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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끝나지 않습니다.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가 소중한 심
포지엄과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신학위원회는 50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소중한 통찰과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세 개의 ‘Sola’
명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한 촛불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교회는 어
떻게 응답하고 행동할 것인가 꾸준히 탐구한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소중한 의미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선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죄를 선포하는 사제나, 지배하는 권력은 민중을 언제나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이후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칼뱅과 같은,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은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렇듯 종교개혁은 선을 긋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오늘날에는 종교개혁
의 의미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개신교’는 갈라놓는 선을 긋고는 그 속
에서 자위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 선긋기는 교회와 세속이
라는 이분번의 선으로 점점 길고 높은 담장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선긋기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선긋기를 즐겨하는
교회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Sola가 만든 담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바탕해서 내놓고 다듬은 40개의
주제들은 교회에 주어진 아주 긴박한 과제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깨달음이 있어
야겠지만, 이 40개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함으로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
험하게 될 것입니다.
500년, 한번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죽음조차 불사했던 기억으로 끝내지 말고 죽음
조차 불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많
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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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 신학심포지엄을 열며…

이정배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장

종교개혁 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종교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수용, 실
행하는 일과 유관하다. 이를 제삿날 기억하듯 지나고 마는 것은 종교개혁 전통에 대
한 오독이자 자기 정체성의 부정일 것이다. 특별히 올해는 50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시점이다. 숫자가 주는 무게감도 크려니와 세상으로부터 적폐의 대상이 된 개
신교의 처지와 현실 탓에 더없이 개혁을 요청받기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예사롭지 않게 지내야 할 것이다.
정작 개혁을 당했던 가톨릭교회는 2년 전부터 종교개혁 500년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시켰다. <복음의 기쁨>에 나온 교종의 말에서처럼 이들은 ‘교회의 복음화 없이
세상의 복음화없다’고 천명하며 교회개혁을 우선시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자신
들 과거를 반성하며 오늘을 갱신하려는 원년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개신교
회는 아직도 종교개혁의 주체였다는 영웅적 명예심에 함몰되어 자신을 옳게 성찰할
힘을 잃었다. 타자를 악마 시 하며 자신들 내부의 모순을 감추려는 속보이는 짓들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이다. 자정능력을 잃은 개신교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은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저항(protest)에 철저할 때 밖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표할 수 있기에 뼈 깎는 아픔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옳다. 그리해야
500년 ‘以後’의 개신교의 미래가 있고 3.1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2019년, 민족
역사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종교개혁의 신학원리, 즉 세 개의 ‘오직’(only)교리가 중세 가톨릭교회
의 면죄부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들이 회자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
다. 첫째는 서구의 루터 파 신학자들이 적시했듯이 루터신학 자체의 문제점일 수 있
겠고 둘째는 종교개혁원리들의 오남용 정도가 한국교회에 만연된 결과일 것이다.
‘오직믿음’은 행위(삶)없는 신앙을 정당화시켰고 ‘오직 은총’은 모든 것을 가능타하여
자본주의적 욕망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오직 성서’는 이웃을 배타하는 근본주의 원
리로 치환된 지 오래 되었다. 이런 세 원리가 오남용의 방식으로 강조되었다면 정작
만인제사 직 론은 본래 정신에서 한없이 후퇴한 상태이다. 성직주의 페단이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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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상으로 많고 커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자성할 일이다.
이에 본 신학위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3대원리에 대한 ‘메타 크리
틱’을 골자로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루터 신학 자체의 한계도 파헤치고 오/남용된 실
상도 속속들이 들어내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오늘 모신 4분의 강사들의 역할과 사명
이 막중하다. 이들을 통해

NCCK 신학위원회는 ‘오직교리’의 오/남용이 일상화된

기존 성직자(제사장)중심의 기독교 체제에 도전할 것이다. 자본화된 세상의 문화를
치유키는커녕 그 문화를 유지 존속시켜온 목회현실의 치유를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본 신학위원회에서는 신학자로서 목회하는 분들을 강사로 모셨다. 아직은 젊은 50대
소장 학자들이기에 이분들의 소리가 광야의 소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들의 외침을 논평자로 나선 선배 신학자들이 어찌 반응할지도 많이 궁금하다. 여하
튼 본 심포지엄을 통해 종교개혁 원리가 새롭게 조명되어 500년 以後를 사는 한국
개신교회에게 새로운 지침이 될 것을 소망한다.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
을 주신 여러 교회들, NCCK 관계자 및 신학위원회 소속 선생님들, 특히 한문덕,
홍정호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책 <촛불민주화 시대의
그리스도인, 무엇을 알고 행하며 희망해야하는가?>- 출판기념회까지 참여하셔서 종
교개혁 500주년의 희망을 함께 노래하십시다.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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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학심포지엄

오직 믿음으로!
김희헌 박사
향린교회, 조직신학

1. ‘오직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종교개혁운동의 주요사상 가운데 하나인 ‘오직 믿음(sola fide)’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상은 분명 그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정신으로서 출발했으나, 5세
기가 지난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 기능을 의심받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
지만, 그 사상이 교리주의적으로 오용되어 기독교 정신에 반지성주의를 퍼트리는 온
상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가 M.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1)을 번역하면서 ‘믿음’ 앞에 ‘오직(allein)’을
집어넣음으로써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했다. 그는 성경의 “본문 자체와 성 바울의 의
미가 그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봤으며, ‘오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정신이 “기
독교 교리의 중심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른 덕목들의 뿌리”라고 보았다.2) 문제는 루터가 ‘오직’이라는 말에
담고자 했던 개혁운동의 ‘변혁적 정신’이 오늘날에도 되살려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상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운동을 설명하는 신학적 원리
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의 개신교회가 계승하는 개혁정신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오직 믿음’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과정에 얽힌 윤리학적/신학적
난제를 살펴보며 이 글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성
서에 나오는 다양한 말씀을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해석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1) “사람이 율법의 행위(ἔργων νόμου)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πίστει, by faith)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롬 3:28, 새번역성경)
2) 이양호, 종교개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지향하며 (서울: 동연, 2016), 34.

7

종교개혁을 이끈 <세 개의 ‘Sola’ 교리>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

하다. 이는 성서해석과 윤리적 사유가 별개로 움직임으로써 거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행태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성서는 행위
(ergon)와 믿음(pistis), 율법(nomos)과 복음(euangelion)의 관계를 일방적인 대립관
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만큼 (갈 3:1-7, 롬 3:28, 4:1-5) 행위
를 강조한 야고보의 주장(야 2:24)도 고귀하며,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 선한 행위를
구원의 요건이라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마19:16-21)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을 것이
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개신교의 신학적 원리로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해체로서 작용보다는 새로운 윤리적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고려해
야 한다.
둘째,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적 개념들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들이 서
로 얽혀 만들어내는 사유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자의식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오직 믿음만이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주장
자체는 거의 아무런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각 개념들
(죄, 용서, 구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리주의
에 물든 종교정신에는 그것이 자명한 어떤 주장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실상 특
정시대에 발생했던 하나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교회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해석은 20초엽에 반지성주의의 길을 선택한 근본주의 신학의 주장을 반복
하는 경향이 짙다.)
신학적 사유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프로테스탄트로 분류되는 교회
들 간에도 해석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인화(justification)와 성화
(sanctification)의 관계는 돈오돈수의 관계로 봐야하는가 (개혁/장로교회), 돈오점수
의 관계로 볼 것인가(감리/성결교회)? 의인화의 실제성(actuality)은 신의 행위만
(monergism)으로 형성되는가, 신과 인간의 협력(synergism)을 통해서인가? 이러한
문제는 교단적/신학적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오직 믿음’에 관한 주장은 그
주장을 낳은 신학적 개념과 사유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지 않으
면 몽매의 덫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오백 년 전의 종
교개혁 사상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함이다. 그 과제를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의 변혁적 ‘정신’이 교리주의
적 ‘신조’로 변질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00년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주
지주의적 지성에 의존한 근대의 신학적 세계관은 위기에 빠졌고, 따라서 종교적 경
건을 담았던 과거의 신학적 체계는 오늘날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존 캅은 5세기 전의 교리(ex. sola fide)가 오늘날의 교회에 유통되고 있지만, 실
제의 교회는 두 가지 질병, 우상숭배(idolatry)와 미적지근함(lukewarmness)에 걸렸
다고 진단한다.3) 미적지근함이라는 질병은 신앙의 사유체계를 구축하는 신학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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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기독교 신학이 세계와 역사의 문제를 해명하
는 일에서 뒤처질 때, 신앙인은 교회에 남아 있어도 자신의 궁극적인 헌신을 신앙에
서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미적지근함에 빠진다. 우상숭배는 기독교 신학이 시대의
정신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존 말고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상업주의를
채택할 때 생겨난다. 그것은 결국 기독교적 가르침에 충실할수록 시대의 보편적 지
성과 윤리에 역행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종교의 악순환을 거듭한다.
오직 믿음으로? 이 사상을 숭상하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운동의 정신을 따라 세
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상으로 인해 더욱 몰락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끔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국교회 전반에 짙게 드리워진 근본주의 신
학의 망령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신학적 우상숭배라 할 수 있는 근본주의는 주지주
의적 방식으로 신학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몰락한 이성의 데카당스를 기묘
하게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기독교적 믿음(faith)을 특정한 지식체계(belief
system)로 대치함으로써, ‘오직 믿음’이라는 사상을 반지성주의적 골목으로 끌고 간
다. 거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되지만, 그것은 루터의 진취적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패한 근대이성의 사상적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사상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그 사상이 한국교회 안의 근본주의 신학
으로 인해 반지성주의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위기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그 사상을 다시 말함으로써 쟁취해야 할 한국교회의 변혁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떠올
려야 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 정신은 루터만이 아니라 성서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깨어있는
영혼의 이정표였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율법과 낡은 체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복수의 운동이었다. 그 ‘개혁운동들’은 16세기에 멈추지 않고 이어
졌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개신교만의 정신이겠는가? 만일 P. 틸리히의 말대로 ‘오직
믿음으로’가 ‘프로테스탄트의 원리’라면, 그것은 누구(루터)의 주장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개혁들’을 가능케 하는 신학적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밝혀야만 할 것
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직 믿음’이라는 신학적 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직 믿음’이라는 사상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는지 또 앞으
로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성서적 고찰 (하박국과 바울이 강조한 ‘믿음’의 의미)

3) 존 B. 캅 Jr., Reclaiming the Church: Where the Mainline Church Went Wrong and

What to Do about It, 구미정 역, 『교회 다시 살리기』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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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 정신의 물줄기를 좇아 성경의 맥을 따라 올라가면
하박국서에 이른다. “교만한 자를 보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
으로 살리라” (합2:4).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고뇌하는 예언자 하박국에
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이자, 그 시대를 향해서 하박국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 구절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 그 숨결이 이어졌고, 오백
년 전 유럽에서 개혁가들이 운동의 깃발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은 그들의 슬로건이 되
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이 표현하는 정신은 무엇인가?
하박국이 활동하던 기원전 7세기 말의 유대는 신흥제국 바빌론에게 패망하기 전
위태한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이름(Habakkuk)은 ‘품는다’ 또는 ‘씨름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가 품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는 무엇과 씨름했는가? 석 장
으로 이뤄진 하박국서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1장에서는 하박국이 탄식하며 하
나님에게 호소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3장에서는 하박국의 감사기도가 나
온다. ‘호소-응답-감사’라는 구도는 신앙의 세계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구도이다. 하
나님으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듣기까지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
실이 있었다. 그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그 시대의 불의와 폭력에 관한 것이었다.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
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는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합 1:2~4)

이 탄식은 하박국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 예언자의 심장에 담긴 것이다. 이런 탄식은 삶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이요, 삶
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없다. 이렇게 침묵하는 신을 향한 절
망의 노래가 시편에도 많이 나온다. (시 10:1~5, 13:1~2) 이런 시들은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만의 기도가 아니라, 신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절규라는 사실을 말
해준다. 왜 신은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성서는 계속해서 이
물음을 제기하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시인은 절규한
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 22:1)
신앙의 사람은 하박국처럼 괴로운 질문을 안고 시달린다. 신은 정말로 없는가? 절
망의 마지막 순간에 외쳐진 이 물음에 대한 신의 대답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
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2장에서 끝나고, 3장에서는 하박국의 감사기
도가 나온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의 찬양(3:17-18)이 아니라, 신의 구원을
받을 사람에 관한 하박국의 증언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
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3:13) 여기서 ‘기름 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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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히브리어로 ‘마쉬아흐’(messiah)이다. 하박국은 시대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
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마쉬아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
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된다고 보았다. 이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것이 하박
국이 자기 시대와 씨름했던 것이자, 하박국이 살아가던 역사의 꿈이었지 않겠는가.
하박국의 목소리를 잇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다. (롬 1:17 / cf. 갈
3:11)4) 바울에 관한 기존의 오해를 벗겨내고 바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M 보그와 J. D. 크로산은 ｢로마서｣의 주제를 율법으로 인해 ‘분열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본다.5) 바울은 여기서 분열된 세계를 세 가지로 말하
고, 그것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일에 관해 서술한다. 첫 번째(1:16~8:39)는 ‘유대인
과 이방인’의 분열에 관한 것이요, 두 번째(9:1~11:36)는 ‘유대인들 사이’의 분열
즉,

크리스천이

아닌

유대인과

크리스천

유대인

사이의

분열을,

세

번째

(12:1~15:21)는 크리스천 안의 문제 즉, 유대인 크리스천과 비유대인 크리스천의
문제를 말한다.
이 구도 속에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의식을 표현한다. 첫째, 왜
이들은 서로 분열되었는가?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분열하게 된 이유를 율법에서 찾
는다. 사람들은 각자의 율법에 의해서 서로 자신들만의 영토를 구축하고 서로 분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분열된 그 현실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바울은
이 세계가 서로 장벽을 쌓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죄악의 세계로 본다. 셋째, 이런 죄악의 세상을 종식시키고,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님은 서로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도록, 당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일하
신다고 바울은 말한다. (롬 8:31~39). 넷째,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율법을 통해 형성된 죄의 질서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하
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라고 말한다. 다섯
째,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믿음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
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바
울에게 ‘믿음’(pistis)이란 어떤 명제에 대한 이론적인 동의(assent)가 아니라, 어떤 새
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헌신과 참여(commitment)를 의미한다. 이것이 로마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듣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은총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의 골격이다.

4)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
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롬 1:17)
5) 마커스 J. 보그 & 존 도미닉 크로산, 첫 번째 바울의 복음: 급진적인 바울이 어떻게 보수
신앙의 우상으로 둔갑했는가?, 김준우 역 (서울 : 한국기독교연구소, 201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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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으로 짜인 질서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
은 율법에 대한 충실함에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교리주의
적인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라는 바울의 주장을 오해했다. 그들은 ‘율
법’과 ‘은총’을 대비시키면서, 율법은 유대적인 것으로 보고 은총은 기독교적인 것이
라고 봤다. 더 나아가,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여, 가톨릭을 행위의 종교로 보고, 개
신교를 믿음의 종교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이다.
바울이 가진 문제의식은 이것이었다. 율법으로 짜인 완고한 세계에서 서로를 착취
하고 대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죄악의 질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기 시대를 보면서 바울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물음이었다. 바울은, 완고한 율법의
장벽들을 뛰어넘어 서로 화해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서만 가능하며,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서를 뛰어넘는 믿음이 요청된다
고 봤다.
믿음과 율법을 대비시키는 바울의 주장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율법이
곧 죄인가? (롬 7:7)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바울은 율법(nomos)이 ‘죄’라
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
어 율법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롬 7:12)이요, 심지어 “신령한
것”(롬7:14)이라고까지 말한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죽음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활동 때문에 율법이 죽음을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본다. 즉,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고, 율법의 가르침인 계명(entoles)을 통하여 죄가 틈을 이용해서
온갖 탐욕을 일으키고 죽음의 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바울이 본 세계는 이렇다. (1)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2) 그러나 율법을 통해
서 죄가 탐욕의 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3) 율법은 탐욕이 일을 하도록 길을 내주고,
탐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된다. (4) 마침내 탐욕이 자동적으로 작동하
는 질서를 이룰 때, 이 세계는 죄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아갈 때, 죽음의 질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설명이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율법은 죄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를 결코 가져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킨다고 평화가 도래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린
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이 없다면
이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요, 모든 사람이 법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평화
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것의 실상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질서가 된 세계’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세
계를 ‘믿음으로’ 뛰어 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율법의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은 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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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들이 죄의 질서를 구축하게 되며, 그 안에서 약자와 소수자는 먹잇감이 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믿음이란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다. 야고보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신앙인가’를 묻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믿음이 없이도 행위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가? 그것은 율법에 갇혀 신음하는 이 불의한 세계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
음이 없이도 정의를 향한 행위가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물음이다.
바울이 꿈꾸던 공동체는 율법과 믿음을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유대교는 율법이요,
기독교는 믿음이다’는 식의 이분법에 갇힌 편협한 집단이 아니요, ‘나는 생명이고,
너는 죽음이다’는 식의 교만으로 뭉친 집단도 아니다. 그들은 ‘죄의 법’에 매여 있는
현실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신의 은총에 대한
믿음 속에서 발견하고 모험하는 공동체이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옛사람에
대한 새사람의 승리’를 꿈꾸는 공동체이다. (고전 15:55)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율법으로 갈라진 세상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에서 구
원을 찾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자기시대의 율법을 뛰어넘는 모험을
벌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바울의 정신이 ‘오직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종교개혁운동을 이끌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정신의 핵심
일 것이다.

3. 종교개혁운동의 의미, ‘오직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의 등장
종교개혁운동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아전인수식으
로 미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그 운동의 결과물로 생겨난 신학
과 교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종교개혁운동은 이미 좋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개신교적 편향을 피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평가할 때,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신교 전통에서는 중세교회의 관행으로 알려진
성지순례, 면죄부 판매, 죽은 자를 위한 추모미사, 성물 숭배, 종교적 고행 등을 중
세교회의 질병처럼 해석한다. ‘오직 성서’ 또는 ‘오직 믿음’이라는 신학의 의미를 잘
못 적용하여, 그러한 교회의 전통들을 우상숭배처럼 여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신
교인들도 성지순례를 가고, 추모예배를 드리며, 종교적 고행을 한다. 그런 종교개혁
의 근본정신은 그런 행위의 배척에 있지 않다.

