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로에 선 성경관

   

   복음주의자가 진정한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절대로 성경관에 대한 타협
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주의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주의의 핵심인 성경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해지고 타협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슬프게도 어떤 지역에서는 신학교나 협회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더 이상 완전한 성경관을 고수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분명하다. “성경이 진리이며 역사와 우주를 다루는 부분을 포함한 성경
이 말하는 모든 부분이 전혀 오류가 없는가?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고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인가?”
 
   신정통주의 실존신학의 핵심은 성경이 종교적 체험의 원천을 제공하
지만 역사와 과학과 같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오류
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어떤 곳에서는 이 개념이 
소위 복음주의의 한 부분처럼 되었다. 요컨대 그러한 곳에서는 신정통주
의 실존 신학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문제는 성경이 
역사와 우주와 아브라함 이전 시대 곧 창세기의 처음 11장까지에서 명
제적 진리 즉 명제로 진술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다루는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윈의 친구이며 생물학자이자 알더스 헉슬리와 쥴리안 헉슬리의 할
아버지인 T. H. 헉슬리는 1890년에 자신의 저서에서 머지않아 모든 사
실들과 특히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역사로부터 신앙이 분리될 것이며 그 
후로 그 신앙이 영원히 승리할 것을 예견했다.(신정통주의를 예견했다는 의미) 
이는 1890년이 실존 철학이나 실존 신학이 태어나기 전인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주장이다. 그는 참으로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내다보았다. 틀림
없이 그와 그의 친구들은 이 말을 일종의 농담처럼 여겼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신앙이 사실과 특히 아브라함 이전의 시공간적 역사와 분리
된다면 오늘날 소위 환각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
을 잘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신정통주의 실존신학자만 T. H,. 헉슬리
(Thomas Henry Huxley, 1825-1895)가 내다 본 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복음주의자로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적 
측면에서 출발하거나 성경이 우주에 대해서 거의 혹은 아무 것도 가르치
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측면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말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부분
을 매우 강한 목소리와 명확한 설교로 고백하며 아무리 담대하게 그리스
도를 고백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세상과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사소한 
것을 나의 설교에서 제외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
니다. 군인의 충성심은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입증된다. 그가 모든 전투
에서 최전선을 지킨다 하더라도 전쟁이 한창 치열한 그 시점에서 겁을 
내고 피한다면 단지 치욕스러운 도주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그것은 바로 어떠한 성경관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확고한 성경관을 고수하느냐 고수하지 않느냐가 진정한 
복음주의냐 아니냐의 분기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언제 
어디서나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완전한 성경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없다면 복음주의는 성경적인 철저한 복음
주의가 될 수 없다.”(*) Francis Schaeffer 著 ‘No Final Conflict’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