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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축 사 – 안
기

민 (고신대 총장)

도 – 임창호 (고신대 부총장)

.2:15 강의1: “츠빙글리의 역병가(Pestlied) 연구”

강사1: 조용석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 역사신학)

2:55 Break time
3:05 강의2: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이해:
『50편 설교집』을 중심으로”
강사2: 박상봉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3:45 논평 : 우병훈 박사 (고신대 교수, 신학과)
.황대우 박사 (고신대 교수, 개혁주의학술원책임연구원)
4:00 질의응답 : 청중

.4:30 폐회

츠빙글리의 역병가(Pestlied) 연구1)
조용석(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 역사신학)

I. 글을 시작하며
스위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1519년 1월 1일 스위스 취리히 그로스뮌스터 성당의 주임사
제로 취임하면서, 전통적인 로마-카톨릭 교회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를 준수하지 않고,
신, 구약성서 주해설교를 시도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때까
지 츠빙글리가 자신을 종교개혁자로서 명확하게 자기정체성을 확신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츠빙글리 연구가들은 그의 역병가를 통하여 고찰하여 볼 때, 그의 종
교개혁자로서의 전향이 1519년 여름 스위스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전염된 후, 투병과정
속에서 실현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
하며, 역병가 작성연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던 아르투어 리히(Arthur Rich)의 견해를 중점
적으로 소개하며, 루터의 탑체험과 대비되는 그의 흑사병 극복의 체험과 그의 종교개혁자로
서의 전향과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당시 역사적 컨텍스트를 염두하며 추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논자는 츠빙글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이 아
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신학사상을 착상,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전제한 후, 본 연구를 전개하
고자 한다. 즉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핵심적 주제가 인간의 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의
발견이었다면,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신학적 화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도구로
서의 인간’이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라스무스의 기독교 인
문주의 운동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츠빙글리가 루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했는가에 대하여 1519년 12월에 작성된 그의 역병가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최종적
으로 츠빙글리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표현된 ‘토기’ 메타포를 그의
역병가의 핵심개념으로 활용하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강
조하고 있다. ‘토기’ 메타포는 이후 그의 저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의 종교개
혁사상의 핵심적 주제어로서 부상되었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주요 논점을 역사적-신학적으
로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순서를 통하여 전개될 것이다.
1. 역병가의 내용과 구조
2. 역병가 작성연대
-아르투어 리히(Arthur Rich)의 견해를 중심으로3. 츠빙글리 종교개혁신학의 독자적 발전
-‘토기’ 메타포와 종교개혁자로의 전향과정-

II. 역병가의 내용과 구조
1) Pest(독일어)를 ‘역병’(疫病)이 아니라 ‘흑사병’(黑死病)으로 번역하고, 아울러 본 논문의 제목을 ‘흑사병(黑死病,
Pest)을 극복한 이후의 찬양시(Pestlied)’라고 수정하는 것이 본 논문이 논증하고자 시도하는 핵심적 내용을 고
려하여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자는 Pestlied의 번역과 관련하여,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신학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역병가’라는 표현이 언어적 관습상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
의 주제어로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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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 유럽대륙에서 발병한 흑사병은 1519년 스위스 전역으로 확산된 후, 그 해 8월 취
리에서 전염자가 최고치에 육박했으며, 1520년 2월초까지 흑사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
역사기록에 따르면, 당시 취리히 인구는 약 7000명이었는데, 흑사병으로 인하여 약 25%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한다. 츠빙글리는 그 해 9월말 흑사병에 전염되어, 10월경에는 죽음의 위
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11월 중순경 회복되었다. 그는 1519년 12월 31일 그의 친구 오스발트
미코니우스(Oswald Myconius)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상처부위에 발랐
던 반창고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1520년에는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Adreas)가 흑사병으로 생
을 마감하게 되면서, 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
험을 통하여 작사된 그의 역병가는 오늘날까지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회 찬송가집에 수록되
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터(Andreas Walther)는 1901년 츠빙글리의 역병가를 “1519년 츠빙글리의
신앙적 정서를 비교적 확고하게 표명하는 확실한 증거”2)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
하여 1905년 당시 츠빙글리 전집의 편집자 에밀 에글리(Emil Egli)는 츠빙글리의 역병가 작
성연대를 1519년 후반이라고 기재했다.3)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판단되는 츠빙글리의 역병가
는 3절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은 투병초기, 2절은 투병기간 동안, 3절을 투병생활을 마감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서 느끼는 신앙적 감회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지면을
통하여 그의 역병가 전체 원문번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중세 독일어 원문을 논자가 번
역한 것이다.
1절(투병초기, Im anfang der Kranckheit)4)
주 하나님이여, 곤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 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Hilff, herr gott, hilff. Ich mein, der Tod sig an der thür.)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Stand, Christe, für, dann du in überwunden hast!)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
(Zů dir ich gilff. / Ist es dein will),
저를 죽이고 있는 / 이 화살을 빼 주시기를
(züch uß den pfyl, / der mich verwundt.)
제가 살 수 있는 한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nit laßt ein stund. mich haben weder růw noch rast!)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들시려고 하십니까?
(Wilt du dann glych tod haben mich)
저는 삶의 한 가운데서 (어떤 것이라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in mitz der tagen min, so sol es willig sin).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Thů, wie du wilt; / mich nüt befilt.)

2) Andreas Walther, Zwinglis Pestlied. Ein Beitrag zur Dogmengeschichte der Reformationszeit, in: Neue Kirchliche
Zeitschrift 12, 1901, 813.
3) Gebetslied in der Pest (1519), Z I, 63.
4) Ibid.,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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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Din haf bin ich; / mach gantz ald brich!)
설령 당신이 이 땅에서 제 영혼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
(Dann, nimpst du hin den geiste min von dieser erd)
당신은 제 영혼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며, /
(thust du's, dass er nit böser werd)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ald andem nit / befleck ir läben fromm und sit.)
2절(투병하는 동안, In der mitten der Kranckheit)5)
주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소서 / 병환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Tröst, Herr Gott, tröst! / Die kranckheit wachsst)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 잡습니다.
(wee und angst faßt min seel und lyb.)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Darumb dich schyb gen mir, einiger trost, mit gnad)
당신을 향하여 열망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die gwüß erlöst / ein yeden, der)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유익과 손해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sin hertzlich bgär und hoffung setzt in dich, verscherzt / darzu diss zyt all nutz und schad)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Nun ist es umm.)
제 혀는 침묵하고 /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 저의 육신의 감각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Min zung ist stumm, / mag sprechen nit ein wort. / Min sinn sind all verdort)
이제 당신이 저의 투쟁을 인도하실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Darumb ist zyt, / dass du min stryt fuerist fürhin)
나는 미쳐 날뛰는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so ich nit bin so starck, dass ich mög dapfferlich / tun widerstand / des tüfels facht und fränner hand.)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Doch wirt min gmuet / stät blyben dir, wie er ioch wuet.)
3절 (건강이 회복되며, In der Besserung)6)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소서! /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G’sund, Herr Gott, gsund! / Ich mein', ich ker schon widrumb her.)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Ja, wenn Dich dunckt, der sünden funck werd nit mer bherrschen mich uff erd)
제 입술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하렵니다.
(so muss min mund din lob und leer / ussprechen mer / denn vormals ye)
5) Ibid., 68.
6) Ibid.,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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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항상 가능했던 것처럼
(wie es ioch gen, / einfaltigklich on alle gferd)
얼마나 제가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지 /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Wiewol ich muss dess todes buss erleyden zwar ein mal / vilicht mit grösserm qual)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 그 때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dann yetzund wer dann yetzund wer / so ich sunst bin nach gfaren hin)
앞으로 저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 안에서 저항할 것입니다.
(so wil ich doch den trutz und boch in diser wält / tragen frölich umb widergelt )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인하여, 완전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mit hilffe din, on den nüt mag vollkommen sin)
츠빙글리의 역병가는 로마서 9장에 기록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사용하여 중심적으
로 전개되고 있다. 이 비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츠빙글
리에게 있어서는 그의 고유한 신학적 원칙,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전적인 차이’를 지시하
는 비유로 활용되었다. 그가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스
위스 인문주의 운동(Christianismus renascens)의 신학적 문법, 즉 인간에 대한 낙관적 이해를
극복했음을 시사한다. 에라스무스가 주도했던 알프스 이북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은 성서원
문연구를 강조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도덕적 개선의 최종적 모델로서 설정하면
서 윤리화된 기독교의 이상을 추구했다. 물론 본 역병가에서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적 신학
적 성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 흑사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
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가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시적인 표현 그 자체에만
주목한다면, 본 역병가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자로의 전향과정에 대한 신학적 단서를 제공
하지 않는다. 이는 1519년 전후의 츠빙글리가 직면했던 역사적 컨텍스트와 에라스무스 및
루터와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게 연구를 진행한
다면, 츠빙글리가 에라스무스 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루터와 공동의 목표를 지향했지만, 색다른 어감을 지니고 전개시켰던 자신만의 고유
한 종교개혁신학의 단초가 본 역병가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3장과 4장에서 이
에 관하여 역사적-신학적으로 논증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 이상 소개된 그의 역병
가 원문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작업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고자 한다.
1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릇’(haf)으로 비유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을 부각시키고 있다. 2절은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인
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부각시키면서,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직감한 화자의 심
정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나의 혀”(Min zung)”와 “나의 육신”(Min sinn)으로 표현되는 화
자가 “당신”(du)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에 세심하게 주목한다면, 그의 역병가의 본래적인
신학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절은
건강이 회복되는 시기, 삶의 위기를 극복했던 화자의 신앙적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
으로 고찰해 본다면, 본 역병가는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해방된 한 신앙인
의 삶의 고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츠빙글리의 흑사병 극복의 체험이 시적으로
표현된 역병가는 그가 후기 저작을 통하여 원죄를 ‘질병’(morbus)라고 묘사했던 사실과 관련
된 중요한 문헌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7)
7) “Conveniemus ante omnia de nominibus istis: peccatum et morbus.” De peccato originali declaratio ad Urb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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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트 바우어(August Bauer)는 츠빙글리의 역병가는 하나님과 그리스
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의존의 감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
(예정)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8) 이는 그의 역병가와 섭리-예정론적 사유
의 밀접한 상관성을 지시하는 신학적 진술로서, 그의 흑사병 극복의 체험이 중요한 그의 신
학적 범주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울러 철학적 개념어와 성서적 언어가 복합
적으로 혼용되어 전개되는 1530년 츠빙글리의 “섭리에 대하여”(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 문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시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도로 사
변화 혹은 철학화된 기독교의 교리적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직접적인 삶의 체험이 수반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신학이 변증하고자 하는 궁극적 진리의 생명력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I. 역병가 작성연대
-아르투어 리히(Arthur Rich)의 견해를 중심으로스위스의 저명한 츠빙글리 연구가 아르투어 리히(Arthur Rich)는 1949년 스위스 취리히 대
학에 제출했던 “초기 츠빙글리 신학”(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에서, 츠빙
글리의 역병가와 1520년 7월 24일 그의 친구 오스발트 미코니우스(Oswald Myconius)에게 보
낸 편지내용 중 동일한 메타포가 사용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츠빙글리의
역병가 작성연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츠빙글리 역병가의 핵심주
제인 ‘토기장이와 토기’ 메타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병가 작성연대에 대한 실제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메타포는 츠빙글리의
전체 신학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서, 절대자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불완전한 피조물의 명백한 차이를 지시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이를 향한 피조물 인
간의 전적인 신뢰를 암시하는 핵심적인 메타포이다.
-오스발트 미코니우스(Oswald Myconius)에게 보낸 편지“저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제가 용기를 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
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분의 그릇(토기)인 저를 부
수어 버리시거나,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9)
-츠빙글리의 역병가 1절저는 당신의 그릇(토기)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Din haf bin ich; / mach gantz ald brich!)

