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신앙의 요점(4)

  < 1부 > 개혁신앙의 원리들       
    1.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원리 
    2. 하나님 중심의 원리
    3.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
    4. 신자의 삶 강조의 원리  < 계속 >            

5.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개혁 신학의 특징을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

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중세 시대에 가톨릭의 구원관이 공로주의
적 율법주의적 성격의 오류를 범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은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자의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복음적 진
리를 회복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율법에 대한 개혁자들의 이해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율법
이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죄를 억제해주는 기능과 죄를 정죄하는 기능

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도는 될 수 없음을 밝혀줌으로서  
율법주의적 접근을 복음적 관점으로 회복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교회가 금욕, 고행 등과 같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했던 오류를 바로 잡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복음 안에
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
임을 밝혀주었다고 하겠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율법주의적 접근을 거부함에 있어서는 일치하면서
도 복음주의 안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
이 있으므로 그러한 입장들을 개혁신학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개혁신학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루터교의 한계                   

종교개혁자 루터의 공헌도 가톨릭의 율법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복
음적 관점을 회복해 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부
정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함으로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은 인간을 살리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둘을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물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오히려 율법은 죄인
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진다. 

율법의 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죄인 
된 자신의 무능함과 불가능성을 깨달아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
라보고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몽학 선생(초등교사)”의 역할이
라고 할 수 있다.(갈 3: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서
는 죄인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세 가톨릭교회의 공로주의적인 방향에서 바라본 율법 이
해를 거부하고 복음을 강조하며 그 복음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루터가 당시의 다른 개혁자들과 함
께 공통적으로 노력했던 시대적 과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루터교의 오류는 복음이나 믿음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다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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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복음을 강조하다보니 율법을 정죄하는 기능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율법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지 못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게 해주는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으로
서 믿음의 중요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율법의 삶을 배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으로 칭의 받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 위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자세
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한다.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도로서 주어진 것이(율법주의) 아니라 오히
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로 나아오도록 함에 그 
율법의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온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
의 뜻이 담겨있는 안내책자(guidebook)가 바로 율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적인 접근에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의 내용들을 신자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율법의 유익을 말해야 한다. 

율법에 대한 루터교의 부정적인 태도는 루터 교회의 성화관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은혜와 믿음을 강조
하는 루터교의 관점은 정적주의(Quietism)의 모습 속에서도 그 극단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누리게 되는 구원이므로 어떠
한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행동도 은총의 삶에 역행하는 것이며 심지어 
성례나 기도도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은혜의 수단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18)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올 때까지 신자는 고요히 기다려야 한다.”는 
정적주의의 주장들은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루터교의 ‘오직 
믿음’의 원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준다. 인간의 어떠한 행
위들도 은혜의 원리 혹은 ‘오직 믿음’의 원리와 상충하는 것으로만 간주
함으로서 심지어 성경읽기, 기도 등 어떠한 선행이나 봉사 등도 모두 ‘독

약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일들은 언제
나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율법주의적 접근이라고 간주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평가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기도나 봉사 혹은 성례의 행위들도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의(義)를 이루려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의 
빛 아래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시행될 때 그것들은 ‘오직 믿음’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 복음적 행위들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2) 칼빈의 율법 이해 : 제 3의 용도(3rd use of Law)       

칼빈도 루터와 같이 구원에 대한 율법주의적 접근은 인정할 수 없었
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율법
은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19) 자신
의 헝클어진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자세들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 밝혀지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 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
서 율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전적무능력과 불가능을 깨닫고 스스로 하
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
님께로 나아온 이후에도 그것은 신자의 삶에 중요한 안내서가 된다고 본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통해서 신자는 자신이 앞
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르게 세워 주
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칼빈은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균형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율법에 대해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해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유익한 안내도가 된다는 점
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온 
신자는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율
법을 폐하지 않으며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결국 칼빈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복음 안에서 반(反) 율법
적이거나 혹은 초(超)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
로 말미암아 신자는 주님 안에서 율법의 온전한 성취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복음으로 율법을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웨슬리의 오류 율법주의(Neonomeanism)        
사실 웨슬리(John Wesley)의 신학은 웨슬리가 사역했던 18세기 영국

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시대에 영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
연한 사회였다.20) 정치계뿐 만아니라 종교계도 크게 타락한 모습들이 발
견되었던 시대였다.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인신매매나 노예제도 등 기독
교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
음을 깨달은 웨슬리는 신자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신학을 제시하려 했
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가 제시한 완전 성화교리(doctrine of entire 
sanctification)도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는 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에 있어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율법
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가 있었던 이유를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그
의 반응을 고려하여 평가해볼 수 있다. 그는 루터나 칼빈이 ‘오직 믿음’
을 강조하는 신학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한 ‘오직 
믿음’의 신학이 신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무시하고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
는 태도를 갖게 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웨슬리는 신
자의 최종적인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거
룩과 믿은 이후에 신자가 이루어낸 신자의 복음적 거룩이 함께 고려되어
서 주어진다고 보는 신율법주의적(neonomeanism) 태도를 드러냈다. 

물론 칭의 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성화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 그
러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칭의나 구원의 근거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것은 복음의 은총이 가져오는 열매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이뤄
가는 삶의 증거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근거로 이해될 
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구원의 의미가 타협 받게 될 것이다.

    Luther(1483-1546)        Calvin(1509-1564)          Wesley(1703-1791)
                 세 개혁자들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견해 비교
          Luther : 반율법주의(反律法主義, antinomianism)에 가깝다.
       Calvin : 율법의 제 3의 용도(3rd use of Law)  to lead us to Christ

  Wesley : 율법주의(律法主義, Legalism)에 가깝다. 

개혁신학도 웨슬리와 함께 율법의 삶을 무시하는 명목적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며 율법을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강조는 복음의 
정신 안에서 이해되어야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허물지 않
는 범위 안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의 구속 사역은 이미 완성된 것이며 주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신자
의 편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아무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 남겨진 성화의 
삶과 성숙을 위한 노력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지 무거운 짐으로 감당해야하는 율법주의적 의무는 아닌 것이다.  16

결국 웨슬리는 영국사회 속에서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
을 위해 신율법주의적 방식으로 율법을 강조하였으나 그로 인해 복음의  
은혜성을 부분적으로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글쓴 이 
/ 김광열 교수(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 다음에 계속 >
16)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Richmond: John Knox Press, 1959) 38.

17)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s of Calvin ed. & trans., Philip E. Huges  

    (Grand Rapids: Eerdmans, 1966), 35-49.

18) 물론 루터교의 이해가 항상 은혜의 원리만을 강조하고 율법의 삶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교의 성화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루터교 안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 성  

    화와 선행의 삶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Minnesota에 있는 Luther-Northwestern Theological Seminary 교수인  

    Gerhard O. Forde의 입장은 전자의 관점을 제시하는 루터교의 성화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성화관에 대해  

    서는Christian Spirituality ed. by Donald L. Alexander(Downers Grove, Ill. : inter Varsity Press, 1988) 13 이  

    하를 참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