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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웨슬리는 평생에 걸쳐서 기독자의 완전을 자신의 신학적 주요 관심사로 여기고 강조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는 웨슬리안 전통에서조차 기독자의 완전 교리를 다루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
운데서 윌리엄 아브라함(William J. Abraham)은 기독자의 완전 교리에 대한 탐구와 분석은 중요한 과제
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교리 분석에 있어서 조직신학(systemic theology) 혹은 수덕신학(ascetical 
theology)의 관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1 

초기 설교 “마음의 할례”에서 웨슬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성결”개념을 설명한다. 성결의 첫 번째 
요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형상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요점은 “질병으로서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치유되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요점은 “겸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부여받는 것”이다.2 도덕적 형상 회복, 죄의 경향
성으로부터 치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과 연결시킨 “성결”에 대한 웨슬리의 분석은 수덕신학의 견해와 
연결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기독자의 완전 교리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이 “성결”에 대한 
그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웨슬리는 평생 동안 성결 개념과 연결된 기독
자의 완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앞서 진술한 성결의 세 요점은 기독자의 완전 교리에 대한 웨슬리의 주
장과 관점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 타락한 본성으로부터의 치유와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독자의 완전 교리를 분석할 것이다.3 또한 이 교
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들을 살펴 볼 것이다. 이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자의 완전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재해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결국 이 작업의 결과는 논쟁적인 교리인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웨슬리안의 관
점을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II. 기독자의 완전: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
기독자의 완전 교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 혹

1 William J. Abraham and Kirby, James E. eds., The Oxford Handbook of Methodist Studi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599.

2 John Wesley, Sermon 17,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The Works of John Wesle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1:402-9. (앞으로 약어 Works 사용)

3 먼저 기독자의 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웨슬리의 완전 교리에 대한 오해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기독자의 완전은 절대적 완전, 천사의 완전, 그리고 타락 전의 아담의 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완전은 상대적 완전이며 하나님의 완전에 의존적이다.(Sermon 40, “Christian Perfection,” 
Works 2: 72-3, 100-04.)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한 신자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무지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다. 또한 찰나에 지나가는 생각, 실수, 그리고 유혹에서 자유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피조물의 한계성에 기인한 수많은 연약성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다.(Ibid. 2: 73) 더불어 유혹 
때문에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은총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Thomas Jackson ed.,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A.A., 3rd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11:426. (앞으로 약어 
Works (Jackson)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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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갱신이라는 측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의 갱신과 기독자의 완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주제의 분석과 탐구에 대한 첫 걸음이 되어야한다. 웨슬리안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밀접
하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 측면(자연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4 이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의 단계(scale of beings)”에서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5 기독자의 완
전 교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의 갱신으로서의 기독자의 완전은 자연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형상의 세 측면의 갱신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 자연적 형상은 피조물의 본질로서 인간 본성의 구조적/기능적 성질을 의미한다. 자연적 
형상은 이해력, 의지(정서의 집합체), 자유, 그리고 자발적 운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담의 본래적 의
(Adam's original righteousness)이다. 자연적 형상만으로도 인간과 짐승을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형
상은 인간에게 도덕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
종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형상은 중요하다.6 “하나님의 형
상”이라는 웨슬리 초기 설교는 자연적 형상만을 다루었다.7  

특별히 웨슬리는 자연적 형상의 요소들 중에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8 그는 자유를 자
연법의 일부로 간주했다. 또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자유라고 주장했다. 웨슬리는 도덕적 자유와 육체적 자유보다 종교적 자유
와 시민적 자유를 더 중시했다.9 

웨슬리가 관계론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은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 자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의지”를 “정서들의 집합체(gatherings of affections)”로 정의내리고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
다.10 “정서(애정)”는 대상이 있다. 따라서 의지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이 두 
가지 요점을 종합해보자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자연적 형상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본질을 가지
고 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이다. 아담은 ‘하위 세계의 통치자’로 창조되었기에 그는 존재의 계층 구조
상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11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아담의 다스림은 모든 피
조물들의 평화와 조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치적 형상을 주셨다.  
인간은 정치적 형상의 기능을 통해서 자신보다 하위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한다.12 
정치적 형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계층 구조에서 물질세계의 최상부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며 하나
님과 물질세계의 다른 피조물들을 연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를 가지게 했
다.13 

4 Wesley, Sermon 45, “The New Birth,” Works 2:188.
5 “존재의 위대한 사슬(Great Chain of Beings)”은 플라톤 철학의 전통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존재의 계층 

구조에서 인간은 물질세계만 따지면 최상부에 위치해 있고 전체를 보면 순수한 영적 존재인 천사와 악마 다음에 
위치해 있다. 

6 Wesley,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 Works 2:439, 449.
7 아이작 와츠의 책, 인류의 몰락과 회복을 읽고 난 후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적(본질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Wesley,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according to 
Scripture, reason, and Experience, Works (Jackson), 9:353-397; Wesley, Sermon 45, “The New Birth,” 
Works 2:188.

8 Wesley, Sermon 129, “Heavenly Treasure in Earth Vessels,” Works 4:163; Wesley,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 Works 2: 439.