종교개혁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그러한 교회의 오래된 관행들은 종교적 질병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 종교생활의 활력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역사학자 루시
앙 페부르는 심지어 면죄부조차도 상업적 종교성을 조장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
라 ‘믿음의 자극제로서 기능하기도 했다’고 평가한다. 추모미사가 ‘죽은 사람을
먹이로 삼는’ 성직자의 추악한 행위라고 개혁신학자들이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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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경건한 성도들에게 그것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거나,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예식이었을 것이다. 종교개혁가
들이 봤던 문제의 핵심은 교회의 그러한 관행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결부된 ‘종
교적 확신의 약화, 영적인 나태, 그리고 목표의식의 동요’ 등이었다.
종교개혁운동의 의미를 그 교리적 파생물에 집착할 경우 개신교 신학은 자가당착
적인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믿음의 교리에 치우쳐서 행함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 개신교 신학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총체적 삶의 종교로서 받아
들이도록 안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행함의 문제를 단지 주관적인 해석에 맡겨버
림으로써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인 교인들을 육성하기도 했던 것이다. 영국의 사회
사가 존 보씨는 종교개혁운동에 관한 일반적 가치평가를 뒤집어버린다. 그는 종교개
혁을 ‘교회의 권한남용과 부패에 대한 건강한 저항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시각일 뿐이라고 보며, 오히려 개신교가 새롭게 대두하던 개인주의 및 자본주의
의 변질된 부산물들을 흡수하며 성장했다고 혹평한다. 이런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
기는 어렵지만, 그런 비판적인 주장에 비춰보며 개신교의 아전인수적인 신학적 미화
를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운동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글은 그 운동의
의미를 몇몇 신학적 지도자들의 삶과 사상, 몇 개의 위대한 사건들, 또는 그 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교리와 새로운 관습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하기는 어
려울 것이라고 본다. 대신 그 운동을 가능케 한 민중적인 지평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호흡하고, 그 운동을 뒷받침하면서 직접 참여하고,
그 운동과 함께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
써 종교개혁운동의 실제 내용과 오늘의 계승방식을 찾고자 한다.6)
루시앙 페브르는 중세 말기에 기존교회의 존립을 위협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
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부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중세 말기의 위기와 도전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출현한 사실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교육을 받아 지성을 갖추고, 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혔으며,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갖고서 주변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또한 이들은 종
교적 진실을 향한 갈증과 욕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가르침이나 형식적
인 관례를 통해서 정신적 안식을 누리는 것을 거부했다. 지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지체된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려하지 않았으며, 신과의
관계에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허용하는 신앙의 방식을 요구했다. 종교개혁운동은
바로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6) S. 오즈맹,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박은구 역 (서울: 혜안, 2004), 91.

14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학심포지엄

16세기이든 21세기이든 종교개혁운동의 유산은 그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에 주
목할 때 드러날 것이다. 그 운동을 가능케 한 ‘오직 믿음(sola fide)’이라는 정신 역
시 프로테스탄트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모험적 삶에 비추어봐야 제대로 이해될 것
이다.
종교개혁가들과 함께 호흡한 프로테스탄트들은 분명히 시대의 자녀들이었다. 16세
기 초엽, 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조건들이 무르익었다. 13세기부터 15
세기말까지 유럽 전역에 70개가 넘는 대학이 설립되면서 비판적 성찰을 가능케 하
는 공간이 확대되었고, 1450년경 독일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인쇄소에 처음 도입된
압착인쇄기는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60여개의 유럽 도시에 200대 이상 보급되어 새
로운 사상을 대규모로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4세기부터 철학은 이미 추상적
인 사색에 기반한 ‘오래된 길(via antiqua)’을 거부하고, 합리성과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근대의 길(via moderna)’을 제창하고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평신도 공동체
들의 경건운동이 꾸준히 실험되면서, 13세기에는 프랑스에서 왈도파가, 15세기에는
독일과 네델란드에서 공동생활형제단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 교회의 삶
에 더욱 가깝다고 여겨진 단순하고 효과적인 영성을 추구했다. 종교개혁운동을 밀고
나갈 주체들인 모험적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사상과 종교적 실험 전통의 상
속자들로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을 호흡할 새로운 유형의 신앙인들이 등장함으로써 종교개혁운동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준비되었다. 이들은 전통의 신성함에 대해서 정당
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제도들에 도전했으며, 신의 이름을 빙
자하여 진실과 양심을 짓밟는 율법적 질서를 거부하는 용기를 가졌다. 이들이 아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때에 활동한 체코의 후스는 면죄부 판매를 주장했다
는 이유로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후 1세기가 흘러 이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동일한 주장을 한 루터는 교황의 칙서를 불태우며 저항하면서도 제후들
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차이가 종교개혁운동을 가능케 한 민중적 지평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6세기 초엽 신앙인의 가슴에 불을 지른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 ‘오직
믿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이 신실한 종교인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경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을까?
종교개혁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담은
1만종에 이르는 팜플렛 문서들이 있다. 이 문서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하나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교회제도에 대한 비판이요, 다른 하나는 양심을 마
비시키는 것조차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경솔한 믿음에 대한 비판이
다.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란 진리가 아니라면 그 어떤 신성한 전통이
라 할지라도 저항을 하는 도전정신이요, 외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변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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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려는 철저한 비판정신이라고 하겠다. ‘오직
믿음’이란 이런 비판정신과 연루되어 있다.
종교개혁적 비판정신을 당시에 가장 세밀하고 격정적으로 제시한 인물 가운데 하
인리히 폰 케텐바흐라는 사람이 있다. 본래 프란시스회 수도사였던 그는 루터의 개
혁운동에 동참하고자 1521년에 수도원을 떠난다. 그의 글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현장
에서 전파되던 프로테스탄티즘의 메시지와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읽을 수 있다. 그
가 교회를 비판했던 항목을 보면, 루터의 95개조보다 더 포괄적이고 근원적이다. 그
는 당시의 교회가 변덕스러운 교회법을 통하여 성서적 믿음과 성도의 양심을 우롱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는 도박꾼, 고리대금업자, 도적떼,
시인, 일용노동자들의 암호보다 더 일관성이 없고 불확실하다고까지 비판한다.
이러한 교회비판보다 더 주목할 점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잘못된 교리가 신앙과
양심을 짓밟는 풍토가 만연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는 ‘평신도들이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옳든 그르든 그들의 성직자만 따르며, 심지어 성직자가
평신도들에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악마나 당나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이들은 그것
을 믿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즉, 신도들이 오류와 미신과 우상숭배를 기꺼이 수용하
였기 때문에,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들의 일탈을 용인하는 종교적 토양이 만들어졌다
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평신도들이 ‘타락한 교회의 벙어리 예속민’이 되어 종교적으
로 무지하게 된 것은 바로 ‘평신도들의 게으름에 대해 내린 하나님의 벌’이라고까지
비판한다. 그것은 신도들에 대한 조롱이라기보다는, 탐욕과 속임수가 교회에서 통용
될 수 없도록 신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비판정신과 도전정신을 갖도록 고취하는 것이
었다.
만일 종교개혁운동이 ‘경건한 개신교도들을 양성’하는 일 즉, 가톨릭과는 다른 신
조와 교리를 암송하고, 새로 형성된 개신교적 교회제도와 윤리지침을 따르는 수동적
인 인간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을 이미 실패
한 운동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종교개혁운동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합
적이고 역동적인 사건이다. 그 운동을 가능케 했던 프로테스탄티즘은 순종적이며 경
건한 그리스도 교도를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침묵으로부터 깨어난 신앙인
을 길러내려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종교적으로는 경건하지만 세속적으로는 탐욕적이
며, 사상적으로는 교리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
을 초래하는 토양이 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사실을 각성케 하는 깨어난 정신이
었다. ‘오직 믿음’으로는 바로 그 깨어난 정신과 연결해야 이해되는 사상이다. 그렇
지 않고, 개신교 자체를 미화하는 신학적 원리로 보는 것은 미궁의 지름길이 될 것
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운동은 먼저 독일과 스위스의 자유로운 제국 도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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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당시에 65개 정도 있었던 유럽의 도시들 대부분에
서 벌어졌다. 그 운동의 성공정도와 지속기간은 서로 달랐다. 몇몇 도시는 초기부터
계속 프로테스탄트로 남았고, 어떤 도시는 짧은 기간만 프로테스탄트로 있다가 다시
되돌아갔으며, 몇몇 도시들은 마지못해 서로를 관용하며 신구교가 혼재되어 존속했
다. 초기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6세기가 지나가기
도 전에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갔고, 운동의 초창기에는 거의 유럽의 절반에 이르렀
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17세기 중엽에는 5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형성된 개신교
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정신을 잃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얼
마 가지 않아서 칼빈주의라는 새로운 편협함이나 불관용의 배타적 정신으로 굳어가
기 시작하였고, 루터주의는 기존 질서의 요소로서 자리를 잡아가며 결국 그 질서의
대변인이 되어갔다. 그렇다면, 오늘날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종교개혁운동을 가능케 했던 프로테스탄티즘과 그 개혁정신을 호흡하며
자기 시대의 과제를 수행했던 모험적 신앙인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의 진보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권력자나 사제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꿈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와 동시에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헛된 망상과 자기기만으로부터 구출해내는 비판정신을 추구했다. 종
교개혁 운동은 바로 이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종교개혁의 사상들은 바로 이들의
희망을 뚜렷하게 하고 이들의 정신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정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정신을 ‘오직 믿음으로’라는 사상에서 찾고자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모험정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은 에라스무스가 ‘우신(愚神)의 시대’라고 불렀
던 그 시대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며, 예속과 자기기만 역시 거부하며 신의 뜻을
새롭게 추구했다는 말이다. 루터가 가톨릭 체제와 전면적 사상투쟁을 벌일 수 있었
던 것도, 교황의 탄압을 받고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 통 이상의 편지와 수많
은 논문과 설교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던 것도
그것을 요청하는 열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종교개혁 신학을 그 표면적 주장보다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 종교개혁 사상을 대표하는 슬로건인 ‘오직 믿음으로’는
개신교가 만든 새로운 교리라기보다는 (가톨릭이라고 그런 종교적 신념이 없겠는
가?), 왜곡된 교회의 권위와 교리적 예속을 넘어서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저항정신
을 대변한 것이다. 진리와 참된 믿음을 향한 그 정신은 루터의 신학에 담긴 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호흡하는 사람들의 심장에 이미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루터는
바로 거기에서 참된 교회의 미래를 봤다. 눈에 보이는 중세의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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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그레가티오 피델리움’(congregatio fidelium) 즉,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더 ‘장
엄하고 간단한’ 교회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세교회의 종교적 악행을 근절시키
려고 했던 것이다.

4. 종교개혁운동의 정신, ‘오직 믿음으로’를 잇는 길
이글은 종교개혁운동의 의미를 모험적인 신앙의 등장에 두고 있으며, 그 운동을
계승하는 길도 모험적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것에서 찾는다. 21세기의 교회는 21세기
적 사명을 갖는 것이지 16세기의 신학과 교회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자기사명으로
삼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는 모험적인 신앙인들의 신학적 구호가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운동을 계승하려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경계해
야 한다. 그 오류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과거의 교리에서 찾는 교조적 태도이다.
그것은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현재에 맞서야 할 문제를 회피하
게 만드는 교묘한 속임수이다. 예를 들어, ‘오직 믿음’이라는 선언에 담겨 있는 모험
적 자유정신은 잊은 채, 그 주장을 또 다른 형태의 교리주의와 교회주의의 논거로
사용한다면 개신교의 새로운 비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는
이런 시대착오적 교리주의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면서 분열과 보수주의를 경쟁한 역사
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두 번째 시대착오적 오류는 과거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행동했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퇴행적인 오늘의 현실을 과거의 권
위에 의거하여 용인하거나 미화하는 태도이다. 후대에 판이하게 달라진 사회적 여건
을 고려함이 없이 과거 유산의 보수적 측면에 호소하여 부당한 차별주의를 정당화하
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520년 중반의 독일농민운동을 비난했던 루터의 태도를
논거로 삼아서 21세기의 노동자투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종교개혁의 전통이라고 우
기거나, 칼빈의 제네바 신정정치를 패러디한 ‘성시화 운동’을 마치 개신교적 선교방
식으로 여기는 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독단적 태도를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간
주하는 것은 자기기만적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모
독일 것이다.
종교개혁을 계승하는 출발점은 바로 종교개혁을 계승한다는 미명으로 답습해 왔던
시대착오적 몽매를 깨뜨리는 것에 있다. 종교개혁의 계승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를 자각하고 프로테스탄트적 믿음의 모
험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믿음의 모험이란 행위의 향연이 아니라 정신의 강건이
다. 이 세상의 힘의 질서를 대변하는 사회적 율법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복음과 양
심에 의거하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강건한 정직이다.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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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될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믿음을 잃은 시대에 시달리며 지쳤다. 탐욕의 노예가 된 사
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대다수 국민들은 짐승처럼 취급했다. 욕망이 상식이 된 이
세계의 주인공들은 이해관계를 따라 세계를 분열시켰고,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솎아내면서 불의를 일상화시켰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언어가 사회에 퍼
져나가는 동안 악이 점점 시대의 얼굴이 되어갔다. 믿음은 욕망을 따라 팔려나갔고,
약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힘의 철학이 사회적 문법이 되어 작동했다.
권력과 돈이 카르텔을 맺은 세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교회는 자신의 역할
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한국교회는 그
비명 속에 ‘찢어지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다. 교회의 진정
한 생명력은 조직이나 건물의 장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교회가 탐욕스러웠기 때문이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우리 사회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
해 나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적폐세력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는 신앙인이 그리운 시절이다. 그들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고 할
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대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들이다. 이들은 오늘의 세계가 주입하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내일의 교회를
세워갈 사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요, 하박국이 말한 역사의 ‘마쉬
아흐’이다. 종교개혁운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벌일 모험적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상을 되살려가는 확
실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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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은총으로?:
루터의 오직 은총에 대한 비판과 수행적 기독교를 향하여

최대광 박사
정동제일감리교회 부목사, 감신대 강사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 500주년은 커다란 무게와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급속도로 세속화
되며 기업화 되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가 500년 전 베드로성전을 짖기 위해 면죄
부를 판매하던 가톨릭 교회와 자연스럽게 오버렙되며 루터와 같은 어떤 영웅적 인물
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사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다양한 의도 중 하나는, 기관을 넘어서 '영적 삶'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곧 종교개
혁은 기관과 건물이 아닌 인간의 내면적 정신의 운동이었고, 이것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 곧 건물의 위압과 웅장함과 교회권력을 이기려는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에, 일
본 무교회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스스로 루터의 적통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루터가 보여준 교회조직 타파 운동 때문이었다.

곧, 교황부터 사제까지

구성된 교회라는 조직을 없애고,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서나, 성만찬 이후 죄의 용
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 하고, 마음속으로 용
서의 확신을 갖는 탈조직적 내면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루터는 조직이 아
닌 영성을 그 중심으로 삼았지만, 그가 넘겨받은 가장 큰 신학적 영향은 어거스틴의
원죄론이었고, 이를 기초로, 인간의 행위를 철저히 배제한 신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절대수동성이 개신교회의 신학을 정체화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면죄부의 발행과
인간의 선행을 통한 구원 (salvation by merit)을 비판하면서, 중세 교회 전체를 펠
라기우스주의라고 규정했고, 수행까지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교만이라
낙인을 찍게 된 것이다. 특히 로마서에 기록된 은총을 인간의 수동으로, 인간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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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행위를 불경한 것으로 이분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본
받아 사는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본래 영적으로 살기 위해 교회에서 이탈한 종교개
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과다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수행도 역시 은총의
반대편에 위치한 자유의지나 인간의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종교의 성공은 역
설적으로 종교의 실패라고 하듯,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교회의 조직화는 이를 지탱하
는 은총과 인간의 내적 초월을 강조하는 신학을 생산하게 되었다. 수행을 펠라기우
스주로 이해하고, 교회는 이성을 밀어내고 은총만 기대하는 신화적 공동체가 된 것
이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기대고 있는 어거스틴의 신학은 인간의 타락과 신의 은총
만을 강조하는 타락/구속의 틀 안에 있었다. 이로써, 수행 보다 교회와 신학 안에
참여하는 수동적 삶이 개신교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신학이 대중화 됐을 때, 특
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기복적 이며 수동적 신앙이 대세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루터가 비판한 중세의 스콜라철학은 그 안에 철학과 과학의 영역까지 포괄
하면서 보편적인 (Catholic) 세계관을 형성해 내었다.

중세 후기에는 오캄의 유명론

을 통해 스콜라적 보편주의는 해체의 길로 들어서고, 루터는 오캄을 통해 '이성'을
구원의 영역인 은총과 심판에 한정하는 면도날을 들이대게 되었다. 이로써, 신학은
구원과 심판만을 다루는 학문이 된 것이다. 이후로, 사물을 관찰하며 그 보편적 법
칙과 행동방식을 연구하는 철학이나, 실험을 통해 이를 이해하려는 과학은 교회 밖
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는 오직 심판과 구원이라는 담론이 중심이 되게 된
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문화적으로 게토화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 글은 종교개혁신학 중 특히 유명론의 영향으로 이성을 한정시키고, 신의 은총
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인간의 수행인 영성을 억압하게 된 루터의 은총론을 비판할
것이다. 또한 종교개혁 신학이 기대고 있는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타락/구속의 전통
에 속해있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어디에
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당시의 교회는 어거스틴을 선택했는지 추적해 볼 것이며,
이것이 루터에게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이로써, 인

간의 이성과 수행을 한정하고 신의 은총만을 절대시한 종교개혁 신학이 만들어낸 문
제점도 파악해 볼 것이며, 이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영성을 소개할 것이다. 창
조영성은 이성과 과학을 신학 안에 포함시키고, 은총에 대한 인간의 수동성만을 강
조한 것을 벗어나, 인간의 예술적 창조와 사회변혁을 통해 내적 깊이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글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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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1. 오직 은총으로?

세계적인 루터 연구자 베른하르트 로제는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조를 다섯가
지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오캄주의 둘째 어거스틴주의 셋째, 그의 스승이었던
스타우피츠, 넷째는 인문주의, 다섯째는 신비주의를 들었다. 1)스콜라철학에 대한 비
판으로 오캄의 유명론을 사용했고, 여기에 어거스틴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인문주
의가 결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상적 영향 이전에, 그를 만들어 냈던 사
건이 있었는데 이는 곧 '탑의 경험'이었다. 이 경험이 그 신학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
것이 위의 다섯가지 사조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보자:

비록 내가 요동치는 수도사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책속에 괴로워 하는 죄
인이었으며, 내 행위가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래
서, 나는 분노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그를 증오하면서 피둥됐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존경하는 바울을 붙들고 그가 전하는 말씀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연결시키려
고 묵상하였다. 그때, 나는 은총과 자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낙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고 느꼈다. 성서의 전체가 새 의미로 보였고, 과거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성경의 말씀은 더더욱
위대한 사랑 안에서 달콤하게 다가왔다. 바울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늘로 향하는
문이 됐다.2)

이 체험이 있기 전,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은 공포의 신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욕을 해도 신의 저주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터는, 이 탑속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마음에 가 닿았다. 내 '선행'이 능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능동이

1) 로제, 베른하르트, 정병식 역『마틴 루터의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6, 43-47 참
조
2) An Excerpt From: Preface to the Complete Edition of Luther's Latin Works (1545) by
Dr. Martin Luther, 1483-1546 Translated by Bro. Andrew Thornton, OSB from the
Vorredezu Band I der Opera Latina der WittenbergerAusgabe. 1545 in vol. 4 of
LuthersWerke in Auswahl, ed. Otto Clemen, 6th ed., (Berlin: de Gruyter. 1967).
4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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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코페리니쿠스적 전환점을 체험했던 것이다. 곧 신은 벌을 주는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의 존재로 뒤바뀐 것이다. 이런 루터의 돈오頓
悟 적 체험을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루돌프 오토가 성스러움을 누미노제로 표현하
건, 아브라함 요시아 헤셀이 '놀람'과 '경외'로 표현하건, 나에게 없던 것이 혹은 에고
의 무명無明이 봄으로의 믿음 faith as visio3) 생겨난 체험이건 새로운 눈을 얻었다
는 것은 종교체험의 알맹이이기 때문이다. 오강남은 이를 사물의 본성 (nature)이나
실재 (reality), 사물의 본모습, 실상, 총체적인 모습 (the whole, totality), 여여함
(tathat)을 꿰뚫어보는 눈이다. 물론 이 눈은 외부를 보는 눈이 아니요, 견성見性의
눈, 곧 사물을 보는 眞我 혹은 無我를 보는 눈이다. 루터의 경우, 신적 공포로 인해
그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던 눈이 사라지고, 신의 사랑을 보는 달콤한 눈을 얻은
것이다.
탑의 체험이 루터로 하여금, 내적인 분노를 잠재우고 금욕의 무용함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면, 은총이란 곧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는'체험이다.

