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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Lecture One. The Wesleyan Synthesis 

Reconsidered

Howard A. Snyder
Visiting Director

Manchester Wesley Research Centre
Manchester, England

Cowman Lectures –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October, 2016

Introduction

True renewal in the church always weds new insights, ideas and methods 
with the best elements from history. This was signaled by Jesus when he said, 
“Every scribe who has been trained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master of a household who brings out of his treasure what is new and what is 
old” (Mt 13:52).1)

Genuine church renewal is always a return, at the most basic level, to the 
image of the church as presented in Scripture and as lived out in a varying 
mosaic of faithfulness and unfaithfulness down through history. This is what 
church history shows us.

The same dynamic is at work also in culture and in deep social change. 
Change always combines elements from the past with new discoveries and 
insights in the present. Such cultural change however can be healthy or 
unhealthy―life-giving or life-denying―depending on what new and old elements 
are combined. Unless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such cultural change can do more harm than good. Social and cultural 
change can be enlivening or deadening.

John Wesley was one key leader who combined things old and new. He was 
very aware of this and intentional about it. Wesley and 18th-century Methodism 
represent one of history’s most instructive instances of the dynamic synthesis of 

1) All biblical quotations are from the NRSV unless otherwis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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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and new, conservative and radical, tradition and innovation. Wesley’s 
example can spark greater clarity in today’s quest to be radically Christian.

In this lecture I will focus on what I call “the Wesleyan synthesis,” and will 
also briefly revisit the much-discussed Wesleyan Quadrilateral.

I wrote about the Wesleyan synthesis in my book The Radical Wesley 
(1980), a book which was reissued in updated form in 2014.2) Today I will take 
a new look at the five elements of this synthesis, explaining them further, and 
showing their continuing relevance. I also then relate them to the Quadrilateral. I 
hope the relevance will be especially significant in the Korean context.

I. The Wesleyan Synthesis

In a very dynamic way, John Wesley brought together several key truths and 
dynamics of the Christian faith. Wesley effectively combined in thought and 
practice these elements:

1.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2. Doctrine and experience 
3. Experience and structure
4. Charismatic and institutional elements
5. Present and future salvation.

I argue not only that this synthesis is powerful, but also that it is biblical. In 
fact, the reason this synthesis is powerful is that it faithfully embodies revealed 
truth of Scripture, as I will attempt to show.

Some commentators have said Wesley was not a very original person; that 
he got all his ideas from others. At one level, that is true. Certainly he was 
alert to learn from others. He picked up ideas and insights from those who went 
before, as well as from his contemporaries. But this was precisely his genius. 
He made connections where others did not. He learned from other people’s 
successes and failures. He was an avid student not only of the Bible and 
theology, but also of history, languages, culture, and the emerging sciences of 
his day.3) Wesley’s genius and originality lay precisely in borrowing, adapting, 
and combining diverse elements into a synthesis more dynamic than the sum of 
its parts. 

For example: the Bible says salvation is all of grace, not of works. It also 
says we are to work out our own salvation. Faith without works is dead. 
Wesley’s way out of this paradox was through Galatians 5:6, “faith working 
through love.” This became a favorite passage and theme. It is practically a 
refrain in Wesley: Faith working through love. True faith shed God’s love 
abroad in Wesley’s own heart, which became the fountainhead of “all inward 

2) Howard A. Snyder, The Radical Wesley: The Patterns and Practices of a Movement Maker (Franklin, 
Tenn.: Seedbed Publishing, 2014).
3) Randy L. Maddox, “John Wesley’s Precedent for Theological Engagement with the Natural Science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4 (20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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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utward holiness”―another key conjunctive Wesley refrain.

Wesley’s genius, under God, lay in developing and nurturing a synthesis in 
doctrine and practice that kept biblical paradoxes paired and powerful. He held 
together faith and works, doctrine and experience, the personal and the social, 
the concerns of time and eternity. His dynamic synthesis speaks profoundly to 
the church today. 

I invite you then to examine the key elements of the Wesleyan synthesis, 
noting how these tie in to the life and experience of today’s church.