9 Wesley, Some Observations on Liberty, Works (Jackson) 11: 90-118을 참고하라.
10 Wesley, Sermon 141, “ The Image of God,” Works 4: 290-303을 참고하라. 
11 Wesley, Sermon 45, “The New Birth,” Works, 2:188.
12 Ibid.,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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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가진 정치적 형상은 창조의 웰빙(well-being)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의 조화로운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했다.14 따라서 정치적 형상은 인간의 책임성과 
청지기적 직무와 직결된다. 하지만 웨슬리는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에 비해 정치적 형상에 대해 상
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베버(Theodore R. Weber)는 웨슬리가 정치적 형상을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
다는 것에 불만을 표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형상에 대한 웨슬리의 불충분한 분석은 그의 구원론이 개인
적 관심을 넘어서 정치와 세계의 변화와 변혁이라는 측면과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15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으로서의 기독자의 완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도덕적 형상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혁신으로서의 기독자
의 완전은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앎,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법등을 포함하고 있는 “의와 참 성결”을 의미한다.16 또한 도덕적 형상은 “신적 본질의 
질적 반영”인 사랑, 공의, 자비, 그리고 진리를 통해 드러난다. 

결국 타락 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덕적 형상이 본
질적이며 핵심적 역할을 했다.17 하나님의 도덕법에 관한 지식은 낙원에 거하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18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었다.19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통해 아담은 피조세계
에 “의와 성결”을 온전히 드러냈다.20 따라서 타락 전 아담은 도덕적 형상을 통해서 하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도덕적 형상의 특징은 구조적이며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며 관계적이다. 왜냐하면 도덕적 
형상이 타락 전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21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의와 성결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
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꺼이 드리는 순종 가운데 의, 성결, 그리고 참된 덕이 있다.22 성결 안에 사랑의 
충만함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그 사랑의 향유로부터 왔다.23

타락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모든 인간의 인간성은 타락에 의
해 손상되었다. 첫째, 자연적 형상은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
은 본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상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손상된 자연적 형상은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에 있어서 완전하게 무력하게 되었다.24 인간의 이해력은 

13 Theodore R Webe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New Directions in Wesleyan Political Ethics 
(Nashville, Tenn.: Kingswood Books, 2001), 36.

14 Wesley,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Works, 2:440.
15 Webe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391-420.
16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3rd corrected edition (Bristol: Graham and 

Pine, 1760-62; many later reprints), Colossians 3.10. (앞으로 약어 NT Notes 사용)
17 Wesley,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 Works 2:439.
18 Wesley, Sermon 57, “On the Fall of Man,” Works 2:410-11.
19 Wesley, Sermon 5, “Justification by Faith,” Works 1:184.
20 Barry E. Bryant, “Original Sin,” 529 in  William J. Abraham and Kirby, James E. eds., The Oxford 

Handbook of Methodist Studies. 
21 Wesley,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according to Scripture, Reason, and Experience, Works 

(Jackson) 9:341.
22 Webe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394.
23 Wesley, Sermon 5, “Justification by Faith,” Works 1:185.
24 Wesley,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 Works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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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무지, 혼란, 그리고 정신적 느림(mental slowness)으로 감염되었다.25 인간의 정신적 능력은 감소
했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자유, 자비, 덕은 
노예상태, 폭력, 그리고 악으로 바뀌었다.26 그 결과 인간은 자유와 미덕 모두를 잃어버렸다. 또한 자아
와의 관계, 그리고 몸과 영혼의 조화도 심각하게 손상되었다.27 

두 번째, 정치적 형상 역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단
절되었다. 그리고 이 단절과 정치적 형상의 손상은 아담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28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섭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
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이러한 무능력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29  손상된 정치적 형상은 주변 환경 및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타락 후 인간에게 정치적 형상이 남아 있지만 인간은 타락 이전에 낙원에서 아담이 수행하던 책임적 청
지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손상된 정치적 형상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를 
적대감 가득한 착취의 관계로 이끌고 있다. 왜냐하면 손상된 정치적 형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이익에 더 관심을 두게 하며 무질서를 인간 삶의 주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다.30

세 번째, 타락의 주된 결과는 도덕적 형상의 완전한 상실이었다. 도덕적 형상의 상실은 인간이 하
나님과 긍정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막았다. 타락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31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타락 후 인간은 완전한 사랑의 형상 가운데 있는 원의와 참 성결을 상실했다. 인간 
안에 있던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부재한 자아에 집착하는 사랑으로 변질되었다.32 그 결
과 인간은 의(righteousness)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 향유되는 행복 또한 상실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 수치심, 비통, 죄책감,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33 또한 인간의 타락한 본
성은 삼중 욕망(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낳아 결국 인간을 불신앙, 자만, 그리고 자의
로 가득 찬 존재로 만들었다. 웨슬리는 인간의 타락과 죄로 가득 찬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죄
(original sin)”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내적 죄(inner sin),” “생래적 죄(inbred sin),” “타락한 본성
(corrupted nature),” “육의 마음(carnal mind)”과 같은 용어들을 자주 사용했다.34 웨슬리의 이러한 
용어 사용에서 추론 가능할 것들 중에 하나는 웨슬리가 “원죄”의 상태를 영적 질병으로 그리고 도덕적 
형상의 상실의 상태로 보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관계론적 관점에서 원죄 교리와 기독자의 완전 교리
를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25 Wesley, Sermon 141, “The Image of God,” Works 4:298.
26 Ibid., 298-9.
27 Wesley, Sermon 59, “God’s Love to Fallen Man,” Works, 2:423.
28 Wesley,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 Works, 2:442.
29 “인간이 그의 완전을 박탈당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의 순종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처럼, 동물들도 그들의 완전을 박

