세유럽 기독교의 전통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한 독일인 수도사로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루터의 

이단혐의를 41개 조항으로 요약, 거론하며, 그에 대한 파문을 예고했던 

“Exsurge Domine”는 이와 같은 해석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거부했으며,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했다. 결론적으로 루터

의 이단자 이미지는 그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중세 스콜라주의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던 로마교황청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주여 일어나소서, 로마교황청, 이단자로서의 루터, 교황의 권위, 적그리스도로서의 

교황,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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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을 시작하며

본 연구는 1520년 6월 15일 공포된 로마교황청의 루터 파문위협칙서인 

“Exs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 및 관련문헌 원문연구에 근거하여, 

로마교황청이 규정했던 루터의 이단성의 교리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1 41개 

조항은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 및 교황의 수위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루터의 신학적 진술로서, 그가 발표했던 여러 문서들 중에서 

발췌되었다. 카톨릭 신학자 요한네스 에크(Johannes Eck, 1486-1543), 

카예탄(Thomas Kajetan, 1469-1534) 추기경 및 피에트로 아콜티(Pietro 

Accolti, 1455-1532) 추기경이 본 칙서를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루터의 

종교개혁신학에 대한 로마 교황청의 편향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시도한 “Exsurge Domine”의 41개 조항과 서문의 핵심부분, 그리고 

관련문헌에 대한 원문연구는 로마교황청의 이단자로서의 루터인식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II. “Exsurge Domine” 41개 조항 전문 소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면죄부(면벌부) 비판 95개조 

반박문2이 게시된 이후,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을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과제번호)(NRF-2019S1A5B5A07087731)

1 아직까지 국내신학계에 “Exsurge Domine”의 내용이 피상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국내 루터연구를 위한 유익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95개조 면죄부(면벌부) 반박문은 교황권 및 면죄부의 남용을 제어하고, 올바른 참회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결코 로마-가톨릭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개혁을 열망한 간절한 

호소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95개조 면죄부(면벌부) 반박문은 현존하는 로마-가톨릭 교회 내의 

합법적 수장으로서 교황과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교황의 영향력이 연옥에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는 살아있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천국으로의 상승을 전혀 보증할 수 없다. 루터의 95개조 면죄부 반박문 중 제5조, 

제22조, 제27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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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로마교황청과 루터 사이의 극단적 대립은 전혀 해소될 수 없된 상황으로 

변모해 갔으며, 급기야 1520년 6월 15일 로마교황청은 “Exsurge Domine”를 

공포하면서, 루터를 이단자로서 분명하게 규정했다. 파문을 예고하는 차원에서 

공포된 “Exsurge Domine”는 루터의 이단성에 대한 합리적 논증이 아니라, 

선정적 문구를 활용하여 루터의 이단혐의를 41개 조항으로 요약하면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문서였다.3 아직까지 41개 조항의 라틴어 원문번역이 소개된 

바 없기 때문에, 지면을 통하여 필자가 번역한 41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제1조 새로운 율법의 성례전이 (죄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단적인 견해이지만,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4

   

   제5조 교황은 그 직권이나 교회법에 부과된 징벌 외에 벌하거나 용서할 권리가 없다.(“Papa 

non vult nec potest ullas penas remittere preter eas, quas arbitrio vel suo vel 

canonum imposuit.”)

   제22조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 어떤 형벌도 용서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재 삶 속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Quin nullam remittit animabus in purgatorio, 

quam in hac vita debuissent secundum Canones solvere.”)

   제27조 연보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설교하는 것이다.(“Hominem predicant, qui statim ut iactus nummus in 

cistam tinnierit evolare dicunt animam.”) Martin Luther, Disputatio pro declaration 
virtutis indulgentiarum. 1517,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Ausgabe) Band 

1 (Weimar: Hermann Böhlaus Nachfolger, 1883), 233ff. 이후 약어 WA로 표기.
3 루터는 파문위협칙서 공포 이후 설교를 금지당하고,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장할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서 교회법전과 파문위협칙서를 소각함으

로서, 로마교황청의 요구를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1520년 12월  『레오 10세의 최근 칙서를 

통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마틴 루터의 모든 글들의 주장』(Assertio omnium articulorum M. 
Luther per bullam Leonis X. novissimam damnatorum)을 발표하며, “Exsurge Domine”

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며, 자신의 신학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1521년 1월 3일 로마교황청

은 “Decet Romanum Pontificem”를 공포함으로써, 루터의 이단파문을 공식적으로 예고했으

며, 그 해 5월 26일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보름스 칙령이 공포됨으로써,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루터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파문과 추방이 결의되었다.
4 “Haeretica sententia est, sed usitata, Sacramenta novae legis justificantem gratiam 

illis dare, qui non ponunt obicem.” “Exsurge Domine”, Dokumente zur Causa Lutheri 
(1517-1521) 2. Teil: Vom Augsburger Reichstag 1518 bis zum Wormser Edikt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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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남아 있는 죄를 부정하는 것은 

바울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모욕하는 것입니다.5 

제3조 실제적인 죄가 없더라도 죄의 성향은 육체로부터 나와 하늘로 

들어가는 영혼을 가로 막습니다.6

제4조 죽어가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사랑은 큰 두려움을 동반하며, 이것

만으로도 연옥에서 받아야 할 징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입성을 가로막습니다.7 