1.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Basic to all else in Wesley was his tenacious hold on both the total 
sovereignty of God and the freedom of human beings. God gives humans the 
freedom to accept or reject God’s call, and then to cooperate with the Holy 
Spirit in the work of salvation. This is true for each particular person, and its 
true in believers collectively as the church. It is true also in terms of how the 
whole world responds to God’s gracious initiative. God gives people and 
societies freedom to accept or reject his grace, within the limits he has set.

Wesley’s starting point was not the so-called “decrees of God.” Nor was it 
the logical question of how to resolve a theological paradox. Wesley's starting 
point was, rather, what Scripture teaches: God is sovereign; besides him there is 
no other god; all salvation depends on his initiative and working. But humans, 
even though sinful, still have a measure of real freedom. If they turn to God, 
they can be his coworkers in the local and cosmic concerns of God’s kingdom. 
This is what John Wesley learned from the Old Testament and from Jesus and 
his Apostles, particularly from Paul, John, and Peter.

Wesley stressed the image of God as well as the Word of God. Human 
creation in the divine image was fundamental for Wesley because it meant a 
deep, permanent similarity between the human spirit and the Spirit of God. This 
similarity, this image, is something which even the tragic effects of the fall 
could not destroy. Salvation was still possible. But only by God’s grace, because 
sin put men and women under such bondage that they could never freely turn to 
God. 

Like Gregory of Nyssa and other early teachers of the Eastern Church, 
Wesley saw the will as essential to the image of God. God has given women 
and men a will either to serve him or to rebel against him. Now, because of 
sin, the will is under bondage. People choose to do evil rather than good. 
Salvation therefore means restoring the image of God and freeing the will to do 
God’s will.

By grace alone, men and women can will to serve God. The highest 
perfection in Christian experience is to serve God with the whole mind, heart, 
and will. In a passage typical of many others, Wesley says that true Christianity 
is “the love of God and our neighbour; the image of God stamped on the heart;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the mind that was in Christ, enabling u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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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as Christ also walked.”4)

The key to Wesley’s skill in stressing both God’s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was his doctrine of grace, particularly his accent on “prevenient grace.” 
On their own, human beings cannot take the smallest step toward God. But God 
has not left us alone. An unconditional benefit of Christ’s atonement is that God 
maintains the human race in a savable position. God’s grace is “prevenient”; that 
is, it “goes before” (Latin, praevenire, to come before, anticipate) us, giving us 
the capacity, if we will, to turn to God. We could call this “preceding grace.” 
Yet even this turning toward God is aided by God’s grace shed abroad 
universally in the world by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John Calvin spoke of common or general grace. He used the concept of 
common grace to explain how even totally depraved persons can do 
commendable (if not morally good) works. Unlike predestination, this is an 
unconditional blessing of God in the world. But due to Calvin’s doctrine of 
unconditional election, common grace plays no part, finally, in God’s plan of 
redemption.

In sharp contrast, Wesley saw prevenient grace as the first step in God’s 
redeeming work. Even though people could reject God’s grace―and most would
―yet the offer was real and constant. Wesley saw God’s grace as “preventing 
[or coming before], accompanying, and following” every person, as he said in 
his sermon “The Good Steward.”5) Thus God is sovereign and man and woman 
are free. In Colin Williams’ words, with the doctrine of prevenient grace Wesley 
“broke the chain of logical necessity by which the Calvinist doctrine of 
predestination seems to flow from the doctrine of original sin.”6)

Because of his emphasis on human freedom and the universality of the 
atonement, Wesley has often been considered an Arminian. But this is so only 
in a qualified sense. Methodists “come to the very edge of Calvinism,” Wesley 
said: “(1) In ascribing all good to the free grace of God; (2) in denying all 
natural free will and all power antecedent to grace; and, (3) in excluding all 
merit from man, even for what he has or does by the grace of God.”7) As 
George Croft Cell noted, Wesley (in his sermon “Salvation by Faith”) “goes as 
far as Paul, Augustine, Luther or Calvin ever did or could go in pressing to the 
limit the exclusive causality of God in man’s experience of salvation as well as 
in any and all provisions of redemption.”8)