탈당해 인간에게 사랑의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Ibid.,2: 442-3.
30 Weber, Politics in the Order of Salvation, 395.
31 Wesley,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Works (Jackson), 9: 283-4.
32 Wesley, Sermon 45, “The New Birth” Works, 2: 189.
33 Wesley, Sermon 57, “On the Fall of Man,” Works 2:403.
34 NT Notes, Rom. 7:9; Sermon 1, "Salvation by Faith," Works, 1:124.; Sermon 5, "Justification by 

Faith," Works, 1:185-187; Sermon 6, "The Righteousness of Faith," Works, 1:212-213; Sermon 7, "The 
Way to the Kingdom," Works, 1:226-27; Sermon 8,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Works, 1:240; 
Sermon 14, "The Repentance of Believers," Works, 1:337,346; Sermon 18, "The Marks of the New 
Birth," Works, 1:433-34. 이 외에도 여러 설교들에서 이와 같은 용례들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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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리고 이점은 그리스도인이 기독자의 완전을 경험했을지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웨슬
리의 주장과 연결된다. 매튜 슐림(Matthew R. Schlimm)은 그리스도인이 온전 성화를 체험한 후에도 자
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기독자의 완전 이후에도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웨슬리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분석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은총, 그리스도에 대한 앎,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앎과 그에 따른 순종, 더 적은 실수, 하나님 닮음등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 성장과 성숙이 있다
고 분석한다.35 즉 기독자의 완전에 관한 웨슬리의 교리에서도 즉시성의 차원과 과정의 차원이 공존한다. 
“완전은 믿음의 단순한 행위에 의해 영혼에 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즉각적이다. 그리고 그 즉각적 체
험의 앞과 뒤에 점진적인 일이 있다.”36 

점진성과 즉시성의 관계는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점진성과 즉시성 중
에 어떤 차원이 더 근본적인가에 대한 매덕스와 콜린스의 논쟁을 들 수 있다. 메덕스는 “온전 성화의 가
능성이 웨슬리를 특별하게 구별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는 은총과 함께하는 
책임적 협동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로서의) 과정의 여정 속에 있는 온전 성화라는 측면은 웨슬리에게 가
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콜린스는 책임적 은총이 웨슬리의 구원론의 중요한 요
소임에 분명하지만 결코 그것이 웨슬리의 구원론의 전부는 아님을 지적한다. 콜린스는 웨슬리가 마음을 
전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임을 지적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즉시성의 우선적 중요성과 함께 신
자들의 신앙에 무조건적인 요소의 존재를 강조했음을 기억할 것을 요청한다.37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경험 가능한 기독자의 완전은 하나님의 모
든 형상(자연적, 정치적, 도덕적)이 온전하게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
을 의미한다. 기독자의 완전이란 인간 실존에 있어서 도덕적 형상의 상실로 발생한 역기능적 관계로부터 
벗어나 순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아, 그리고 온 피조 세계와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III. 기독자의 완전: “질병으로서의 타락과 죄”로부터 치유와 깨끗해짐

기독자의 완전을 이해하는 두 번째 측면은 “타락과 죄”로부터 깨끗해짐과 치유됨이다. 이 측면은 
기독자의 완전교리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죄의 측면에서 기독자의 완전교리를 살펴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웨슬리는 “죄악된 몸(sinful body)”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웨슬리안 신학에 있어서 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몸” 자체는 중립적이다. 무엇이 죄인가? 죄
가 아닌가?’의 물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척도는 “고의성 (willfulness)”이다. 악의 기원과 타락의 
서사(narrative)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죄와 관련된 측면에서 기독자의 완전교리
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 준다.   

웨슬리는 신정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악과 죄의 문제를 ‘악으로부터 선을 추출하는‘ 하나
님의 능력을 검증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검증으로 보았다.38 웨슬리는 ‘Unde malum?’ 즉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자주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함을 유지하
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39 웨슬리는 도덕적 악은 

35 Matthew R. Schlimm, “The Puzzle of Perfection: Growth in John Wesley's Doctrine of Perfec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8 no 2 (Fall 2003), 124-42.

36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Works (Jackson), 11:446.
37 Randy Maddox,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190; Kenneth J. Collins,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79, 187.

38 Wesley, Sermon 136 “On Mourning for the Dead,” Works 4:239. 
39 Barry E. Bryant의 John Wesley on the Origins of Evil (Ilkeston: Moorley's Print & Publishing, 1992)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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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혹은 악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힘을 가진” 의지와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았
다.40 그는 “자유가 없었다면 도덕적 악과 물질적 악의 기원은 파악될 수 없고 심지어 불가능할 것”이라
고 주장한다.41 웨슬리는 악을 “영원하며, 오류가 없는 질서와 이성으로부터의 일탈”로서 “선택될 가치가 
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
다.42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선, 그리고 질서’에서의 일탈로서 악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의지와 자유의 
오용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유한한 피조물이 자신의 유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결함
의 가능성(the potentiality of defect)때문이었다. 이 결함 가능성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니었다. 악은 피
조물의 결함 가능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지의 오용’에서 기인했다. 즉, 의지의 오용이 악의 기원이다. 
따라서 웨슬리의 관점에서 보면 악의 기원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다.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결함의 가능성은 이성적 피조물들(천사와 인간 모두)의 의지에 잠재된 오
류의 가능성이다.43 결함의 가능성은 창조의 방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 본질인 영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의지 안에 있었다. 웨슬리의 관점에 따르면 피조세계의 결함은 도덕적이며 비물질적이다.44 웨
슬리는 악을 자연적 악, 형벌적 악, 도덕적 악으로 구분한다. 그는 의지의 오용으로 인해 도덕적 악과 형
벌적 악이 발생했으며,45 자연적 악은 도덕적 악의 결과라고 보았다.46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도덕적 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님의 선한 뜻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악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였다는 것이다.  