제5조 세 가지 종류의 참회가 있습니다. 통회, 고해, 보속. 이것은 성경과 

거룩한 기독교의 박사들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8

제6조 죄악들을 탐구하고, 추론하고, 혐오하는 통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

의 인생의 시간 동안 영혼의 괴로움 속에서 깊이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8:15) 인간은 자신의 죄악의 무게, 다양함, 흉측함, 

영원한 생명의 상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숙고함

으로써, 통회는 인간을 위선자로, 더 심각한 죄인으로 만듭니다.9

제7조 그 속담과 지금까지 통회에 대하여 주어진 모든 교리는 매우 

진실합니다. 앞으로 참회를 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참회, 최선의 

참회는 새로운 삶입니다.10

ed. P. Fabisch und E. Iserloh (Münster: Aschendorffische Verlagsbuchhandlung, 1991), 

372
5 “In puero post baptismum negare remanens peccatum, est Paulum et Christum simul 

conculcare.” “Exsurge Domine”, 372.
6 “Fomes peccati, etiam si nullum adsit actuale peccatum, moratur exeuntem a corpore 

animam ab ingressu coeli.” “Exsurge Domine”, 372.
7 “Imperfecta caritas morituri fert secum necessario magnum timorem, qui se solo 

satis est facere poenam purgatorii, et impedit introitum regni.” “Exsurge Domine”, 

372.
8 “Tres esse partes poenitentiae, contritionem, confessionem, et satisfactionem, non 

est fundatum in sacra scriptura, nec in antiquis sanctis Christianis doctoribus.” 

“Exsurge Domine”, 372.
9 “Contritio, quae paratus per discussionem, collectionem, et detestationem 

peccatorum, qua quis recogitat annos suos in amaritudine animae suae [cf. Is 38,15], 

ponderando peccatorum gravitatem, multitudinem, foeditatem, amissionem aeternae 

beatitudinis, ac aeternae damnationis acquisitionem, haec contritio facit hypocritam, 

immo magis peccatorem.” “Exsurge Domine”,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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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용서받을 죄를 고해했다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죽을 죄를 

고해했다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죽을 죄를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명백하게 죽을 죄만 고해되었습니다.11

제9조 우리가 모든 것을 고해하기를 원하는 한, 우리는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 이외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12 

제10조 만일 그가 사제를 통한 용서, 즉 그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용서받는다

는 믿지 않는다면, 죄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은혜

를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13 

제11조 통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면된다고 믿으라(네가 

푸는 모든 것) 따라서 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사제의 사면의 권고

를 받았다면, 당신이 사면되었다고, 앞으로 진실로 사면될 것이라

고, 그러면 통회가 동반되어 있을 것입니다. 14

제12조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한다면, 고해하는 사람인 통회하지 않거나, 

사제가 진지하지 않고, 농담처럼 사면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Verissimum est proverbium, et omnium doctrina de contritionibus hucusque data 

praestantius, de cetero non facere, summa poenitentia, optima poenitentia, nova 

vita.” “Exsurge Domine”, 374.
11 “Nullo modo praesumas confiteri peccata venialia, sed nec omnia mortalia, quia 

impossibile est, ut omnia mortalia cognoscas: unde in primitiva Ecclesia solum 

manifesta mortalia confitebantur.” “Exsurge Domine”, 374.
12 “Dum volumus omnia pure confiteri, nihil aliud facimus, quam quod misericordiae 

Dei nihil volumus relinquere ignoscendum.” “Exsurge Domine”, 374.
13 “Peccata non sunt illi remissa, nisi remittente sacerdote credat sibi remitti; immo 

peccatum maneret nisi remissum crederet; non enim sufficit remissio peccati et 

gratiae donatio, sed oportet etiam credere esse remissum.” “Exsurge Domine”, 374.,
14 “Nullo modo confidas absolvi propter tuam contritionem, sed propter verbum 

Christi: “Quodcumque solveris.” etc. Sic, inquam, confide, si sacerdotis obtinueris 

absolutionem, et crede fortiter te absolutum; et absolutus vere eris, quidquid sit 

de contritione.” “Exsurge Domine”,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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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면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는 진실로 사면된 것입니다.15

제13조 참회와 죄의 용서의 성례전에서, 교황과 주교는 연약한 일개 

사제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성이든

지, 어린이든지, 사제가 없는 곳에서, 동일하게 사역합니다.16

제14조 어느 누구도 사제에게 본인이 후회한다고 대답하거나, 사제가 

이에 대하여 질문할 의무가 없습니다.17

제15조 죽을 죄를 인식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와 준비를 미리 했다고 

믿으며 성찬의 성례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곳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이 신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18

제16조 공의회 안에서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평신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교제하는 보헤

미안들은 이단자가 아니라 분열주의자입니다.19 

제17조 교황은 교회의 보화들을 통하여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성인의 공적이 아닙니다.20 

15 “Si per impossibile confessus non esset contritus, aut sacerdos non serio, sed joco 

absolveret, si tamen credat se absolutum, verissime est absolutus.” “Exsurge 

Domine”, 376.
16 “In sacramento poenitentiae se remissione culpae non plus facit Papa aut episcopus, 

quam infimus sacerdos; immo ubi non est sacerdos, aeque tantum quilibet 

Christianus, etiam si mulier, aut puer esset.
17 “Nullus debet sacerdote respondere, se esse contritum, nec sacerdos requirere.” 