Taking Wesley’s whole system into account, it is therefore something of a 
distortion to speak of ”Wesleyan-Arminianism.” We could as truly speak of 

4) Wesley’s Journal in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Abingdon Press), 22:55 (Aug. 27, 
1768). (All references to Wesley’s Works are from this multi-volume edition unless otherwise noted.)
5) Sermon 51, “The Good Steward,” Works, 2:296.
6) Colin Williams, John Wesley’s Theology Today (Nashville: Abingdon Press, 1960), 44.
7) Minutes of 1745 Conference, Works, 10:153.
8) George Croft Cell, personal letter quoted in E. D. Soper, “Grace in Methodist Tradition,” in W. T. 
Whitley, ed., The Doctrine of Grace (New York: Macmillan, [193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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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leyan-Calvinism,” remembering that Arminius himself was in most points a 
Calvinist. 

There is however a very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John Calvin and 
John Wesley at the point of God’s character and his decrees. I will say more 
about this in the second lecture.

Wesley was as fully conscious as the earlier Reformers were of God’s grace 
and sovereignty. But he had a deep optimism of grace that formed the 
foundation for his emphasis on the universal atonement, the witness of the Spirit, 
and Christian perfection. He saw God’s grace so fully abounding that one could 
not set limits on what God’s Spirit might accomplish through the church in the 
present order.

People who don’t fully understand Wesley at this point have sometimes 
called him “Semi-Pelagian” or even “Pelagian.” That is, they accuse Wesley of 
teaching some form of works-righteousness, that justification comes through our 
own efforts or actions. 

Wesley strongly denied this. His emphasis on the prior operation of God’s 
grace, illustrated in the quotations above, fully clears him of such charges.9) 
Roger Olson’s apt comment about Arminianism applies fully to Wesley: 
“Contrary to confused critics, classical Arminianism is neither Pelagian nor 
semi-Pelagian! But it is synergistic. Arminianism is evangelical synergism as 
opposed to heretical, humanistic synergism.”10)

“Evangelical synergism” is an apt term, and it fits Wesley perfectly. 
Synergism, because there is a real working-together, a real co-operation. But 
evangelical, because it is enabled essentially by God’s grace, the Good News.

Wesley’s dynamic view is important not just for each particular person. It 
also preserves an essential and hopeful role for the church. It is optimistic as to 
the moral transformation of human beings (the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made possible by grace. And it sees the church as the instrumental means for 
promoting redemption in personal experience and in society. Wesley’s view takes 
the church very seriously as an agent of grace in the world. Wesley’s theology 
therefore speaks to the contemporary need to build a more radical and biblical 
ecclesiology and especially a more biblically faithful community of believers. 

In affirming both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Wesley does not 
endorse paradox or contradiction or illogic. Rather, he affirms superior divine 
wisdom. The ultimate answer to the seeming paradox of sovereignty and freedom 
is the marvelous loving, sovereign wisdom of God.11)

9) The reference is to the teachings of Pelagius (354-420? AD), who is alleged to have taught that despite 
the fall, humans remain capable of choosing good, not just evil. Semi-Pelagianism generally means that 
sinners may turn to God by their own free will, which God then assists. Whether Pelagius himself actually 
taught “Pelagianism” remains a question.
10) Roger Olson, Arminian Theology: Myths and Realit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18.
11) God’s wisdom was a frequent emphasis in Wesley, as noted in Lectur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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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ctrine and Experience 

Because of his double accent on both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Wesley focused on Christian experience. He looked for moral transformation in 
believers’ lives, demonstrated by their behavior. 

Thus Wesley stressed both doctrine and experience―once again, “faith 
working through love.” If faith didn’t produce moral change, including good 
works, it wasn’t true faith. Thus also Wesley’s concern with sanctification: The 
New Birth began and enabled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So every believer 
was morally obligated to “press on to perfecti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went together. Wesley said of the Methodists 

That, as they do not think or speak of justification so as to supersede 
sanctification, so neither do they think or speak of sanctification so as to 
supersede justification. They take care to keep each in its own place, laying 
equal stress on one and the other. They know God has joined these together, 
and it is not for man to put them asunder. Therefore they maintain with 
equal zeal and diligence the doctrine of free, full, present justification on the 
one hand, and of entire sanctification both of heart and life, on the other―
being as tenacious of inward holiness as any mystic, and of outward 
[holiness] as any Pharisee.12)

This is from Wesley’s sermon, “On God’s Vineyard.” Here Wesley explicitly 
takes Luther to task for underemphasizing sanctification.