타락과 타락의 결과에 관한 서사(narrative)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은 원죄 개념을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와 연결시킨다.47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실패로서의 불순종에
서 시작된다.48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에 발생
했다. 반면에 인간의 타락은 타락한 천사의 시기심과 속임수에서 시작되었다. 하와는 진실이 섞인 거짓에 
속았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반면에 아담은 하와에게 설득당했다.49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 행위로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죄를 범했
다.50 웨슬리는 의지적 불순종의 행위가 악, 죄, 고통, 그리고 고난을 이 세상에 유입시킨 원인이라고 설
명한다. 타락의 서사에서 설명되는 악과 죄의 본질은 도덕적이며 의지적이다. 그리고 악과 죄의 원인으로
서의 의지와 자유의 오용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는 그가 ‘알려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의지적 위반’을 ‘죄
라고 부르기 적절한 죄’라고 명명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구원의 길(via salutis)을 설명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죄에 대한 다양한 구분을 활용한다. 예를 들
면 내적 죄와 외적 죄; 의지적 죄와 무의지적 죄; 그리고 죄책, 죄의 권능, 죄의 현실 등의 분류를 활용
했다. 

40 Barry E. Bryant의 학위 논문 “John Wesley's Doctrine of Sin,” (Ph.D diss., The University of London, 
1992) 112-33을 참고하라.

41 John Wesley, Of Human Liberty, Arminian Magazine 8 (London: G. Paramore, 1785), 258.
42 Wesley, "Letter to the Reved. Samuel Wesley" (December 19, 1729), Works, 25:241-2.
43 Bryant, John Wesley on the Origins of Evil, 22.
44 Wesley, Sermon 62, “The End of Christ's Coming,” Works 2:475-6.
45 Wesley, Sermon 140, “The Promise of Understanding,”Works 4:285. 
46 웨슬리의 관점에도 신정론의 한계가 드러나 보인다. 그는 형벌적 악을 도덕적 악의 결과로 보았고 자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를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보았다. 이 관점은 웨슬리 자신의 시대에 발생했던 
지진들에 대한 그의 응답 속에서 잘 드러난다. Wesley, Serious Thoughts occasioned by the Late 
Earthquake at Lisbon, Works (Jackson) 11:1-13을 보라.

47 Bryant, “Original Sin,” 530-31.
48 Wesley,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Works (Jackson) 9:402-3.
49 Ibid., 9:345.
50 Wesley, Sermon 57, “On the Fall of Man,” Works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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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내적 죄와 외적 죄로의 분류는 “신생”의 교리와 연결이 된다. 웨슬리에 의하면, 내적 죄
는 죄로 가득찬 기질들(자만, 성냄, 자기의지, 탐욕,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정욕, 그리고 분노 등)이다.51 
반면에 외적 죄는 하나님의 계시되어 알려진 법에 대한 의도적 위반으로서의 의지적이며 실제적인 죄를 
범한 것을 의미한다. 칭의와 신생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외적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내
적 죄악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외적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총에 의해 늘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52  

죄 구분의 웨슬리의 또 다른 범주는 죄책, 죄의 힘, 죄의 현실이다. 이 범주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서 죄가 어떻게 정복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53 칭의와 신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외적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며 내적 죄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54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신생을 경험한 후 성화의 과정 중에도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55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내적 죄와 외적 죄의 힘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만 내적 죄악성은 여전히 신자에게 남아 있
게 된다.56 따라서 웨슬리는 죄에 대한 자각이 칭의 이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자의 삶의 전반적 
과정 가운데서 필요함을 주장한다.57 그래서 그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지속적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즉 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내적 죄악성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
이다. 종합하자면, 죄책과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알려진 법을 의지적으로 어기는 행위로서의 죄의 개념과 
연결되며, 내적 죄악성이 여전히 신자 안에 존재한다는 관점은 경향성으로서의 ‘타락한 본성’과 연결된
다. 

세 번째, 의지적 죄와 무의지적 죄의 구분은 성화와 기독자의 완전 교리와 관계가 깊다. 그리고 
의지적 죄와 무의지적 죄의 구분은 웨슬리가 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의지” 혹은 “의도”를 척도로 사용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웨슬리는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의지적으로 위반’하는 ‘죄
라고 불러 마땅한 죄’라는 개인적 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죄의 정의는 웨슬리가 이 땅에서 기독자
의 완전 체험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논리적 근거들 중에 하나를 제공한다. 물론 웨슬리는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무의지적으로 범’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죄라고 부르기 
부적절한 죄’ 역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독자의 완전’을 경험한 신자 역시 
‘죄라고 부르기 부적절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웨슬리는 ‘죄없는 완전(sinless 
perf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렸다. 또한 기독자의 완전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지속적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
한다. “법에 대한 이러한 위반(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의지적 위반)을 죄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나는 이상의 이유로 이런 것을 구분하여 부릅니다.”58 웨슬리의 관점에 따르
면, 몸이 아닌 오로지 영혼만이 죄의 자리가 될 수 있다.59 왜냐하면 의지는 몸이 아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의지적으로 단 한번이라도 범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
임을 져야한다.60 

51 Wesley, Sermon 13, "On Sin in Believers," Works 1:320; Wesley, Sermon 14, "The Repentance of 
Believers,“ Works 1:337-41; Wesley, Sermon 44, "Original Sin,” Works 2:178-82. 