“Exsurge Domine”, 376.
18 “Magnus est error eorum, qui ad sacramenta Eucharistiae accedunt huic innixi, quod 

sint confessi, quod non sint sibi conscii alicujus peccati mortalis; quod praemiserint 

orationes suas et praeparatoria; omnes illi ad judicium sibi manducant et bibunt; 

sed si credant et confidant se gratiam ibi consecuturos, haec sola fides facit eos 

puros et dignos.” “Exsurge Domine”, 376.
19 “Consultum videtur, quod Ecclesia in communi concilio statueret, laicos sub utraque 

specie communicandos; nec Bohemi communicantes sub utraque specie sunt 

haeretici, sed schismatici.” “Exsurge Domine”, 378.
20 “Thesauri Ecclesiae, unde Papa dat indulgentias, non sunt merita Christi et 

sanctorum.” “Exsurge Domine”,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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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면죄부들은 성도들을 속이는 경건한 속임수며, 선행을 단념시키

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된 것이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21

제19조 진정으로 면죄부를 얻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실제적인 죄로 인한 징벌의 경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22  

제20조 면죄부(면벌부)가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23

제21조 면죄부(면벌부)는 공적인 범죄에만 필수적인 것이고, 본래적으

로 냉혹하고 편협한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24

제22조 면죄부는 여섯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유용하지

도 않습니다. 즉 죽은 사람과 곧 죽을 사람, 병자, 합법적 장애인, 

범죄자,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25

제23조 출교는 외적인 징벌일 뿐, 사람들로부터 교회 공동의 영적인 

기도를 뺏지 않습니다.26

제24조 그리스도인들은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27

21 “Indulgentiae sunt piae fraudes fidelium, et remissiones bonorum operum, et sunt 

de numero eorum, quae licent, et non de numero eorum, quae expediunt.” “Exsurge 

Domine”, 378.
22 “Indulgentiae his, qui veraciter eas consequuntur, non valent ad remissionem poenae 

pro peccatis actualibus debitae apud divinam iustitiam.” “Exsurge Domine”, 378.
23 “Seducuntur credentes indulgentias esse salutares, et ad fructum spiritus utiles.” 

“Exsurge Domine”, 378.
24 “Indulgentiae necessariae sunt solum publicis criminibus, et proprie conceduntur 

duris solummodo et impatientibus.” “Exsurge Domine”, 380.
25 “Sex generibus hominum indulgentiae nec sunt necessariae, nec utiles; videlicet 

mortuis seu morituris, infirmis, legitime impeditis, his qui non commiserunt 

crimina, his qui crimina commiserunt, sed non publica, his qui meliora operantur.” 

“Exsurge Domine”, 380.
26 “Excommunicationes sunt tantum externae poenae, nec privant hominem 

communibus spiritualibus Ecclesiae orationibus.” “Exsurge Domine”, 380.
27 “Docendi sunt Christiani plus diligere excommunicationem quam timere.” “Exsurge 

Domine”,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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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주교는 온 세계 교회 위에 복된 베드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닙니

다.28

제26조 베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 “네가 땅에서 풀었던 모든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묶은 것으로만 해당됩니다.29

제27조 신조를 제정하는 것은 교회 혹은 교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도덕 혹은 선행을 위한 율법 또한 아닙니다.30

제28조 교황이 많은 교회들과 함께 생각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전체 공의회가 하나를 거부하고, 다른 하나를 인정했을 때까지,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이지 않는 사안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죄나 이단이 아닙니다.31 

제29조 우리에게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의회의 권위를 박탈하

거나, 공의회 시행에 저항하는 것, 공의회 결의를 비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공의회에서 항상 인준되고 부결된 것처럼 보인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32

제30조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얀 후스의 몇 가지 

조항은 매우 기독교적이며, 진리를 담고 있고 복음적입니다. 전체 

교회가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33 

28 “Romanus Pontifex, Petri successor, non est Christi vicarius super omnes mundi 

ecclesias ab ipso “Christo in beato Petro institutus.” “Exsurge Domine”, 380.
29 “Verbum Christi ad Petrum: “Quodcumque solveris super terram," etc., extenditur 

duntaxat ad ligata ab ipso Petro.” “Exsurge Domine”, 380.
30 “Certum est in manu Ecclesiae aut Papae prorsus non esse statuere articulos fidei, 

immo nec leges morum, seu bonorum operum.” “Exsurge Domine”, 380.
31 “Si Papa cum magna parte Ecclesiae sic vel sic sentiret, nec etiam erraret, adhuc 

non est peccatum aut haeresis contrarium sentire, praesertim in re non necessaria 

ad salutem, donec fuerit per Concilium universale alterum reprobatum, alterum 

approbatum.” “Exsurge Domine”, 382.
32 “Via nobis facta est enarrandi auctoritatem Conciliorum, et libere contradicendi 

eorum gestis, et judicandi eorum decreta, et confidenter confitendi quidquid verum 

videtur, sive probatum fuerit, sive reprobatum a quocunque concilio.” “Exsurge 

Domine”, 382.
33 “Aliqui articuli Joannis Husz condemnati in concilio Constantiensi s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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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의인은 모든 선행 속에서 죄를 범합니다.34

제32조 최고의 선행은 용서하는 죄입니다.35

제33조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36

제34조 투르크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그들을 통하

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벌하신 것입니다.37

제35조 깊이 숨겨져 있는 교만의 악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38

제36조 죄를 따라가는 자유의지는 단지 이름에 불과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하는 한, 그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39

제37조 연옥은 경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문서, 성경을 통하여 증명될 

수 없습니다.40

제38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안심하지 않습니다. 