Wesley’s oft-repeated stress on both inward and outward holiness is evidence 
of this balance of doctrine and experience. An inner experience of God in the 
soul that does not result in one’s “doing all the good you can” is inherently 
suspect. Wesley’s concern for sanctification simply shows he really believed that 
doctrine and experience go together. Men and women do not truly believe the 
gospel without a moral change which enables them to live the gospel. Faith not 
only believes; it works. It accomplishes good works, and thus is functional, 
effective. 

This balancing of doctrine and experience shows itself also in Wesley’s dual 
stress on reason and experience. At the high tide of Deism, Wesley stressed that 
faith was rational and reason was its handmaid. Even when criticized as a mad 
enthusiast, Wesley still insisted on the conscious sense of God in the soul and 
on the inner witness of the Spirit. 

This balanced emphasis gave Methodism a strong ethical sensitivity. But it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t role of the church. Wesley knew the Christian 
community was either the environment where God’s grace turned sinners into 
saints or else a cold, lifeless shell where newborn believers died of spiritual 
exposure. Wesley would join those voices in our day calling for the recovery of 
such a balance of doctrine and experience. 

12) Sermon 107, “On God’s Vineyard,” Works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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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erience and Structure 

This leads to an aspect of the Wesleyan synthesis that has great potential 
impact for the church today. Wesley saw the vital link between experience and 
structure.

Perhaps no one in church history was more keenly aware of the connection 
between Christian experience and necessary nurturing structures to help maintain 
and nurture the experience. No one was so successful in matching church forms 
to church life! Certainly Wesley was more successful at this point than Luther 
in Saxony, or Calvin in Geneva, or even Zinzendorf in Herrnhut―Zinzendorf, 
who helped launch the remarkable worldwide Moravian missionary movement.

Wesley’s system of societies, classes, and bands was the central structural 
genius that facilitated the discipline, growth, and enduring impact of Methodism. 
To these were added many other structures, such as schools, dispensaries, and 
loan funds for those in need. 

The Methodist system grew out of Wesley’s keen awareness of the social 
nature of Christian experience. Wesley understood the balance of person and 
community. He understood that for spiritual growth, a Christian disciple needs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hristian community depends for its vitality on the 
continuing growth of its members.

As early as 1729 a “serious man” told Wesley, “Sir, you wish to serve God 
and go to heaven? Remember that you cannot serve him alone. You must 
therefore find companions or make them; the Bible knows nothing of solitary 
religion.”13) Wesley followed this advice for the next sixty years, always avoiding 
“solitary religion.” This concern for vital community was at the heart of his 
reservations about mysticism―that is, a private, interior spirituality that fails to 
express itself in community and in redemptive action in the world.

Wesley used the terms “social holiness” and “social Christianity.” In doing 
so, he was pointing to New Testament koinonia. Christian fellowship meant, not 
merely corporate worship, but watching over one another in love. It meant 
advising, exhorting, admonishing and praying with the brothers and sisters, as the 
New Testament instructs us.14) “This, and this alone, is Christian fellowship,” 
Wesley said. And this is what Methodism promoted. Wesley affirmed, “we 
introduce Christian fellowship where it was utterly destroyed. And the fruits of 
it have been peace, joy, love, and zeal for every good word and work.”15)

The great instrument for building vital community or fellowship was the 
Methodist system of society, class meeting, and band. For Wesley, the class 
meeting was an ecclesiological statement, integrally linked to sanctification. That 

13) John Telford, The Life of John Wesley (New York: Phillips and Hunt, 1886), 147; Sydney G. Dimond, 
The Psychology of the Methodist Reviv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209.
14) See Sermon 65, “The Duty of Reproving Our Neighbour,” Works, 2:511-20.
15) Plain Account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Works, 9:259 (emphasis Wesl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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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class meeting was an affirmation and embodiment of what the church 
really is. In Wesley’s view, if believers were really serious in their quest for 
holiness, they would band together in small groups to experience that level of 
community which is the necessary environment for growth in grace. 