52 Wesley, Sermon 19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are Born of God,” Works 1: 436.
53 Wesley의 Sermon 13, “On Sin in Believers”을 참고하라.
54 Wesley, Sermon 14, "The Repentance of Believers,“ Works 1:350; Wesley, Sermon 43,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Works 2:157.
55 Ibid., 1:323, 330-31.
56 Wesley, Sermon 13, “On Sin in Believers,” Works 1:331.
57 Maddox, Responsible Grace, 161.
58 Wesley,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Works (Jackson), 11:396.
59 Wesley, Sermon 76, “On Perfection,” Works 3:80.



- 8 -

웨슬리에 의하면, 온전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전적으로 마음과 삶의 성결에 헌신하게 된다. 따라서 
선한 충동이 그의 내적 경향성을 지배함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선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신생을 경험
한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충분하게 자라난 상태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외적 삶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
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온전한 성화를 체험한 신자들은 내적 죄악성의 문제가 해결
되었기 때문에 그들 내면의 기질 자체가 거룩해진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의 특
성들 중에 하나가 “병으로서의 타락과 죄,” 즉 내적 죄악성의 온전한 치유임을 주장했다. 내적 죄악성의 
온전한 치유라는 측면에서 본 기독자의 완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동기와 의지의 순수/순결
함이다. 두 번째,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한 신자는 내적 죄악성 때문에 발생하는 삼중 욕망으로부터 자유
하게 된다. 세 번째, 악한 기질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이다. 기독자의 완전은 죄의 가지뿐만이 아니
라 죄의 뿌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만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한 신자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혈육의 한계로 인한 연약성과 외부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
자의 완전을 체험한 신자에게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가 비록 온전 성화를 체험했
다 할지라도 늘 겸손가운데 영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 

IV. 기독자의 완전: 그리스도의 덕을 닮음을 통한 거룩한 사랑의 충만한 실현.
성결 개념을 통해 본 기독자의 완전 교리의 마지막 함의는 겸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들을 통한 거룩한 사랑의 충만한 실현 혹은 현실화이다. 웨슬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
님의 의도가 행복과 성결에 있다고 주장한다.61 그리고 은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덕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성결을 향해 걸어가도록 한다. 웨슬리 신학에서 기독자의 완전, 순수한 사
랑(거룩한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덕들, 그리고 삶의 목표로서의 행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영혼, 인격,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닮음을 요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고 의와 성결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의 지성, 정서들, 그리고 
기질들은 사랑의 올바른 질서를 추구한다. 

웨슬리는 덕과 행복이 함께 간다고 강조한다.62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덕은 우리로 하여금 우
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며 우리 영혼의 
소망이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마치 그 안에 영원한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가진 우물을 소유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63 방향성이 잘못 설정된 욕망들에 의해 추구되는 행복은 ‘참되고 진
정한 행복’이 아니다. 웨슬리는 존재의 웰빙(well-being)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적이며 진정한 만족을 주
는 행복과 단순히 즐거운 감정을 구별할 것을 요구했다.64 

웨슬리는 팔복이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았다. 
산상수훈 설교들(the Sermons on the Mount)에서 웨슬리는 팔복을 그 특성에 따라 세 종류의 범주로 
분류해서 분석함으로 행복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덕(virtue)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했다.65 즉, 그리스

60 Wesley, "Letter to Mrs. Bonnis" (16 June 1772),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John 
Telford, 8 vols. (London: Epworth Press, 1931). [NB: Use only for letters dated after 1755.], 5:322. 
(앞으로 약어로 Letters (Telford) 사용).

61 Wesley, Sermon 120 “The unity of Divine Being,” Works 4:63-4.
62 Wesley,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Works (Jackson) 11:45.
63 Wesley, The Character of a Methodist, Works (Jackson) 8:341.
64 Wesley, Sermon 77, “Spiritual Worship,” Works 3:99.
65 D. Stephen Long, John Wesley's Moral Theology: The Quest for God and Goodness (Nashville, Tenn.: 

Kingswood Books, 2005), 142, 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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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덕들, 의무, 그리고 소망이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서인 하나님 안에서 행복 향유를 추구하는데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했다.   