Christianissimi, verissimi et evangelici, quos non universalis Ecclesia posset 

damnare.” “Exsurge Domine”, 382.: “Exsurge Domine”에 대한 루터의 답변문서인 『레오 

10세의 최근 칙서를 통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마틴 루터의 모든 글들의 주장』(Assertio omnium 
articulorum M. Luther per bullam Leonis X.)는 자신의 본래적인 종교개혁사상에 근거하여 

41개 조항들을 반박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와 루터와의 

관계에 대한 루터의 이해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저를 후스파 교도라고 불렀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후스파 교도는 저를 (후스파 교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스가 이단자

라면 저는 후스보다 열 배는 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후스는 중요한 사실을 저보다 훨씬 적게 

말했고, 그 사람으로 인해 진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non recte faciunt, qui me Hussitam 

vocant. Non enim mecum ille sentit, sed si ille fuit haereticus, ego plus decies 

haereticus sum, cum ille longe minora et paucioca dixerit velut inchoans lucem 

veritatis aperire.) Martin Luther, Assertio omnium articulorum M. Luther per bullam 
Leonis X., WA 7, 135. 

34 “In omni opere bono Justus peccat.” “Exsurge Domine”, 382.
35 “Opus bonum optime factum veniale est peccatum.” “Exsurge Domine”, 382.
36 “Haereticos comburi est contra voluntatem spiritus.” “Exsurge Domine”, 382.
37 “Praeliari adversus Turcas est repugnare Deo visitanti iniquitates nostras per illos.” 

“Exsurge Domine”, 384.
38 “Nemo est certus se non semper peccare mortaliter propter occultissimum superbaa 

vitium.” “Exsurge Domine”, 384.
39 “Liberum arbitrium post peccatum est res de solo titulo, et dum facit quod in se 

est, peccat mortaliter. 
40 “Purgatorium non potest probari ex sacra scriptura, quae sit in canone.” “Exsurge 

Domine”,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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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 혹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공로를 얻거나 사랑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

다.41

제39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들이 평온을 구하면서, 벌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한, 끊임없이 죄를 행합니다.42 

제40조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도를 통하여 연옥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들이 스스로 속죄되었을 때보다, 덜 행복합니다.43

제41조 교회지도자들과 세속군주들이 모든 구걸하는 거지들을 없애 

버렸다면, 나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44 

III. 이단자로서의 루터

-“Exsurge Domine” 41개 조항 해제-

“Exsurge Domine”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루터의 이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41개 조항으로 압축, 요약한 

것으로서, 41개 조항이 명시한 루터의 이단성 판정의 구체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공식적으로 루터를 이단자로서 선언하고 있다.45 즉 루터를 

거룩한 로마-가톨릭 교회의 심오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개 독일인 

41 “Animae in purgatorio non sunt securae de earum salute, saltem omnes; nec 

probatum est ullis aut rationibus aut scripturis, ipsas esse extra statum merendi, 

aut agendae caritatis.” “Exsurge Domine”, 384.
42 “Animae in purgatorio peccant sine intermissione, quamdiu quaerunt requiem, et 

horrent poenas.” “Exsurge Domine”, 384.
43 “Animae ex purgatorio liberatae suffragiis viventium minus beantur, quam si per 

se satisfecissent.” “Exsurge Domine”, 384.
44 “Praelati ecclesiastica et principes seculares non malefacerent si omnes saccos 

mendicitatis delerent.” “Exsurge Domine”, 386.
45 토마스 카우프만에 의하면, 가톨릭 신학자들이 루터의 저작에서 발췌한 41개 조항은 주로 그의 

비난받는 교리들만을 인용한 것이며, 그의 신학사상의 발전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인용하였다. Thomas Kaufmann, Erlöste und Verdammte: Eine 
Geschichte der Reformation (München: C. H. Beck, 201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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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로서 묘사하면서,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매우 

감정적인 어조로 루터의 이단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46 필자는 

다음과 같이 “Exsurge Domine”의 핵심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 요약해 

보았다.