Rhegium (1526), Z V, 370.
8) August Baur, Zwinglis Theologie. Ihr Werden und ihr System II, Halle, 1889; Nachdruck: Hildesheim/Zürich/New
York 1983.
9) “hoc unum Christum obtestans, masculo omnia pectore ferre donet et me, figulinum suum, rumpat aut firmet, ut illi
placitum sit.” Zwingli an Oswald Myconius, Zürich, 24. Juli (1520), Z VII, 344.

- 5 -

1519년 역병가와 1520년 그의 친구 오스발트 미코니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일하게 사
용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와 관련하여, 아르투어 리히는 츠빙글리가 1520년 7월 24일
미코니우스에게 편지를 보낼 때, 1519년 흑사병 극복의 체험을 1520년 중반 자신에게서 발
생했던 종교개혁적 전향의 사건의 결정적 계기라고 간주한 이후, 이를 회상을 통하여 표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0) 1519년말 흑사병을 완전히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했을 때, 츠빙글리
는 그 때까지도 에라스무스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었
다는 사실은 1519년 후반 그의 흑사병 극복의 체험이 그의 종교개혁자로의 전향을 해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1519년 12
월 31일 그의 친구 미코니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취리히에는 약 2000명 정도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
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11)
그러나 츠빙글리는 1520년 중반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게 된다. 교황 레오 10세가 1520년 6월 15일 루터에 대한 파문
칙서인 “Exs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를 공포한 후, 10월과 11월 뢰벤과 쾰른에서 그의
서적들이 소각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루터는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성
문 앞에서 상당한 분량의 교회법전과 파문칙서를 불태웠다. 이에 분노한 교황청은 1521년 1
월 3일 루터의 파문을 공식발표했다. 이 때 루터는 그의 3대 저작인 “그리스도인의 자
유”(De libertate christiana),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종교개혁사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역병가의 내용
을 고려하여 볼 때, 츠빙글리는 이와 같은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를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라고 비유하여 생각한 후, 자신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
의 계기로서 수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는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전면적 수
용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신학적 영향을 미쳤던 에라스무스의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신학적 시도를 통하여 수용되었다고 결과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
다. 즉 그는 당시 교황의 파문칙서 “Exsurge domine” 반포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좌
초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을 이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자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츠빙글리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했던 에라스무
스적인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이 좌초될 가능성에 대하여 근심했으며, 이의 대안으로서 하나
님의 절대적 주권에 근거한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을 구상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히는 역병가 2절 중 “이제 당신이 저의 투쟁을 인도하실 시간이 다가 왔습니
다.”(Darumb ist zyt, / dass du min stryt fuerist fürhin)에서 ‘stryt’(원형: Streit, ‘투쟁’이라는 뜻)
을 기독교 르네상스(Renaissance des Christemtums, 기독교 인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한 그
의 투쟁이었다는 의역을 시도한다.12) 이는 츠빙글리가 흑사병 극복의 체험 이후에도 자신의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을 위한 신학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의 창조적 실현
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10) Arthur Rich, 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Zürich: Zwingli-Verlag, 1949), 111.
11) “Non enim soli sumus: Tiguri plus duobus millibus parvulorum et rationalium.” Zwingli an Oswald Myconius,
Zürich, 31. Dezember (1519), Z VII, 245.
12) Arthur Rich, 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Zürich: Zwingli-Verlag, 1949), 1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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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와 같은 역사적 가설이 신빙성이 있다면, 아마도 츠빙글리는 1519년 후반기 자신
의 흑사병 극복의 체험을 신학화시키면서, 자신의 실존적 결단을 1520년 7월 24일 그의 친
구 미코니우스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피력했던 것이다.13) 즉 역병가를 통하여 표현된 투
병의 기록은 1520년에 발생했던 그의 종교개혁자로의 전향의 사건을 증명하는 일종의 문헌
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는 스위스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의 이상, 즉 ‘도
덕적 완성의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상’을 이를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피
조물과 하나님의 전적인 차이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신학
적 입장을 의미했다. 여기서 인간의 도덕적 변화와 구원의 체험을 연관시키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신학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다. 양자를 극단적으로 구별하는 루터와는 달리 츠빙
글리는 양자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며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전통으로 계승되었던 ‘성화’
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IV. 츠빙글리 종교개혁신학의 독자적 발전
-‘토기’ 메타포와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과정-

논자가 판단하건대, 츠빙글리의 역병가에서 그의 흑사병 극복의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했
던 단순한 신앙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과정에 대한 핵
심적인 신학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구절이 발견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 압축된다. 1) 1절: ‘토기장이와 토기’의 메타포 2) 2절: 종교개혁신학의 공통적 모토의
사용
‘토기장이와 토기’의 메타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부각된 1절에 이어, 투병생
활 중간에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은총이 묘사된 2절이 역병가의 본래적인 신학적 의도를 해
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Darumb dich schyb gen mir, einiger trost, mit gnad) 여기서 그
는 은총(gnad)과 더불어, ‘그리스도’라는 표현 대신에, ‘유일한 위로’(einiger trost)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sola gratia, solus Christus라는 종교개혁신학의 공통적 모토를 은유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열망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sin hertzlich bgär
und hoffung setzt in dich)라는 표현은 sola fide의 모토를 연상하도록 유도한다. 신앙은 ‘하나
님을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츠빙글리는 자신의 역
병가를 통하여 최소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자 시도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 루터