특별히 루터에

관한 글을 쓸 때, '인간의 체험'이라고 하기가 마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가 이해
했던 인간론은 애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치 알랭

바디우가 포착한 바울의 돈오적 체험으로 과거 그를 만들었던 반기독교적 주체가 사
라지고, 새로운 주체인 '전도자'로 바뀌는 신비적 경험을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은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1) 루터의 은총론에 관해서
루터의 은총론의 출발은 바울의 로마서에 특별히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
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와 나아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 기대고 있다. 역사적 바울 혹은 급진적 바울에 대한
오늘날의 스콜라쉽은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행위와는 반대되는 '은총'과는 동떨어져
있다. 샌더스는 바울이란 존재가 유대교와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계
약적 율법주의 (covenantal nomism)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샌더스
는 계약적 율법주의는 다음 여덟가지의 패턴으로 전개된다고 하는데 이는: (1) 하나
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2) 율법을 주셨으며 (3) 선택을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4)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 (5)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 (6) 율법

3) 오강남, 「표층믿음에서 심층믿음으로」, 한자경 편집,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서
울: 운주사, 2012,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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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서를 베풀고 그 용서는 (7) 율법적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갱신하며 (8) 이 율법
을 지키고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해 주신다4) 종교개혁을 통과한 우
리의 시각에서는 유대적 율법주의란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은총적
형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기 행위적 형태였다고 비판한다 했지만,
이미 기원전 2세기 경에 유대교 안에서 정착된 계약적 율법주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신다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샌더스
의 책은 이후, 바울 신학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오늘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급진적 바울에 대한 연구서인 『바울의 첫번째 복음』에서는 바울이 비판하는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신앙 없는 행위라 하였다. 인간의 능
동 (율법)과 수동 (은총)이 구원의 관건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하는 행위 (faith
with works)와 신앙 없는 행위 (faith without work)를 대조5)하는 것이었다라고 말
하고 있다.
이는 여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울의 종교개혁적 해석을 완전히 뒤집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시각이 떠오르자,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루터에 대한 변론
역시 나오게 되는데, 이 중 시모 페우라 Simo Peura는 루터가 이해한 '칭의'를 은총
과 선물 이 두 가지로 세분하면서 은총과 선물이라는 개념은 로마서 5장 15절에 놓
여져 있다6) 라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

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구절을 루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실 아버지께로 받은 '선물'은 '한 사람의 은
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그의 가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개인적인 은혜로 우리
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은혜에
대하여 아담의 특정한 개인적인 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선물은 우리에게 주
어진 의로움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원죄는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선물이다. '하나님
의 은혜'와 '선물'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즉 의로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 선물은 원수들에게도 자비를 통해 주어져야 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7)

4) Sanders E.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Minneapolis: Fortress, 1977), 422
5) 보그 마커스 J. 크로상 도미닉, 김준우 옮김, 『첫번째 바울의 복음』서울: 한국기독교 연
구소, 210, 231.
6) Simo Peura, Christ as Favor and Gift: The Challenge of Luther's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in Braaten Carl E. eds., Union with Christ: The New Finish Interpretation

of Luther, (Londo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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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의 두 효과인 은혜와 선물에 관해 루터는 '하나'이며 같은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였
다가 그의 이후 작품에서 약간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1521년 가톨릭 사제인
라트무스와의 논쟁에서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확실히, 은
혜가 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죄도 없다. 왜냐하면 전인 (whole person)이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거기에는 죄가 있다. 왜냐하면 은사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몰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의 죄를 깨끗이 하는 은사를 말
미암지 않고는 은혜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못한다.8) 은혜는 하나
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곳, 곧 은사[선물]은 사람 안에 들어가 죄를 물
리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을 썼던 것을 미
루어 볼 때, 사람의 '행위'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이에
관해 시모 페우라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은총은 하나님의 저주인 더 커다란 죄악에 반대되는 외형적 선함이다. 은총은 하나
님의 자비이며 (misericordia Dei)이며 선의 (favor Dei)다.

죄인을 향한 이 친근하

고 선한 태도는 하나님 안에 계신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보이실 때,
죄인은 적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선의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선물은 기독인의 내적 선함을 뜻하며, 이는 그의 내적 죄악인 인류
의 부패함과 반대되는 것이다. 선물은 의로움이며 (institia)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
에 있는 믿음이다 (fides Christi) 이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극복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주워진 것(concupiscentia)이다. 선물은 죄인을 진정으로 회복
(renovation)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대체하고, 죄
인을 죄로부터 정화 (sanitas institiae) 시키기 때문이다.9)

은혜 곧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선물은 사람이 은총을 받아 이를 통
해 실천하는 일로 변한다. 곧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내려오는 보편적인 것이
지만, 이를 선물로 받아 악을 이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다. 루
터교 성서신학자 스테판 턴볼은 이에 관해: 은총에 의해 하나님은 죄인을 완전히 용
서하시고 그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지만, 선물은 완전히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7) 루터, 마르틴, 이재하, 강치원 옮김, 『루터: 로마서 강의』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292
8) 루터, 마르틴, 유정우 옮김, 『루터: 초기 신학 저술들』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417-418
9) Simo Peura 위의글, 43

25

종교개혁을 이끈 <세 개의 ‘Sola’ 교리>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

죄인은 부분적으로 죄에서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는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 선물은
'나날이 커지고'(teglich zu nehmen), '불완전' (noch nicht volkommen)하며, 오로지
시작 (angefanen) 이지만, 은총과 칭의는 완전하다10)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오직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 속에 인간의 완전한 수동을 의미하는
것과는 반대로, 칭의가 은총과 선물로 구분되고, 선물은 후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첨가한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오늘날 바울을 새로운
눈으로 이해하려는 시각과 루터를 화해시키려 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인 수행과 영성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인용한 부분을 검
토해 보면, 사실 루터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를 비교하고 있으며,
인간의 영역에 섞이지 않은 하나님 은총의 절대 우위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수행을 통한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당시
에는 펠가기우스주의 요즘에는 '자유주의'라고 평하며 이를 '이단'이라고 전제하고 있
기 때문이다.

루터 역시 은총과 선물을 나누어 설명하면서, 선물의 영역에 인간의

수행적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나 수행에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로마서 5장 15절 이후에
기록된 인간의 전적'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의롭다고 해 주는 칭의 안에 존재
하는 것으로, 은총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다. 그리고 이 은총과
선물은 하나였지만, 이후로 루터는 은총과 선물을 나누어 선물의 영역에 인간의 자
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극복해야 하는 분투로 이해했다.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
는다는 이 절대성은 유지된 채로, 선물을 통해 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첨가
한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은총이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2:4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
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
하느냐라는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의지가 자유롭지 못할 때 어떻게 사람이 계명
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혹은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장본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이 회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심판자 자신이 잘못 행하도록 강요했다면 어
떻게 그 저주가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자신은 이 구절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
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롬2:2)고 말합니다.
당신은 행위에 관한 말과 진리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전적인 필연성이 있습니까? 단순히 수동적인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11)
10) Turnbull Stephan K., Grace and Gift in Luther and Paul in Word & Word, Vol. 24,
Num.3, Summer 2004, 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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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스무스의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인간의 자유
의지는 있지 않은가 하는 말이다. 성서 안에서도 무수히 선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택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
로 루터가 말하는 칭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 이전
과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의 선한행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은총이 필요한 이유나 은총의 도움이 주어지는 이유는 모두 자유선택 그 자체가 아
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은 '강론'자체가 자신의 글에서 '타당한 견해'라고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선을 의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총이
강조되고 은총의 도움이 선포될 때 자유 선택의 무능력도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결론이고 타당한 추론이며 지옥의 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
항해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12)

루터의 대답은 자명하다. 자유선택으로 선함을 선택한다는 것 그 자체도 은총이라
는 것이다. 위의 대목과 연결시켜 보면, 칭의가 은총을 통해 모두에게 전해지고, 이
로써, 개개인에게는 선물이 되어 자신의 죄를 밀어 내기 원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자유선택 혹은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루터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 책의 제목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란 없고, 오직 '노예의지'만 존재
할 뿐이며, 선물을 통해 죄로 인한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않으려 할 때, 자신이 파
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 에라스무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그
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루터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전과
교회 밖의 자유선택과 선한 행위에 대해 루터는 응답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리고
자유의지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이는 특별히 '타락'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3장
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루터의 글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죄성과 무가치함에 대해 강조
하면서, 하나님의 무오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곧 한쪽은 절대선, 한쪽은 절대
악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애초에 다른 영역, 하늘과 땅, 빛과 어둠과 같이 완전히 다
른 영역에 존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능동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루터

교의 신학자들이 은총과 선물을 구분하면서, 수행에 관한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

11) 루터, 에라스무스,

이성덕, 김주한 옮김『루터와 에라스무스: 자유의지와 구원』서울: 두

란노아카데미, 2011, 100-101
12) 위의책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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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도 그 가능성을 별로 열어두지 않는 루터의 태도와 이
뿌리에서 형성된 신학이 과연 수행과 영성에 대해 얼마만큼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
을까? 이런 비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도록 하자

2. 루터 은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루터 은총론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루터에게 칭의를 통한 은총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물이
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선물'이 되었을때, 완전한 은총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에라
스무스와의 논쟁에서 루터는 자유의지에 대해 비판하였지만, 그 결론은 인간은 스스
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노예의지론으로 결론이 났다. 곧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한계성,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이 그 기본적 전제 안에 깔려 있
는 것이며, 신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전
통적 기독교 신학, 특히 기독론적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 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렇게 '분리' 된것이 '하나'된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였다. 이런 '타락'과 '구속'이라는 신학적 틀이 기독교적 인
간론을 만들었고, 서양의 세계관을 형성한 것이었다.

이런 세계관을 읽어 보면, 이

신학은 철저하게 인간중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주와 지구는 인간만
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고, 쉬고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인
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며, 인간이 소속된 이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점에 불과하
고, 태양계는 우주 전체에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무방할 만큼 초라한 것일
뿐이다. 곧 인간의 타락과 구속으로 구성된 신학은 인간의 영혼구원만을 염두 해 둔
신학일 뿐이다. 특별히 이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 오늘날 개신교 신학이 교회 밖 과
학과 철학에 대해 능동적으로 응답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곧 루터는 은총 중심의 신학을 구성하면서 신학적 이성을 오직
'타락과 구속' 루터 개인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은총과 심판에 고정시킴으로써, 이와
무관한 이성, 이를테면 관찰이성인 철학과 실험이성인 과학을 신학 밖으로 나아가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관해, 베른하르트로제는 루터가 이성을 나름 넓게 인정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루터는 스콜라 전성기나 혹은 후기의 다양한 개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인식론을 전
개하지도 않았고, 가끔 혹자가 주장했듯, 신학에서 이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루터
가 계시에 반하는 인간 이성의 독단성에 대해 비판적 진술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종종 '총체적 대립'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다른 한편 루터신학은 이성과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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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하여 기본적이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성과 계시의 대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문적인 영역과 세속정부에서의 이성의 과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이성은 확연히 구분되어야만 한다.13)

로제가 말하는 루터의 '계시'란 드러나신 하나님, 곧 성서와 예배의식을 통해 '드러
나신' 하나님이다. 루터는 이 계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시고, 우리와 친교를 맺으신다.

그러나, 예배를 받지

못하시고, 친교를 맺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강한 팔 안에 있기 때문이다14) 계시는 드러난
하나님이요, 계시의 이면에는 숨어계신 하나님Deus Abstoconditus이 계신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근원은 마이스터 엑카르트의신론 중 그 중심인 神性 Godhead 로 출
발하여, 타울러를 통해 그의 스승, 스타우피츠를 통해 루터에게 전달된 것이다. 여하
간, 숨어계신 하나님에 관한 여지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루터가 추구했던 것은
명백히 보여주는 이성 (raioeviden)15) 곧 성서에 의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보름스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들의 위엄과 은총이 간결
한 답변을 요구하기에 성서의 증언을 통해 또는 이성의 명백한 근거를 통해 답변하
지 않고 뿔과 이도 없는 답변을 하고자 한다.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지 않는다.

이유는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했고, 스스로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인용한 하

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승리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하고자 원치도 않는다. 이유는 양심에 반
대하여 행동하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기 때문이다16)

여기서 로제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측하며 계몽적인 의미로 보름스 선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신앙이란 마음의 일17) 이며, 신앙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심판과 은총이라는 관점 아래서 다룬다18)고 했다. 곧, 성서와 예배는 심판과
은총에 관한 계시이고, 바로 이 심판과 은총에 관한 추론이나 사변적 이성만을 인정
하겠다는 것이다.
심판과 은총이라는 신앙적 영역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서와 예배를 벗어난 사변과
추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3)로제, 베른하르트, 위의책 278.
14)M. Luther, Werke, WeimarerAuflage (W.A.), Vol. XVllI. 685.
15) 로제, 283
16) 위의책.
17) 위의책 284.
18) 위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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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는 로마서 강의에서

라틴어로 된 본문 속에서

그들 [스콜라신학자들]을 돼지

새끼 신학자라 칭하고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떠버리, 악취를 풍기는 철학자
로 부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루터에게 눈먼 이교의 스승이며 정죄 받고 아주 교만
하고 교활한 이교도, 불행한 인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님은 '주무시며' 그리고
'졸고 계신다'19)

루터가 출현하기 전 이미, 성 빅토르의 압살롬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이 지배하는
곳을 그리스도의 영은 다스리지 않는다20)고 했듯이, 당시 스콜라철학이 지배하는 중
세의 세계관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루터는 심판 은총의 인간내적 영역에만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이에 관한 이성만을 인정했다. 사실 루터의 이런 환원은 대단히 자의적
이다. 인간의 삶 하나 하나가 어찌 분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예를 들어 선불교

에서는, 인간과 우주의 모든 일이 佛性 하나의 일이라고 하고, 켄윌버는 우주 전체
가 아트만 프로젝트로 향하는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표현했다. 이성과 신앙, 일상과
신앙적 삶을 이분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 구도이며, 영성과 삶을 인위적으
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 곧 합리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
는 반지성주의와 인간의 내면성과 죽음 이후 천국행으로의 구원과 생태와 과학적 세
계에 대한 개신교의 무능이 루터의 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야 할 것이다.
둘째로, 루터 신학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뿌리는 무엇일까? 앞서
로제가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다섯가지 사조를 설명했지만, 특별히 루터에 있어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으며, 어거스틴-루터-칼빈 현대에 와서
는 바르트의 라인이 소위 정통/신정통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중심부다. 어거스틴도
은총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로마서 5장 15절에서 시작했는데, 이는 인간이 '타락'했
다는 것을 전제로 루터 그 자신의 '은총'이해, 곧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중 하나인 오
직 은총의 뿌리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타락이 '한 인간'에서부터 시작됐으
니, 이 '원죄'는 곧 자유의지가 되며 이 자체가 인간이 타락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타락'과
'구원'이 루터 신학의 전체가 되며, 이 루터로부터 흘러 나온 개신교신학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의 자유선택이나 자유의지는 '행위'와 연결되어 해석되었

고, 이는 율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곧 행위/율법/자유의지가 은총과 대립되게

19)한스마르틴바르트, 정병식, 홍지훈 옮김『마르틴 루터의 신학: 비평적 평가』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2015, 149.
20) 위의책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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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그런데 진짜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을까? 이것이 본래 텍스트에서 주장하
던 방식일까?
위에서도 밝혔지만, 바울에 대한 오늘날 스콜라쉽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마커스 보
그와 도미닉 크로상은 종교개혁적인 인간의 '수동성'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
다:

당신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복적 정의로 잘못 읽었다면, 유일하게 기
쁜 소식은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로운 (just)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하시고 (pretend),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정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주실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 처럼 (as if) (의롭다고 [무죄로]인정)하신다는 것에 대해
바울은 경악했을 것이다. 예컨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다음 주장들 속에는,
가상적인 정의의 전가 (fictional imputation of justice)와 같은 것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정의에 의한 사실적인 변화 (factual transformation by justice), 곧 정의
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21)

이들에 의하면, 인간의 수동성에 따른 의롭다고 쳐주는 전가적 (imputation) 칭의
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의에 의한 사실적 변화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에 관해 고린
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
음이니라와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그리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희생제물은 대신이 아니라 참여22)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에게 전가
하는 값싼 은총이 아니라,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서는 로마서 6장 전체를 할
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노력'하

고 변화하는 수행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전가하고 있다.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 필자는 바로 그 출발점이 어거스틴에게 있으며, 그의 신학을
'정통'으로 삼았던 서양 교회에 있다고 본다.

창조영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영성신학

자 매튜 폭스는 어거스틴에 의해 서구의 인간중심적 은총론인 타락/구속전통이 생겨
났고, 그 뿌리는 인간의 '죄'를 이해하는 그의 특이한 시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1) 『바울의 첫번째 복음』226
22) 위의책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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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자

2) 루터신학의 원천인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그 문제점
우리 모두는 인간 죄의 원형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으며 이를 '원죄'라 칭하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향한 전제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프린스턴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일레인 페이걸스는 창세기 제 3장에 대한 담론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이전의 대다수 유대인과 기독교
인들과는 다르게 읽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읽혔던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인간의 속박이야기로 바뀌게 된다.23)

도미닉

크로상에 의하면, 창세기 제 3장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의 선택에 관한 신화적 기
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곧 생명나무와 선악과 둘 중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
과를 먹어 낙원에서 쫒겨나게 됐다는 이 신화는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운
명에 대한 신화적 기술이며, 이 인생 속에서 선과 악의 선택에, 선을 택하며 살라는
교훈이라는 것이다. 곧 옳고 그름을 파악하지 못하던 유아단계에서, 성장하여 선을
선택하는 성장의 설화라는 것이다.24) 실제로 크로산은 원죄를 동생 아벨을 죽인 가
인의 폭력성에서 찾고 있다.
위에서 페이걸스가 어거스틴 이전에는 창세기 제 3장을 인간의 자유로 읽었다고
했는데 어거스틴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펠라기우스도 제 3장 인간의 타락을 이렇
게 읽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이었고, 그 선택
의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에덴동산에서 살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에 놀라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자
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선악과라는 나무에 대해서 놀란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행할 지식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선악과
를 먹음으로, 그들은 이 지식을 얻게 됐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유'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쫒겨 났다는 이야기는 살상 어떻게 인간이 그 자유를 얻게
됐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그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내려 주셨
는데, 이에 불순종 할 수 있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

23) 페이걸스, 일레인,『아담, 이브, 뱀』서울: 아우라, 20096, 26.
24) 크로산, 도미닉, 『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서울: 한국 기독교연
구소, 2015, 63-8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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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다.
복종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저 어떤 윤리적인 이유 없이 하나님께

25)

창세기 제 3장에 대한 이런 독법은 단지 펠라기우스의 독특한 해석이 절대로 아
니다. 크로산과 페이걸스가 주장했듯이, 창세기 제 3장을 기록한 저자 역시 이와 같
았고, 어거스틴 이전의 교부들도 이렇게 해석했다.