Students of Wesley and of spiritual renewal often discover or rediscover the 
relevance of Wesley’s practice structures, particularly the class meeting.16) It is 
ironic that many books on Wesley deal only briefly with the class meeting, even 
though Wesley himself saw it the cornerstone of Methodism. Many who have 
advocated Wesleyan theology through history and today have forgotten this 
practical small-group structure and thus have tended to over-individualize 
Wesley’s social concept of sanctification and to lose the secret of much of the 
spiritual power of early Methodism. 

Wesleyan theology without Wesley’s structural practice is not true Wesleyan 
theology. It is deficient.

Richard Lovelace was surely right in thinking that the decline of the class 
meeting in large measure explains the decline of Methodism. Referring to the 
class meeting, Lovelace commented, “It is startling that a strategy as obvious 
and effective as small groups could be discovered and widely used in recent 
history and then apparently lost until its modern rediscovery in popular religious 
movements. A generation of formal Christians intervening between awakenings 
appears sufficient to erase them from the church’s memory.”17)

What Lovelace meant is this: The importance of the class meeting is obvious 
once you understand how it works. When such structures are abandoned or lose 
their intimacy and vitality, the church’s overall vitality declines. The church then 
gradually becomes an institution, rather than an organism. Before long the church 
completely forgets what it once new: That vital, nurturing small groups are 
essential. The church suffers until it finally rediscovers such groups as God 
again begins to renew his church.

The key point here is that experience and structure must go together, and 
that structures must nurture and help extend vital Christian experience rather than 
replacing it. Structures are to serve the church’s vitality and mission. The church 
is not to serve the structure. This is another way of stating what Jesus said 
about wine and wineskins.

The implication for today’s church is obvious: the church must recover some 
functional equivalent of the class meeting with its intimacy, mutual care and 
support, and discipline.

Such a rigorous structure as the early Methodism class meeting naturally goes 

16) Thomas Oden for example noted the similarities of modern “encounter groups” to the Methodist class 
meeting and other eighteenth-century antecedents, arguing that these were “the basic prototypes” of the 
modern movement, existing “on a vast scale in a highly refined form as a vigorous and popular lay 
movement.” Oden, Intensive Group Experience, The New Pietism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56-88; 
especially 59.
17) Richard F. Lovelace, Dynamics of Spiritual Life: 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7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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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grain in a lax, individualistic, live-and-let-live society. But this is 
precisely why it is needed. Talk of discipline, discipleship, and responsible 
Christian living and witness seldom gets beyond mere talk until folks make a 
serious covenant commitment to each other to be in community together. We 
need structures that help Christians actually embody in their daily lives what 
they profess to believe. Such small covenant communities show that believers are 
willing to ratify their commitment to Christ by commitment to his body. Only in 
this way do we begin to understand in practice the truth that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Eph. 4:25). 

The discipline and rigor of the class meeting were no less scandalous in 
Wesley’s day than they are today. Wesley saw however that such covenant 
structures were essential if Christians were to make a successful stand against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and to be gospel leaven in society.

Some people may say, “But people today won’t make such costly 
commitments.” Yet people do commit themselves to athletic clubs, sports teams, 
special classes, and other groups that capture their interest. They make time for 
them. At heart, the issue is not time or willingness to commit to something. The 
problem is priorities. What really is most important in our lives?

In any age when Christian values are in near-total eclipse, only a close-knit 
countercultural expression of the church will have the spiritual and social power 
to speak a gospel word to the dominant spirit of the age. History shows that an 
infrastructure of “little church” groups of some sort is indispensable to sustained 
countercultural witness. In church history such groups have often been called 
eclesiolae, a Latin term meaning little churches within the larger church.18)

4. The Charismatic and the Institutional

Wesley balanced what I call the charismatic and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church life and experience. He held together creatively, synergistically, the 
dynamic of the gracious work of the Spirit through his gifts, and those aspects 
of church life that have to do with organization and structure. This of course is 
related to the dynamic tension between experience and structure. But here I am 
speaking about two basic tendencies we always find in the church: the 
charismatic tendency and the institutional tendency.