13) Ibid., 119. 그러나 마르쿠스 예니(Markus Jenny)는 1966년 츠빙글리의 역병가가 1525년 상반기에 작성된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츠빙글리가 “예언”이라는 성서연구모임을 결성한 이후 작사했던 시편찬송 중 자주 언급
된 문장과 역병가의 문장의 구조와 사용된 단어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Markus
Jenny, Des Reformators Kampf und Sieg. Zur Datierung und Deutung von Zwinglis Pestlied, in: Neue Zürcher
Zeitung, 6. 11. 1966, 5f.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편찬송: “Wil ich mit gsangk und grossem danck din lob und eer stätz prysen mer.....”
Bereimung des 69. Psalms, Z VI/V, 393.
역병가: “....so muß min mund din lob und leer ußsprechen 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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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교개혁운동의 취지에 동조하면서도, 2)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근거하여 유럽대륙 독일어권 사용지역에서 발발했던 두 가지 형태의 종교개혁운동
의 윤곽을 신중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루터의 경우, 칭의론이 중요한 교리적 담론으로 제
시되었으며, 츠빙글리의 경우, 섭리-예정론이 핵심적인 신학적 화두로서 부각되었다는 사실
을 우선적으로 전제한다면, 여기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메타포에 대해 주목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루터와 츠빙글리가 에라스무스의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
아, 성서원문연구에 근거하여 로마-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비판할 수 있게 되었던 능력을 구
비하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에라스무스의 영향으로부터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탈피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자로서 전향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표현하자면, 1517년 이전 루터의 탑체험(Turmerlebnis)이 그의 칭의론적 사유형
성의 핵심적 단초를 제공했다면, 1519년 츠빙글리의 역병가를 통하여 표현된 그의 신앙적
체험은 이후 전개될 섭리-예정론적 사유의 핵심적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양자의 신학적 공
통분모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신학적 영향을 받았던 에라스무스의 낙관적 인간이해에 대한
거부로서, 이는 1525년 루터의 논문 “노예의지론”(De servo arbitrio)과 츠빙글리의 ‘토기장이
와 토기’ 메타포에서 드러난다. 인간이라는 피조물로서의 연약한 존재가 토기장이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인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분의 섭리에 대한 강한 확신
의 근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츠빙글리의 역병가는 종교개혁사상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시
켰던 그의 섭리-예정론적 사유를 위한 중요한 신학적 단초를 제공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14)에 근거하여, 역병가를 통하여 자신의 섭리예정론적 구상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후 츠빙글리의 ‘(토기장이와) 토기’ 메타포는
1523년 “67개 논제의 해제”(Auslegen und Gründe der Schlußreden)부터 1530년 “섭리에 대하
여”(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까지 전개되는 그의 전체적인 신학적 사유의 윤곽
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성서적 메타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루터의 탑체험과 대비
되는 츠빙글리의 흑사병 극복의 체험을 통하여 착상된 그의 섭리-예정론적 사유는 이후 개
혁교회의 신학적 전통의 중요한 토대가 되면서, 개혁교회의 신학을 상징하는 핵심적 교리로
서 등장하게 된다. 두 개의 문헌 중에서 중요한 한 문장씩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자
면,
1) 67개 논제에 대한 해제(1523, Auslegen und Gründe der Schlußreden)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 분의 정의가 손상됨이 없이, 우리를 다루십니다......하나님께서는 자
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간을 자신의 그릇(토기)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사역
을 위하여 한 부류를 선택하시기도 하시며, 그들이 (그 분의 도구로서 활용되도록) 적합하게 만드
십니다. 반면에 그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14) 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
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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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조물들을 만드시기도 하시며, 부수어 버리시기도 합니다.”(Also warlich handlet got mit ons on
verletzen siner grechtigkeit.....Darumb ordnet er sine gschirr, das ist: uns menschen, wie er wil. Einen
erwellet er, das er zu sinem werck und bruch gschickt wirdt, den anderen wil er nit. Er mag sine
gschöpfft gantz machen und brechen, wie er wil.)15)
3) 섭리에 대하여(1530, 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다양한 형태의 토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께서는 영혼과 진흙을 결합시킬 수 있지 않으셨느냐?»”(«An non licet figulo ex eadem massa fingere
diversi generis vasa?» An non licuit deo spiritum et lutum coniungere?)16)
아울러 그의 역병가에서 ‘그릇’의 메타포가 ‘보상하다’(widergelt)라는 표현과 결합되어 사
용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앞으로 저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 안에서 저항할
것입니다, so wil ich doch den trutz und boch in diser wält / tragen frölich umb widergelt), 이
는 ‘전적인 죄인에게 선사되는 칭의의 은총’과 관련된 의미가 아니라, ‘선행에 상응하는 보
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는 루터가 배격했던 로
마-카톨릭 교회의 영광의 신학의 담론, 즉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의 모티브와 동일한 것
인가? 아니면, 루터와는 또다른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사상의 핵심적 화두인가? 물론 그의 ‘토
기’ 메타포는 로마-카톨릭 교회 혹은 에라스무스의 낙관적 인간이해를 함의한다고 볼 수 없
다. 왜냐하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연약하고 무력한 토기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에 대한 낙관적 이해는 개입될 수 없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인간의 공로와 무관한 하나님의 구
원사역(칭의의 은총)의 의미와 동일시한다면, 이는 츠빙글리 종교개혁신학의 독창성을 폄하
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히는 ‘보상하다’(widergelt)라는 동사의 의미를 주목하여 볼 때, 츠빙글리
의 역병가는 그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신학적 입장의 전향, 즉 실존적(existentiell)-하나님 중심
적(theozentrisch) 신학적 입장으로의 전향사건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
무스 성서 인문주의 운동의 사상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한 흔적을 지니고 있
다고

주장한다.17)

아울러

그의

역병가는

루터의

칭의론적

통찰,

즉

‘신앙의

의

(Glaubensgerechtigkeit)에 대한 담론’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루터가 배격했던 ‘인
간의 공로에 대한 담론’(Verdienstgedanken)를 강조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18) 이와 관련하
여 논자는 츠빙글리가 절대자 하나님과 그 분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전적인 신뢰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라고 표현하며, 이를 ‘보상하다’(widergelt)라는 표현과 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루터와는 의미상 상이한 그의 종교개혁신학의 독창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에라스무스 성서 인문주의 운동의 사상적 흔적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교개혁자로의 전향과정을 통하여 극복했던 츠빙글리 종
교개혁신학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
16)
17)
18)

Auslegen und Gründe der Schlußreden, Z III, 180.
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 (1530), Z VI/III, 124.
Arthur Rich, 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Zürich: Zwingli-Verlag, 1949), 1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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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빙글리는 인간의 도덕적 선행을 함의하는 ‘보상하다’라는 동사의 활용을 통하여 에라
스무스 성서 인문주의 운동이 추구했던 윤리화된 기독교의 이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구원의 체험을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의 도덕적 이상과 연관시키면서도,
이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영역 안에서 실현하고자 시도했
다.19) 부연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섭리 가운데 거룩하게 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책임적 행위(혹은 도덕적 선행)가 역병가를 통하여 암시, 부각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섭리 및 선택(예정)에 관한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표현
하기 위하여,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차용했으며, 동시에 ‘보상하다’
(widergelt) 동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성화’(Heiligung)의 삶의 실현을 향한 그의 열망이 내포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
원사역에 결코 협력할 수 없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실현을 위한 그 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인간을 자신의 섭리를 통하여 선택
하시며, 인간을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실 뿐이다. 이는 루터가 인간의 의와 대비되는 하나님
의 의를 부각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하여 인간의 공로에 대하여 폄하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후 이 메타포에 근거하여, 츠빙글리는 자신의 신학사상을 중세
스콜라 철학의 개념어 활용을 통하여 그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견지했던 핵심적인 신학적 원
칙, ‘하나님과 피조물의 명백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대표적인 실례를
제시한다면,

1530년

출판된

그의

논문

“섭리에

관하여”(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는 이 주제에 대하여 다소 난해하고 고도로 사변화된 철학적 언어를 사용하며 전
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빙글리의 ‘토기’ 메타포가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 오히려 양자가 동일한 신학적 주제를 상이한 방
식으로 전개시켰다고 간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이저
(Wilhelm H. Neuser)는 통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노이저에 의하면, 1514년부터 에라스무
스의 성서 인문주의 및 평화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츠빙글리는 1520년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에라스무스의 영향권으로부터 탈피하여 성찬논쟁 이전
까지 루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인 신학적 노선을 강조했다.20)

V. 글을 정리하며
츠빙글리는 1513년 노바라(Novarra) 전투 및 1515년 마리그나노(Marignano) 전투에 군종사
제로서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 이후, 성서 인문주의 운동을 주도
했던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 사상에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후 1516년-1518년 동안
아인지델른(Einsiedeln) 교회 사제로서, 또한 스위스 기독교 인문주의 그룹에 소속된 소장파
신학자로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에 근거하여 용병제도 폐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삶의

이력으로

인하여,

1515년

마리그나노

(Marignano) 전투의 패배 이후, 스위스 연방의 친프랑스 정책에 반감을 표출하며, 친합스부
19) 루터가 칭의의 열매로서의 성화(신앙의 열매로서의 선행)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칭의의 은총을 강조했던 것과
는 달리, 성화의 삶을 강조했던 츠빙글리의 신학적 입장이 여기서 시적으로 표현되면서, 그의 ‘토기’ 메타포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진행된 저술작업 속에서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로서 수용되었다. 이는 이후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의 이중적 은총으로 이해하면서, ‘성화’의 중요성을 그의 신학적 체계의 핵심적인 화두로서 수용했던 칼
빈을 통하여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범주로서 정립되었다. -논자 주20) Wilhelm H. Neuser, Die reformatorische Wende bei Zwingl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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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가 및 로마 교황청 외교노선을 지지했던 취리히 시회의는 주요 용병수출국이었던 프랑
스 왕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츠빙글리를 그로스뮌스터 성당 주임사제로
서 초빙했다. 그가 청빙을 수락했을 때, 그는 로마-카톨릭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소장
파 인문주의적 신학자로서 분명한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때까지 그는
로마-카톨릭 교회와 극명하게 대립하지 않았으며, 취리히 시의회의 반프랑스 외교정책을 지
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1519년 후반에 취리히에 창궐했던 흑사병에 전염된 후, 고통스러웠던 투병과정을 경험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에라스무스적인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에 대한 신학적 신념은 변화되
지 않았다. 그러나 1520년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의 위기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
흑사병 극복의 체험을 자신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을 위한 중요한 신앙적 원체험으로서
간주하고자 시도했다. 더 나아가 리히가 이해했던 것처럼, 루터가 직면했던 종교개혁운동의
위기가 그에게 있어서 흑사병과 같은 ‘죽음의 위기’로서 이해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21)
물론 츠빙글리의 역병가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투병생활에 대한 신앙적 감회를 서술
한 일반적인 신앙시 혹은 간증문과 구별되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 역병가에 기술된 투병기간 동안의 신앙적 체험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질환으로부터
회복되었을 경우,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했던 루터의 영적 시련처럼, 츠빙글리의 흑사병 투병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역병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그의 신학적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추구했던 신학적 이념은 인간의 자유의
지를 긍정했던 에라스무스와는 달리, 이를 부정했던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기본적으로 공유
하고 있지만, 양자의 의미상 차이점도 존재한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의 발견을 통하여 에라
스무스의 견해를 극복하고 있다면, 그와는 달리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
과 피조물 인간의 명백한 차이 및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전적 신뢰를 강조하
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에라스무스의 신학적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츠
빙글리의 신학적 사유는 1519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병가를 통하여 본격적으
로 시작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츠빙글리 역병가 작성연대에 관한 신학적 논쟁
은 루터와 대비되는 그의 독창적인 종교개혁신학의 단초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학문적 시
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에라스무스의 윤리화된 기독교의 구현은 결코 폐
기될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이상으로 존재했다. 오히려 그는 에라스무스를 추종했던 스위
스 인문주의자들의 윤리적 이상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확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추구했던 참된 종교(vera religio)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
니라, 초월적 절대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명백한 차이 및 하나님과 그 분을 향한 피조
물 인간의 전적인 신뢰에 근거하여 실현되는 윤리화된 기독교로서, 이는 이미 논증했던 것
처럼, 에라스무스의 윤리화된 기독교의 이상을 창조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츠빙글리의 종
교개혁자로서의 신학적 시도이다.

