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0문-제31문)
최민호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중세 로마교회의 성자숭배(聖者, 성인 saints)와 성물(聖物, 유물 relic) 숭배, 마리아 숭배의 미신행위
⑴로마교회의 주장: 하나님께는 라트리아(latria), 성인들에게는 둘리아(dulia)라는 단어를 사용
⇒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다른 것에는 봉사를 의미
(⇨ 칼빈의 비판: 두 단어는 성경에서의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봉사의 의미가 더 광범위하다)
⑵중세의 현실: 성인숭배, 유물숭배, 마리아 숭배의 절정 ⇢ 중세 후기로 가면 더욱 심각해짐
성인의 유골(뼈)이나 유품들을 신비한 능력으로 간주 ⇢ 유사다신론(parapolytheism)
마리아 숭배(11-12세기에 절정) ⇢ 배를 인도하는 바다의 별 (Maria maris stella)
성찬의 왜곡과 미사(Missa)의 허구 ⇢ 미사는 우상숭배, 예배의 왜곡
↳ 화체설 ⇒ 떡과 포도주의 본질(substantia)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함
2.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갈5: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공로(merit)로 구원받으려는 시도
(목적)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롬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다. (Inst.,Ⅱ,7:1)
1.

세 가지 용도 (triplex usus legis, threefold use of the Law)
정죄의 기능 ⇢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
율법은 각 사람에게 불의함을 경고하고, 알려주고, 유죄판결하고, 정죄함 (Inst.,Ⅱ,7:6)
② 억제의 기능 ⇢ 율법을 알고 지키면 죄짓는 것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
율법 속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억제됨 (Inst.,Ⅱ,7:10)
③ 성화의 기능 ⇢ 율법의 제3 기능(용도)으로 가장 중요함. 선을 행하도록 인도함.
신자들은 율법이 필요하다. (⇢ 율법에 내포된 약속은 여전히 유효)
율법은 육에 대하여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Inst.,Ⅱ,7:12)
(

①

3.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음) 예수의 삼중직(munus triplex Christi, threefold mediatorial office)의 중요성
⑴ 가장 큰 선지자 ⇨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최고의 교사. (⇒복음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예언의 종결이다.(롬10:4)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복음에 꿰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 내린다. ... 그리스도 외에 알 가치가 있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은 신자는 천상의 은혜의 무한한 전체를 깨달은 것이다. (Inst.,Ⅱ,15:2)
⑵ 영원하신 왕 ⇨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영생에까지 높이 올려준다.
그리스도의 통치 원칙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Inst.,Ⅱ,15:4)

⑶

유일한 대제사장 ⇨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하여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천상의 성소(sanctuary)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 (Inst.,Ⅱ,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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