첫 번째 범주는 은총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되는 그리스도의 덕들이다. 웨슬리에 따르면, 
첫 여섯 개의 복(beatitudes;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 의, 자비, 그리고 마음의 정결)이 우리에게 진
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마음의 종교” 그 자체이다.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올바른 기질” 그 자체이다.66 이러한 주장들은 웨슬리의 사상과 신학의 핵
심이 거룩한 기질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정서와 기질 모두 인간의 내적 특성
을 묘사하는 용어들이다. 메덕스(Randy Maddox)는 정서와 기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정서가 단순
한 반응적 사랑의 능력이라면, 기질은 사랑을 하게하는 (혹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발달된 지속적 경향성
이다.”67 

신생(new birth)의 순간에 거룩한 정서들(그리스도의 덕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다. 그리고 성
화의 과정을 통해 이 씨앗이 자라 거룩한 기질이 된다. 그리고 거룩한 기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돕는다.68 그리고 마침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자에게서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난다. 정서가 기질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 온 인류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차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
음이 거룩한 기질의 형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69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
게 부어지면 “자만, 분노, 자기의지 그리고 악한 기질과 함께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 쾌락, 편안함, 명예, 
돈에 대한 사랑”이 추방된다.70 악한 기질이 소멸되고 거룩한 기질로 변한다. 

덕의 성숙을 위한 공동체와 사회의 역할이 있다. 따라서 웨슬리는 덕의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반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들과의 교류없이 팔복에서 선포하는 행복과 성결을 향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그
리스도의 덕의 성숙과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성결”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숙과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그리스도의 덕들은 사회생활 없이는 존립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덕들이 성숙하고 성장
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생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웨슬리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따라서 이 종교를 고립시킬 때 죽고 만다”고까지 말한다.71 거룩한 기질들이 공동체 생활(그것
이 신앙 공동체이든 일반 공동체이든) 가운데 활용되면 될수록 그것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72 

두 번째 범주인 일곱 번째 복(the seventh beatitude)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혹은 의무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사역이다. 첫 번째 범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겨진 그리스도의 덕들이 성숙되
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웨슬리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덕인 “자비”로 충만한 존재이다. 그러
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지려고”하는 존재
이다.73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타

66 Wesley, Sermon 120, “The Unity of Divine Being,” Works 4:66.
67 Randy Maddox, ”A Change of Affections: The Development, Dynamics, and Dethronement of John 

Wesley's “Heart Religion,” In “Heart Religion” in the Methodist Tradition and Related Movements. 
Edited by Richard Steele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1), 15.

68 Ibid., 16.
69 Wesley, Some Remarks on A Defense of Aspasio Vindicated, Works (Jackson) 10:348.
70 Wesley, Sermon 48,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Works 2:158.
71 Wesley, Sermon 21,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V,” I.1-6. 
72 Wesley, Sermon 22,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I,” Works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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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종교를 제외하고는 종
교를 알지 못하며 사회적 성결을 제외하고는 성결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기독교의 사회성과 공동체성
을 강조했다.74 이러한 확신은 웨슬리로 하여금 모든 웨슬리안들에게 세 가지 규율을 가진 일반 규칙(악
을 피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힘써 지키라)을 지킬 것을 요청하게 만들었
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변혁과 긍휼의 사역으로 확장된다.75

마지막 범주인 여덟 번째 복(the eighth beatitude)은 “마음의 종교”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소망
을 말하고 있다.76 웨슬리안 신학에 따르면 팔복은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차적 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진정한 그리스도교는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해서 여기(팔복)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
람들이 완전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다.”77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특별히 능동적인 의와 수동적 의 모두)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
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peacemaker)”이 될 때, 박해가 뒤따른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정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78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의 사역에 참여하면, 
그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므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에도 참여하게 된다.79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점
이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종국에 그리고 과정 중에 행
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그는 “이 생에서 그리고 영원의 삶에서도 행복”한 존재이다.80

웨슬리는 거룩한 사랑 혹은 순결한 사랑을 성결과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웨슬리안 신학에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속성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사랑을 “하나님의 
바로 그 형상”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밝게 빛남”이라고 불렀다.81 “사랑은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일의 
완성까지 하나님 섭리의 목적, 유일한 목적”이다.82 또한 사랑은 “삶의 치료제”로서 “무질서한 세상의 모
든 악에 대한, 인간의 모든 불행과 악에 대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치료제”이다. 더 나아가 “사랑에 의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으로 인도하는 수단이요 방법이다.83 이러한 이유로,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와 저 세상
에서의 행복으로 인도한다.”84 

기독자의 완전 교리는 지성, 지식, 그리고 육체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사랑의 완
전을 의미한다. 웨슬리는 우리 정서들의 적절한 순서와 규제라는 측면에서 동기와 의지의 순수성(purity 
of motive and will)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 더닝(Ray Dunning)은 만일 웨슬리안 완전 교리
가 품성의 변화를 포함한다면 그것은 경향성, 인식, 그리고 의도의 변혁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85 

73 Wesley, Sermon 24,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V,” Works 1:535.
74 Wesley, Preface to Hymns and Sacred Poems, Works (Jackson) 14:320.
75 Wesley, Sermon 22,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I,“ Works 1: 496-7; Manfred 

Marquardt의 John Wesley's Social Ethics: Praxis and Principles, translated by John E. Steely and W. 
Stephen Gun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를 참고하라.