21) Arthur Rich, 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Zürich: Zwingli-Verlag, 1949), 112.

- 11 -

하인리히 불링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 이해:
『50편 설교집』을 중심으로

박상봉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들어가며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사오며(credo ecclesiam catholicam)”라는 조항이 늘
고백된다.
이
‘보편
교회’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약
110년경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가 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다. 1
이 글에서 ‘보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와 같이 온전한 상태의 교회, 즉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보존되고 있는 모든 개별 교회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보편 교회가 있다”고 선언되었다. 2 그 이후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안(Cyprian of Carthage)은 자신의 『보편 교회의 단일성에 관하여』에서 ‘보편 교회’를
노바티안(Novatian)의 ‘이단적인 것’ 혹은 ‘분리적인 것’과 구별되는 ‘정통적(orthodox)’인 개념과
동일한 성격으로 발전시켰다. 3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 종교에 관하여』에서
도나투스파(Donatists)를 비롯한 이단들과 구별하여 “카톨릭 교회를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4 이러한 배경 볼 때, 보편 교회는 교회-교리사적으로
분리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모임과 구별된 모든 개별 교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회-교리사적인 전제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이 두 종교개혁으로 출발되지
않았듯이, 처음부터 교회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교파적인 교회를 지향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했던
교회는
1529년
말부르그(Malburg)
종교회의
이래로
첨예화된
'교파화
과정'(Konfessionalisierung)의 결과 속에서 등장한 루터 교회 혹은 개혁파 교회가 아니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 신학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요소로 인하여 개신교의 교파적인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간주되었고, 결과적으로 루터 교회와 개혁파 교회가 보편 교회의 파편적인 교회들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와 오류의 경계선을 긋는 것과 관련된
교리의 기초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 신자들을 모이게 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의 가르침 5 에 근거한 한 보편 교회를 끝까지 견지 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단일하며, 거룩하며, 공교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una, sancta,
catholica et apostolica ecclesia)에 대한 강조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전제였다.6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구상하지도 않았다. 루터파 교회의 신앙
혹은 개혁파 교회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면면히 계승된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추구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할

1 Ignatius of Antioch, Letter ot the Smynaeans 8:2 in The Apostolic Fathers, de. Bar Ehrman, vol.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304-305.
2
앨리스터 맥그래스, 『종교개혁사상 』, 최재건 옮김,( CLC, 2006), 331.
3
Thascius Caecilius Cyprianus, in Unitas in Latin antiquity : four centuries of continuity, ed. Erik Thaddeus Walters,
Frankfurt, M.; Berlin; Bern; Bruxelles (New York, NY; Oxford; Wien, Lang, 2011), 113-133.
4 Aurelius Augustinus, De vera religione, in Augustius Opera Bd. 68, hg. von Josef Lössl, Schöningh, Paderborn 2007,
128: “..., Catholicam nihil aliud quam Catholicam vocant, ...”
5 J. 판 헨더렌 & W. H. 펠레마,『개혁교회 교의학』, 신지철 옮김, (새물결플러스 , 2018), 1170.
6 보편 교회에 대한 개념은 종교개혁자들의 다양한 저술들 속에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고백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27항,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항,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17항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 The catholicity of the Reformation, eds. Carl E. Braaten and Robert W. Jenson (Grand Rapid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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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교회-교리사적 맥락에서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었던 공동의
신앙유산으로서 ‘정통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성경의 전제 속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교리사적으로 검증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7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시대의 신앙적인 통일성을 갖게 하는 ‘정통신앙’을 회복하고 체계화하는데 관심을 둔 것이다. 즉,
종교개혁 사상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자의적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정통신앙의 내용임을 각인시키려고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도적 가르침’은 깊은 근저에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도에 따라서 진술된 교리’라는 이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과
그 이후의 세대들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도 전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스위스 제2신조』에 고백된 불링거의 진술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사도들이 서로 모순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도적인 교부들도
사도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분명히, 사도들이 언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글들과 모순된 것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주장이다.”8
불링거는 이 연속성을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산물로 보지 않았다. 바울의 입장(고후
12:18)을 존중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했다. 9 결과적으로, 이
연속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저 멀리 구약 선지자들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뻗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편 교회는
교회-교리사적으로 정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집합이라는 사실도 알게 한다.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자들과 교황주의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논쟁되었던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보편 교회의 정의와 보편 교회의 분리”에 대한
문제였다. 교황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향해 교회를 분리하는 이단자들로 간주했고, 이와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분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은 완전히 깨뜨려지고 파편화된 것처럼 보여졌다.10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불링거는 대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1552년에 기독교 신앙의 종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을
방어하고 또 정통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출판된 『50편 설교집』 11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12
불링거는 '보편 교회'에 관한 41-44번 설교들과 '교회의 실천적인 활동'에 관한 50번 설교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었다. 당연히, 이 글은 불링거의 공교회적인 교회분리에 대한 입장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이와 동시에 보편 교회의 단일성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또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파편화된 교회의 모습을

7

헨더렌 & 펠레마, 『개혁교회 교의학』, 1172.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22: “So wie die Apostel nichts einander Widersprechendes gelehrt haben, so haben auch
die apostolischen Väter nichts den Aposteln Entgegengesetztes weitergegeben. Es wäre doch wahrlich gottlos zu behaupten,
die Apostel hätten durch das mündliche Wort ihren Schriften Widersprechendes überliefert.”
9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22: “Anderswo bezeugt er weiter, dass er und seine Schüler, das heißt apostolische
Männer, denselben Weg gehen und gleicherweise im selben Geiste alles tun (2.Kor. 12,18).”
10
맥그래스,『종교개혁사상』, 332.
11 라틴어 원문: Sermonum Descades quinque, de potissimis christianae religionis capitibus, in tres tomos digestae, authore
Heinrycho Bullingero, ecclesiae Tigurinae ministro (Zürich: Christoph Froschauer, 1552). 현대 독일어 편집본: Heinrich
Bullinger, Dekaden, in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hg. von Emidio Campi, Detlef Roth & Peter Stotz, Bd. III-VI (Zürich:
TVZ, 2004). 영어 편집본: Henry Bullinger, The Decades, Tran. by H. I., Ed. Thomas Harding, Cambridge [Eng.] : Printed at
the University Press.
12 취리히 교회 안에서 실제로 선포되었던 50편 설교가 신학적인 주제들에 따라서 묶여져서 출판된 것이다. (Peter
Opitz, Heinrich Bullinger als Theologe: Eine Studie zu den Dekaden (TVZ. 20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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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면서 '공교회성'에 근거한 바른 교회의 한 단면을 그려보려는 것이다.
1. 보편 교회의 단일성
불링거는 보편 교회(Catholica Ecclesia)의 기원을 하나님의 선택에 두었다.

