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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자들의 삶과 가르침 4

하나님만 두려워 하라
존 낙스-John Knox

년 월 일 수요기도와 찬양2020 5 27 , 

존 낙스와의 만남존 낙스와의 만남존 낙스와의 만남존 낙스와의 만남

대학원에서 영문학 공부할 때 연구실 벽에 써서 걸어놓은 글

존 낙스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한 사람, 

존 낙스의 명언존 낙스의 명언존 낙스의 명언존 낙스의 명언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메리 여왕이 한 말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 

더 무섭다!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기도! 

존 낙스와 존 칼빈존 낙스와 존 칼빈존 낙스와 존 칼빈존 낙스와 존 칼빈

개혁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 칼빈,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 존 낙스, 

장로교의 씨앗이 존 칼빈, 

장로교 뿌리와 줄기는 존 낙스

낙스는 칼빈의 제자 스위스의 개혁운동을 스코틀랜드에 정착, 

외모 볼품 없고 키 작고 칼빈 같은 학자 아니고 , ,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민족을 향한 사랑 사명을 향한 불굴의 , 

용기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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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낙스와 청교도존 낙스와 청교도존 낙스와 청교도존 낙스와 청교도

토마스 칼라일 낙스를 청교도의 창시자 부름, Thomas Carlyle, 

로이드 존스는 존 녹스를 청교도의 창시자라 평함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사상체계를 정립하고 삶을 살아낸 사람들

청교도 정신청교도 정신청교도 정신청교도 정신

1.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고 

2.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혁을 시도

3. 개혁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새로운 사회 형성

4.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는 것

5. 미국 건국 정신 장로교 개혁교회 정신, , , KCPC 

존 녹스의 생애 년 월 일존 녹스의 생애 년 월 일존 녹스의 생애 년 월 일존 녹스의 생애 년 월 일, 1513-1572 11 24, 1513-1572 11 24, 1513-1572 11 24, 1513-1572 11 24

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서쪽 키로 하딩톤에서 농부 아들로 1513 24

출생

세 글라스고우 대학교에서 공부17 , 

년 이전에 아마도 세 즈음 신부로 서품받음1540 25

그의 개혁신앙 여정에 조지 위샤트와 만남의 중요성그의 개혁신앙 여정에 조지 위샤트와 만남의 중요성그의 개혁신앙 여정에 조지 위샤트와 만남의 중요성그의 개혁신앙 여정에 조지 위샤트와 만남의 중요성

년 조지 위샤트를 만나 종교개혁 사상을 깊은 연구1545

위샤트의 지지자가 되어 그가 설교할 때 검을 들고 호위하기도 

년 위샤트가 세인트 엔드류에서 추기경에 화형 당함1546

위샤트가 화형당하는 순교를 보고 전생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위해 바침

위샤트가 순교한 후에 위샤트가 순교한 후에 위샤트가 순교한 후에 위샤트가 순교한 후에 

시민운동 지도자 되어 세인트 앤드류스 수비대 조직하여 

왕실과 가톨릭 교회 당국에 항거하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이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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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리선 노예로 노젓는 인생갤리선 노예로 노젓는 인생갤리선 노예로 노젓는 인생갤리선 노예로 노젓는 인생

가톨릭교회는 프랑스 원군에 구원 원군 요청해서 이 성을 점령, 

낙스는 패배

년 낙스는 프랑스로 잡혀가 개월 동안 갤리선의 노예로 1547 19

노젓는 신세

년 월 영국 왕 에드워즈 세 도움으로 석방년 월 영국 왕 에드워즈 세 도움으로 석방년 월 영국 왕 에드워즈 세 도움으로 석방년 월 영국 왕 에드워즈 세 도움으로 석방1549 3 61549 3 61549 3 61549 3 6

당시 스코틀랜드는 가톨릭 세력이 활발해서 그가 활동하기 어려워

에드워즈 세하에 종교개혁 진행되던 영국에서 목회 시작6

년 런던에서 왕 앞에 설교하는 직분을 얻음년 런던에서 왕 앞에 설교하는 직분을 얻음년 런던에서 왕 앞에 설교하는 직분을 얻음년 런던에서 왕 앞에 설교하는 직분을 얻음1552155215521552

에드워즈 세가 죽고 년 피의 메리 여왕이 잉글랜드 왕으로 6 1553

즉위

피의 매리Bloody Mary, : 