76 Wesley, Sermon 23,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II,” Works 1:517-520.
77 Wesley, Sermon 21,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 Works 1:479.
78 Wesley, Sermon 23,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II,” Works 1:523.
79 Long, John Wesley's Moral Theology, 139.
80 Wesley, Sermon 21,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I,” Works 1:474. 
81 Wesley, Sermon 146, “The One Thing Needful,” Works 4:355.
82 Wesley, Sermon 36, “The Law Established through Faith II,” Works 2:38.
83 Wesley, Sermon 146 “The One Thing Needful,” Works 4:355.
84 Wesley, Sermon 89, “The More Excellent Way,” Works 3:264.
85 H. Ray Dunning, “Christian Perfection: Toward a New Paradig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no. 1 (199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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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 인식, 그리고 의도의 변혁은 인격적 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웨슬리안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아, 그리고 이웃과 우리 자신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충만함이 기독자의 완전이다.86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은총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온 인류를 향한 사
랑이라는 거룩한 정서와 기질은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난다.87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개인적 헌신과 점검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기독자의 완전을 너무 주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동
기에 대한 과도한 확신과 함께 하는 자기기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기 점검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자기기만과 관점의 협소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개인
의 헌신은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88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서로를 위해 책임적으로 상
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다. 웨슬리는 올바른 순서 가운데 잘 조율된다면 자기애
(self-love)와 보편적 사랑(universal love)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정적으로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한다.89 이 과정 가운데 자기애 혹은 개인적 사랑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보편적 사
랑을 실현할 수 있다. 특별히 의지와 동기의 순수함이 중요하다. 의지와 동기의 순수함에 대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동기의 순수함은 다른 부가적 동기들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복과 웰빙(well-being)을 추구하게 된다.90 특별히 웨슬리는 현재
의 삶에서 은총에 의해서 사랑의 온전한 실현, 즉 기독자의 완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나
님의 은총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해 숙고할 때, 웨슬리는 현재적 구원을 주로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순간에
서 순간’의 사건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91 구원의 현재 시점에 관심을 가진 웨슬리는 하나님 사역의 
즉시성 역시 중시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역 역시 삼위 모두의 
사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 가는 여정은 “순간에서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현존을 필요로 한다.92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
는 은총에 의지한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열
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 과정 가운데서 웨슬리는 덕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총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은총의 현재성은 우리가 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자연적 성격이 있다는 웨슬리안의 신학적 관점을 잘 설명해 준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질, 
습과, 그리고 덕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기질과 습관의 변화의 근거이다. 콜른-에머릭
(Colon-Emeric)이 강조한 것처럼 “거룩한 기질/ 주입된 덕들이 우리 안에서 이차적 본성이 된다. 그리
고 이 이차적 본성의 획득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서만 가능해진다.”93 따라서 그리스도인

86 Mildred Bangs Wynkoop,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of Kansas, 1972), 167.

87 E. W. H. Vick, “John Wesley's Teaching Concerning Perfectio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4 (1966) 207-8.

88 Kevin Twin Lowery, Salvaging Wesley’s Agenda: A New Paradigm for Wesleyan Virtue Ethics 
(Eugene,OR: Pick&wick Publications, 2008), 288.

89 Wesley, Wesley to the Rev. Dr. Conyers Middleton, 4 January 1749, Works (Jackson), 10:68-70.
90 Wesley, Sermon 26,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VI,” Works 1:576.
91 A. Skevington Wood, Love Excluding Sin: Wesley's doctrine of Sanctification (Ilkeston: Moorley's 

Bible & Bookshop, 1980), 19.
92 Wesley, Preface to a Treatise on Justification, Works (Jackson) 10:327.
93 Edgardo A. Colon-Emeric, Wesley, Aquinas & Christian Perfection (Waco, Tex.: Baylo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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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안정성과 변화의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그리스도 닮음
으로 이끌고 온전한 사랑의 현실화/구체화로 인도한다. 이러한 이유로 ‘온전하라’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
도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과 ‘그(그리스도)가 걸었던 것처럼 걷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란 “너희의 온 마음, 영, 그리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함을 기반으로 한다. 기독자의 완전
교리의 적극적 의미인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94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웨슬리가 정의와 사랑을 대치시킨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 혹은 
역설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것이다. 기독자의 완전은 사랑과 순종의 온전함을 포함하는데 그 핵심에 하나
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다. 일반적으로 거룩은 하나님의 타자성을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강
조하는 개념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웨슬리는 거룩과 사랑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합시킨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거룩한 사랑’의 개념이 있다. 이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공의)와 사랑을 역설적으로 
결합시킨다. 콜린스(Kenneth J. Collins)는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방만한 방식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니시다. 또한 하나님은 추상
적 의미에서 거룩하지도 않으시다. 그보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완전함들 모두를, 특별히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이다.”95 

린드스톰(Harald Lindström)은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 따르면 성서적 성결에서 사랑의 역할은 인
과론적이 동시에 목적론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의 근거이며 동시에 목적이라고 주장한다.96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을 향한 사랑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기독자의 완전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온 인류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97 이 삶은 하나님, 자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향유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은총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그리스
도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거룩한 사랑의 구체화와 현실화는 
그리스도의 덕을 닮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루어진다. 

V. 결론
기독자의 완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해야 할 목표들 중에 하나이다. 웨슬리에 따르

면, 천국을 소유할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개인적 성결(personal 
holiness)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우리는 영광을 주장할 수 
없다. 성결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영광)에 적합할 수 없다.”98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과 영화(glorification)을 연결한다. 웨슬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모든 죄로
부터 온전히 깨끗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99 죄로부터 씻음 받음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추구되어야한다. 기독자의 완전은 단순한 소망이 아닌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 그리스도인

Press, 2009), 167.
94 Ibid., 154. 
95 Kenneth J Collins, The Theology of John Wesley: Holy Love and the Shape of Grac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21.
96 Harald Lindström, Wesley and Sanctification: a Study in the Doctrine of Salvation (London: Epworth 

Press, 1950), 173-5.
97 Wesley, Advice to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Works 9:129.
98 Wesley, Sermon 127, “On the Wedding Garment,” Works 4:144.
99 Wesley, The Principles of a Methodist Farther Explained, Works 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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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지향점이다.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 밖에서 비추어 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없다.”100 웨슬리는 모든 웨슬리안들에게 이 땅에서 
기독자의 완전을 추구하라고 권고했다. 