13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실존하는 인류 가운데서 장차 자신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신다. 이 택자들은 이 땅 위의 시공간 속에 흩여져 살아가고 있다. 즉, 보편 교회는
“처음 동쪽으로 가지를 뻗으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모든 시간을 넘어서 전 세계의 신자를
포괄하며, 또한 나라, 민족, 가족, 계층, 세대 혹은 성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14 그래서
불링거에게서 보편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 문화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들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창조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믿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일치와 관련하여 이해되었다.
그리고 보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택자들은 시공간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 이 때문에 불링거는 보편 교회를 어떤 시대와 장소에
흩어져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항상 동일한 모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단일하며
분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보편 교회로 모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승리한 교회로서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들이고, 천상의 유업을
받을 공동상속자들며 그리고 그리스의 몸에 함께 붙어있는 권속들이며, 더욱이 천상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의 공동체이다. 15 이와 동시에,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여전히 이 땅에서
마귀, 죄, 육체와 세상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서 싸우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16 그래서 불링거에게서 “교회는 부분적으로는 하늘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땅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공동체”로 간주되었다.17
이 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는 교회의 외형과 본질에 대한 구별 속에서 가시적이고 외적인
특성과 비가시적이고 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18 먼저, 보편 교회의 가시적이고 외적인 특성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그리고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보편 교회의 비가시적이고 내적인 특성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열려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으며 그리고 누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지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편 교회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불링거는 “알곡과 가라지”를 경솔하게 판단하여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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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UM DECADES QUINQUE, 740.
SERMONUM DECADES QUINQUE, 741: “Profert enim palmites suos in omnia universi mundi loca et in omnia omnium
aetatum tempora comprehenditque in universum omnes totius mundi fideles. Etenim ecclesia dei non est affixa regioni, genti
aut familiae, conditioni, aetati aut sexui.”
15 SERMONUM DECADES QUINQUE, 742: “ Proinde omnes sancti in coelis pertinent ad nostrum consortium, imo nos
pertinemus ad ipsorum societatem. Sumus enim socii et cohaeredes sanctorum ab Adamo ad finem usque saeculi omnium ac
domestici dei. Id quod maximam habet in omni vita hominum consolationem aculeosque ad studium virtutis acutiss[imos].
Quid enim est praestantius quam domesticum esse dei? 15 Quid, obsecro, iucundius vel cogitari potest quam nos esse socios
patriarcharum, prophetarum, apostolorum, martyrum omnium, angelorum beatorumque spirituum?”
16 SERMONUM DECADES QUINQUE, 742: “ Militans ecclesia coetus est hominum in terris nomen et religionem Christi
profitentium et adhuc militantium in mundo contra diabolum, peccatum, carnem et mundum in castris et sub signis Christi
domini.”
17
SERMONUM DECADES QUINQUE, 741: “ECCLESIA est universalis fidelium coetus vel multitudo partim in ipso coelo
iam agens, partim adhuc in terris versans.”
18 SERMONUM DECADES QUINQUE, 748: “Visibilis et externa ecclesia illa est, quae foris ab hominibus ex auscultatione
verbi domini et sacramentorum eiusdem participatione publicaque fidei confessione pro ecclesia agnoscitur. Invisibilis et
interna dicitur, non quod homines sint invisibiles, sed quod hominum oculis non appareat soliusque dei oculis pateat, 10 qui
vere vel ficte cre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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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불링거는 표면적으로 교회가 다양한 이름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보편 교회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보편
교회의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분리를 허용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에
의해서
교회가
'보편적인'(catholicam)
교회
혹은
'우주적인'(universalem) 교회로 지칭된 것도,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결코 다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9 특별히, 이러한 이해 속에서 불링거는 보편 교회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했다: 먼저, 보편 교회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묘사된다고 해도,
여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영원히 한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20
다음으로,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이다. 21 끝으로, 그리스도 오심 앞서 존재했던 옛 교회와 우리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이방인에게서 세워진 새로운 백성의 교회도 한 유일한 교회이다. 22
불링거는 보편 교회가 그 성격에 있어서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어서 또 모든 장소적인 제약을 넘어서 결코 어떤 것들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 것이다. 다음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로부터 한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가
수많은 지체들로부터 구성된 한 몸처럼 모이며 연합된다. 이것은 모든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한 교회가 존재하며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유일한 교회는 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된다.”23
당연히, 불링거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과
위선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거나 결코 분리되지는 않는다. 설령,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게 된 것으로 이해했다. 24 보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의 썩은 지체가 잘려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구성원들이나 개별
교회들이 이탈해 나간다고 해도, 보편 교회는 결코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불링거는 하나님의 보편 교회의 단일성을 강조하면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도
없고, 참된 구원과 평안도 없으며 그리고 빛과 진리도 없다고 상기시켰다. 25 이 때문에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참된 예배가 보존되고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심각한 불법을 행한 것임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19

SERMONUM DECADES QUINQUE, 768.
SERMONUM DECADES QUINQUE, 768: “... manent tamen perpetuo omnia haec membra in uno corpore unita sub uno
capite Christo.”
21 SERMONUM DECADES QUINQUE, 768: “... ita neque sabatismus vel felicitas beatorum spirituum in coelis
triumphantium et labores ac aerumnae, quibus militantes adhuc in hoc saeculo sub signis Christi exercemur, duas efficiunt
ecclesias.”
22
SERMONUM DECADES QUINQUE, 768: “Sic enim una duntaxat est ecclesia veterum Christi adventum praecedentium
et nostra sive novi post Christi adventum populi assumpti ex gentibus.”
23 SERMONUM DECADES QUINQUE, 769: “Ex particularibus per totum orbem dispersis ecclesiis ceu ex pluribus membris
corpus catholica vel universalis colligitur ac compingitur ecclesia, quae est omnium sanctorum communio. Proinde
certissimum est unam esse duntaxat ecclesiam dei, non plures, cui unicus monarcha presidet: Iesus Christus.”
24
SERMONUM DECADES QUINQUE, 768: “Cumque hypocritae ab ecclesiae unitate deficiunt, non scinditur in partes
ecclesia, sed redditur purgatior.”
25 SERMONUM DECADES QUINQUE,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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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링거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떠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에
배제된다”고 밝힌 초대교회의 교부인 락탄티우스(Lactantius)를 인용하면서 주님이 “우리 밖에는
생명이 없다”(요 10:16)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다고 주장했다.26
특별히, 이러한 전제 속에서 불링거는 당시 현실 속에서 보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정확한 소속을 밝히지 않았지만 '고집불통이며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매우 비판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27 아마도 재세례파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한 것으로 짐작된다. 불링거의 『50편 설교집』이 출판된
1550년대 초에 취리히에서 재세례파들은 정부의 통제 속에서 더이상 활동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상적인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불링거는
1561년에 『재세례파의 기원』을 출판하면서 여전히 재세례파들의 발흥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28
이미 재세례파들은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인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링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혔다: “오늘날 재세례파들이
행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역자들의 연약함과 부덕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거나
거부한다.” 29 그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며서 현실 교회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
교회와 교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덜 성숙하고, 흠이
많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예전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치리에 대한 엄밀함과 엄중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태도에 있어서도 완전한 순결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불링거는 이
분리주의자들은 현실 교회의 이러한 불결함 때문에 자신들도 불결하게 될 수 있다는 핑계 속에서
교회분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분리에 대한 납득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고발했다. 30 의심의 여지없이, 재세례파는 '교회 밖에'(extra ecclesiam)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2. 분리될 수 없는 보편 교회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링거도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초대교회 시대의 분리주의적인 이단들과 같은 보편 교회로부터 분리된 ‘분파적 교회’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새로운 교회는 교회-교리사적 이해 속에서 이단들과 구별되는 ‘정통
교회'(Orthodoxie)와 동일한 의미 31 를 갖는 보편 교회로부터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 불링거는 교회분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로마 카톨릭 교회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교회분리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분명한 기준 없이 단순히 특별한 상황이나
인간적인 의도에 따라서 교회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어쩔 수 없기에 분리하거나 분리되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교회가 무신론을 조장할 때, 바른 성례가 시행되지 않을 때, 우상숭배를 조장할 때, 순수한
교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또 참된 양식이 제공되지 않을
26

SERMONUM DECADES QUINQUE, 769.
SERMONUM DECADES QUINQUE, 769: “Invenias enim hodie capitosos et phanaticos homines non paucos, qui annis
multis cum nulla communicarunt ecclesia necdum cum ulla communicant.”
28 Fritz Bützer, Herinrich Bullinger: Leben, Werk und Wirkung Bd. II (TVZ:Zürich, 2005), 158. 불링거는 재세례파의
신학적 사상을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이었던 노바티안(Novatian), 아리우스주의자인 아욱센티우스(Auxentius)
그리고 펠라기우스(Pelagius)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29 SERMONUM DECADES QUINQUE, 770: “Multi propter ministrorum quorundam delicta et vitia congregationem
ecclesiae vel deserunt vel fugiunt, quales hodie sunt anabaptistae.”
30 SERMONUM DECADES QUINQUE, 770: “Caeterum nulla adhuc causa idonea ab istis est recensita, propter quam iure
vel nobis coniungi non 5 debeant vel a nobis disiungi possint.”
31 Geoffrey D. Dunn, Heresy and schism according to Cyprian of Carthage, Journal of Thelogical Studies 55 (2004), 55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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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러한 교회로부터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분리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이다. 32 결국,
이와 같은 교회분리의 이유는 불링거에게 한편으로 개신교의 한 지역교회인 취리히 교회가
이러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세례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득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신교가 이러한 오류 안에 머물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것은 정당하다는 변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불링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과 관련하여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들을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제시했다:
첫째로, “성경 해석의 차이점 때문에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 불링거는 전체 성경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명제에 근거하고 있는 신앙의 규범(교리)에 대한 변질이 없다는 전제 아래서 성경의 각
본문에 대한 해석적인 차이점은 각 교회 안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33 각
사람의 해석적인 특성에 따라서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다양성이 늘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목사들은 신앙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이 모순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협력적인 선을 이룬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신자들은 모든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면서 좋은 것만을 취하여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에 대한 설교와 들음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의 건덕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서 불링거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
제시되지 않고 참되고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성경 본문이 해석되는 차이점이 교회를
저버리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4 물론, 그는 목사들을 향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더 완벽한 실력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키고 있다.
그리고 신자들을 향하여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점이 느껴질 때 보편적이고 바르게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둘째로, “사역자들의 악습관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불링거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나쁜 습관이나 질병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 혹은
위로하는 것에 신실하며 그리고 합법적으로 성례를 시행한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35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근거하여 36 사람의 잘못을 옹호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의 삶이 자신의 가르치는 내용에 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불링거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쁜 생활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가르침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든다는 것에 더 큰 주목을 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도 때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인격이나 행실에서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드러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목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역시도 바르게 인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SERMONUM DECADES QUINQUE, 770: “Agnoscimus iustas esse caussas, ob quas pii se possint et debeant seiungere
ab impiis coetibus, in quibus non tantum corruptus est sacramentorum usus legitimus et conversus in idololatriam, sed et
syncera doctrina prorsus est adulterata doctoresque vel pastores iam non sunt prophetae, sed pseudoprophetae, qui videlicet
veritatem dei persequuntur denique pro cibo vitae administrant sedentibus venenum.”
33
SERMONUM DECADES QUINQUE, 770.
34 SERMONUM DECADES QUINQUE, 771: “... interim tamen nihil dicit veritati fidei et dilectioni dei et proximi contrarium,
omnia autem profert ad aedificationem. Ex hac, inquam, diversitate nemo sumit occasionem divertendi ab ecclesia. Omnes
enim pii omnia probant; quod bonum est, retinent et in omnibus concionibus aut auscultationibus sacris omne studium suum
unice ad aedificationem referunt.”
35 SERMONUM DECADES QUINQUE, 771: “Porro si ministri vitiis aut morbis laborant foedis, interim vero in docendo,
admonendo, adhortando, accusando et consolando fideles sunt, si legitima sacramenta dispensant legitime, nemo habet iustam
deserendae ecclesiae occasionem.”
36 마 23:2-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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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7 불링거는 목사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셋째로,
“예전(Ritus)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불링거는
소크라테스(Socrates), 이레네우스(Irenaeus),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같은 다양한 교부들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전의 다양성이 늘 존재했다는 것을 밝혔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일치의 끈을 자르지 않기 위해 예전의 적용에 있어서 큰 자유를 허용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38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어떤 규범이나 조언이라는 핑계 아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예전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불링거는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면서 많은 쭉정이와 잡초 아래 놓여 있는 교회는 신앙에 반대되거나 의로운
생활태도에 역행하는 예전이 아니라면 많은 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9 예전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네째로, “신자들의 성결치 못한 생활태도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불링거는 지상에
있는 보편 교회를 완벽하게 보지 않았다. 연약함을 가진 목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연약함을 가진
신자도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짓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중세의 순결주의자들인 카타리나파(katharós)의 광기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40 불링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많은 악습들과 허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도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거룩하다고 설교했으며 또 신실한 신자들을 향하여
그 교회로부터 분리될 것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시켰다. 불링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의 보편적인 교회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허물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고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면, 여전히 이 교회도 보편
교회의 일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41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성찬식에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일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불링거는 성찬식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에 의하여 일상적인 빵을 나누는 것조차도 금지된 대상들이 참여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했다. 즉, 간음한 자들, 술
취한 자들, 인색한 자들, 전쟁광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부류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의 주님이 스스로 더럽게 된 유다를 최후의 만찬에 참여시켰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참된 믿음을 가진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낯선 불신앙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키시면서,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하여 인내를 가지고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42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 안에서 안타까움을 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참고 또 심판의 날에 쭉정이를 날려버릴 때까지
참고로, 불링거는『스위스 제2신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설교된 말씀 자체에 주목해야 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설교자가 못된 악인이며 또 죄인이라고 해도,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설교자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무조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자가 설교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설교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 의해서 선포된 설교가 성경적으로 바르다고 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시킨 것이다.
38 SERMONUM DECADES QUINQUE, 772: “Proinde vetus illa ecclesia usa est libertate magna in ritibus usurpandis, ut
tamen non dissolveret vinculum unitatis.”
39 SERMONUM DECADES QUINQUE, 772
40 SERMONUM DECADES QUINQUE, 773.
41 SERMONUM DECADES QUINQUE, 774: “Indubitatum est ergo graviter peccare abstinentes a consortio nostrae, imo
catholicae ecclesiae, in qua etsi sint non vulgares corruptae vitae errores, doctrina tamen syncera et sacramentorum celebratio
pura est.”
42 SERMONUM DECADES QUINQUE, 774.
37