아니 그 이전, 예수도 몰랐고,

폭스의 주장대로 라면 바울도 몰랐던 논리였다. 또한 앞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
쟁에서, 에라스무스가 던진 질문에 대한 응답은 사실 펠라기우스가 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은 기독교가 덕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확신인 우리가 관찰하
는 바와 확연히 다르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넓고, 절제하며 사랑하고 관대하고 친
절하며, 쾌락과 이 세상적 명예를 거부하고 단순함과 겸손함을 추구하는 이교도들을
만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성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이교도들을
만나는데, 만일 기독교인들만이 선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고 말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인류가 선함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
이다. 이교도들 사이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의 증거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인종과 종교를 넘어,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인 됨의
혜택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선함의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선함을 선택할 영감을 얻
는다.26)

구속주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면, 교회 밖의 인간들이 타락하고 길 잃은 존재들
일 뿐이지만, 창조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다.
펠라기우스의 이 글을 읽어 보면, 그는 창조중심적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본연적 선함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즉 오늘날 교회의 전통처럼
신학을 창세기 제 3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제 1장으로 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 켈트영성을 소개하고 있는 필립 뉴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서구 그리스도교 주류의 전통 안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본질적인 선이 있

25) Van de Weyer,

Robert, eds., The Letters of Pelagius: Celtic Soul Friend, (New

York: Arthur James/Little Giddings 1995),33.
26) 위의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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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부인하는 이러한 칼빈주의적이고 아우구스티누스적 영성의 조류에 의하여 영
향 받았다. 대단한 잘못과 악이 지배하더라도 여전히 더욱 깊숙한 곳에서는 아마도
감추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인간의 심장부에는 하느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음
을 우리가 믿고 희망하는 것을 서방전통은 훼방하였다27)

그렇다면 이와 극단적 대조를 보이고 있는 어거스틴의 해석은 어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는 이전의 기독교 교리와 확실히 달랐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의 주장을 간악한 것으로 여겼다. 전통을 따르는 수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원죄이론이 기독교 신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토대, 즉 하나님이 행한 선한 창조와 인간이 지닌 의지의 자유를 뒤흔든다
고 믿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담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었으나, 세례를 통해 '모든'죄로부터 정결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집트인 교사였던 장님 디디무스 (Didymus the Blind)의 말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

가 창조되던 때 처럼 죄에 물들지 않은 채 각자의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
고 기독교인들은 믿었던 것이다.28)

처음에는 어거스틴의 논리가 '위험한'것이었고, 창조의 선함을 훼손시키는 불손한
것이었다. 이 원죄란 무엇인가? 어거스틴은모든 인간은 죄에 의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본성을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다29) 고 말한다. 이 육체는 애초에 영혼
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영혼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육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영
혼은 자신의 자유를 통해 사악한 쾌락을 느낀다30)라고 했다. 곧 육체의 반란이란 성
욕이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주장에, 펠라기우스와 그 사상적 맥을 같이
하는 율리아누스는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죽음과 성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고
한다. 죽음과 성욕은 '태초에는'자연의 섭리였기 때문이다31)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
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아담과 이브의 의지에 따른 행위를 통해 우주의 섭리를 변
화시켰는데, 의지에 따른 단 한번의 행위가 보편적 자연은 물론 인간의 본성까지도
타락시켰다32) 곧 인간의 의지는 원죄 이전에도 타락했으며, 이 타락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파괴시킬만한 엄청난 것이었다.

율리아누스는 아우구스

27) 뉴웰, 필립, 정미현 옮김『켈트영성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88
28) 『아담, 이브, 뱀』245
29) 위의책 208
30) 위의책 210
31) 위의책 247
32) 위의책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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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누스가 성적 방종과 성적 욕구를 혼동하고 있다33) 라고 말했지만 어거스틴은 이
렇게 대답한다: 성욕을 자극받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
다! 성욕이 발동하는 순간엔 의지의 결정에 응답할 '도리'란 없다34) 라고 답한다.
그러니, 성에 의해 탄생했고 성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그
는 신의 은총외에 그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성교없이 태어난 예수에 의해 구
원이 가능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죄로 인해 파별한 인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간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세속의 권력을 정당화 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압적인 형태를 띠
는) 교회의 권위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35) 이렇게 보면,
어거스틴의 이론은 교회가 지배하던 로마에게 있어 대단히 호감적 신학이었다.
사변이성과 동떨어진 은총 그리고 심판과 계시는 곧 타락/구속의 영성전통을 이어
받아, 이성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적대적으로 이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 너머의 하
나님의 절대은총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정체화 한 것은 자신들
은 반半어거스틴주의자이고 중세의 교회는 선행을 통한 구원 (salvation by merit)을
강조하므로, 반半펠라기우스주의라고 정체화 했다. 창조의 '선함'을 거부하고, 성욕을
죄의 근원으로 받으면서, 인간의 육체를 성욕 곧 죄의 결과로 바라보던 기괴한 시각
에 의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몰았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태어난 아기는 하
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였다.36)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선함이 신학의 출발점이
었던 펠라기우스의 이런 주장은 인간의 성욕에 대해 극단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어거스틴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태

어난 아기는 부모의 성욕에 의해 만들어진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이었다. 학문이란 모
름지기, 건강한 상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과연 이단적 마음의 발현인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경멸'해야 그가 정통
적인 참 신앙인인가? 태어난 아기는 죄의 결과이고 그 역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례와 성례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었
다. 결국 펠라기우스가 아닌 어거스틴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간에 대한 극단적 경멸을 바탕으로 형성된 어거스틴의 신학은 인간을 배
제한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구원의 궁극이었던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곧 전가적
(imputation) 죽음이요, 루터가 에라스무스를 비난했듯이 인간의 어떤 '참여'나 자유
의지도 불 경건한 것이 되고 만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러니, 서구 기독

33) 위의책 262
34) 위의책
35) 위의책 233-234
36) 『켈트영성이야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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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역사는 육체를 학대하거나, 통제하고 훈육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미셀 푸코
는 근대 이후, 감시와 통제를 기독교 문화가 벌인 몸에 대한 증오에서 찾아냈다. 그
런데 정확히 기독교 문화가 아닌, 어거스틴 아니 그 이전 영육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어거스틴의 性에 대한 증오를 타고, 인간과 육에 대한 부정의 문화를 만들며 신의
은총을 대변하는 기관인 교회의 절대성을 주창했던 서양의 주류 기독교문화에 그 책
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가가 아닌 참여적 은총과 관찰이성과 실험이성
에 대해 개방적인 신학, 곧 수행적 신학, 곧 '영성'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선 새
로운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창조영성을 종합한 매튜 폭스의 생각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3. 참여적 은총: 수행적 영성을 향하여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였다 일찍 퇴직하여 강화도에서 심도학사라는 영성원을 이끌
고 있는 길희성은 신문의 기고와 칼럼을 모은 책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에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종교와 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종교는 우선 집단적 현상인 반면에 영성은 주로 개인적이다. '나 홀로 종교'란 있을
수 없다. 종교는 집단적이기 때문에 조직과 제도를 필요로 하며, 조직과 제도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지도자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종교도 집단이고 체제인 이상
타 집단으로부터 자기를 차별화하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
러니 위해서는 조직과 제조들 갖추고 신자들을 관리해야 하며 사상과 교리를 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필연적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배타성을 띨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한 카리스마 넘치는 창시자들은 기성종교에 대해 비판적이
고 개혁적이며 사상과 행동에서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추종자들이 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각종 규율이 생기고, 제도와 체제가 강화된다. 어쩌면 종교는 성공이 곧
실패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지녔던 순수성과 자유로움과 창조성은
사라지고 신도들을 관리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규제하면서 점차 억압적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37)

이와 같은 현상은 동서양교회에 공히 일어나고 있다. 길희성은 이런 '집단적'종교
에 대해서 영성은 개인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의 고독과 침묵 속에 스스로의 에
고를 성찰하여 이를 넘어서려는 '영성'은 일차적으로 다수성 보다는 단일성, 차별성

37) 길희성,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서울: 휴, 2013,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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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무차별성을 선호하며 일체의 상과 관념이 발붙일 곳 없는 적막한 세계, 곧
무상, 무념, 무주, 무아라는 부정의 세계를 선호한다38)라고 하였다. 이유는 相과 念
과 主와 我는 있는 그대로의 현존을 벗어나려 하다 에고 곧 가짜 나가 만들어낸 허
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길희성의 동양적 영성과 그 괘를 같이 하는 영적 전통도 서구에 존재했는데 폭스
는 이를 창조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인간의 '죄'에서 출발하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그 뿌리를 두는 전통이 그것이다:

창조중심의 영성 전통이 여태 서구교회에서 끊임없이 억압되어 왔다. 이레니우스
와, 힐데가드와, 프란시스와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이 창조영성의 대표적인 사람
들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소위 이단들 예를 들자면 펠라기우스, 스코투스 에리우게
나, 마이스터 엑카르트, 지오다노 부르노, 데이야르드 샤르뎅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였고 폭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조중심의 신비가들 예를 들자면, 힐
데가드, 메히틸트, 엑카르트, 노리치의 줄리안, 쿠사의 니콜라스 그리고 이레니우스
는 조직적으로 무시되어 왔다.39)

인간의 죄성이 아닌 본연적 선함, 교회조직을 통해 선물로 주워지는 은총이라는
권위적 패턴이 아니고, 인간의 수행인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참여 (transformation)
를 통해 영원의 근저인 신을 발견하는 것이 창조영성의 전체적 틀이었다. 미쉬러브
와의 인터뷰에서 매튜 폭스는 영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
하고 있다:

네, 나는 기본적으로 영성을

엑카르트가 우리 존재의 가장 내적인 영역이라고 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가장 내적인 헌신과 경험인데 이는 곧 우주적 경험입니다.
나는 영성을 공동체의 축하와 치유, 사회정의와 같은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깊이에서, 우리의 심연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곧 바울이 말한, 겉 사람의 것이 아닌 속사람의 것이어
야 한다는 겁니다.40)

내적인 것은 우주적인 것이다. 곧 가장 깊은 것은 가장 높은 것이다. 마이스터 엑
카르트의 표현이다.

이에 대한 엑카르트의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38) 위의책 196.
39) Original Blessing, 248
40) http://www.williamjames.com/transcripts/fox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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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참으로 가짐은 마음 (Gemt)에 달려 있고, 신을 향한 내적이고 정신적인 전향
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계속 한결 같이 신을 생각하는 것 (Darandenken) 에
달려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신에 대해 계속 한결같이 생각하는 일 자체가 본성상 불
가능한 것이거나,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다가 최상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
은 생각된 신 (einem gedachten Gott)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만약 생각이
소멸된다면, 신도 또한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히려 참되고 본질적인 신
을 가져야 한다. 그 신은 인간의 사유와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 너머 아득히 높이
있다. 만약 인간이 의지적으로 신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신은 소멸하지 않
는다.41)

엑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근저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겉 사람과 속 사람이란,
피상적인 것과 심층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삶의 경험과 집착으로 구성된 象
들의 온갖 이미지와 이에 의해 생겨난 습관과 관성의 덩어리인 생각(Darandenken)
들의 집합체다. 마치 불교에서 오감에 의해 파악된 色이 제 6의식인 意에 의해 종합
되고 그 뒤에 있는 제 7식인 말나식 곧 '나라는 의식'에 의해 色이 선택적으로 파악
되어 제 8식인 아뢰아식에 業으로 저장되어 사물이 삼계에 윤회하는 범부의 삶을
떠나는 해탈이 곧 근저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엑카르트와 불교의
不二論과의 대화는 광범위하게 있어 왔다.

엑카르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심층과 표층을 기신론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한자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42):

인간은 현상적으로 보면 전체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각각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서로 다른 지위를 갖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이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일체의 현
상적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존재, 대등한 존재이다. 개체가 서로
다른 각각이면서도 또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일 수 잇는 것은 개체가 표층과 심층
두 층위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체는 표층에서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심층에
서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가 곧 전체가 된다. 그러므로 개체는 표층에서
는 서로 다른 남이지만, 심청에서는 더로 다르지 않은 하나이다. 표층에서는 개체가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심층에서는 개체가 그대로 전체이며, 따라서 전체는 개
체마다에서 반복된다. 이와 같은 개체와 전체, 표층과 심층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표화 된다.

41) 마이스터 엑카르트, 요셉 퀸트 편역, 이부현 옮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독일어 논고』
서울: 누멘, 2009, 80쪽.
42) 한자경, 『심층 마음의 연구』서울: 서광사, 20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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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마음을 유식불교에서'아뢰아식'이라고 한다면, 엑카르트에게 있어서 근저이고
하나님이다. 그 심층마음 안에서 나와 너와 그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고, 이것이 표
층으로 들어 났을 때,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되지만, 표층의 개체성도 심층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써, 色卽是空 空卽是色, 즉 표층은 심층에서 나오고, 심층은 표층
을 포괄한다.
:
폭스는 영성이란 심층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삶의 길 Way of life곧 영적 삶이
라고 한다:

예, 삶의 길 입니다. 삶의 길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응답하게 인도합니다. 이
것이 나무의 아름다움이거나, 바람이거나, 고난이거나, 아픔이거나, 창조성이거나죠.
영성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창조전통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은
와우하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곧 경외와 놀람입니다. 랍비 헤셀은 지혜는 경외감
에서 나온다고 했고, 영성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바로 그 지혜의 경험입니다. 과학
이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을 알려줄수록

곧 어떻게 190억년 전

최초의 불덩어리가 결정했는가에 따라, 지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등

우

리는 놀라게 되죠. 신비는 이 놀라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에고가 혹은 피상적 자아가 오감의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낸 것은 전혀 놀
랍지 않다. 그러나 이 돈오적 놀라움이란 언제나 이런 이미지를 넘어선 곳에서 시작
된다. 그래서 삶의 길a Way of Life이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길'을 따
라 걷는 것이다. 이 길을 그는 긍정과 부정의 길이라고 했다. 이미 우리는 창조된
이 세계 안에 살며, 그 법칙을 거스르며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신비와 경외 속에 살다, 내가 '만들며
' 창조하며 사는 것을 '창조의 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약자들과 연대하여 변화
를 만드는 길을 '변형의 길'이라고 했다. 그래서 4가지 영적 순례의 길,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 창조의 길과 변형의 길 안에서 창조하고, 변형시키며, 하나님과 깊은 영
적 교재를 갖는 것이 영적 삶의 길 spiritual path이라고 했다.

창조영성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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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듯이 과학적 세계관을 환영하며, 생명체와 우주의 경외감에서 창조주를 향한 신
비에 자신의 내면을 개방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의 길에서, 창조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창조의 선함에 대한 충
만한 체험을 '긍정의 길'via-positiva라고 한다. 본래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타락/구속의 전통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며 죄로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를 말하지만, 폭스는 인간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폭스
는 이를 범재신론,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바르는 창조적 에너지다. 볼들레어의 싯구를 들어면, 얼마나 자연이 우리를 사랑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육적인 것과 동시에 영적인 숲을 걸어갈 때 / 숲은 우
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
라. 우리는 단지 하나의 숲을 걷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는 육적인 숲을 걷고 있는 것이다.43) (Fox 38)

보이는 모든 공간과 나무와 사람과 피조물들은 다바르 곧 하나님의 에너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심층의 힘이라면, 나타난 모든 것은 심
층의 외형적 현상이다. 그러니, 삶의 매 순간은 심층이 드러나는 신비다. 그렇다면,
손짓하나, 움직임 하나, 동식물과 우주의 펼쳐짐 모두 다바르 곧 하나님의 창조 가
매 순간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내 손가락 하나도,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도 근원이
신 하나님의 다바르인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가 닿는다면, 불교적으로는 色과 空

이 같은 不二적 깨달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온갖 '부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홀로코스트는? 광주는? 세월호는? 이에 대해 폭스는
부정의 길을 제시한다.
부정의 길은 창세기 제 1장에밤이 되고 낮이 되면 이는 첫째날이라, 밤이 되고 낮
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뀛에 등장하는 '밤'의 길이다. 융의 작품 중 가장 원대하고
도전적인 선언은 그가 익냐시오 로욜라와 마이스터 엑카르트를 비교하면서 했던 말
이었다. '익냐시오는 부정의 길이 없다'44)곧, 금욕주의는 있어도, 창조의 한 면 곧 '
어둠'에 대한 포용이 없다는 것이다.
폭스는 이 '부정'을 금욕이 아닌 비움 emptying, 내려놓음, 어둠으로 침잠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동양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는 익숙하지 않아
도, 비움과 내려 놓음은 명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노장과 불교의 無

43) Original Blessing 38
44) 위의책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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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와 空은 자기 몸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생각의 비움이다. 특히 불교에서는 세상
의 모든 것은 육근과 육경의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相이고, 특히 중관에서는 만들어
진 상도 空이고 파악하는 주체도 空이니 모든 것은 空일 뿐이라고 말한다. 집착에서
고통이 나오니,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은 그냥 텅 빈 五蘊일 뿐임을 觀 하라는 것이다. 오온의 상을 실체로 여기거
나, 혹여 켄 윌버가 말했듯: 인간으로 하여금 유한 땅을 무한의 천국으로, 이 땅의
부를 초월적 안전으로 여기는 치명적 허구45)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인식의 무
너짐과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노장과 신유교에서는 태극에서
나온 陰陽 곧 정함과 움직임에 의해 오행이 나오고, 이것에 의해 우주가 출현한다는
대단히 소박한 경험론적 철학이 형성됐다. 마찬가지로, 창조의 낮과 밤의 이미지와
같이, 폭스의 긍정과 부정의 길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근원되신 하나님과 사
귀는 길은 동일하게 인간의'창조'의 길로 연결시키고 있다.
긍정과 부정 이 두가지의 길과 더불어 폭스는 창조의 길을 제시한다. 폭스는 예술
이 곧 명상 (art as meditation) 이라고 했는데, 폭스가 말하는 예술은 '수용'적 예술
이 아니라, 스스로 행위하는 예술이다: 가든에 물을 주는 능력 기본적인 악기를 연
주하고, 씨를 뿌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물과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 널리 퍼졌었
다. 그러나 산업사회와 도시의 삶은 이 대부분을 바꾸어 버렸고, 오늘날 우리는 무
의식을 개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활동해야 한다.46) 발터 벤야민은 도시의 삶의 주
변인인 산책자는 자본주의의 외부자인 동시에, 자본과 권력이 생산하는 판타스마고
리아에 도취되는 군중47)이라고 했다. 광고의 서사에 도취되어 결국 이 사회를 벗어
나지 못하는 군중들은 식물도 가꿀 줄 모르고, 악기도 연주하지 못한다. 회사에서
자신의 삶과 무관한 극도의 전문적 일을 경쟁적으로 하다, 강제퇴임을 당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구경꾼인 군중을 만들 뿐이다. 벤야민은 환상이 아닌 자
신의 삶의 기억을 통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미몽이 아닌, 스스로가 구성하는 꿈
을 꾸는 자48) 이를 알고 있던 간디는 사람들에게 물레를 돌리게 했다49) 곧 물레는
당시의 대영제국에 대한 저항이며, 예술적 명상은 우리를 이 지배문화에서 나와, 문
화를 재 창조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폭스는 변형의 길을 제시한다. 타락/구속 전통이 아무리 위장한다고

45) 윌버, 켄, 조옥경, 윤상일 옮김, 『에덴을 넘어』서울: 한언, 2009, 172.
46) Original Blessing 191
47) 권용선, 『세계와 역사의 몽타주: 뱐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서울: 그린비, 2009,
195.
48) 위의책 272
49) Original Blessing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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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결국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루터가 면죄부를 거부하
고 이를 발행한 교황의 권위도 거부하며 95개조의 항목을 썼다고 해도, 최종결론은
죽은 후에 천국가는 것이다.
말년의 미셀 푸코는 국가와 자본주의의 통제구조를 벗어나 주체의 해방공간을 확
보하는 것을 자기의 테크놀로지라고 하였다. 이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위해 푸코는
너 자신을 알라가 실은 너 자신을 배려하라라는 뜻이며, 이를 위해 서구의 수행적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이 무르익기 전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매튜 폭스는 자기와 세상의 변혁을'자비'compassion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
다: 자비심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적 관계가 아닌 평등성을 요청한다. 영적 사람은 '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의 일반적 상식적 이해에서 구원해야 한다. 물론 이런 구원은
우리가 자비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있다. 자비를 이해하는 중심은 상호관계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 존재의 평등성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50) 또한, 폭스는, 자비
는 곧 우주51)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요, 자비이며, 이 자비의 연대적 실천은 가장
심층의 마음에 한마음 곧 一心인 아뢰아식의 표현이요,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의 실천인 것이다. 그래서 변형의 길은 예언자의 길이요, 예언자란 실천하는 신비주
의자 mystic in action의 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긍정과 부정 창조와 변형이라는 끊임없는 순환적 영성을 통해 수행자는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그 근원 곧 신성Godhead에로 돌파하여, 예술과 변혁을 생
산해 내는 것이 창조영성의 수행적길인 것이다.