Let us compare and contrast the institutional view and the charismatic view.

The Institutional View. From this perspective, the church is God’s saving 
institution on earth. Church history is seen positively as the unfolding drama of 
God’s purposes. Existing structures of the church (theological and especially 
organizational) are not fundamentally questioned. Periods of decline or 

18) On ecclesiola groups, see Howard A. Snyder, Signs of the Spirit: How God Reshapes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89), especially pp. 35-39. I have argued at length, on biblical and pragmatic 
grounds, for some form of small group structure in The Problem of Wineskin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5) and in Community of the King. I would add here the importance of covenant, discipline, 
mutual exhortation, and provision for exclusion of those who consistently break covenant in the use of 
smal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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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thfulness in church history stem from the personal character of church 
leaders or external factors, but not from the church-as-institution itself. In fact, 
the institutional stability and survival of the church in spite of periods of 
decline, opposition, or weakness are seen as part of the glory and 
indestructibility of the church. They reveal God’s providence in establishing the 
church as the institution of salvation. 

Thus from a Roman Catholic perspective, the survival of the papacy in spite 
of periods of corruption or weakness attests to the church’s validity. Similarly, 
from a Protestant perspective, the endurance of preaching or the “ministerial 
office” is seen as a source of God’s renewing work even when many people are 
unfaithful. 

From this perspective, nothing is ever fundamentally wrong with the church. 
The question of church renewal therefore is exclusively (or nearly so) a question 
of the spiritual renewal of particular persons or the general body of believers. 
As someone told the Pietist reformer Philip Jakob Spener, “It is not the Church 
but the ungodly in the Church that must be reformed.”19) The problem is simply 
that people fail to believe or act as the church tells them to. Renewal, however 
it comes, means restoring people to the level of belief or action defined by the 
church as normal. Any genuine renewal is seen as beginning with the 
ecclesiastical leaders and affecting the whole church more or less evenly. 

In important ways, John Wesley shared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He was 
an “institutionalist.” He affirmed the traditions and structures of the Church of 
England. He was a defender―but also a critic―of the institutional church in 
England.

The Charismatic View. In contrast to the institutional view, the charismatic 
view insists that the church must always be in direct contact with God’s Spirit 
and a clear channel of his grace (charis) in order to have life and power. The 
church is essentially a spiritual organism and community, whatever its 
institutional form. Institutional forms are viewed ambivalently or are even totally 
rejected. 

The charismatic view naturally sees church history in a different light from 
the institutional view. History and tradition do not in themselves validate the 
present form of the church. What is important is immediate and direct spiritual 
life now, today. History is evaluated according to evidence of such life at 
various points in the past, and according to whether past events have contributed 
to or undermined the church’s spiritual life. 

The charismatic view is especially attracted to the New Testament church. 
However it may have a simplistic, idealized view of the early church. The 
charismatic view measures both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the church by this 
picture (a phenomenon called primitivism). Often this perspective holds to the 
concept of the fall of the church and therefore to the present need to restore the 

19) Quoted in Isaac Dorner, History of Protestant Theology, trans. George Robson and Sophia Tucker 
(Edinburgh: T. and T. Clark, 187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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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to its primitive purity (called restitutionism). 

Typically, the charismatic view is concerned with the entire experience of the 
church, not just its structures. It wants to see visibly renewed Christian 
communities, not just private personal renewal. This puts the charismatic view in 
conflict with the institutional view, because champions of the charismatic view 
often correctly perceive that many obstacles to renewal are enshrined in 
traditional institutional forms. Either these forms must change or else a more 
renewed and virile form of Christian community must be implanted within or 
replace the institutional church so that the charismatic ideal may become a 
reality.20)

Are the charismatic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mutually exclusive? No. But 
it is very hard to combine them and hold them in helpful tension. Yet this is 
precisely what John Wesley did. Wesley affirmed both the necessity of a 
present, vital experience of Christian community and discipleship, and also the 
validity of the church in its more institutional forms.