개신교에 대한 박해 시작 여명 순교 여명 대륙으로 피난, 300 , 800

년 월 낙스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년 월 낙스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년 월 낙스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년 월 낙스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1554 11554 11554 11554 1

월에 스위스의 존 칼빈 만나 그의 제자가 됨3

칼빈의 권유로 년 월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국 피난민 1554 9

교회 목회

년 제네바에서 영국 피난민들 대상으로 목회1556 1558—

년 월 프랑스 노예로 잡혀간 후 년 만에 스코틀랜드로 년 월 프랑스 노예로 잡혀간 후 년 만에 스코틀랜드로 년 월 프랑스 노예로 잡혀간 후 년 만에 스코틀랜드로 년 월 프랑스 노예로 잡혀간 후 년 만에 스코틀랜드로 1559 1 , 121559 1 , 121559 1 , 121559 1 , 12

돌아와 교회 개혁 일으킴돌아와 교회 개혁 일으킴돌아와 교회 개혁 일으킴돌아와 교회 개혁 일으킴

이때 한 기도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 “ , , 

죽음을 주십시오!”

이때부터 칼빈의 개혁주의를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로 꽃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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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

1. 가톨릭교회의 돈: 가톨릭교회가 부를 축척 교회가 전 나라 땅의 , 

반 이상을 차지

2. 가톨릭교회의 부패: 교회가 도덕과 윤리가 타락과 부패하여 

민중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함

3. 가톨릭교회의 목적 이탈: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 영혼 1,000 . 

구제 아닌 수입 창출 기업 상황

메리 여왕과의 만남 가톨릭 신자인 메리 세에게 자주 설교메리 여왕과의 만남 가톨릭 신자인 메리 세에게 자주 설교메리 여왕과의 만남 가톨릭 신자인 메리 세에게 자주 설교메리 여왕과의 만남 가톨릭 신자인 메리 세에게 자주 설교, 1, 1, 1, 1

년 메리 여왕이 종교개혁 방해하고 교황정치 회복 시도하려 1562

할 때 녹스는 여왕의 정책을 비난

여왕과 차 면담에서 여왕이 일개 시민이 왕을 비난하는 것이 옳지 2

않다 꾸짖자 녹스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을 

여우라 비난 왕으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라 호통치기도 함, 

존 녹스의 신앙관존 녹스의 신앙관존 녹스의 신앙관존 녹스의 신앙관

1. 성경론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근거하여 : 

자신의 주장 펼침

a. 성경의 명료성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명료하며 말씀이 , 

말씀을 설명한다

b. 모호한 부분 성경 있다면 성령께서 성경 다른 곳에서 명쾌하게 

설명한다

c. 성경의 무오성 확신

d.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인정

e. 성경해석에서 문자적 해석과 성령의 조명 믿음

2. 예정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과 저주를 결정: 

a.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

b.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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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역사의식

3. 칭의론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강조: 

a. 인간의 선행 도덕 종교가 아니다, , 

b.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4. 성례론 예배의 근간은 성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 

a. 가톨릭의 화체설 루터의 공재설 부정하고 개혁파의 영적 , 

임재설 지지

b. 성찬 때 당시 국교도들은 무릎 꿇고 성찬 받았다

c. 낙스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앉아 계셨기에 성도들은 

앉아서 성찬을 받을 것 가르침

d. 교회 권징을 중요하게 여겨 권징 받은 자들의 자녀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부

5. 설교론 강해설교: 

a. 한 청년의 고백 처음 설교 때는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한다, “ . 

마지막에 활력이 넘쳐 마치 설교단을 부수고 그 속에서 날아 

오르려는 것처럼 보였다.” 

b. 년에서 년 소천 때까지 일주일에 번 설교1559 1572 2-3

c. 칼빈의 영향으로 한절씩 설명 하고 현실에 적용한 설교

d. 본문 강조와 삶의 연결 강조

e. 당시에 가톨릭은 주어진 본문을 설교하도록 결정

f. 구약에 다수 설교 선지자적 목소리 우상숭배에 대한 거부, , , 

개혁운동 등이 구약에 잘 나옴

g. 성경의 문자적 해석 강조

6.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a. 년에 명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고백서를 1560 6 John 

작성

b. 개 조항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년 웨스트민스터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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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이 나오기까지 장로교 교리 기준이 됨

함께 기도함께 기도함께 기도함께 기도

1.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소서 

2.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소서

3.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게 하소서

4.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답게 신앙 유산을 이어 받게 하소서

5.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