1. 루터의 칭의론과 관련하여 

“Exsurge Domine”의 41개 조항 중에서 제1조-제4조는 무조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양립시키면서, 루터의 칭의론의 모순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단순하게 인간의 죄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을 

뿐이다. 또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인 선행 또한 루터가 ‘죄의 

용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제32조) 그러나 루터는 선행을 칭의의 자연

스러운 열매, 즉 칭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본 칙서는 루터의 본래적인 신학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루터의 “의인이면서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는 테제와 관련하

46 본 41개 조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제4조     죄

    제5조-제15조    참회와 고해성사

    제16조          후스파의 평신도

    제17조-제22조   면죄부

    제23조-제24조   출교

    제25조-제28조   교황의 수위권

    제29조-제30조   공의회

    제31조-제32조   선행과 죄

    제33조          이단자 화형

    제34조          투르크와의 전쟁

    제35조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제36조          자유의지

    제37조-제40조   연옥

    제41조          교회지도자들과 세속군주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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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칙서는 의인이 선행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해석하며(제31

조), 인간의 죄성을 강조했던 루터의 입장을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강조한 것이라고 편향적으로 해석한다.(제35조). 더 나아가 루터

가 인간의 죄성을 극대화시켜 강조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해석한다.(제36조) 결과적으로 본 칙서는 루터가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측면을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로마-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 성찬 및 

면죄부 제도를 폄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제5조-제15조, 제17조-제22조)

2.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

본 칙서는 루터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황의 

수위권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제25조-제28조), 동시에 공의회의 권위에 도전

하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써(제29조-제30조), 참회의 문제 뿐만 아니라, 로마-가

톨릭 교회의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단자로서의 루터를 조명한다. 또한 

로마-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의 교리적 근거로서 활용되었던 연옥에 대하여, 루터

의 연옥비판이 성경적 근거가 부재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도의 효력 또한 

부정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루터를 부각시킨다. (제37조-제40조) 루터가 출교와 신앙은 전혀 무관하며, 

도리어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합법적 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본 칙서는 명시한다.(제23조-제

24조)

3. 기타 이단자로서의 혐의

부수적으로 후스와 후스파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제16조와 

제30조는 후스의 이단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루터와 후스를 동일하게 이단자로

서 규정했던 로마 교황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단자를 

화형하는 것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제33조), 투르크의 

유럽침공은 유럽 기독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투르크와의 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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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제34조)47이라고 주장하는 루터의 입장을 정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1조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교회지도자들과 세속군주에 

대한 루터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듯이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본 칙서의 

41개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본 파문위협칙서의 41개 조항은 루터의 신학사상의 이단성을 논증하고자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루터를 이단으로 이미 

규정한 후,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와 전적으로 대립되는 루터의 

교리를 단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시도했다. 

IV. 이탈리아 가톨릭 인문주의자들과 독일인 수도사의 대립

본 칙서는 루터의 이단자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매우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루터의 본래적인 신학적 의도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그를 

비판하기 위한 합리적 논증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폴커 라인하르트(Volker 

Reinhardt)에 의하면, 이와 같은 로마교황청의 판단은 그리스 철학과 신학과의 

융합을 통하여 중세 가톨릭 신학의 지적 성취를 실현한 이탈리아의 가톨릭 

인문주의자들과 신학적으로 무지한 일개 독일인 수도사 사이의 대립을 암묵적으

로 전제한다.48 로마 교황청이 규정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독일민족의 관계를 

47 루터는 『투르크 전쟁에 대하여』(Vom Kriege wider die Türken, 1528)에서 투르크가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언급한다.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육적인 방법으로 투르크와 

싸우거나, 주먹으로 저항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신

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투르크가 하나님의 채찍이며 분노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며, 회개, 눈물, 기도를 통하여 싸우면서,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Denn dieser 

man sol nicht leiblich mit dem Turcken streiten, wie der Bapst und die seinen leren, 

noch yhm mit der faust widder streben, sondern den Turcken erkennen fur Gottes 

ruten und zorn, welche den Christen entweder zu Leyden ist, so Gott  yhre sunde 

heimsucht, odder allein mit busse, weinen und gebet widder yhn fechten und 

veriagen muessen.”) Martin Luther, Vom kriege widder die Türcken, WA 30/II, 129.
48 Volker Reinhardt, Luther, der Ketzer: Rom und die Reformation (München: C. H. 

Beck, 2016), 145-208.



111로마교황청의 루터 인식 -“Exs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 연구- / 조용석

이해한다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매우 감정적인 어조로 이단자 

루터를 비난하고 있는 “Exsurge Domine”의 서문의 핵심부분은 로마교황청이 

규정한 로마-가톨릭 교회와 독일민족의 관계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자

면, 다음과 같다. 

“참으로 우리 눈 앞에서 수많은 오류를 보았고 읽었습니다. 이미 우리 전임자

들의 공의회와 결정들을 통하여 정죄되었습니다. 그리스인과 보헤미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이단자 혹은 오류를 범한 사람들 혹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주로 남성들이 경건한 귀들에게 불쾌하거나, 

순진하게 유혹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세상의 명성을 얻고자 교만한 호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역하기를 원합니다.......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낯선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적입니다. 그를 통하여 고귀한 독일민족 

안에서 그러한 오류가 자극이 되고, 몇몇 경박한 사람들 사이에 씨가 뿌려졌습

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

럼, 독일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로마교회로, 로마교회

에서 독일제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들은, 항상 독일인들 

중에서 교회의 변호자와 보호자를 구했습니다.  진실로 가톨릭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인 독일인들이 항상 이단의 격렬한 적수였습니다. 교회의 자유