By themselves, both the institutional and charismatic views have their 
problems. The institutional view is often blind to the great gulf between the 
church’s profession and its possession. Often it fails to see its own 
institutionalism and self-interest in resisting change. Consequently it often denies 
the truth in the charismatic claim and misreads the importance of renewal 
movements. It may find itself in the unfortunate position of fighting in practice 
the very life it favors in theory. 

But the charismatic view too has its problems. Renewal leaders often have 
no sense of history, or force history into their own framework. They too easily 
identify God’s purposes exclusively with their side in the renewal debate. They 
are typically naïve concerning institutional and sociological realities and blind to 
institutionalizing tendencies in their own movement. Also, in their concern with 
present experience they may fall prey to bizarre apocalyptic, dispensational, or 
millennial views which are unbiblical and unrealistic and may lead to extreme 
hopes, claims, or actions. They also may fall prey to authoritarian, status-seeking 
leaders who glorify themselves more than they build genuine community and 
mutuality.

It is partly for these reason that some renewal folk burn out and seek 
liturgical worship for its sense of history, stability, mystery, and deep tradition.

In fact, both the institutional and charismatic views have their strengths. Both 
have something to offer the church. Wesley clearly understood this. Whatever the 
church’s state of decline, usually it still carries the Scriptures, the sacraments, 
and a deposit of Christian doctrinal truth. We might call this historical Christian 
DNA.

If we examine church history carefully, we see some real continuity―and 

20) I deal with these dynamics at more length and propose a model for church renewal in Signs of the 
Spirit, Chapter 7 (pp. 270-81).



 제14회 카우만기념강좌_ 2016. 10. 4.(화) / 7.(금) 서울신학대학교

12

therefore some degree of validity―in the institutional church. Otherwise any 
renewal movement would be a totally new, unique, and unprecedented 
phenomenon, a church generated uniquely by the Spirit’s action unrelated to 
history. Such a view would be unbiblical as well as sociologically and 
historically naïve.

On the other hand, the charismatic view cannot simply be dismissed. 
Institutions decline and need periodic renewal. When the institution is the church, 
renewal certainly must spring from a new or renewed experience of God’s grace, 
whatever other features it may have. Furthermore, the charismatic stress on 
community and on charismatic (rather than institutional, authoritarian) leadership 
often points to real problem areas in the institutional church.

Many renewal movements are in fact quite dynamic. Historically, the 
dynamism of renewal movements has often contributed hugely to the renewal or 
rebirth of the institutional church itself. Early Methodism was itself a prime 
example of this. So was the Franciscan movement.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not only in Protestantism but also in Roman Catholicism and the 
Orthodox tradition.

Since both the institutional and charismatic perspectives have something 
positive to contribute to the church’s life and mission, it makes sense to 
combine them in some way. That is, we should not try to steer a middle course 
between the institutional and the charismatic, but rather incorporate the truth of 
both dynamics. This is precisely what John Wesley did.

Some biblical analogies may be useful here. Most biblical figures of the 
church are figures from life―body, tree, vine, marriage, and so forth. Note 
especially a key figure found in Isaiah 11 and elsewhere―the figure of an old, 
partially deadened growth sending forth new shoots. “A shoot shall come out 
from the stock of Jesse, and a branch shall grow out of his roots” (Isa 11:1).

Renewal movements seem almost instinctively drawn toward such analogies. 
The movement represents “new life,” a” sprouting forth of new growth. But the 
analogy necessarily implies also that some life still remains in the old stump. 
Both the new and the old have come from the same deep roots.

The stump-and-branch metaphor suggests an interdependence or symbiosis 
between the institutional church and the renewal movement. The image implies 
that, for whatever reason, the stock has lost an earlier vigor, but that it still has 
life, and therefore hope. And it recognizes that the new branch has not sprung 
into being simply on its own but to some degree has its source in the old 
stock.