7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3 불링거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것과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구별했다. 즉, 잘못된 성례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성례를 거절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을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불링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정리된 전통신앙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교회분리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들과 신자들의 연약함을 핑계로 교회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과 예전의 차이점과 같은 교리적인 적용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탈하려는 시도 역시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천상에 속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상에
속해 있는 보편 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회분리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보편 교회가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또 지역적이고 개교회적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가진 독특성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링거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발생한 교회분리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3.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
종교개혁이 발생해서 새로운 교회가 등장했을 때, 불링거의 직접적인 증언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분리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재세례파들과 수많은
광신도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인 교회분리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편 교회로부터 이탈해서 새로운 이단적인
예배공동체를 세웠다고 비난했다. 44 당연히, 이러한 비난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종교개혁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초기 과제는 종교개혁 이래로
새롭게 세워진 개혁된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의 신학적인 차이점을 선명히 드러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되었다. 45 개신교가 바른 교회임을 증명하는 종교개혁의 사상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개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불만을 가진 지식인층과
귀족계층의 지지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부터 작동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역,
자신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의 원칙 46 아래서 각 개인의 종교적인 결정과 상관 없이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평범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도 요청되는 과제였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정당성과 신앙적인 유익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동요와 불안이 없는 개혁된 신앙고백(Konfession)의 수용과 신앙적인 충성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불링거는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단이며 혹은 누가
43

SERMONUM DECADES QUINQUE, 774-5.
SERMONUM DECADES QUINQUE, 775: “Ad ravim enim usque clamitant eodem nos crimine convictos teneri, quo
anabaptistas et phanaticos quosdam condemnavimus. Nos enim sacrilego quodam schismate et nulla adactos necessitate
veterem deseruisse Romanam ecclesiam et novas atque haereticas25 nobis extruxisse synagogas.”
45 Sang-Bong Park, Heinrich Bullingers katechetische Werke, Zuerich 2009, 13.
46 이 ‘cuius regio, eius religio’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그 지역의 영주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아우구스부르그 종교평화협정(Augusburger Religionszufrieden)에서 공식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적용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Theologische Realenzyklopaedie,
hg. Von Gerhard Mueller u.a., Bd. II (Berlin•New York ,1976-2004), 6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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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주의자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다. 47 불링거는 핵심적으로 개혁된
교회는 성경의 사실과 진리에 반하여, 신앙의 조항에 반하여, 구원에 반하여 그리고 보편 교회의
성경에 근거한 교리에 반하여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교황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교회의 새로운 교령,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확산된 파렴치한
오용과 부패, 교황주의적인 독재정치, 적그리스도주의 등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 48 개혁된
교회는 교황의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보편 교회와 사도적인 교회로 모일 수 밖에 없었으며
또 스스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귀결시켰다.49
불링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보존되어 왔던 옛 로마 교회와 교황주의자들의 전통들이 존재하고, 교황의
교령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또 교황의 독재와 사치스러운 궁정생활이 펼쳐지고 있는 새 로마
교회를 구별했다. 50 이러한 이해 속에서 개혁된 교회는 옛 로마 교회와 결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로마 교회와 결별한 것임을 외쳤다. 새 로마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51 새 로마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링거는 거룩한 보편 교회는 유일하신 목자로서 그리스도께 매여 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황주의자들은 단순히 악하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악하고 혐오스러운 대적들과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52
이러한 이해 속에서 불링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내적인 표지도 또 외적인 표지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53 먼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한 교제, 참된 믿음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랑”과 관련된
내적인 표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4 내적인 표지는 “주님의 영과 함께 하는 교제,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55 이 내적인 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되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합된다. 이러한 연합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며 또 그리스도의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가 아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고백, 동일한 성령 그리고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한다. 이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진정한 연합을 이룬다. 끝으로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로부터 또
성령의 교통으로부터 발생한다. 믿음의 근거하여 모든 신자들을 가장 밀접하게 연합시키는
끈이다. 불링거는 내적인 표지가 외적인 표지를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만족스럽고 기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SERMONUM DECADES QUINQUE, 775: “Video ergo mihi digrediendum paululum et certandum esse cum papisticae
ecclesiae defensoribus demonstrandumque nunquam nos recessisse ab ecclesia Christi catholica. Ac quoniam in primis in hac
caussa scire refert, quis haereticus quisve schismaticus vere dicatur, de his paucula haec praelibo.”
48
SERMONUM DECADES QUINQUE, 776.
49 SERMONUM DECADES QUINQUE, 776-7: “Tyrannidem ergo et antichristianismum fugimus et recusamus, Christum et
iugum eius non recusamus, societatem sanctorum non fugimus, imo ut in hac manere veraque Christi et sanctorum membra
esse possimus, ex papistica ecclesia refugientes in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recolligimur. ... Libere
enim fatemur, et magno cum gaudio gratias deo liberatori agentes praedicamus nos recessisse a Romana ecclesia eandemque
etiam hodie abominari.”
50 SERMONUM DECADES QUINQUE, 777.
51 SERMONUM DECADES QUINQUE, 777: “... qui Romanam ecclesiam relinquentes a vera dei ecclesia non recessimus.”
52 SERMONUM DECADES QUINQUE, 777: “Romanenses autem illi nec mali sunt nec hypocritae, sed pessimi prorsus et
atrocissimi veritatis Christi hostes palam blasphemantes evangelium et persequentes credentes in Christum.”
53
SERMONUM DECADES QUINQUE, 777: “Ideoque ecclesiae dei notas non habent neque internas neque externas.”
54
SERMONUM DECADES QUINQUE, 777.
55 SERMONUM DECADES QUINQUE, 751: “Sunt autem communio spiritus domini, fides syncera et charitas ge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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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관련된 외적인 표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용되었다는 지적이다. 56 외적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선포와 그리스도의 성례에 대한 합법적인 시행”이다. 57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링거는 믿음의 교리들과
일치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유지하며 그리고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밝혔다. 58 아리우스(Arius)를 실례로 들면서 성경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바꾸어서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참된 표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성례의 시행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도에 따르지 않으면 참된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59 불링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과 관련된 외적인 표지를 신적인 증언을 통하여 전승되고 확증된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표지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며 또 그 안에서 보존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60 특별히, 이 외적인 표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지체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바른 믿음과 순종에 관심이 없는 위선자들에게는
비본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61 얼마나 많은 개별 교회들을 소유하고
있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넓은 의미에서 보편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내적인 표지와 외적인 표지와 관련하여 참된 교회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불링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별 신자들을 포함한 전체 교회에까지 확대시키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로 한정시켜 이해했다. 교회의 내적인 표지와 외적인 표지를 훼손한
책임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62 이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사제들의 개혁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던 구호인 '교회의 머리와 지체들의 개혁'(Reformatio
ecclesiae incapite et membris)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불링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참된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외하면서
성결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었으며, 죄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표시로서
거룩한 세례가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순수한 교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교황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실례들에 근거하여 63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56