(libertate Ecclesiae)와 모든 이단자들이 독일에서 추방되고 제거되기 위한 

독일 황제들의 훌륭한 법들이 이 일의 증거들입니다.”49

49 “immo vero, pro dolor oculis nostris vidimus ac legimus, multos et varios errores 

quosdam videlicet jam per Concilia ac Praedecessorum nostrorum constitutiones 

damnatos, haeresim etiam Graecorum et Bohemicam expresse continentes: alios 

vero respective, vel haereticos, vel falsos, vel scandalosos, vel piarum aurium 

offensivos, vel simplicium mentium seductivos, a falsis fidei cultoribus, qui per 

superbam curiositatem mundi gloriam cupientes, contra Apostoli doctrinam plus 

sapere volunt......a quorum oculis Dei timor recessit, humani generis hoste 

suggerente, noviter suscitatos, et nuper apud quosdam leviores in inclyta natione 

Germanica seminatos. Quod eo magis dolemus ibi evenisse, quod eandem nationem 

et nos et Praedecessores nostri in visceribus semper gesserimus caritatis. Nam post 

translatum ex Grecis a Romana Ecclesia in eosdem Germanos imperium, iidem 

Praedecessores nostri et nos ejusdem Ecclesiae advocates defensoresque ex eis 

semper accepimus. quos quidem Germanos, Catholicae veritatis vere germ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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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은 유럽대륙 안에서 로마-가톨릭 교회를 수호하는 독일민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듯한 어조로 전개되지만, 오히려 행간의 의미는 이와는 매우 상이하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로마의 서쪽 지역을 로마-가톨릭 

교회의 위임했다는 증거로서 활용되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문서

(Donatio Constantini)”에 근거하여, 로마제국을 계승하여 로마제국의 서쪽 

지역, 즉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조력자로서의 독일민족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문서는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 

1407-1457)에 의하여 위조문서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대

륙을 통치하는 합법적 후계자로서의 로마-가톨릭 교회의 위치는 교황의 수위권

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가톨릭 교회와 독일민족의 주종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될 수 있다.: 

기독교의 전통과 결합된 그리스-로마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로마-가톨릭 교회

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유언에 따라 유럽의 통치자로서, 야만인이었던 독일

인들에게 그리스-로마문명과 기독교를 전파했으며, 이와 같은 로마-가톨릭 

교회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독일인들은 로마-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위에서 소개한 “Exsurge Domine” 서문의 핵심부분은 독일민족에 대한 

로마-가톨릭 교회, 부연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역인 이탈리아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을 전제하고 있으며, 독일민족이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인들의 지

도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사실과 아울러 

constat haeresum (haeresium) acerrimos oppugnatores semper fuisse: cujus rei 

testes sunt laudabiles illae constitutiones Germanorum Imperatorum pro libertate 

Ecclesiae, proque expellendis exterminandisque ex omni Germania haereticis.” 

“Exsurge Domine”, 36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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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는 이단자 루터는 전통적인 독일민족의 지위를 망각했으며, 더 나아가 

과거 로마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한 경박하

면서도 무지한 수도사로서 간주될 수밖에 없다. “Exsurge Domine”의 서두는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 수호자로서 인정을 받아왔던 독일민족에 해를 

끼치는 이단자 루터의 악행을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개탄, 

비난한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일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하루 종일 어리석은 

자들이 가하는 당신의 치욕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에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왜냐하면 여우가 포도원을 짓밞기 위하여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즙 틀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원하실 때, 당신은 당신의 대리자이며 머리이신 

베드로 및 그의 후계자들에게 위탁하신 승리하는 교회(triumphantis 

Ecclesiae)의 통치와 운영에 대하여 걱정하셔야 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허물고, 먹어 치울려고 합니다.”50

1520년 6월 15일 “Exsurge Domine”가 공포된 이후에, 루터는 자신을 

이단자로 규정했던 로마교황청울 비판하고자, 『마틴 루터에 대한 답변의 발췌

(수도사 실베스타 프리에리아스51를 통하여)』(Epitoma responsionis ad 

Martinum Luther(per Fratrem Silvestrum de Prierio))에서 교황을 적그리

50 “Exsurge, Domine, et judica causam tuam, memor esto improperiorum tuorum, 

eorum, quae ab insipientibus fiunt tota die; inclina aurem tuam ad preces nostras, 

quoniam surrexerunt vulpes quaerentes demoliri vineam, cujus tu torcular calcasti 

solus, et ascensurus ad Patrem ejus curam, regimen et administrationem Petro 

tanquam capiti et tuo vicario, ejusque successoribus instar triumphantis Ecclesiae 

commisisti: exterminate nititur eam aper de silva, et singularis ferus depasci eam.” 