기독자의 완전은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 내적 죄악성의 온전한 치유, 거룩한 사랑의 온전한 
현실화를 포함한다. 기독자의 완전 교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피
조물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향해 있다.101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화(glorification)를 위해 우리는 기독자의 
완전을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 이 목표는 실현가능하다. 

실제적으로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운동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독자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복잡한 조직 구조를 활용했다. 연합신도회, 신도회, 속회, 밴드, 그리고 참회자반등이 그
것이다.102 이것은 기독자의 완전 추구에 있어서 설교, 가르침. 훈련, 상호 점검, 그리고 실천의 통전적 
활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독자의 완전은 신앙 공동체와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증거하는 표징이다. '성결'은 개
인,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행복만을 계획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축복을 추구하도록 활력을 주고 격려한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103 한 개인의 온전 성화 체험은 
다른 사람들의 온전 성화 추구를 도울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자의 완전’이 신실하고 참된 교리라면, 그 교리의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웨슬리는 온전 성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도 했다. [완전에 관한 평이한 서설]에 나
오는 제인 쿠퍼의 이야기가 그러한 예이다. 이에 더불어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했다는 증언은 
공동체와 지역 사회를 통해서 검증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콜른 에머릭이 분석한 검증의 척도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공동체가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목격해야 한다. 둘째, 기독
자의 완전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이 발생한 시점, 환경, 장소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독
자의 완전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지속적이라는 징후를 지역사회가 계속 목격해야 한다.104 

웨슬리안 신학에 있어서 기독자의 완전 교리는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차원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지구적 차원, 그리고 우주적 차원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변화, 전체 사회의 변혁, 지구적 
변혁, 더 나아가 우주적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105 

키워드: 웨슬리안 구원론, 기독자의 완전, 그리스도의 덕, 인간 본성의 치유, 하나님 형상의 혁신
Key Words: Wesleyan Soteriology, Christian Perfection, Christ's Virtue, Healing Human 
Nature, Renovation of the Image of God

100 Wesley, Sermon 149, “On Love,” Works 4:385-6.
101 레이 더닝(H. Ray Dunning)은 관계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석된 하나님 형상에 관한 웨슬리안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H. Ray Dunning, Reflecting the Divine Image: Christian Ethics in Wesleyan 
Perspectiv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8).

102 Thomas Albin, “'Inwardly Persuaded': Religion of the Heart in Early British Methodism.” In “Heart 
Religion” in the Methodist Tradition and Related Movements. Edited by Richard Steele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1), 42-52.

103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Works (Jackson) 11:331.
104 Colon-Emeric, Wesley, Aquinas & Christian Perfection, 59-64.
105 Rebekah L. Miles, “Happiness, holiness, and the moral life in John Wesle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Wesley, edited by Randy L. Maddox, Jason E. Vicker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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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sleyan Soteriology: Implications in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Min-Seok Kim, Ph.D.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contemporary Wesleyan tradition has abstained from dealing with the discourse on 
Christian perfection due to not only misunderstandings caused by the term 'perfection' itself 
and the complicated theological nuance in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t, however, 
is certain that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was one of the main themes in Wesley's 
theological trajectory. William J. Abraham, therefore, asserts that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should be explored and analyzed for contemporary Wesleyan in terms of 
perspectives of the ascetic or systematic theology should be exercised for.

I call y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Wesley delineated his views on Christian 
perfection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idea of holiness, explained in the Sermon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Wesley described the idea of holiness as the following three 
points: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cure from corruption and sin as disease, and 
imitation of Christ's virtues. Therefore, this project explores and analyzes the Wesleyan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erms of the above-mentioned three categories. Then, I 
will clarify what implications in the Wesleyan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are for 
contemporary Wesleyan who lives in the world of modern materialism and extreme 
individualism.   
<한글초록> 

웨슬리안 구원론: 기독자의 완전 교리의 함의
현대에 들어와서 웨슬리안 전통들에서도 기독자의 완전교리를 다루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했

다. 그것은 아마도 ‘완전’이라는 용어에서 기인한 오해들과 기독자의 완전 교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신
학적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자의 완전교리는 웨슬리의 일생의 신학적 작업 중에 변함없이 
강조했던 신학 주제였다. 또한 윌리엄 에브라함과 같은 학자는 현대 웨슬리안들을 위해 기독자의 완전교
리를 재해석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조직신학 혹은 수덕신학의 관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가 있다. 웨슬리가 주장한 기독자 완전교리는 “마음의 할례” 설교에서 
설명한 ‘성결’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성결’개념을 하나님 형상의 혁신, "병"으로서의 죄와 
타락성의 치유, 그리스도의 덕을 닮음이라는 세 요점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웨슬리안 관점의 
기독자의 완전 교리를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범주에서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 물질주의
와 극단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웨슬리안들을 위해 기독자의 완전교리가 가지고 
있는 함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