나오는 글: 타락/구속의 영성에서 창조중심의 영성으로
앞서 루터의 계시의 문제에서 봤듯이, 계시와 이성을 분리하고, 관찰이성 (철학)과
실험이성 (과학)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교회 안에서 신학의 임무는 오직 은총과
심판에 한정 지었을 때, 교회와 세상은 양분되고 교회 스스로가 게토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성을 넘어선 '영성'의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는 요즘 또한
종교의 절대성과 신화성에서 점점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타자에
대해 배타적이며 적대적인 교회의 전망은 점점 어두워 질 수 밖에 없다.

이성적

세계관에 맞선 신화적 세계관을 참된 세계관으로 보고, 다원화된 이념과 문화에 대
한 증오로 전쟁을 심판으로 선동하는 근본주의는 인류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
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와 생존의 위협도 경
험하고 있다.

50) 위의책 279
51) 위의책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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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는 인간 실존을 의미 있게 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탐험하는데 용기와 창
의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건강한 영성이다52)라고 하면서, 영성과 종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종교가 진실하고 건강할 때, 영성도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성은 종교의
핵이기 때문이다 (core of religion). 그러나, 종교가 인간이 만든 다양한 것 들과
같이, 왜곡되고 곡해될 수 있다. 종교는 개개인들에게 에고를 겸손하게 하라고 하
면서도, 그 자체의 기관적 자아 (institutional ego)로 발전될 수 있다. 이 일은 실
제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종교 없이 영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53)

타락/구속 전통이 지배하는 한국의 교회에서 건강한 영성은 이미 이 땅에서 실종
된 지 오래다. 겸손과 사랑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세습을 하고, 성직을 매매하며, 교
회라는 단체는 이미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들은 때로 반공
단체이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주의 단체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천국을

구원이라 하고, 이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신의 은
총과 심판을 선전한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저 너머의 초월로 빼앗긴다. 그래서, 사
회정의나 자본주의적 환등상 앞에 교회는 '초월적' 혹은 '내세적' 구경꾼들만을 만들
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신화적 세계는 이성과 탈이성의 현대와 현대이후를 논
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바로 이 점이 대형교회 중심으로 점점
더 클럽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의 반증이기도 하다. 십자가는 예수가 대신 져 주어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신의 은총이 절대적이므로, 이것이 기복신앙과 결합된다면,

사람의 성공은 모조리 신의 은총이다. 결국 신의 은총을 받은 복 받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력의 상층부를 형성한다. 한마
디로 돈 많은 보수적 특권층들이 장로가 된다. 이로써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라가
자는 혹은 수행하자는 진보적 목사는 기성교회에 들어갈 수 없고, 은총과 축복을 강
조하며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져 주었다 (imputation)라고 믿고 설파하는 목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클럽화된 교회에서는 다양한 선교헌금과 동아리 모임 그리
고 경조사가 있다. 돈 없이 이 클럽생활을 해 나가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여기저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지도력의 상층부에 올라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개신교의 보수화/클럽화의 뿌리도 역시 타락/구속 전통에

52) Fox, Matthew, One River, Many Wells, (Jeremy Tarcher/Putnam, New York, 2000),
2
53) 위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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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만들어진 루터의 반이성적 반수행적 신학에 그 양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현재의 교회를 만들어낸 종교개혁신학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또한 타락/구속의 전통이 인간의 내적 구원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창
조영성은 긍정의 길에서 창조의 선함을 재확인하고, 인간의 편리와 잉여자본의 축적
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변형의 길'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 지배하고 있는 타락/구속의 방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진 목회자와 평신도들과 함
께 창조영성을 공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조영성을 통한 새로운 종교개혁을 위해
우선 신학교육이 새로워져야 한다. 타락/구속전통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신학자들과,
이웃종교와 과학 인문과 예술을 종합하고 수행과 사회참여를 해 낼 수 있는 전혀 새
로운 커리큘럼과 지식을 얻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폭스의 창조영성 학교 Fox
Institute for Creation Spirituality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역시 이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새 술을 새 부대 담고,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새로운 교
회, 공동체를 위한 운동과 연구와 협력이 더더욱 활발해져서, 창조영성적 수행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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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경’의 미래

김호경 박사
서울장신대, 신약신학

Ⅰ. 서론: 왜 ‘오직 성경’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 한가
운데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건들은 세상의 정치적, 문화적 발전과 다양한 방식으
로 얽혀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517
년 10월 30일에 발생한 종교개혁도 그렇다.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사건으로 발생했지
만, 유럽에서 발생한 사상적 흐름의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건으로, 결과적으
로 문화사적인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개혁은 13세기부터 일어났던 인문
주의 운동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세가 허물어지고 근대로 진입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54)

54) 중세 말기의 사상은 고대의 길(실재론자)과 근대의 길(유명론자)로 나누어져있었다. 전자
는

아퀴나스(Th.

Aquinas)와

스코투스(D.

Scotus)를

추종하였으며

후자는

오캄(W.

Occam)을 따랐다. 루터가 공부한 에르푸르트대학에서는 유명론을 인정하고 있었고, 루터
는 그곳에서 유명론자들의 비판적 사고를 접했다. 루터는 경험과 사실에 근거하여 이성을
강조하는 유명론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였고,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 이성, 경험은
하나님의 구원, 성경과 신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루터는 점차
오캄을 벗어났으며 스콜라주의 신학을 비판하였다. A. McGrath, 『종교개혁사상』, 최재
건 역(서울:CLC, 2006),121-135. H. A. Oberman, 『루터』, 이양호, 황성국 역(서울: 한
국신학연구소,1995),173-198. 이오후, ““오직 성경만으로” 사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
–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 Vol.1,1999, 140-143.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서울: 장로회출판부), 3-12, 이양호, “루터의 사상적 배경”, 『현대와 신학』,
Vol.15, 1992: 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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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넓은 맥락 속에 있는 종교개혁은 서구의 신앙체계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체제적인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혁의 정신은, 널리 알려진 5개의 슬
로건,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총(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통해서 드
러난다. 여기서 아이로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이라는 배타적 단어와 연결된 슬
로건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다양성의 세계이다. 다양성은 가톨릭적 체계로 무장된
서구의 중세세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중세는 하나의 종교로 묶여진 획일
적이며 단일화된 세계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서구 교회의 통일성과 그로 인해서
형성된 서구 유럽의 체제를 파괴하였다.
‘오직’의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슬로건이 서구의 중세에는 가능하지 않
았던 다양한 세계를 열 수 있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이
어떻게 중세의 획일성을 타파할 수 있었는 지에 관심을 갖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오직 성경’을 둘러싼 종교적 사회적 배경과 그것이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500년 전 의미가 있었던 그 슬로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오직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종교개혁
의 명제 는 교회의 교리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확
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장된 개혁의 명제는 나라마다 상황마다 달라졌다. 그

러나 ‘오직 성경’으로 회복한 종교개혁의 근본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복
음의 재발견이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본 논
문은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고 오늘날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물을
것이다.55) 이것이, 500년의 시간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묻는 이유이다. 우리는, 루터와 전적으로 다른 시대, 루터의 500년 뒤에 있
는 미래 속에 있다. 루터의 미래 속에는 과연 루터가 지행했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55) 루터는 스콜라주의적 의미의 조직신학자도 아니며 현대신학적 의미의 교의학자도 아니다.
그는 성경주석 담당교수인 성경학자였다. 1509년에 성경학사학위를 취득한 루터에게 있어
서 그의 모든 활동의

주된 관심은 성경해석이었다. 그는 1512년 10월부터 비텐베르크 대

학에서 성경학교수를 시작하였다.그러므로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오직 성경’은 루터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표어이기도 하다. P. Althaus,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서
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1996),19. 김병훈,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per Verbum)’와 ‘말씀과 함께(cum Verbo)’”, 『조직신학연구』, Vol.19, 2013,118. 이은
선,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의미”, 『신학지평』, Vol.29, 201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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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직 성경’ - 어떤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는가?
2.1. 성경의 충분성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의 변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슬
로건은 루터가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갈망은 루
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움에 대한 움직임은
중세의 종교적 폐쇄성으로부터 연유한다. 중세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거나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세시대에는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가 공인된 성경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
다.56)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만 성경을 접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일반 성직자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 더불어 라틴어 성
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상당히 제한되어있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로마교회
만이 성경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하나님의 말씀
으로 인식된 성경의 권위를 자신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교회와 교황을 지탱하게 하
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다는 이유가 보태졌지만, 결국 다른 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자신들이
허용하는 공간에서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와 교황은 성경의 권위를
중개할 수 있는 유리하고 절대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반항은 두 가지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인문주의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이었다. 13세기부터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
한 인문주의 운동이 중세라는 거대한 산을 단번에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것은 중세라는 견고한 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인문주의
운동은 중세적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드러냈
다.57) 더불어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의 구호는 라틴어가 아니라 성경의 원래적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급기야,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
56) 그레고리 7세로 알려진 교황 힐데브란트(Hildebrand)는 오직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언
어로 쓰여진 성경이 예배 중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불카타 성경 번역에 대해서
는 A. McGrath, 『종교개혁사상』, 234-236을 참조.

이오후, ““오직 성경만으로” 사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 138. H. A. Oberman, 『루터』, 259.
57) 중세를 지탱하고 있던 세계관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 of Hippo)적인 것이었다. 그러
나 인문주의 운동은 죄인인 인간 이해에 도전하였으며 인간의 새로운 면모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인문주의 운동을 통해서 과학과 예술이 발전한 것은 이와 연관되어있다. 또한
민족주의 국가의 대두도 종교개혁의 배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B. Lohse, 『마틴 루터
의 신학』, 정병식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26-31. A. McGrath, 『종교개혁신학
사상』,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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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Erasmus of Rotterdam)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년 전인 1516년에 신
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 루터가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였던
원문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판이다.58) 인문주의자들의 고전어에 대한 관심 뿐 아니
라,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을 부르지었던 위클리프(J. Wycliffe)나 후스(J.
Hus)의 운동도 ‘오직 성경’을 강조였다.59) 이들은 믿음에 대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교회가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부여한 전통에 대한 거
부와 연결된다. 물론 중세 초기에는 전통에 대한 이해가 중세 말기만큼 강조되지는
않았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에게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자료였다. 그러나 중세 말기
로 가면서 점차 전통은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전통은 ‘성경에 더해진’ 계시의
근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계
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해주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 당시 성경
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던 전통에 대한 반발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종교개
혁자들이

모든

전통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버만(Heiko

A.

Oberman)은 ‘전통1’과 ‘전통2’를 구분하였다. ‘전통1’은 역사적으로 고정되었던 것으
로,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 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된 교리들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로 받아들여졌다. ‘전통2’는 14, 15세기에 나타난 개념으로 성경에 덧붙여
진 별개의 근원에 속한 계시이다. 로마교회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라는 개념으로
성경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했지만, ‘전통2’는 사도들이 글로 전한 내용은 아니라고

58) 루터는 고대어에 능통하는 것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인식했다. 루터는 1522년
에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했으며, 1534년에 브래스키아판 히브리성경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러나 반종교개혁을 결의한 트렌트종교회의는 불가타 번역만
을 인정하였고, 다시 성경 번역을 금지하였으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책을 금서로 지정하
였다. 가톨릭은 1897년에야 학문연구를 위한 성경번역을 허락하였으며 1962-65년 바티칸
종교회의 이후에 각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H. A. Oberman,, 『루터』, 323. 이은
선,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의미”,19-20. 김야니, “Die auslegende Bibelverdeutschung
Martin Luthers”, 『獨語敎育』, 2001:153-157.
59) 위클리프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선포하는 일과 가톨릭 전통의 권위에 저항하는 일에
매달렸다. 이뿐 아니라 12세기 말 프랑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카타리파(Cathari)
와 왈도파(Waldeneses)는 성경을 신앙의 절대적 권위로 강조하는 평신도 운동을 주도해나
갔다.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할 것과 성경만이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구원을 알게 하는데 있어서의 ‘성경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오후, ““오
직 성경만으로” 사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139. B.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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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었다.60)
오버만이 이렇게 ‘전통1’과 ‘전통2’를 구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구분 없
이 ‘오직 성경’이 전통에 반대한다고 말할 때, 마치 루터가 모든 전통을 부인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루터는 모든 전통을 부인하지 않았다. 루터는
니케아 공의회(325년)부터 칼케돈 공의회(451년)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주요 공의회
는 성경을 고수하고 복음을 적절하게 해명하였다고 인정하였다.61) 이들은 교황에게
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 공의회들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받아들였으며 이
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런 전제 없이 루터가 전통에 반
대하여 ‘오직 성경’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루터가 반대한
것은 오버만의 정의에 따른 ‘전통2’에 해당한다. 루터에 의하면 ‘전통1’은 성경으로
부터 연유된 것이지만, ‘전통2’는 성경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연유된 것이기 때문이
다. ‘전통2’는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 위에 있게 되는 아이로니칼한 현실
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루터는 모든 전통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권위를 덧입은 ‘전
통2’에 반대하여 ‘오직 성경’을 주장하였다.62)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이다. 교회
에서 만든 전통 말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가 모든 전통이 아니라 ‘전통2’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60) ‘전통1’은 교리의 단일원천을 나타낸다. 교리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다. 반면 ‘전통2’는
교리의 이중근원을 나타낸다. 교리는 성경과 글로 쓰여지지 않은 전통에 근거한다는 것이
다. 결국 ‘전통2’는 성경 외의 전통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러므로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열린 1546년 트렌트 공의회는, 성경은 계시의 유일한 근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전통2’를 인정하였다. A. McGrath, 『종교개혁사상』, 232-234,
‘“오직 성경만으로” 사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 143-144.
61) 루터와 그의 후계자들은 가톨릭 신학과 관행이 성경을 위배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교리적 비판을 가하였다. 그들이 비판하는 교리적 변화의 대부분이 1200-1500
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개혁가들은 이 시기를 쇠퇴기, 혹은 부패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로
마교회 이후의 공의회는 교황의 권위에 귀속되어있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그들은 초기 교부들에 의존하여 성경을 해석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루터는 후자로부터 나온 전통은 수용 가능하지만 전자로부터 나온
전통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루터파는 교리상 보수적일 수밖
에 없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H. A. Oberman, 『루터』, 368-369.
62) 루터와 급진적 종교개혁가들의 차이는 여기로부터 나온다. 루터가 ‘전통1’을 수긍하였던
반면, ‘오직 성경’을 강조하던 급진주의 개혁가들은 ‘전통0’를 주장하였다. ‘전통0’는 모든
전통을 부인하는 것으로 루터의 입장과는 다르다. 급진개혁가들은 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하였으며, 뮌처(T. Muentzer), 슈벵크펠트(K.
Schwenckfeld) 같은 이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전통0’를 강조하면서 성경해석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A. McGrath, 『종교개혁사상』, 2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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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은 결국 전통을 성경에 위에 놓을 수 있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였
다는 의미이다. 교회는 교도권(magistrium)을 가지고 자신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 교회와 교황은 이 권리를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는데 사
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였다.63) 이는 교
회와 교황이 성경에 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루터는 교회와 교황이 성경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
으며 교회와 교황도 성경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의 상태 개선에 관하여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1520년)이라는
글에서 루터는 로마교회가 둘러쳐 놓은 세 개의 담을 언급한다. 첫째는 교회의 영권
(靈權), 둘째는 교회의 성경해석 권리, 셋째는 교황의 권리이다. 교회의 성경해석 권
리에 대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교도들은 비록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에 성경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들이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권위를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황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말장난을 한다......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특정한
해석을 확증하는 것이 교황만의 직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밑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증거를 한 획도 들 수 없는 악하고 나쁜 조작이다......우리는 자유의 영 –
바울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 이 교황들의 날조된 선언들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도
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여 로마교도들이 행하거나 행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모든 것들을 시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신자들로서 소
유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여서 로마교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해
석이 아니라 사실 보다 더 나은 해석을 좇도록 강제하여야 한다.64)

63) 근본적으로 루터의 문제는 “누가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격 해석의 권리를 교황에서 개인에게로 전이시키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김은수,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의 ‘성경의 명료성'(Claritas Scripturae) 교리와 해
석학적 함의에 대한 연구: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韓國敎會史學會誌』, 2016, 134.
A. McGrath, 『종교개혁사상』, 248.
64)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이형기 역(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491-493. 13세기에 교황 무오설이 발생했으며 교황은 보편적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자
리 잡았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과 공의회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어거스틴과 교회법을 이
용하여서 교회가 성경을 신앙과 도덕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
다. 교회는 자신들이 정경의 권위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루터는 교회는 그럴 권
한이 없으며 ‘성경이 교회를 공인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교황에 대한 비난은 라이프지
히(Leipzig)논쟁에서 격렬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얼러트(C.D.Allert)는 루터는 성경과 전
통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황의 권위를 대립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 A.