“Exsurge Domine”, 368. 
51 Sylvester Prierias(1456-1523)는 이탈리아 출신 도미니쿠스 수도회 수도사로서, 루터소송사건

(Causa Lutheri)의 해결을 위한 교황의 특사로서 활동했다. 면죄부 판매자 요하네스 테첼

(Johannes Tetzel, 1465-1519), 교황의 특사로서 루터를 심문했던 추기경 카예탄(Thomas 

Kajetan, 1469-1534), 추기경 프리에리아스(Sylvester Prieria)가 도미니쿠스 수도회 소속이

었다는 사실은 당시 루터가 속한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 사이의 갈등상황을 

함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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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라고 표현하면서, 로마, 교황, 로마교황청에 대한 적대감을 과감하게 드러

낸다.52 

 

“만일 로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가르친다면, 정확히 말해 교황과 

추기경의 지식대로 가르친다면(희망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이 글에서 

솔직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 진정한 적그리스도

(Antichrist)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바빌론, 즉 자주빛(purpurata 

Roma, 추기경의 옷)으로 장식한 로마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교황청은 악마의 

회당이라는 사실입니다.”53

“이제 불길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로 갑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의 분노가 내릴 것입니다......우리가 바빌론을 치료했지만, 치유되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과 유령, 귀신과 흡혈귀들의 거주지인 그 곳을 떠날 

것입니다.”54

교황 레오 10세는 이단자 루터가 야기시키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기 

52 로마의 문화와 로마화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루터의 반감은 1510년 11월 루터가 수도원 총회 

참석차 로마를 4주 동안 방문하면서 체감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려한 예술과 세속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의 타락한 모습에 실망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53 “Si Romanae sic sentitur et docetur scientibus Pontifice et Cardinalibus (quod non 

spero), libere pronuntio his scriptis, Antichristum illum verum sedere in templo dei 

et regnare in Babylone illa purpurata Roma et curiam Romanam esse synagogam 

Satanae.” Martin Luther, Epitoma responsionis ad Martinum Luther(per Fratrem 
Silvestrum de Prierio), WA 6, 328.

54 “Nunc vale, infoelix, perdita et blasphema Roma: pervenit ira dei super 

te,......Curavimus enims Babylonem, et non est sanata: relinquamus ergo eam, ut 

sit habitatio draconum, lemurum, larvarum, lamiarum.” WA 6, 329: 뿐만 아니라 『추악

한 적그리스도의 칙서에 대항해서』(Adversus execrabilem Antichrist bullam)에서도 교황주

의자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비판했다. “자 이제 너희 패덕하고 미친 교황주의자들이여, 침착하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써대라. 이 칙서는 한 밤 중 창녀들의 방탕한 축제에서 만들어졌거

나 미친 개들이 물어 내던져버린 것과 같다.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도 그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Ite ergo, vos impii et insensati Papistae, et sobrii scribite, si 

quid scribere vultis. nam hanc Bullam apparet vel inter putanas nocturno convivio 

esse egestam aut in canicularibus furiis confusam. Neque enim ulli moriones sic 

insanirent.) Martin Luther, Adversus execrabilem Antichrist bullam, WA 6,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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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520년 7월 8일 작센주 선제후 프리드리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는 루터의 로마 교황청에 대한 저항이 교황의 수위권과 로마문

화에 반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가톨릭 교회의 파멸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황과 로마적인 모든 것에 저항하는 간계와 파렴치한 악의를 가지고 

날뛰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선한 도덕과 인간들을 타락

시키며, 교회의 질서를 붕괴시킨  마틴 루터(우리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의 이전의 광기를 알게 된 후에, 우리는 이런 

난동을 인내해 왔습니다. 목자의 깨어 있음과 돌보심이 요구됩니다.”55

여기서 ‘로마적’이라는 표현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의 르네상

스 문화와 예술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루터의 저서인 『바빌론의 포로가 

된 교회에 대하여』(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에서 ‘바빌론’의 

의미 또한 루터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타락한 로마적 문화를 함의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이탈리아 피렌체 명문가문 메디치(Medici)가의 일원으로서, 르

네상스 문화에 심취했던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적 문화’와 결합된 로마-가

톨릭 교회의 타락을 주도하는 적그리스도(Antichrist)이며, 바빌론으로 비유된 

로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망각한 당시 로마-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상징한다. 그는 자신과 논쟁하는 로마 교황청의 특사 『교황의 

권세에 대한 실베스타 프리에리아스의 대화에 대한 답변』(Ad dialogum 

55 “Itaque Testem Deum omnipotentem et tuam nobilitatem facimus nos iam ab initio 

cum Martini Luteri, quem filium amplius nostrum vocare non possumus, primum 

malivolentia et inaudito quoda, in hanc Sanctissimam Sedem totum que nomen 

Romanum odio prorumpentem temenritatem, deinde usque ad fidei orthodoxae 

fundamenta convellenda, bonos, et mores et animus corrumpendos, omnemque 

ordinem Christianae Reipublicae pervertendum provectam insaniam videremus 

diutius esse passos, quam forsitan pastoralis Curae vigilantia postulabat.” “Friderico 

Duci Saxoniae. Sancti Romani Imperii electori LEO PAPA X.” Dokumente zur Causa 
Lutheri (1517-1521), 4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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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stri Prieratis de potestate papae responsi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혹평한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스콜라 신학을 ‘이탈리아적’이라고 단언한다.