SERMONUM DECADES QUINQUE, 777-9.
물론, 불링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구 등도 교회의 외적인 표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58 SERMONUM DECADES QUINQUE, 750: “Porro ad plenam signorum ecclesiae cognitionem pertinet et illud et quidem
in primis non satis esse verbum dei vel scripturam iactare, nisi sensum quoque nativum et fidei articulis congruum simul
amplectamur, retineamus et tueamur.”
59 SERMONUM DECADES QUINQUE, 750: “Quod de verbo dei diximus, etiam de sacramentorum usu intelligere necesse
est; nisi enim usurpentur legitime eo, inquam, modo, quo instituit ipse dominus, non sunt ecclesiae dei signa.”
60 SERMONUM DECADES QUINQUE, 749: “Certissimum est itaque, quia divinis traditum testimoniis, externas ecclesiae
notas esse verbum et sacramentum. Haec enim colligunt nos in societatem unius corporis ecclesiastici et in eadem nos retinent.”
61 SERMONUM DECADES QUINQUE, 749: “Haec testimonia omnia proprie quidem (quod et paulo ante monui) electis dei
membris fide et iusta obedientia donatis, hypocritis fide et iusta obedientia destitutis improprie congruunt, quia tamen et hi
vocem pastoris externe audiunt, virtuti operam dant et palam vel foris conglutinantur sacramentorum participatione electis et
vere credentibus, corpori, inquam, Christi vero propter externa illa signa numerantur in ecclesia, quandiu ex ipsa non recedunt.”
62 SERMONUM DECADES QUINQUE, 779: “ Hac ratione, inquis, nulla relinquetur in terris Christo ecclesia. Ecclesiae
enim gubernatoribus aberrantibus et verbum dei corrumpentibus deserentibusque quae, obsecro, spes reliqua est de ecclesia?
Aut signis non comparentibus ecclesiae ubi, quaeso, est ecclesia? Respondemus deum optimum maximum in calamitatibus
ecclesiae, in quibus gubernatores a verbo et vero cultu dei deficiunt ac novas leges et novos ritus amplectuntur et in ecclesiam
inducunt veris ecclesie˛ notis externis ad tempus obscuratis aut obsoletis, nihilominus sibi in terris reservare ecclesiam, quam
et veris doctoribus submissis fulcit et reparat, licet hi ab illis, qui veri et ordinarii ecclesiae gubernatores videri volunt, non
agnoscantur pro veris dei ecclesiae ministris aut doctoribus, sed condemnentur pro seditiosis ecclesiae turbatoribus et haereticis
execrabilibus.”
63 불링거는 여로보암(왕상 11:26-14:20; 대하 10:1-13:20), 아합(왕상 16:29-22:40), 아하스(왕후 16; 대하 28),
므낫세(왕하 21:1-18; 대하 33:1-20), 바벨론 포로(단 3:12-18) 등의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도 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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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64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분의 복음을
떠나지 않는 신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도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불링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개별 신자들의 믿음을 분리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교리적인 남용을 비판한 것이며, 결코 그 안에 있는
개별 신자들의 구원의 문제를 직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개혁된 교회의 설립은 불링거에게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벗어나서 사도적인 교회의 형태에 따라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65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교황, 극도로 부패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내적이고 외적인
표지를 잃어버린 거짓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표지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래서 불링거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로마 교황의 권좌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66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서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링거는 개혁된 교회의 설립이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배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설득시켰다: 먼저, 새로운 교회의 등장은 초대교회 당시에 루치아노(Luciano)와 관련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배교와 전혀 다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발렌티누스, 말시온, 아리우스, 마니,
아르테몬 그리고 이와 유사한 괴수 같은 사람들과 관련된 이단적인 배교도 아님을 밝혔다.
끝으로, 도나투스주의자들과 관련된 교회를 분리시키는 배교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67 즉,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생되었던 이러한 세 가지 배교의 형식으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정죄할 수
없다고 증명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 교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불링거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분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임을 강조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은 비장한 내용으로 선언했다:
“로마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신앙고백들과 교회의 구원을 제공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고백들을 흐리게 하고, 교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신자들을 조작시키는 오류들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러한 분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솔함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우리가
어둠의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새롭게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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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UM DECADES QUINQUE, 782.
SERMONUM DECADES QUINQUE, 783: “Quid ergo hodie peccavimus reformantes ecclesias ad apostolicae imaginem
ecclesiae prophanatas iam olim a sede illa Romana ac membris eius?”
66 SERMONUM DECADES QUINQUE, 783: “ Proinde discessus ille noster a sede vel ab ecclesia Romana non modo licitus,
sed et necessarius est, quippe mandatus nobis ab ipso domino per sanctos apostolos, 15 quibus nisi obediamus, salvari
nequaquam poterimus.”
67 SERMONUM DECADES QUINQUE, 784: “Est defectio apostasiae, qua fidei vel religionis odio ex mera impietate et
contemptu numinis athei cum Luciano suo impio ac Juliano apostata a fide orthodoxa et catholica denique a communione
fidelium deficiunt et veritatem praeterea christianam convitiis blasphemiisque impetunt ac ipsam dei ecclesiam vel irrident vel
persequuntur. Est rursus defectio haeretica, qua videlicet cum Valentino, Marcione, Ario, Manichaeo , Artemone similibusque
monstris superbi et confidentes pertinacesque nequam vel ipsam scripturam repudiantes vel interpolantes contemnunt et
calcant vel certos fidei articulos sanaque ecclesiae dei dogmata negant, subvertunt ac oppugnant, contraria astruunt atque ita
ecclesias sibi haereticas construunt, a vera autem, orthodoxa et catholica recedunt. Est praeterea discessus schismaticus, qualis
erat Donatistarum separantium se ab ecclesia dei vera praetextu absolutioris consequendae sanctificationi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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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들과 함께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거짓 교리, 우상숭배 그리고
무죄한 순교자들의 피로 가득 채워진 로마 교회의 권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68
결론적으로, 불링거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은 '정통 교회의 회복'에
초점이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신교의 가장 우선된 임무는 두 교회들 사이의
신학적인 경계선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69
하지만
의미가
교회와
표명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는 엄밀히 말하면 개혁된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라는
전혀 아니다. 거짓된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단순히 개신교가 교황주의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근거한 정통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을
것이며, 더욱이 정통 교회임을 확고히 한 것이다.