51

종교개혁을 이끈 <세 개의 ‘Sola’ 교리>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

루터의 주장은 분명하다. 교회와 교황이 성경의 해석을 독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성
경 어디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권위로 성
경 해석을 독점했다면, 그 이상의 불의는 없다. ‘그 불의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오직 성경’의 의미이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와 교황 위에 있기 때문이다. 중세신학에서 성경의 위상을 의심한 학자들은 없
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위에 교회와 교황이라는 권위가 덧입혀진 상황에서, 루터는
성경의 충분성을 강조함으로써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하고 필요한 충분조건임을 드러
낸다. 성경의 충분성을 결국 교회의 권위에 대한 루터 항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성경의 명료성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의 말씀, 즉 그때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다.65) 이 구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의 권위를 가진다. 더욱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도들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독특성과 절대성을 의심할 수 없다.66) 이때문에 성경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성경의 이러한
권위는, 앞에서 언급한 성경의 충분성 외에, 성경의 명료성으로부터 연유한다. 로마
교회가 성경해석의 권리를 주장한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
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이 단순하며 명백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
고 있음을 강조하였다.67) 이렇게 성경의 명료성을 강조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 전체의 문자 하나하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자유의지에 강력한 반론을 펴고 있는 『노예 의지론』(1525)에서 루터는 성경의 명
McGrath, 『종교개혁사상』, 292-311. 이오후, ““오직 성경만으로” 사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 150-152. 이은선,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의미”,15-17. 김홍기, “성 어
거스틴 은총론이 종교개혁 신학에 미친 영향”, 『신학과 세계』, 74. C. D. Allert,
“What Are We Trying to Conserve?: Evangelicalism and Sola Scriptura”, Evangelical

Quarterly, 2004, 331-338.
65) 성경의 근원은 구전으로 된 사도들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는 그것이 사도들의 말씀이라
는 것에 연유한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P. Althaus, 『루터의 신학』, 90-94
66) P. Althaus, 『루터의 신학』, 90-91.
67) 성경의 명료성은 어떤 구절들이 논리적-조직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김
은수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주제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다루면서, 종교개혁에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인식적 원리, 신학적 원리, 해석학적 원리,
실천적 원리. 김은수,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의”,109-167. Bernhard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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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나 성경에 어떤 것들은 난해하고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불경
건한 궤변가들(지금 당신 에라스무스는 그들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에 의해 퍼졌다
– 그들은 자신의 당치도 않는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성구도 인용한
적이 없었다......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가능한 만큼 분명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데
도 극소수의 모호한 단어들 때문에 성경을 모호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짓이다. 단어들이 한 곳에서는 모호하다고 하다면 다른 곳에서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그토록 분명하게 선포한 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
들에서 분명한 단어들로 말해져 있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아직 모호한 단어들 속
에 감추어져 있다.68)

루터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이 전체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가 있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가 성경의 모호성을 언급했을 때, 루터는 에라스무스에
반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는 어떤
모호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루터의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해석의 방향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세의 스콜라주의는 성경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사중적
의미를 도출해내었는데, 그것을 ‘스콜라적 성경해석의 사중적 형태’라 부른다. 사중
적

성경해석은

성경을

‘문자적’(literalis),

‘풍유적’(allegoricus),

‘신앙적-도덕

적’(tropologicus), ‘신비적-유비적’(anagogicus) 의미(sensus)로 해석하는 것이다. ‘문
자적 의미’는 성경의 글자에 집중하는 반면, 나머지 세 개는 비문자적인 의미를 추

68)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223-225. 루터가 성경에 있는 문자적 모호성을 인정

하는 것이 성경의 오류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루터는 성경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
으며 신약성경 안에서도 의미상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루터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눈다. 물론 구약성경에 안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성경 안에도 율법이
있다. 루터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루터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서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의 계시로 이해했다. 의인론을 강조했던 루터는 신약성경 안에서 야
고보서와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 포함되어 있던
외경은 정경과 구분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다양성뿐 아니라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루터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모든 부분에 걸쳐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
고 말한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물론 그리스도이다. B. Lohse, 『마르틴 루터의 신학』,,
271-274. P. Althaus, 『루터의 신학』, 101-1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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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중세의 스콜라 학자들은 이 비문자적 의미를 통해서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였다.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이러한 방법이 성경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들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사중적 해석방법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루터는 문자적인 의미
를 강조하였다. 루터가 문자를 강조한 것은 우선적으로 비문자적 해석 방법에 대한
거부의 방편이기도 하다.69) 비문자적 해석은 성경의 본문을 매우 자의적으로 이해하
게 하는데, 이때 이 주관적 해석에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공식적인 의미로 만드는
것이 교회와 교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읽고 볼
수 있는 문자에 집중한다. 루터의 성경해석에 있어서 문자적 의미를 구하는 것은,
69) 문자적 성경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의미와 문자적 예언자적 의미를 찾는 것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역사적 문법적 의미는 어의적 해석과 특정한 표현방법에 집중함으로써 언
어 사용법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유래한다. 역사적
문법적 의미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 의미의 단순성을 말하는 반면, 이에 대립
하는 풍유적 해석은 의미의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 루터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따라서
하나의 본래적이며 정확한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문자는 성경의 질
료(matter)이며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가 성경의 참된 형상(form)이며 본질
(essence)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문자적이며 언어학적 설명과 성경이 기록된 원
래의 역사적 정황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루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문법적 방법
을 사용하지만, 또한 성경에서 문자적 예언자적 의미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한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성경이 문자적 예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증
거하고 있다는 면에서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루터가 죽이는
문자(litera occidens)와 생명을 주는 영(spiritus vivificans)을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해석
에서 연유한다. 구약성경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 문법적으로 읽으면 전자가 되고 구약성경
을 영적 분위기와 선지자적 의미를 강조하여 읽으면 후자가 된다. 문자적 의미의 강조와
그리스도 중심적 주제의 연결은 루터의 해석이 풍유적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지만,
루터의 경우는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 예표적-유형론적(typological) 해석이라 할 수 있
으며, 이 때문에 루터에게 역사적 문법적 의미와 문자적 예언자적 의미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문주의자들의 경우는 문자적 해석에 반대해서, 주로 도덕적-종교적 해석과 비
유적-신비적 해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Moises Silva,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Current Issues” in Foundation

of Contemporary Interpretation, ed. Moises Silva, vol.I(Grand Rapids:Zondervan Pub.
House, 1987), 28-30. 김은수,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의’, 140-145. A. McGrath,
『종교개혁사상』, 246-247. H. A. Oberman,『루터』, 401. 김병훈, “은혜의 방편으로
서의 성경”,12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6, 122. 이오후, ““오직 성경만으로” 사
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153-154. P. Althaus, 『루터의 신학』, 93-96. C. D.
Allert, “What Are We Trying to Conserve?”,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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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작업이다. 문자에 일차적 명료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루터가
문자에만 매달리는 문자주의자는 아니다. 루터는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글자 하나하
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의미망을 확장시킨다. 루터는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첫 번째 성경 강의를 하는데
『시편』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매우 분명하게 약속하고 그 분의 나라와 모든 그
리스도의 백성들의 본질과 지위를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귀하고
사랑스럽다. 시편은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으로서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거의 전체를 하나의 책자 속에 담겨있는
요약된 형태로 갖게 하기 위하여 전체 기독교 세계와 성인들로부터 좋은 모범들을
모아놓은 책이다.70)

‘서문’은 루터가 사용하는 문자적 해석과 전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
하는 루터의 입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종종 문자가 갖고 있는 부분적
인 애매함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언제나 명료한 것은 그
리스도 때문이다. 유명한 명제 ‘성경은 자신이 스스로를 해석한다’(sacra scriptura
sui ipsus interpres)도 이렇듯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성경해석의 핵
심적인 주제가 만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므로 루터가 제시한 기독론적인 해석방법
은 중세의 사중적 해석방법에 새로움을 덧입히게 되었고 성경 해석에 다른 권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71)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성경에게로 돌아갔

70)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78. 루터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명백한 복음으로 해

석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루터의 해석은 복음 중심적 해석원칙으로부터 연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으로부터 루터의 ‘십자가신학’이 나온다.
십자가신학은 전통적인 스콜라신학에 반대된다. 스콜라신학에서 강조하는 영광의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반면, 십자가신학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
고 자신을 계시한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
학이다’(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 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취해 보라. 당신은
무엇을 성경에서 더 찾을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 B.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60-65.

P. Althaus, 『루터의 신학』, 41-50, 99. 김은수,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

의”,128 주 48.
71) 로제(B. Lohse)는 구원론적인 루터의 해석은 당대에 가장 독특한 것이었고, 루터 이전에
는 알지 못했던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루터가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하
나님 앞에서(coram Deo)와 세상 앞에서(coram mundi)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B.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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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자기 해석’ 혹은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루터가 끌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루터는 하나
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성경의 명료
성은 문자뿐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때,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다.72)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며, 이때 나타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문자와 이 말씀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
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

3. ‘오직 성경’ -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3.1. 탈권위
문자와 성령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성경에 대해서 루터가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
의 근거가 된다. 문자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한편으로 루터가 성경에 고정되어있는
증언에 집착하도록 한다.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루터에게 있
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는
루터로 하여금 자유로운 성경해석의 여지를 남겨준다. 그러므로 루터가 성경의 충분
성과 명료성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루터는 성경에 작
용하는 성령이 성경의 내용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드러내 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
다. 성경에 대한 루터의 이해를 ‘성경의 모든 문자는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한에서
만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면, 이는 문자와 성령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된 해석학적 함의를 내포한다.73)

72) 루터는 성경의 명료성을 내적인 명료성(주관적 명료성)과 외적인 명료성(객관적 명료성)
으로 구분한다. 주관적 명료성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성경에는 객
관적 지식만을 말하는 ‘객체를 비추는 빛’과 인식의 주체에게 ‘인식의 빛을 비추는 빛’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글자만이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적 의미
가 중요하며 성령은 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성경해석에서 성령의 중요
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성령의 은혜가 작용한
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말씀은 성령이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
하여 작용할 때 유효하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통상적으로 말씀이 수단으로 사용되기
는 하지만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도 은혜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말씀
없이 그리고 말씀에 앞서 성령을 소유한다고 자랑함으로써,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의 조명
에 대해서 루터와 차이를 보인다. B. Lohse, 『마르틴 루터의 신학』, 95-96.

김병훈,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경”, 121-129, 137.
73) 루터는 주지하다시피, 성경 자체의 내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며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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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로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성령’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대치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가 성령으로 대치될 때, 일어나는 중
요한 현상이 ‘탈권위’이다. 성경의 문자에 작용하는 성령은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루터가 독일어
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이러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루터는 특정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
이 해석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로 나아갔다. 물론 루터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
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학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평신도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톨릭에서 교회가 교리를 결정하
게 하며 성경의 기준을 성경 자체가 아니라 교회와 교황으로 주장하였던 것을 상기
한다면, 무엇이 중심적 교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이며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 제약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개
인의 판단이 교회 전체의 판단 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기독교계의 상태 개선에 관하여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에서 루터가 로
마교회가 둘러놓은 첫째 담으로 교회의 영권(靈權)을 언급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
교황들,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 수녀들을 영적 계급(the spiritual or religious
class)이라고 부르고, 제후들, 영주들, 장인들,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the secular
class)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울 좋은 고안물
이다. 아무도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서는 안 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사실인즉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세례를 통하여 성별(聖別)되고 제사장이 된다.....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황이나 주교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별보다 더 존귀한 성별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도 교황이나 주교의 손으로 행해진 서품 안수례에 의해서 결코 사제가 되지 못할
것이며 성찬을 집례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사죄선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74)

성경’(scriptura scripturȃ imterpretata)를 주장한다. 성경의 모든 문장은 성경이 지닌 의
미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이 연결고리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봐인리히는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한
다.

M.

Weinrich,

Bedeutung”

in

“Das
J.

reformatorisch

Rist(eds),

Wort

Schriftprinzip

Gottes,

und

seine

gegenwaertige

Offenbarungsreligionen

und

Schriftverstaedns. Band1(Muenster: Achendorff Verlar, 2013), 2-3, 5.
74)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485-486. 이 글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3대 논문에 속

하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만인제사직에 대한 주장이
펼쳐진다. 루터에세 있어서 성경의 명료성과 만인제자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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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만인사제직’(Allgemeinen Priestertums aller Glaeubigen)이라고 말해지는 내용
이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교황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이며, 이 때문에
세속적인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이해는 결국 루터로 하여
금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담, 교황의 권리마저 허물어 버리게 한다. 교황은 교회
위에 있지 않으며 다른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리될 수 있다.
세 번째 담은 처음의 두 담이 넘어질 때 제풀에 넘어진다. 왜냐하면 교황이 성경에
반하여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성경에 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
으로 말마다 증잠체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
도 듣지 낳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태복음 18:15-17)는 성경 구절에
따라 교황을 벌하고 강제하여야 한다.75)

물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루터가 모든 권위
를 없애거나 모든 위계질서를 타파한 것은 아니다.76) 그것은 루터의 범위를 벗어나
는 일이다. 한 사람 루터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
세를 유지시켜오던 교황의 질서에 의문을 가함으로써, 루터가 새로운 시대의 물꼬를
텄다는 것은 분명하다.
루터가 교황과 교회, 그리고 공의회로 구성된 중세적 질서에 도전한 방법은 교회
와 말씀을 새롭게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루터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으
며 교회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천명했다. 루터가 ‘오직 성
경’을 강조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다.77)
수,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의”, 149-152.
75)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493-494
76)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우리가 다같이 제사장들이
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적으로 사역을 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109.
김은수,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의”, 151-152.
77) 성경은 문서 형태로 된 사도설교의 연속적 기념물이다. 성경은 구두 선포를 위하여 존재
한다. 그러므로 알트하우스(P. Althaus)는 성경은 구전 말씀의 근원과 선포 사이에 있다
고 지적한다. 선포의 강조는 성경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선포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루터가 교황에게서
성경을 분리시켰다고 해서, 그가 성경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성경과 교회를 함께 속한 것으로 이해하며 성경의 증언과 기독교 공동체를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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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계층적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본연의 임무와는 상관이 없
는 것이었다. 루터는, 교황이나 감독이나 어떤 성직자도 직권과 무관하게, 영적으로
한 사람의 평신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경의 빛에서 보았을 때, 인간은 모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제의 중재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 개개인은 주어진 은사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그들 사이에 영적인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연유한 만인사제직은, 모든
사람들이 사제와 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사제의 직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내
포한다.
성경에 대한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반기를 든 루터의 ‘오직 성경’은 궁극적으로
중세의 교회를 유지시켰던 계층구조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성경에 집중된 권
위는, 교회 안에서 특정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았다. 누구
도 성경을 독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도 누군가에게
독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가장 선명한 차이는 개
인에 대한 이해다. 근대의 특징을 ‘개인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
론 루터는 개인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지 못했다. 영적인 계급과 세속적
계급을 구별하는 것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교회 내의 위계질서가 갖고 있는 불의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를 의도하거나 모든 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롭게 허용하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공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
히 제한되었다.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이 가져온 ‘탈권위’라는 결과는 축
소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3.2. 해방과 자유
성경 위에 있던 교황의 권위에 반격을 가한 결과는 사제들에게 빼앗겼던 평신도
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루터는 평신도의 권리 중 하나

B.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266. P. Althaus, 『루터의 신학』, 91-94.
78) 루터의 모든 관심은 원칙적으로 다가올 영광의 나라, 내세에 있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루터는 현질서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농민운동이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으로
번져나가자 그것과 거리를 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루터는 당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으며 근본적으로 체제의 개혁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
았다. 이 때문에 루터의 개혁은 사제개혁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농민이나 여성과 같은 사
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루터의 ‘개인’에 이들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루터가 이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에 만족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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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만찬을 회복시킨다. 중세시대에는 평신도들에게 분병과 분잔이 한꺼번에 이루
어지지 않았다. 잔을 전달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포도주를 흘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분잔이 허용되지 않았다. 평신도와 사제들 사이에, 그리스
도의 몸을 나눈다고 하는 성만찬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장 불평등하고 불합리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1520)라는 글에서 이를 비
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본보기는 여기서 아주 확고하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다 이것
을 마시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분은 허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발하
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잔을 받아야 하고 오직 사제들을 향해서만 말
씀되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평신도들이 잔을 원할 때 그
잔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경건한 짓이다.....그런 사람은

우리 로마교도들에게 결여되어있는 바로 그것,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논박하여야
한다......한 요소의 성찬이 사제들의 경우에는 온전하지 않지만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온전한가? 왜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교회의 자유로운 선택과 교황의 권능에 호소
하는가? 그럴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와 증언을 폐하지 못한
다.79)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차이를 공고히 하는 불의한 관습을 반격하는 루터의 도구
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은 이처럼 루터가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성직자나 교회제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 그러므로 루터는 『그리스도인 자유』(152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主)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있다.”80)

79)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324-325. 루터는 이 글에서 가톨릭의 일곱 성사를

비판하며 오직 성만찬과 셰례만을 강조한다. 이는 사제계급으로부터 평신도들을 해방시키
는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가진다. “칭의론이 종교개혁의 동인가?”, 56
80)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95.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는, 인간이 원래
‘노예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에 불순종하며 죄성에 빠져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모든
일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 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예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유하다
고 생각하는 환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
한다. 이은선,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의미”, 31-32. 이근식, “루터의 덕의 윤리에 관
한 연구: 루터의 칭의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16,51-52. M. Wei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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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어있지 않다’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예속
된다’는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 만물에 대
한 자유와 만물에 대한 예속,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글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이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만물로부터 자유로우며 만물에 대하여 자유로우므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분
명히 알 수 있다. 신앙만이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약 그가 어떤 선행으로 의롭고 자유롭게 되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
각할 정도로 어리석게 된다면, 그는 신앙과 신앙의 모든 유익을 잃게 될 것이다.81)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정점에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는 루터의 칭의론이다.82) 결국 성경의 충분성과 명료성으로부터 출발한 ‘오직 성경’
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론적 성경해석이 있다. ‘오직 성경’이 이끄는 지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구원이기다.83)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으로 인
해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면에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Das reformatorisch Schriftprinzip und seine gegenwaertige Bedeutung”, 8-9.
81)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108
82)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화해와 칭의의
선언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로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종교개
혁적 해석과 연관된 것으로, 더욱 폭넓은 루터 신학의 지평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한
다. 그는 칭의론 개념을 축소시키거나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알트
하우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값없는 은총의 복음과 오로지 신앙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복음이 성경해석의 기준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내적 근거로 칭의론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만인사제직과도 연결된다. B.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138, 360-363. P. Althaus, 『루터의 신학』, 100. 김병훈,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경”, 139. 김균진, “칭의론이 종교개혁의 동인인가”, 『基督敎 思想』,
2017, 57-59. Else M. W. Pedersen,“The Significance of the Sola Fide and the Sola

Gratia in the Theology of Bernard of Clairvaux (1090-1153) and of Martin
Luther(1486-1546)”,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2012,402.
83) 이것이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차이이기도 하다. 에라무스는 예수를 윤리적이며 도덕적으로
이해한 반면, 루터에게 있어서 예수는 철저히 구원론적이며, 그는 그 근거로 성경을 든
다.

이오후, ““오직 성경만으로” 사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 159. 박일영, “칭의론

의 현대적 의미”, 『神學과 信仰』,2003, 83-86.

61

종교개혁을 이끈 <세 개의 ‘Sola’ 교리>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

은혜라는 점에서, 인간 해방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선 죄인인 인간이다.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신분이나 배경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불필요하게 만듬
으로써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며,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임으로써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든다.

4. ‘오직 성경’ - 근본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4.1. 하나님의 정의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윤리를 행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
등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이 루터를 괴롭혔고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증오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켰고, 행위가 아니
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칭의론’을 주장했다.84) ‘하나님
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이며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루터의 칭의론이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행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대한 그릇된 견해 곧 칭의가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어리석은 가정(假定)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의 양심을 구속(救贖)하고 올바르게 하며 보존함으
로써 우리는 행위가 없을 수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되지만 의(義)가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안다....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삶의 필요들에 의하여 매여 있기
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다.85)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루터는

84) 박영실, “루터의 칭의 이해: 어거스틴의 맥락에서”, 『개혁논총』, 2015,199-202. 임희국,
“루터 종교개혁의 유산인 ‘오직 성경’에 대한 성찰, “성경의 부활”을 기다림”, 『장신논
단』, Vol. 48 No.4, 2016,17. 김홍기, “성 어거스틴 은총론이 종교개혁 신학에 미친 영
향”, 71-73. 이은선,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의미”, 9.

박일영, “칭의론의 현대적 의

미”, 110-113.
85)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127. 루터는 ‘우리의 복종이 구원에 꼭 필요하다. 즉
복종은 칭의의 부분적 원인이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행
위는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만 필요한 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합당한 행위가 요구된다.
B.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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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의 서문에서 분명하게 말한다.
의(righteousness)는 바로 우리가 마음 속에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
님의 의”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왜
냐하면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사람의
본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의 계
명들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다.....이런 유의 의는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통상적인 자연적 과정 속에서 생겨날 수 없다.86)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님의 의는 루터에게 있어서 일차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
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사람의 본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수단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
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료로 받은 구원은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인간을 이끈다.
이 새로운 삶이 위에서 언급한, ‘만물에 대한 자유와 만물에 대한 예속’이다. 그리
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만물 위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교황이나 몇몇 성직
자들 혹은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면에서 놀라운 언급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
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
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형제와 공동상속인과 동료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
의 동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다.87)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
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부여받은 이 ‘존귀함’에는 의무가 따른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으며 또한 만물에 예속되어야 한다. ‘만물에 대한 예속’은

그리

스도 안에서 행해야할 의무이다. 루터는 이 만물에 대한 예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지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86)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63. Else M. W. Pedersen,“The Significance of the

Sola Fide and the Sola Gratia”, 396-397.
87)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108

63

종교개혁을 이끈 <세 개의 ‘Sola’ 교리>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이웃에 대하여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도 말
하고자 한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산다. 오히려 그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살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더 진실하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세상에서 게으를 수 없으며 자기 이웃을 위하
여 일하지 않을 수 없다....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과 같이 되어(빌립보서 2:7) 바룩
서 3장 38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과 더불
어 대화하셨다.88)

루터의 칭의론이 지향하고 있는 지점은 결국 만물에 대한 예속,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인간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
상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낮은 모습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낮아지셨기 때문이다.89)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모두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기에, 루터가 성경 위에서 권
위를 누리던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반기를 든 것은 시대적 당위로부터 연유한 일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라 할
수 있다.