“존경하는 아버지, 당신 명령에 따라 쓰인 아주 교만하고 매우 이탈리아적

(Italicus)이며 토마스주의적(Thomiscus)인 문답이 제게 도착했습니다.”56 

최종적으로 이는 중세시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의 혼합을 주도했

던 전통적인 스콜라 신학에 대한 급진적 거부로 귀결되었다. 즉 루터는 철학의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성경말씀으로의 선회만이 로마화된 가톨릭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최우선적 과제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V. 글을 정리하며

로마 교황청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가톨릭 신학자들을 루터와의 논쟁의 전면에 배치하여, 그들을 통하여 게르만 

민족주의자로서의 루터의 이단자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했다. 이

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신학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메디치(Medici)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Leo X. 1475-1521)와 이탈리아 가톨릭 인문주의자들

에게 있어서 이탈리아의 문화적 우위에 대한 자부심은 고대 그리스-로마 문명과 

성경의 계시를 일치시켰던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문화적 성취에 기인한다.57 

따라서 그들이 창조했던 루터의 이단자 이미지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인문주

의적 정신에 도달하지 못한 독일민족의 문화적 열등감 및 미성숙한 신학적 

수준을 상징하는 일종의 메타포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하자면, 로마교

56 “ervenit ad me, Reverende Pater, Dialogus ille tuus satis superciliosus et plane totus 

Italicus et Thomiscus.” Martin Luther, Ad dialogum Silvestri Prieratis de potestate 
papae responsio, WA 1, 647.

57 Volker Reinhardt, Luther, der Ketzer: Rom und die Reformation (München: C. H. 

Beck, 20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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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청은 루터를 고귀한 르네상스 예술과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융합시킨 위대

한 중세 유럽기독교의 전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한 독일인 수도사로

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성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기금마련

을 위한 면죄부 발행을 통하여 독일지역에서 상당한 판매수익을 올렸던 로마교

황청을 강도높게 비판한 게르만 민족주의자로서 간주되었을 것이다.58 반면에 

루터는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습합을 거부하고, 성경에 근거한 신학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다. 루터는 『면죄부의 덕에 대한 논쟁의 해결』

(Resolutione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에서 다음과 같

이 스콜라 신학자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몽상을 신학의 핵심내용과 혼합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공된 대학 학과들에 대항하며 논쟁합니다.”59

이와 같은 역사적-신학적 맥락을 전제한다면, 1517넌 10월 31일 이후 본격

적 시작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로마교황청의 대응과 

이에 반발하며 교황의 수위권 및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급진적으로 

비판했던 수도사 루터 사이의 심화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황과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교리 및 타락한 모습에 

58 이와 관련하여 중세말기부터 독일지역 내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로마 교황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51년 마인츠(Mainz)의 대주교 디트

리히 폰 에르바흐(Dietrich von Erbach, 1390-1456)에 의하여 작성된 문건, “로마교황청에 

대한 게르만 민족의 불만”(Gravamina nationis Germanicae adversus Curiam Romanam)

은 당시 독일지역 내에서 고조된 로마교황청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로마교황청의 과도한 세금징수에 대하여 반발하여 고조된 

불만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생각한

다. 즉 독일지역 내에서 강화되고 있었던 반로마적 정서가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의 

중요한 정황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9 “scilicet quod Aristotelis somnia in medias res theologiae miscent atque de divina 

Maiestate meras nugas disputant contra et citra facultatem eis datam.” Martin 

Luther, Resolutione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 WA 1,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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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은 로마화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의미했으며, 이와는 

달리 로마 교황청은 찬란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예술과 그리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를 융합시킨 중세 유럽 기독교의 전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루터

의 무지가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을 야기시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Exsurge Domine”의 41개 조항은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루터의 신학적 무지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발췌하여, 합리적 

논증의 절차 없이 이단혐의의 주요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Exsurge Domine”는 루터는 주님의 포도원을 어지럽히는 멧돼지로 비유하며, 

1517년 10월 31일 이후 루터의 무지가 일으킨 일종의 소란이 당시 신성로마제

국 독일지역의 로마-가톨릭 교회를 소요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황청의 “Exsurge Domine”의 공포는 루터에게 있어서, 자신

의 종교개혁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교회의 개선에 대하여』(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 『바빌

론의 포로가 된 교회에 대하여』(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그

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De Libertate Christiana)의 출판을 통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근본적 비판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경해석 및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

동의 확고한 교리적 토대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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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tican’s view of Martin Luther: A study of the papal 

bull “Exsurge Domine”(Arise, O Lord)

Yong Seuck Cho

(Anyang University, HK Research Professor, Church History)

The papal bull “Exsurge Domine”(Arise, O Lord) published on 

June 15, 1520 shows the Vatican’s view of Martin Luther as a heretic. 

“Exsurge Domine” condemned forty-one propositions drawn from 

the writings of Martin Luther, which ranged from Luther’s doctrine 

of penance, papal authority, and purgatory against Roman Catholic 

traditional doctrines and was presented as important grounds for 

defining Luther as a heretic. Luther ceremonially burned the bull 

along with the books of canon law. His action means that Luther 

symbolically rejected the ecclesiastical and the legal system 

supporting papal authority. 

Furthermore, the Holy See would regard Luther as an inferior 

German monk who could not understand the great medieval 

European Christian tradition, which combined Christianity with 

Greco-Roman tradition and Italian Renaissance Humanism, and 

as a german nationalist who expressed antipathy extremely against 

the papal exploitation of the German people. The introduction 

of “Exsurge Domine” provides a clue to this interpretation. But 

Luther rejected the authority of the Pope and regarded the pope 

as a Antichrist. In conclusion, the image of Luther as a heretic 

can be the Vatican’s View of Martin Luther that he was not able 

to properly understand Italian Renaissance humanism and medieval 

Scholas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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