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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로널드 사이드

  -‘복음주의 정치스캔들’

 

◾그리스도인과 정치

 ∘아우구스티누스

  지상의 도성

  -돈, 권력, 명성 같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며 일시적이고 

불완전  

  -무가치하며 하늘도성으로 가기 전의 임시 거처에 불과

  -정부는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제한적인 

가치를 지님

 하늘의 도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며 영원

 ∘아퀴나스

  정부

  -악을 억제하는 수단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존재. 

예컨대 화폐의 공급 같은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적 존재로 빚어졌는데 정부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

 ∘루터

  -국가와 정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

  -영적 왕국과 세속왕국을 분리: 복음은 영적 왕국에 관한 것. 세속정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통제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침묵. 정치는 복음이 아닌 

이성의 영역에 속함

  -그리스도인은 영적왕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반면 세속 권력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따라야만 할 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부정

 ∘칼빈

  -정부에 대해 긍정적: 정부가 의로운 행위를 장려하며 이성을 통해 인간의 

번영을 이루어내는 긍정적 임무를 지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회 곳곳을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제정하려 시도

 ∘물질 세상

  -이 세상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인해 죄로 물든 이중적 

존재

  -선한 창조를 강조 → 긍정적 정치관

  -타락을 강조 → 비관적 정치관

 ∘인간



  -공동체적 존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 사람을 만들고” 창 1:26-27

   >>형상은 물리적 형상이 아닌 관계적 형상

  -몸과 영혼의 연합체

   >>인간은 물질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모두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육체는 

벗어나야 할 비극적 존재가 아닌 선한 존재 

 ∘정의

  -상호정의: 교환의 공정성을 의미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잠 16:11

  -절차적 정의 : 과정의 공정성을 의미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 뇌물을 받지 말

라” 출 23:6

  -분배 정의: 생산수단과 생산결과물의 공정한 분배

◾흘려보내야 할 생명수

 ∘성경이 말하는 정의

 1. 하나님이 주신 창조명령을 각 개인이 수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토지와 

자원의 분배가 필요

 2. 인간은 영적 존재인 동시에 육적 존재이기에 적절한 물질적 분배가 필요

 3.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성 간의 균형이 필요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

기도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