4.2. 다양성
88)

J. Dillenberber,

『루터 저작선』, 118. 루터의 관심은 새롭게 된 사람이 지상에서 하

나님의 주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론의 바탕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동료 제사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사랑으로 섬기는 기독교적 윤리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H. A. Oberman, 『루터』, 337. 김균진, “칭의론이 종교개혁의 동인인
가”, 59. 이은선,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의미”,25. 김호경, 『바울』(서울: 살림출판
사, 2009), 32-40.
89)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동일시된다.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을 의
롭게 만들지 않으며 인간을 의롭게 되는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로
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도덕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 사람은 예수의 삶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
는 것이다. M. Weinrich, “Das reformatorisch Schriftprinzip und seine gegenwaertige
Bedeutun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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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교개혁은 중세시대에서 익숙하던 삶의 전반적인 패턴
을 바꾸어 놓았다. 중세를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획일성과 배타성이다. 중세
유럽은 가톨릭적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통일된 체계를 이루었고 그와 다른 것을 이단
이라는 이름으로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중세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 태
어날 때부터 주어져있던 종교와 신분을 덧입어야 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 통일
된 세계에 균열을 가져왔다. 그것이 루터가 원하던 균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루
터의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전되
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0일이지만, 종교개혁의 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 때문이
다. 그러나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대로 종교개혁의 끝을 1648년에 있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잡는다면, 오랜 기간 걸친 종교개혁의 결과는 매우 분명해진다.
1525년에 루터는 그의 선제후에게 자기 지역 교회를 시찰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로써 개신교의 주 단위 교회가 형성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루터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했지만, 영주의 종교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지역이 곧 그의 종교. cuius regio eius religio), 가톨릭으로 묶여져 있었던 중
세적 체계에 개신교가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90) 결과적으로 독일에 100개가
넘는 독립교회가 생겨났고 독일에서 지방분권화가 촉진되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불
완전한 자유로서, 루터가 그의 글에서 주장한 자유와 해방과는 거리가 있었다. 종교
의 자유가 영주에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종교개혁은 루터
교, 칼뱅주의라 불리는 개혁교회, 급진적 개혁주의라 불리는 재세례파, 반종교개혁이
라 불리는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포함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배출했다. 분명 종교개혁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물론 다양한 종파들이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
은 사실이지만, 인문주의 운동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중세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
음도 분명하다.91)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한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이었다. 독일
90) 교황의 일인 통치는 와해되었지만 “그의 지역이 곧 그의 종교”는 종교의 자유라는 개혁
의 원칙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제후가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박해
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교리를 가지 자들과 상호간에 평
화를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91) 고백론적 구원론, 교황에 반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경해석의 방법 등을 주장한 종교
개혁의 주류들은 새로운 기독교 전통의 갱신과 교정을 주장함으로써, 교황청으로부터 박
해와 고난을 받았다. 수많은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가톨릭이 만든 이단법은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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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일어났던 모든 혼란과 갈등이 폭발
된 것이었다. 이를 마무리 짓는 베스트팔렌조약에서는 결국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영주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적인 자유가
100여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된 것이다.
종교개혁은 그 과정이 길고 험난했지만, ‘이단의 시대’를 ‘선택과 자유의 시대’로
바꾼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단일화’는 중세의 가장 큰 자산이었지만, 종교개
혁이 그것을 파괴했으며 새로운 세계를 열수 있게 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결과를
‘다양성의 인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이 있
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던 ‘오직 성경’은 그 거대 권력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었다. 그 권리는, 자국어로 성
경을 읽게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웃에게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92) ‘오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 다른 이들을 인정하게 하는 확장성을 갖게 된 것은 그
‘오직’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93)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였고 가톨릭교회 이외의 종교들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오후, ““오직

성경만으로” 사상을 통해 본 종교 개혁 운동”, 162-163.
92)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리와, 교회의 가르침과 의식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루터와 그의 시대가 갖는 한계가 있다. 1525년 농민반란은 루터로 하여금 개개인(특히
독일 농민)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확신을 갖도록 했다. 맥그래스는 이러
한 상황은 종교개혁이 관주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관주도
적이라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귀족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일반인들의 견해가 다를 것을 염려하였다. 뷔르템베르크 공국의 학교에
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성경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루터의 <소
요리문답>을 읽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개혁의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는 소수의 특정집단에게 한정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결국 맥그래스는 성경해석자가 교황인가, 루터인가, 칼빈인가,의 문제로 변질되었다고 지
적한다. A. McGrath, 『종교개혁사상』, 253, 258-259. 이은선,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
늘의 의미”,12.
93)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적 정경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성경의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복음은 교회가 확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루터에게 있어
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하기 보다는 복음만을 의미한다. 루터의 관심은 성경
에 있는 문자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 루터는 단지 성경이 명백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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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통적인 형식의 정경으로 축소시키지 않는다. 성경의 문자를 강조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지 않는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에 대한 루
터의 입장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유연성이 ‘오직 성경’의 지향점을 다양성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은 성경의 배타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개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
장시키는 궁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결론: ‘오직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의 힘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루터가 나오기 이전에 중세는
내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으며, 인문주의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중앙집권
적 교황권의 불합리를 폭로하고 있었다. 루터는 이러한 움직임을 종교개혁의 시작이
라는 분명한 결과로 연결지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가 있다.
‘오직 성경’은 성경 자체만을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다. ‘오직 성경’은 무소불
위의 권력을 누리던 교황과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었고 그 반대를 모든 이들의 자유
와 해방으로 이끌고 간 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당대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한 이유는. 종교개혁이 사제개혁이라는 특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루터의 거대한 꿈은 일차적으로 교황의 권력을 제지하는데 소진되었고 다음 단
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반의 다양한 변화들이 함께 요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이 내세웠던 이상(理想)과 종교개혁의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 그것은

어느

한 운동이나 어느 한 인물이 시대를 한 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은 오랜 뿌리와 역사를 지닌 정치적 구조와 교리적 체계, 종교적 질서를
갖춘 사회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으므로, 종교개혁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새

일한 신앙의 원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루터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른 것처
럼, 하나님과 성경은 별개의 것이다”고 말한다. 성경이 구원의 명료성을 드러내고는 있지
만, 성경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한편으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성경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
한 성경의 증언 가운데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했던 루터의 관심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루터에게 설교가 중요한 것도 이와 연결된다. 설교는 과거의 성경을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P. Althaus, 『루터의 신

학』, 93-94, 268. H. A. Oberman, 『루터』, 264, 332-338. 김병훈, “은혜의 방편으로
서의 성경”, 119-122, 125.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신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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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질서가 안착되기 위해서 긴 세월이 필요했다. 그 긴 세월은 루터가 주장한 ‘오
직 성경’의 미래였으며 우리가 맞이하는 ‘오직 성경’의 과거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돌아보는 것은 루터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려 하기 때문이다. 루터의 미래는 500년이 되었다. 그 긴 기간 동안
근대가 도래했고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나아가서 포스트모던은 더욱 강력한 다원성의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
획일성에 반기를 들었던 루터가 맞이한 미래의 모습은 이렇다. ‘오직’ 성경의 지향점
이 개인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한다면, ‘오직 성경’은 루터의 미래에서 긍정적인 반향
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오직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측면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루터가 성경을 모든 이에게 돌려준 이후로 한편으로 성경에 대한 연구
들이 진척되었지만, 한편으로 루터는 문자를 중시했으니 다시 문자로 돌아가자거나
혹은 루터는 성령을 강조했으니 다시 성령에 매달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끊이지 않는
다.94) 그것이 루터의 미래이며 우리의 과거이다. 그러나 ‘오직 성경’으로, 이제 우리
가 문자와 성령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루터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아니다. 루터
이후에 이룩한 성경해석의 방법은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없
이 중요하다. 그 다양한 해석의 방법들이 성경의 중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길
을 제시함으로써, 루터의 ‘오직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의미들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
문이다. 물론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명암이 함께 한다.95)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대
한 루터의 미래와 함께 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

94) 어떤 이들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강조하며 말씀과 신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어떤 이들은 16세기 후반 루터교도들에 의해서 주장된 ‘축자영감설’이 20세기에 성경
문자주의로 발전된 것을 개탄한다. 어떤 이들은 19세기 이후에 발전된 역사비평이 성경
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결과를 초래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루터의 성령에 의
존해서 문자와 인간적인 연구방법을 넘어서자고 한다. 김병훈,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
경”, 141. 임희국, “루터 종교개혁의 유산인 ‘오직 성경’에 대한 성찰”, 15-35. 김은수,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의”, 155-156.
95) 19세기 이래 역사비평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역사비평은 성경이 쓰여지고 전달된
배경과 과정을 알게 한다는 면에서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밝히기기보다 성경을 분
석하고 해체한다는 이유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세기 중반 이
후에 문학비평이 나왔고 성경의 다양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성경의 해석학적 의미는 오늘날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석의 강조는 루터의 관심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물론 루터는 해석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성령이 성경에 내재해있다(하
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구적 연합)고 말하는 반면, 오늘날의 해석학은 해석되지 않는 성
경을 ‘시체’에 비유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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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루터 사이에는 주석의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마치 그런 발전이 없었던 것처럼 루터에게 단순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알트하우스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또한 성경적 신학적 변화 뿐 아니
라 시대적 사상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도 간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96)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오직 성경’의 지향점을 강조하였다. 지향점이란 루터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루터가 나아가고자 했던 그곳이다. 실제로 루터는 중세 자체를
끝낼 의도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물론 루터가 중세시대를 끝낸 장본인도 아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그 시대의 불
의를 고발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위한 루터의 중심에 ‘오직 성경’이 있다. 성경 안에 모든 이를 동일하게 사랑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누군가를 차별하며 억압하는 것을 불의
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으로, 루터는 자신이 서있던 사회적
종교적 환경을 뒤집어엎는 전복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있었던
그 전복적인 힘이 오늘날에도 여전한가? 대답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오늘날
‘오직 성경’은 교회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든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 역사의 구조적
인 측면에서든 그렇게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루터가 강조한 ‘문자’와 ‘성령’을 적용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문맥에 대한 강조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성경의 글과 여백을 읽어내는 힘이기도 하다. 문맥 속에는 성경
이 쓰여졌던 상황과 배경이 있으며 오늘날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 배
경도 들어있다. 문맥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의 역사적 책임이 있다.97)
그 책임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성경’은 인간의 불의를 폭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는 힘이다. 그것이, 문자를 강조했음에도 문자에 머물지 않고, 성령을 강
조했음에도 그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던 루터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으로 시작된 루터
의 종교개혁은, 결국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성경은,
96) 그러므로 알트하우스는 루터의 성경해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서 루터를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 루터는 고대와 중세 교회의 빛에
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빛에서 보았을 때 루터의 새로움은 무시될 수 없다. P.
Althaus, 『루터의 신학』, 117. B.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114.
97) 문맥의 강조는 역사비평과 문학비평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알러트는 문맥을 파
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성경으
로 돌아가는 것이 신학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일임을 의미한다. C. D. Allert, “What
Are We Trying to Conserve?”,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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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자신의 힘을 절대화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죄
와 불의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터의 ‘오직 성경’은 ‘복
음의 재발견’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적 주제와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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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헌의 “오직 믿음으로!”를 읽고
김판임 박사
세종대학교

I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종교개혁정신은 우
리에게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500년 전 역사를 바꾸었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한국교회가 갱신의 길을 가는데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김
희헌목사의 예리한 통찰력이 담긴 글을 읽기 시작한다.

II
김희헌(논자)은 종교개혁 운동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오직 믿음(sola fide)"이 한
국 교회 상황에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교리주의적으로 오용되어 기독교 정신의
반지성주의를 퍼뜨리는 온상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이러한 관찰은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러한 관찰은 정확하다고 하겠다. 묻지도 따지지
도 못하게 하고, “그냥 믿어!”로 일관되어왔던 교회에서의 경험이 평자로 하여금 논
자의 지적에 동의하게 된다.
그리고 논자는 “오직 믿음”이 교리적으로 사용되거나 기독교를 반지성주의로 몰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서의 전통을 잇고
자 하는 깨어있는 영혼의 이정표”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으
로 살리라”는 구절이 나오는 하박국과 이 구절을 인용한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성
서적 고찰”을 시도한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말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전,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신
에게 묻고 신에게 대답을 얻는 내용이다. 그 시대에 편만했던 불의와 폭력을 겪으며
하박국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기 않
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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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에게 외친다. 그의 음성은 당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무슨 믿음일까
는 3장의 내용에서 대답을 얻는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현
재 당하는 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 구원의 날이 있다. 따라서
의인은 악과 결탁하지 않고 의인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논자는 로마서 해석에 있어서 보그와 크로산의 새로운 해석에 의지한다. 율법으로
인해 분열된 세상에 대한 치유를 로마서의 주제로 본다. 사람들은 각자의 율법에 의
해서 자신만의 영토를 구축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보그와 크로산의 해석은 매우 현대적인 인
상이 든다.
논자는 로마서 해석에 이어 개신교의 오해를 지적한다. 믿음으로라는 바울의 주장
을 오해해서,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로, 개신교는 믿음의 종교로 구별지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로로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라고 보지 않는다. 바울에
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죄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사람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것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법대로만 산다
면, 이 세상은 평화로운 곳이 될거라고.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율법 지킴
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세계를 믿음으로 뛰어 넘는 것이다. 바울 자신이
자기 시대의 율법을 뛰어넘는 모험을 벌이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의 이러한 모험 정
신이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운동의 의미를 논자는 그 운동을 가능케 했던 민중적 지평에서
바라고자 한다. 민중적 지평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출현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을 받
아 지성을 갖추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주변세계
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논자에 의하면 이들 없이 종교개혁
운동이 현실화는 불가능했다. 프로테스탄트는 도전정신이고 비판정신이다. 그리고 이
들의 비판정신과 “오직 믿음”을 연결시킨다. 믿음을 마치 순종으로 이해하는 한국
교회의 풍토에서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으로” 정신과 근원적 변화를 이루려는 프로
테스탄티즘의 철저한 비판정신을 연결한 것은 논자의 탁월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종교개혁운동은 경건한 개신교도를 양성하는 일이 아니라, 무지와 침묵으로
부터 깨어난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자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
개혁정신은 모험정신이라고 확정한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종교개혁정신을 잇는 길로 “종교개혁을 계승한다는 미명으로
답습해왔던 시대착오적 몽매를 깨뜨리는 것으로 제안한다. 시대착오적 몽매란 논자
에 의하면, 1)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의 해법을 과거의 교리에서
찾는 교조적 태도, 2) 퇴행적인 오늘의 현실을 과거의 권위에 의거하여 용인하거나

74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학심포지엄

미화하는 태도를 말한다. 논자에 의하면, 종교개혁의 계승은 우리시대의 새로운 과제
를 자각하고 프로테스탄적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모
험이란 정신의 강건으로서, 복음과 양심에 의거하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강
건한 정직이라고 진술한다.

III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믿음으로”와 프로테스탄티즘의 도전과 모험정신을 연결시
킨 논자의 탁원한 혜안에 존경심마저 든다. 한국교회에서 믿음이란 대개 호기심과
도전을 무력화하고, 무지를 그대로 이어갈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바울에게서나 루터
에게서 믿음이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용어라는 점에서
김희헌의 통찰은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
다만,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친절한 설
명이 요구될 뿐이다. 가령,
1)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프로테스탄트를 교육을 받아 지성적이고 여행으로
견문을 넓히고 기존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본다면, 현재
70% 이상의 사람들이 대학교육까지 받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한국교회 개혁의 가능
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가?
2) 아니면, 교육은 많이 받고 외국문물을 접해도 개혁정신보다는 세상적 가치에 안
주하려는 반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의 원
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나 교사라는 사실은 도전과 모험정신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추
세를 말해준다.
3)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정신을 오도한 시대착오적 오류가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혁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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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년 이후 개신교를 위하여
박일영 박사
루터대학교

1. 서론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르틴 루터
의 종교개혁 정신을 요약한 세 개의 ‘오직’의 슬로건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각 ‘오직’ 교리에 대해 개별적인 발제가 이루어졌지만, 전
제할 것은 세 가지 ‘오직’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셋은 근본적으로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관계를 보통 “성서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한 의롭다 인정을 받음[혹은 의
롭게 됨]”(Justification through faith by grace on account of Christ in the
Scripture)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을 요약하는 방식
으로 사용되는 세 개의 ‘오직’의 원리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는 풍
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서로의 연관성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
는 것이다.
루터는 시대의 아들이다. 500년 전 봉건주의 사회, 중세의 종교적 사고방식을 가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중세 말기에 나타난 특유의 문화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의 시대를 산 사람이었다. 루터의 신학을 논할 때, 오늘날의 논의의 주
제와 형식을 루터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 신학
을 주장할 때 사용했던 세 개의 ‘오직’의 원리들을 먼저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루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조직신학자, 교의학자, 혹은 철학적 사상가가 아니었
다. 체계적인 신학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성서주석가였고,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다.
아직도 루터학에서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이다. 루터의 사상은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세 후기의 오캄
이즘과 인문주의, 신비주의가 루터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학자들은 그의 고
해 사제였던 슈타우피츠의 영향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무엇보다