4. 단일한 보편 교회의 유지를 위한 실천
불링거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보편 교회는 개별 교회들과 모든 가시적인
지체들로부터 형성된다. 70 개별 교회들과 가시적인 지체들은 각 나라들과 도시들 안에 흩어져서
고유한 이름과 함께 한 목사와 어떤 특정한 숫자의 신자들로 구성된 각기 독립된 교회들을
의미한다. 즉, 이 세상의 셀 수 없는 장소들 위에 세워진 개별 교회들인 것이다. 한 실례로,
취리히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한 개별 교회로서 '취리히 교회'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보편 교회는 개별 교회들의 집합이며, 개별 교회들은 보편 교회의 한 일원이다. 개별 교회들은
보편 교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편 교회에 속하지 않은 개별 교회들은
없는 것이다.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들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개별
교회들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링거는 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오직
하나님의 한 교회가 존재할 뿐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71 이러한 이해 속에서
불링거는 모든 개별 교회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편 교회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외적인
표지만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편 교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교회의 조직과
구조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학적인 갈등 속에서 결과된 교회분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실천했다.
불링거에게서 보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고 보존되는데, 현상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보존된다고 확신되었다. 72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그 직분에 근거하여 교회가 경영되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경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SERMONUM DECADES QUINQUE, 784-5: “... quae sit non a vera, sed falsa ecclesia; non a populo dei, sed a
persecutoribus populi dei; non ab articulis fidei et sanis dogmatibus ecclesiae, sed ab erroribus fidei articulos obscurantibus et
a pravis hominum traditionibus et corruptelis, quae denique sit non levitate aliqua, sed necessitate; non novandi, sed vere
religionis studio propter veram fidem recuperandam secundum testimonia aeternae veritatis, ut relicto tenebrarum consortio
recolligamur cum Christo, vera luce, et omnibus membris eius. Ita vero hodie deseruimus Romanam illam5 sedem falsa
doctrina, idololatria et innoxio martyrum sanguine redundantem ...”
69 Artikel zur Ordnung der Kirche und des Gottesdienstes in Genf, dem Rat vorgelegt von den Predigern (1537), in:
Calvin－Studienausgabe, Bd.1.1, Hg. Eberhard Busch u.a., Neukirchen－Vluyn 1994, 125.
70 SERMONUM DECADES QUINQUE, 743: “Porro universalis ecclesia ex omnibus colligitur particularibus in universo
mundo ecclesiis omnibusque membris suis visibilibus.”
71 SERMONUM DECADES QUINQUE, 769: “Proinde certissimum est unam esse duntaxat ecclesiam dei, non plures, cui
unicus monarcha pre˛sidet: Iesus Christus.”
72 SERMONUM DECADES QUINQUE, 794: “Dixi enim ecclesiam dei verbo dei extrui atque conservari idque per ministros
ad hoc per dominum deputatos, unde consequens est, ut nunc dicamus de ministris ecclesiae eorumque ministerio, id est de
ordine, quo suam ecclesiam deus guberna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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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서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분은 이러한 원리 속에서 교회도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이다. 73 하나님은 처음에는 족장들을 통하여,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중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교사들과 목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배우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편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역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불링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에게는 엄중한 교회의 직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시킨다. 충성된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손상될 수 없는 신분 또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결코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74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사역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구원의 날까지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성숙한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고 또 매번 이단의 기만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과 참된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하고 순수하게 붙들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든 시대에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유업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75
불링거에게 교회의 사역자들이 세워진 목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편 교회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직무적인 의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들은 보편 교회의 질서, 섬김, 교육, 치리, 보존 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질서와 완벽한 기구(제도)로 간주되었다.76
의심의 여지없이, 불링거는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분열된 교회들의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1529년에 열린 말부르그 종교회의의 여파 속에서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의 신학적 불화는
개신교의 분열을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자로 등장한 이후부터 서서히
개혁주의
교회도
‘쯔빙글리주의(Zwinglianismus)’와
구별되는
‘칼빈주의(Calvinismus)’로
77
양분화되었다.
개신교 내 분열의 중심에는 성만찬 신학이 놓여있었다. 이러한 개신교회의
분열로 16세기 중반의 유럽대륙은 로마 카톨릭 교회, 개신교 그리고 재세례파들이 분리되었던
종교개혁 초기만큼 혼란스러웠다. 1545년 트리엔트 종교회의(Trienter Konzil)로부터 출발된
반종교개혁의 진전과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을 향한 루터주의 진영의 지속적인 비판은 다른
정치적인 급박한 상황들과 함께 성만찬 신학의 일치를 위한 쯔빙글리주의와 칼빈주의로 분리되어
있었던 개혁주의 내부의 논의를 강하게 자극시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취리히 교회와 제네바
교회 사이에 성만찬 신학의 일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1549년에 불링거와
칼빈의 성만찬 신학의 신앙고백서인 『취리히 일치서』가 출판되었다.78 그 결과로 스위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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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UM DECADES QUINQUE, 795.
SERMONUM DECADES QUINQUE, 796: “Fideles ergo ministri domini Iesu id unice curant, ut Christo suam gloriam et
authoritatem illibatam, suum sacerdotium omni parte integrum conservent.”
75 SERMONUM DECADES QUINQUE, 799: “Instituit deus ministerium in ecclesia, ut omnia membra reducantur ad
unitatem corporis et subiiciantur adhaereantque capiti Christo, ut in hoc adolescamus evadamusque in viros perfectos, ne
semper simus pueri, ne pateamus omnium imposturis et haereticorum fascinationibus, sed in vera fide et charitate conglutinati
veritatem retineamus christianam, puram et simplicem Christoque servientes syncere in hoc saeculo mortui regnemus cum
ipso in coelis.”
76 SERMONUM DECADES QUINQUE, 804.
77 Otto E. Strasser, Der Consensus Tigurinus, 「Zwingliana」IX (1949), 2‐ 3.
78 원본: CONSEN / SIO MVTVA IN RE / SACRAMENTARIA MINI‐ / strorum Tigurinae ecclesiae, & D. Io‐ / annis
Caluinis ministri Geneven‐ / sis ecclesiae, … TIGVRI EX OFFICINA / Rodolphi Vuissenbachij. / M.D.L.I.. (Heinric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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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찬 신학으로 인하여 쯔빙글리주의와 칼빈주의로 분리되어 있던 개혁주의 교회의 일치를
가져왔다. 79
특별히,
칼빈은
취리히
교회와
성만찬
합의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개혁주의'(Reformiertentum)라는 이름 아래서 쯔빙글리‐ 남부독일 종교개혁에 편입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 성만찬 입장에 대한 대변자가 되었다. 이 『취리히 일치서』는 단순히 불링거와
칼빈의 성만찬 신학의 일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두 인물과 함께 쯔빙글리,
외콜람파디, 부처, 무스쿨루스 그리고 파렐의 성만찬 입장들의 집약, 절충과 합의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80 한 개혁주의 교회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이 문서의 영향은 가깝게는 1559년과 1563년 사이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81 더
멀게는 동유럽의 다양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과 1648년 영국에서 발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까지 뻗어 있다. 이러한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은 불링거에게서 보편교회의 단일성을
늘 의식하고 있었던 결과 속에서 드러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나오며
불링거는 보편 교회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실천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구상함으로써 보편 교회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토대를
쌓았다. 몇 가지 실천적인 실례들을 떠올릴 수 있다: 먼저, 불링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계급적인 직제를 비판하면서 모든 성직자들 사이의 계급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성직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도 직분적인 차이만 인정했을 뿐 영적인 신분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엄격한 선출과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82 모든 교회의 보존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링거는 이렇게까지
언급했다: “무가치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임명되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의 관심사들은
등한시되고, 부패하며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 83 이 뿐만 아니라, 불링거에게서 모든 사역자들은
새로운 규범을 공포할 수 없고, 오직 가장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구원에 관련된 모든 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언제나 강조되었다. 84 이와 함께

Bullinger Werke, 1. Abt.: Bibliographie, Beschreibendes Verzeichnis der gedruckten Werke von Heinrich Bullinger, bearb.
Joachim Staedtke, Bd. 1‐ 3, Zuerich: TVZ, 1972 , 624‐ 650; 취리히 중앙 도서관: Sign. D 263 / III N 157 / Ms. S 71.); Jean
Crespin에 의해 인쇄된 제네바 문서 (제네바 중앙 도서관: Sign. Bc 888); 칼빈의 비서인 Charles de Joinvillier에 의해
필사된 문서 (제네바 중앙 도서관: Sign. Ms. Fr. 145, S. 87r‐ 94r); 편집된 문서들: CO. VII, 733‐ 748;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hg. Peter Barth, Wilhelm Niesel und Dora Scheuner (Muenschen: Chr. Kaiser, 1926‐ 1959, 2), 246‐ 258;
Régistre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1546 ‐ 1533, Bd. 1, hg. von Jean‐ François Bergier
(Genève: Droz, 1962), 64‐ 72; Calvin‐ Studiengabe, hg. Eberhard Busch u.a., Bd. 4,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2002), 12‐ 16; Reformierte Bekenntnisschriften, hg. im Auftra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von Heinrich
Faulenbach und Eberhard Busch, Bd. 1/2 (1535‐ 1549),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2006, 481‐ 490; Mueller E. F.
Karl, Die Bekenntni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Leipzig: Deichert, 1903), 159‐ 163, Consensus Tigurinus, hg, Emidio
Campi & Ruedi Reich (Zuerich: TVZ, 2009), 75‐ 170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본) / 184‐ 268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현대어 번역본). 이 일치서가《Consensus Tigurinus》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때이고,
16세기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라틴어로는 《Consensio mutual in re sacramentaria》로, 독일어로는 《Einhelligkeit》로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Accord》로 불리어졌다. Georg Benedict Winer, Comparative Darstellung des Lehrbegriffs der
verschiedenen christlichen Kirchenpartheien: nebst vollständigen Belegen aus den symbolischen Schriften derselben in der
Ursprache (Leipzig: Reclam, 1824), 18.
79 Peter Opitz,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128.
80 Emidio Campi & Ruedi Reich (Hg.), Consensus Tigurinus (Zürich, 2009), 9.
81 Diarmaid MacCulloch, Die Reformation 1490‐ 1700 (Bernd Leineweber(Ü s.): München, 2010), 340.
82 SERMONUM DECADES QUINQUE, 819: “Proinde iudicio hic erit opus exacto et diligentia magna, quae omnes doctrinae
et vitae partes excutiat. Opus, inquam, erit severa vitae censura et examine eruditionis accurato. Neque enim haec res parvi est
momenti. Omnis ecclesiae incolumitas hinc dependet.”
83 SERMONUM DECADES QUINQUE, 819: “Si ordinetur indignus et indoctus aliquis, tota fere negligitur, imo pervertitur
subvertiturque ecclesia.”
84 SERMONUM DECADES QUINQUE, 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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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예배, 설교, 기도, 성례), 신앙교육, 성경해석, 신앙의 권면(치리), 가난한 사람들의 돌봄 등과
관련된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모든 사역들도 보편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직무임을 잊지 않게 한다. 끝으로, 불링거는 사역자들의 부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보편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사들에 대한 생활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에서 교회의 수입 중에 일부는 전체
성직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날 교회를 수종드는 목사들이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주장했다. 매우 흥미롭게도 불링거는 이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사도가 분명하게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주님은 교회의 사역자들의 생계에 대한 규정을 유대 민족의 오래된 율법의 방식 안에서
제정하셨다는 것이다.” 85 이러한 내용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혁된 교회가 보편
교회로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천되어야 할 면모들이었다. 불링거는 개혁된 교회가 보편
교회로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실천적인 모습에서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공교회적인 의식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일에 노력했다.
지금까지 불링거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보편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은 달라진다. 한국 교회는 1884년에 공식적으로 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교파적이며 개교회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다양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때 분열을 거듭할 수 있는 토양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한국
교회는 사도신조의 조항에 있는 보편 교회에 대한 믿음을 매주마다 고백한다. 이 고백은 단순히
특정한 교파, 개별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이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 고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
분파적인 성격을 너무도 강하게 띄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이
한 보편 교회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하다. 한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교파적인 교회들의
연합적인 의식도 매우 낮다. 심지어,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공동체적인 연대가
제도적인 실천으로 정착되는데도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 실례들로 교회의 직분, 목회자
부양, 교회 개척, 목회자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목사와 목사 사이에, 목회자와 신자 사이에, 신자와 신자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 자체가 너무도 희미하게 감지되고 있다. 86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보편 교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제도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불링거를 비롯한 다른 종교개혁자들을 다시금 진지하게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모든 개별 교회들이 자신들만의 특별함과
독특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분파교회로 가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SERMONUM DECADES QUINQUE, 1051: “Observandum aute puto in primis, quod apostolus diserte dicit dominum
suam ordinationem de alendis ministris ecclesiae ad imitationem antiquarum populi Iudaici legum instituisse.”
86 헨더렌 & 펠레마,『개혁교회 교의학』,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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