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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자들의 삶과 가르침 1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존 칼빈, 

년 월 일2020 5 6

칼빈과 만남칼빈과 만남칼빈과 만남칼빈과 만남

미국 유학 때 책 두 권 기독교 강요와 밀턴의 실락원,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향 받은 책 한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년 전 프랑스 첫 방문지가 고흐의 무덤 두번째 방문이 칼빈의 12 , , 

생가

전반부 칼빈의 생애 후반부 칼빈의 가르침전반부 칼빈의 생애 후반부 칼빈의 가르침전반부 칼빈의 생애 후반부 칼빈의 가르침전반부 칼빈의 생애 후반부 칼빈의 가르침: : : : : : : : 

년 월 일 프랑스 북부 누아용에서 탄생1509 7 10

지금도 칼빈 생가와 다닌 거대한 성당 남아있음

모친은 어린 나이에 네 아이 낳고 사망 칼빈 세( 5 )

칼빈 부친은 대성당 공증인으로 근무 년 사망 칼빈 세, 1531 ( 22 )

부친은 처음에 칼빈이 가톨릭 사제 되길 희망, 

생활 넉넉한 법률 공부 성당에서 어려움 때문에 훗날 법학 공부 권면, 

년 부르쥬와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률 공부1528-1533

년 월 파리대학교 니콜라 콥 총장이 학장 취임 때 가톨릭 비판 1533 11 , 

연설

종교개혁자 루터 사상 담은 연설문을 칼빈이 작성

콥 총장도 칼빈도 도망자 신세 

년 기독교 강요 초판 출판1536

년 파렐의 부탁으로 제네바의 생 피에르 교회에서 목회 시작1536

세 파렐 칼빈 협박 수준 제네바 하루 머룰 계획 종교개혁27 , , , , 

년 목회25

년 월 제네바에서 추방됨 년 후에 년 개월 후 복귀1538 4 , 2 ,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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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망명객 교인 목회1538

년 기독교 강요 판 초판보다 배 분량1539 2 , 3

년 월 이들레뜨와 결혼1540 8

년 월 파렐에게 보낸 편지 제네바로 돌아오고 싶지 않지만1540 10 , , …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 심장을 주님께 “

바칩니다.” 

라틴어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prompte et sincere, , 

년 제네바 목회 복귀1542

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 출판1559

년 월 일 마지막 강의 월 일 마지막 설교1564 2 2 , 2 6

년 월 일 칼빈 집에 인사들 찾아와 작별인사 베자 후임자 1564 4 27 , 

선택

년 월 일 하나님 품에 안김1564 5 27

칼빈의 가르침칼빈의 가르침칼빈의 가르침칼빈의 가르침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 

개혁신학의 가장 기초 개혁신학 칼빈신학, =

기독교강요, 

권 창조주 하나님1 : 

권 구속주 그리스도2 : 

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3 : 

권 국가와 교회4 : 

칼빈의 개 교리5 , TULIP

1. 전적타락 아담 죄 해석 전적 무능력 의인은 , total depravity, , , 

하나도 없다 구원역사에 인간의 공로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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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적 선택 창세전 하나님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 

은혜로 

3. 제한된 속죄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limited atonement, , 

예정이란 전적 하나님 은혜

4.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구원 은혜는 ,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 

5. 성도의 견인 한번 선택은 한때 타락 , perseverance of saints, 

가능하나 궁극적 구원 받는다

비판

1. 전도할 필요 없다 예정된 사람만 구원 받는다면 어차피 결정! .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 사랑 믿고 전해야 한다, .

2. 불공평하다 조선시대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 이름 들어보지 ! , 

못했는데 그러니 전도하라. !

칼빈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과 설교

1. 칼빈과 성경

a.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오류 없는 진리, 

b. 모든 신학사상은 오직 성경에서 가져옴

i.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 권위보다 우위 차지하던 시대

ii. 오직 성경 강조는 당시 혁명

iii. 성경저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c. 내가 마귀라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성경을 J. I. Packer: “

읽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뢰성을 의심하게 . , 

하고 마침내 성경을 덮게 만들겠다, .”

d. 성경을 믿고 읽고 설교 듣고 성경 필사 설교하는가, , ?

i. 개혁주의는 성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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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무너지는 영국교회 자유주의 세속주의 목회자 안일: , , 

2. 칼빈과 설교

a. 설교자 칼빈

i. 나 제네바 교회의 하나님 말씀의 종은, Jean Calvin, 

ii. 종교개혁은 진리 선포가 일으킨 변화

iii. 칼빈 설교 필사 프랑스에서 피난 온 , Denis Reguenier

iv. 년부터 칼빈 설교를 받아 적음 편 이상 현존1549 , 2023

v. 년에 번을 설교 번의 신학 강의1 268 , 186

b. 성경 분명한 해석

i.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ii.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iii. 말씀을 명료 간결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 

iv. 칼빈의 가장 큰 특징, brevity, lucidity 

v. 말씀 자체의 능력을 확신

vi.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하라

c. 대언자 설교란 하나님 말씀을 대언, 

i. 하나님이 말씀을 위탁한 대사로서 설교자의 영광스런 특권 

강조

ii.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자의 책임을 강조

iii.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설교자의 책임

iv. 한 마디라도 함부로 말라

v. 감동 주려 하려 말고 성경과 성령 믿고 진실하게, 

vi.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진짜 설교

d. 절별 설교 한절씩 풀어내는 설교, 

i. 본문 그대로 드러내는 것 목적

ii. 카이저, put your finger on the text

e. 칼빈과 목자적 심정

i. 목회자를 위한 주석과 평신도를 위한 설교 

ii. 공통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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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차이점 주석은 목회자 대상으로 성경언어 사용: , 

설교는 프랑스어

iv. 예수님 따라가는 성육신 정신

v. 말씀 앞에 선 해석자 청중 앞에 선 전달자, 

f. 칼빈설교의 목적 적용 

i. 본문 해설에 근거하여 적용 예배당 나서면서 적용, , 

순문제 적용 나눔/

ii. 구체적인 적용을 통한 삶의 변화

iii. 설교의 적용은 자신부터 시작

iv.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따르지 않는다면 강단에 “

오르면서 목이 부러지는 편이 낫다 칼빈 강단 꽈배기” , 

3. 칼빈의 설교전달

a. 원고 없이 설교

i. 하루 시간 이상 책 읽고 연구 아침 시 침상에 책 12 , 5, 6

날라옴

ii. 인생 후반 하루 한끼 식사 말씀 연구 식사 후 분 걷고 , 30

연구

b. 준비 때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기대하지 말라

i. 준비 없이 강단에 오르지 말라

ii. 년은 원고 준비 하라10

칼빈을 떠올리며 다짐

1.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선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2.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에 몸을 적셔야 강단이 살고 영혼이 산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영혼을 적셔야 제자로 살 수 있다

3. 설교자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말씀을 그대로 비추는 달이다. 

성도는 하나님 빛을 받아 비추는 삶을 살라. 



6

4. 설교자는 대언자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라, . 

성도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라. 

5.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