76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학심포지엄

루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교부는 어거스틴이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은 결정적으로 성서에 근거해 있다. 그가 새롭게 읽을 수 있었던 성서의 내용
때문에, 성서는 ‘오직’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성서에 근거한 그의 종
교개혁 신학은 오캄이즘, 인문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어거스틴을 넘어서는 루터 특
유의 종교개혁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성서 안에서 발견한 이러한 그의 종교개혁 신학은 우선 교황주의와 대립하게 된
다. 여기에서 성서와 전통과의 관계, 성서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결과적으로 성서
해석 권한이 논쟁점이 된다. 후기에 루터는 열광주의적 종교개혁 운동들 가운데서도
가톨릭적인 위험을 발견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자리에서 루터는 ‘믿음’의 개념, ‘은
총’의 개념, ‘말씀’의 개념을 지금까지 스콜라 신학과 교회 관습에서 사용해 왔던 것
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그리고 열광주의의 위협에 대해 그 의미들을 더 정교화 시킨
다. 이로 인해 ‘교회’, ‘성례전’, ‘사제직’,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회’, ‘그리스도
인의 삶과 소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개념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신학적, 신앙적, 교회적 개념들에 근거해 루터는 지역적으로
실제적인 교회 개혁을 진행시켰다.
물론 루터의 신학은 시대적, 상황적 한계 속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후대에 그
러한 약점들로 인해 루터 신학이 왜곡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루터의 신학
의 근본적으로 교리적 체계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비판적 기능으로서의 신학이다. 그
리고 이러한 점에서 세 개의 ‘오직’의 원리들을 비판적 기능으로서 재조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오직 믿음으로’
발제자는 ‘오직 믿음’이 윤리 해체의 명분으로 왜곡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윤
리적 지침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오직 믿음’
은 루터만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의 원리로서 개혁을 가능케 하는 신학적 원동력이
라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의 시대적 적합성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루터의 사상 자체에도 내재해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직 믿음’이
라는 구호 근저에는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해방적인 요소가 있기 때
문이다. 교황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중세 가
톨릭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오직 믿음’이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인간
적인 모든 중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 개개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
하였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사제, 성례전, 성자 등을 통한 ‘중재’의 체제를 확립하였
다. 명분은 ‘은총’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는 영적, 도덕적 계급을
만들었고, 그 결과 억압과 착취라는 왜곡된 모습을 만들었다. 중세 교회도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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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은총’을 말했다. ‘오직 은총’이라는 말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
인 체제와 제도를 통해 억압의 구조 안에 갇힌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허물고자 한
것이 ‘오직 믿음’이었다.
발제자는 저항 정신으로서의 ‘오직 믿음’을 루터의 사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박
국과 바울을 중심으로 성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율법의 질서가 탐욕과 죄와
악의 질서로 작용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학자들의 결론
을 따른다. 특별히 이러한 현대적 논의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을 율법적
행위와 대립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선입견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다. 야고보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신앙인가?’고 물을 때, 바울은 ‘믿음이 없이도
행위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는 지적은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발제자는 ‘오직 믿음’을 외친 종교개혁 운동의 의미를 정통적 개신교의 아전
인수식 해석을 경계하며, 종교개혁 운동을 가능케 했던 민중적인 지평에서 찾았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하지만 세속적으로는 탐욕적이며 사상적으로는 교리적이며 정치
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는 토양’이라고 진단하고
그 후 칼빈주의는 편협함과 배타성으로, 루터주의는 기존 질서의 요소로 흘러갔음을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당시 사
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프로테스탄트 계층의 출현에서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당시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오직 믿음’의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개혁의 방향을 바로 설정
하기 위해서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면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을 ‘오직 은총’,
‘오직 성서’,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지 못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루터가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던 믿음의 개념을 충분
히 다루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다. 가톨릭은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위로, 사랑으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했다. 행위-의(work-righteousness)와 대비되는
것이 믿음의 의(faith-righteousness)이다. 행위-의는 개인적 영성에 있어서는 교만/
절망으로 이끌고, 사회적으로는 차별과 죄인 만들기와 연결된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
람을 업적 위주, 성취 위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무
능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변명이나 속죄양 만들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의 구호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이다.
또한 루터가 다룬 믿음 개념은 내용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맹목적인 믿음에 반대
한다. 루터는 ‘교육된 이성’을 가진 믿음을 강조했다. 성서와 예배 순서를 자국어로
번역한 이유이다. 내용으로서의 믿음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다시 루터
에게서는 확신으로서, 개인적인 결단으로서의 믿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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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로서의 믿음은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역
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믿음의 내용이고, 대상이다.
믿음은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관계’이다.
또한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에는 구원의 확실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구원
은 나의 업적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구원 받은 것이기에, 그 구원은 확실하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 자
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그만두고 이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의롭게 되었으니 죄에 저항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단 한 번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붙
잡음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히 나타나야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500년 전의 논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다.

3. 오직 은총으로?
발제자는 제목 위에 물음표를 단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조는 루
터의 은총론이 기독교 오류의 근원이라는 전제 하에 비판으로 일관하였고, 그 목적
은 수행적 신학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발제자의 관점 자체에
대해 옳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루터의 은총론이 타락/구속 전통으로
해석되고, 오용되어 온 사실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루터의
은총론에 대한 발제자의 판단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이고 또 학문적으로, 적어도 신학
적으로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무엇보다 발제자의 종교학적인 관점은 신학의 근본
과제를 가릴 염려가 있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범은 성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서에서 증언된 그리스
도이다.
발제자가 내린 결론들은 많은 경우 완전히 거꾸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어렵게 만든
다”는 판단은 오히려 그 정반대가 참이다. 루터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그 십자가
는 사색과 추상으로서 십자가가 아니라, 현실적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이다. 하늘만
쳐다보는 신학이라 했는데, 루터학자들은 루터의 신학을 땅을 향한(Down to Earth)
신학이라고 특징짓는다. 루터의 신학은 인간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신학이라고 했
는데, 그 정반대이다. 루터의 신학은 역설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빛을 강조하기 위해 어둠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둠을
강조한다고 어둠의 신학이 아니다. 빛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루터의 신학의 핵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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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율법과 복음이다. 복음이 강조되기 위해 율법이 강조되어야 한다. 믿음과 행위
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강조될수록 다른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죄를 강조하는 것은 은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개인의 자유와 가치, 민주 사상과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
적 판단이다.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는 그 사상의 뿌리를 루터에게서 찾기도 한다.
오캄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종합적 세계관을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판
단하는 것도 일방적이다. 오캄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사고를 의지주의적으로 전
환시킴으로 철학과 구분되는 신학의 새로운 영역을 드러낸 사람이었고, 실재론, 즉
보편 개념의 허구성을 유명론으로 반박하여 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근대적인 철학
의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오캄의 이성 비판이 루터 신학의 근본이 되었다는 판
단도 옳지 않다. 루터가 오캄주의 배경에서 교육을 받고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
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오캄이즘을 거부한다. 무엇보다 오캄에서 루터는 펠라기우스적
인 위험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루터의 계시된 하나님과 감추어진 하나님 구분을
오캄의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질서 내 능력’ 구분과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었다.
루터가 신앙과 이성을 격하게 대립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주
이다. 루터는 이성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구원의 영역에 있어
서 이성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신앙으로만 파악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 신앙
은 이성과 지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루터에게서 신앙은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
나님의 구원행동이 그 대상이고, 때문에 지성은 맹목적 신앙과 몽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어떤 대상을 안다고 해서 신뢰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 신뢰하고 사랑할 때 대상에 대한 지식은 더 깊어지는 법이다. 루터에게서 신앙
은 지성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지성이다.
세상적인 영역에서는 루터는 이성을 무한히 존중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으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키케로를 찬양하고 있고, 이솝 우화를 친히 번역했다. 루터는 법
과 도덕과 과학과 예술의 영역에서의 이성을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찬양하고 있
다.
루터의 신학을 ‘체험의 신학’, ‘실존적 신학’이라고 말한다. 발제자는 루터의 신학
체계에 있어서는 체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체험’의 정의가 무엇인가? 루터
는 삶의 십자가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
운데서 신앙은 체험을 넘어선 새로운 체험을 한다. 그리고 그 체험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현실적인 것이다. 명상 가운데 추구하는 존재론적 체험이 아
니다. 루터에게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타자’로 머문다. 존재론적 체험이 아니라, ‘타
자와의 마주침’이 가져다주는 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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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이 루터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근거로 어거스
틴을 넘어서 있다. 어거스틴의 신플라톤적인 영과 육의 구별이 루터에게는 없다. 루
터에게서 인간은 영과 육, 전인으로서의 인간이다. 어거스틴이 원죄를 정욕과 연결시
켰지만, 루터는 다른 면에서 원죄를 더 발전시키긴 했지만, 그는 성과 성욕을 찬양
했다. 그가 결혼한 이유이다.
수도원 영성을 거부한 것도 영과 육의 구별, 성과 속의 구별을 거부한 것이다. 수
도사의 삶이 더 거룩하다는 것을 루터는 영적 교만이라고 보았고, 세상에 대한 책임
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았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의 영적 삶, 성화
의 삶을 강조한 것이 루터이다.
바울 해석에 대한 새 학파의 논의는 진행 중이다. 새 학파 가운데서도 루터의 바
울 해석 관점이 유용하다는 주장은 아직도 힘을 얻고 있다. 새 학파는 성서학과 교
의학의 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지만, 루터의 은총론이 그릇된 바울해석에 근거
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절대적 선물과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에 대한 논의도 발제자는 잘못된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루터가 이해한 칭의에서는 전가적 성격과 실질적 변화의 성격이 함께
들어 있지만, 후에 루터주의에서 전가적인 것을 따로 구별했다는 교리사적인 논의가
기본 범주이다. 그리고 루터의 은총론은 로마 가톨릭이 ‘주입된 은총’을 강조함으로,
은총에서 인격적 성격을 약화시킨 것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은총’이다. 결코 주체화시킬 수 없고, 내면화 시킬 수 없고, 사유화 혹은 물질화 시
킬 수 없는 영원한 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루터의 은총론이다. 선물
로서의 은총과 은총을 주시는 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기복주의의 근본이다.
어거스틴과 루터를 펠라기우스와 에라스무스와 대립시키면서, 펠라기우스와 에라
스무스가 오히려 정통이 되었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은 성급한 것이다. 은총과 인간
의 자유 의지 문제는 그렇게 평행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요구되는 신학적 판단은 강조점에 있어서의 균형이다. 한쪽이 이단으로 판명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루터의 노예 의지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이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거스틴은 노예의지를 타락에서 찾지만, 루터는 피조성에서 찾
는다. 그리고 루터는 개인의 의지적인 인격적인 결단으로서의 믿음의 성격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웃 사랑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루터의 윤리는 은총
을 근거로 한 책임의 윤리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윤리이다. 개인의 성숙한 의지적
결단이 없이 이러한 윤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 관계 문제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종교에 있어서 공동체는 곧 기관과 제도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것이다. 루터는 바로 그 공동체 개념을 깨뜨리고, 자유로운 개체가 이루는
공동체를 강조한 것이다. 루터는 오히려 개인주의를 배격했다. 교회라는 말 대신에
‘성도들의 교제’라는 말을 사용했고, 만인사제직도 ‘상호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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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은 개인적 명상이나 초월적 경험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
이 루터의 성령론의 핵심이다.
현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수행적 영성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
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루터의 은총론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특히 유식불교
의 유용성을 논증하면서, 루터 신학, 아니 기독교 신학의 근본 주제인 그리스도와
성서, 기독교적인 은혜와 믿음에 대해 바른 이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
다.

4. 오직 성경의 미래
발제자는 루터의 ‘오직 성경’의 개혁적 성격, 루터의 말씀론, 성서해석학을 매우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개하였다. 시종일관 관통하는 관점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오
직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반영하고 있고, 주제들 선정과 논리적 전
개 또한 루터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무리가 없다. 또한 폭 넓은 문헌들을
통한 논증이 주요 논지와 상세한 부분의 해석까지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을 더 하고
있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즉 세 개의 ‘오직’의 원리들이 서로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점은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직 성경’의 근본 정신이
‘복음의 재발견’에 있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중심 사상에 충실한 점에서
아쉬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 신학이 낳은 결과로서 탈권위와 해방과 자유를 다룬
것은 루터 당시에나 지금에나 매우 적절한 것이고. 지향점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라
는 제목으로 사실상 루터 신학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짧은 지
면에서 쉽게 오해되는 루터의 칭의론을 균형 있게 논술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자유와 예속의 변증법으로 해석한 것도 루터의 칭의론의 궁극적인 관심
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성격, 즉 자유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바른 동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루터의 종교
개혁 사상이 개혁적 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루터의 기독교 윤리의 신학
적 정초에 있는 것이다.
또한 ‘오직’은 획일성을 극복한 ‘다양성’을 낳았다는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일반적으로 루터가 왜 ‘오직’이라는 말을 고집해서, 루터 신학의 배타적인 성격
을 드러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루터의 ‘오직’은 다양성을 포용
하는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특수성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하에 모든 인간적인 계급과 구별과 조건들은 폐기된다는 보편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인간들은 늘 나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양성은 자체로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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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복음의 보편성, 확장성이고, 때문에 루터의 복음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선
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루터신학에서 루터의 성경론을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 교리를 다루지 않고도 발제자의 논지를 전개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성경론을 ‘율법과 복음’으로 관련시킨 것이 교리사적으로나 신
학 체계에 있어서 루터 신학의 중요한 독창성이다. 루터는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을
올바로 구분하는 것이 신학의 최고의 기술이고, 성령이 아니면 사실상 올바로 구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말은 교리의 지평에서가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설교에 있는데, 루터에게 있어
서 적절한 설교는 율법과 복음의 올바른 적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강단을 위
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루터의 말씀론에 있어서 ‘문자와 영’의 관계는 가톨릭과 열광주의를 대항해야 했
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루터
의 관심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이용해 우리의 말을 전
하지 말라는 데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
는 가톨릭을 경계하며, 동시에 영적인 해석만을 강조하는 열광주의도 경계하고 있다.
루터에게서 ‘문자와 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견지하는 루터 신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통합, 성과 속의 통합, 초월과 일상의 통합이라는 루터 신학
의 또 다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루터의 신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들은 역사적으
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들은 현실적인 한계들이다. 성서해석에 있어서 엘리
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루터로 인해 점차 공교육이 활성화 된 것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농민전쟁, 국가교회 형태로의 발전 등도 아쉬운 당시의 현
실적인 한계들이다. 그러나 당시 루터가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자유와 질서의 관계,
가톨릭의 주교직과 당시 영주들의 세속 권위의 관계를 오늘날 시각에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루터의 신학이 무흠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루터 신학의
개혁적 동력을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재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길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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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르틴 루터를 (재)조명하는 시도들이 국내에서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일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정작 루터에 대해서
는 아는 바가 많지 않았던 우리의 현실을 일깨워 가르쳐 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문한 탓이겠습니다만, 루터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눈에 띄
지 않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마당에 언감생심
비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루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이지...”
하고 운을 떼는 분들의 논의를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해가 비판의 전
제로 군림하는 한 사유의 종속성과 식민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한 것인
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외에는 결코 ‘이해’할 길이 없는 말이기 때문
입니다. 이 점에서 종교개혁을 이끈 세 개의 솔라(sola) 교리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
에 나선 세 분 선생님의 글은, 올해 발표된 루터에 관한 여느 글보다 가치 있고 흥
미로운 시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관습의 개혁은
무의미하다”(Doctrina non reforma frustra sit reformatio morum)는 루터의 정신에
근거한 비판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혁되어야 할 것은 교회의 현실만이 아닙니다. 정신의 개혁을 멈춘 종교
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신학의 쇄신입니다. 우리시대
‘시민적 교양’으로 자리 잡은 개신교 현실비판에 외마디 소리를 보태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신학비판 없는 현실비판은 문제를 양산하는 토대(신학)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가는 동시에 정신과 제도의 재형성(re-formation)이라는 종교개
혁의 이중 과제를 도덕적 우월성의 쟁취라는 규범벅 실천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실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세 개의 솔라 교리에 대한
선생님들이 비판적 논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최선의 방식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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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니다. 글을 통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평자로서의 역할
을 다 하기 위해 저는 세 분 선생님에게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고, 전체적인 소감
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호경 박사님께서는 종교개혁의 5개의 슬로건에 있어 “‘오직’이라는 배타적
단어와 연결된 슬로건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다양성의 세계”에 주목하시면서, “‘오
직’의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슬로건이 중세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세계를 열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을 이 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제기하
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보름스회의에 소환된 루터가 교회의 권위에 맞서 ‘나’
의 양심과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했을 때 진리의 일원성 내지는 보편성은 이미 박살
이 나버린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신학이 앞세워 온 ‘올바른 규
범’(norma rectitudinis)에 관한 믿음(순종)을 거부한 채 ‘나’의 양심의 확증성과 우선
성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사유를 윤리적 맥락
에서 선취한 것으로서, 스콜라신학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보편교회를 지향해
온 중세교회가 저문 시발점이 되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오직’의 배타성은 필연적으로 ‘다양성’을 향해 열린, 그러나 ‘나/자기’가 중심이 되는
주체 중심적 세계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듯 ‘개인’(individual)를 구성해 온 근대의 서막을 연 사
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루터 이후 진리에 관한 싸움은 옳고 그름 사이의 싸
움이 아니라, 옳음들 사이의 투쟁이요 일리(一理) 간의 각축(角逐)이 되었다고 봅니
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루터의 ‘오직’(성경)이 서양 근대의 자유주의적 이념과 실천
으로서의 ‘다양성’으로 길을 열어 왔다면, 선생님께서는 ‘다양성’이 지닌 한계-특히,
신자유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주제들과의 관련 속에서-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다양성’ 이후(以後)에 관한 상상력 역시 ‘오직’(성경)에서 이
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최대광 박사님께서는 “신의 은총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인간의 수행인 영성
을 억압하게 된 루터의 은총론을 비판”하시면서 “종교개혁 신학이 기대고 있는 어거
스틴의 은총론이 타락/구속의 전통에 속해있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인간의 이성과 수행을 한정하고 신의 은총만을 절대시한 종교개혁 신학
이 만들어낸 문제점”을 극복할 것을 과제로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선 김호경 교
수님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혹은 ‘주체’의 중
심성이 출발점이 된다는 데 있어 이성과 영성의 강조는 어떤 차이점을 지닐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성이 중심이 되는 ‘자기’나, 영성이 중심이 되는 ‘자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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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에는 타자의 타자성을 ‘자기’의 ‘의미’나 ‘보람’으로 환원시키는 자기중심성의 확
장이라는 점에서 근대성의 동일한 맥락에 있는 실천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성은 개인(주의)적인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인지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김희헌 박사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우리시대에 교리적 금과옥조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왜곡된 교회의 권위와 교리적 예속을 넘어서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저항
정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종교개혁의 계승은 과거로
의 회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부여 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를 자각하고 프로테
스탄트적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힘의 질서를 대변하는 사회적 율법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복음과 양심에 의거하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강건한 정직”으로부터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
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이야
말로 ‘오직 믿음’을 우리시대에 계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데 전혀 이견이 없습
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음은 남습니다. 저는 작년 말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선생님께서 위에서 언급하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강건한 정직”이
광화문광장과 서울역광정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목도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와 아니오’을 분명히 하는 강건”은 그 자체로 ‘도덕적’ 혹은 ‘올바른’(?)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일 수 없다는 생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화문과 서울역
에서 동시에 출현한 이러한 자기 확신의 충돌을 루터의 ‘오직 믿음’에 관한 선생님
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어떻게 극복 내지는 조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는 이른바 루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루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이들로부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가 루터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없다-혹은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 한계상황이야말로 루터신학을
‘이해’하는, 혹은 루터의 전망(展望)으로부터 루터에 관한 ‘이해’를 초월하는 어느 지
평에 이르는 말과 사유의 사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루터 연구자 한스-마르틴 바르트(Hans-Martin Barth)는
루터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마 7:29) 말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루터의 말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삼킬 듯한 열정으로 내뱉는 그 거친 말들을 잘 짜여진 ‘이해’의
틀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루터의 말에 대한 배반이자 근대적 사유의 오만이 아닐까
요? 루터가 당대(중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말했다면, 우리시대에 루터를 말하
는 방식은 ‘근대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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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그들 근대의 서기관들,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루터에 대한 말을 그런 것들이
배제된 말끔한 언어로 ‘이해’해 온 그들 전공분과 학문체계 내의 전문가들이야말로
루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루터
이후의 근대학문은 ‘이해’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루터의 전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근대의 서기관들이 추구한 ‘이해’의 정통
성을 넘어서는 진리의 무한한 개방성과 다양성에 자기를 개방하는 실천이 아닐까 생
각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치 안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을 추구해 온 중
세가 저물고 ‘다양성 안의 일치’(unity in diversity)를 추구해 온 근대로의 전환을 알
린 서곡이었다면, 우리시대에 루터를 계승하는 ‘루터다운’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일
치’의 미망을 가로지르는 이를테면 ‘다양성 안의 다양성들’(diversities in diversity)을
향한 말과 사건의 실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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