Wesley emphasized both the new work of the Spirit in his day and also the 
value of Anglican forms and traditions. This dynamic double emphasis fits into 
the larger picture of Wesley’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Christian 
experience. This is Wesley’s view of the church and how God works in and 
throug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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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ious thing about early Methodism is that it was a charismatic church 
within the institutional church. Many point to Methodism’s separation from the 
Church of England as sure proof of the inevitable failure of Wesley’s theory and 
approach. But this outcome was not really inevitable, and it does not mean that 
Methodism was in the end a failure. 

Look at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They are important. We see three facts: 
(1) Wesley was never expelled from the Church of England. (2) He never left 
the Church or permitted Methodism to do so. And (3) the Anglican Church 
never gave Methodism any kind of official status. Had these circumstances been 
different, the outcome likely would have been different. 

Wesley was never expelled from the Anglican Church. Nor was he ever 
disciplined by it, despite his rather extraordinary innovations. For this reason, he 
was able to develop his views and practices in a basically Anglican way. Yet 
since the Methodist societies were never given official status within the Anglican 
Church, they developed independently under Wesley, rather than being officially 
recognized as an evangelical Anglican order.

Of course, this led to Methodism’s separation from the Church of England 
after Wesleys’ death, leaving Methodists as ecclesiological orphans. Some have 
said Methodism has ever since been “a movement in search of a church.”

John Wesley himself appears to have hoped, at least early on, for some kind 
of official Methodist recognition within the Church of England. If that had 
happened, the history of Methodism―and probably of Anglicanism―would have 
been much different. 

Many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Wesley’s concept of the church trace 
largely to the peculiar position of Methodism within Anglicanism. If Methodism 
had arisen within the Roman Catholic Church, it might have become a 
recognized order. However if Methodism had been born two centuries earlier 
within Reformation Protestantism, it would likely have been forced to become a 
separate believers’ church, much like the Mennonites. 

It will always be argued (from both sides) that Wesley’s institutional–
charismatic synthesis is fundamentally inconsistent and impossible. I argue rather 
that it is part of the larger Wesleyan synthesis. I believe Wesley’s fundamental 
perspective is essentially sound and insightful when viewed biblically, historically, 
and sociologically, and thus it is very relevant today.

Wesley’s genius was in balancing the charismatic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of the church, yet keeping the charismatic primary. The Wesleyan synthesis does 
not flee from history into pure existentialism or pragmatism. It keeps the present 
creatively tied to the past. Methodism sought to be neither above history nor 
shackled by tradition. This was the basis for Wesley’s seeing Methodism as 
ecclesiola in ecclesia―charismatic community (not entirely unstructured) within 
the institutional church (not entirely lacking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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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esent and Future Salvation 

Finally, the Wesleyan synthesis balances present and future salvation. No one 
would accuse Wesley of underemphasizing eternal blessedness with God. In fact, 
Wesley’s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of God may at times appear too 
otherworldly and too static to be fully biblical. But Wesley’s emphasis on 
sanctification centered in the present reality of the life of God in the human 
soul. It was a progressive, dynamic concept. Wesley reasoned that if holiness 
could come at death, God’s Spirit could just as surely enable us to live holy 
lives now. 

Wesley stressed “all inward and outward holiness” on biblical grounds. He 
kept Christian experience from retreating into a private inner world divorced 
from the problems and sufferings of daily life. Holiness involved making a 
present stand for the justice and righteousness of the kingdom of God, and 
especially bringing the gospel to the poor. Wesley often summarized this with 
the phrase, “justice, mercy, and truth.”

In his theology and in his life and practice, Wesley combined the emphases 
of eschatological hope and final judgment, present and future salvation, and the 
evangelistic and prophetic dimensions of the gospel. Because salvation is for 
eternity, Wesley was an evangelist who preached “the wrath to come.” Because 
salvation is for the present, Wesley reached the poor and worked for social 
reform. This too is evidence of the Wesleyan synthesis. And it helps set the 
task set before the church today. 

This is the Wesleyan Synthesis. John Wesley was a “both/and” leader who 
creatively joined together these five sets of concerns that are often viewed as 
being in tension: 1)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2) doctrine and 
experience, 3) experience and structure, 4) charismatic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and 5) present and future salvation.

II. Wesleyan Quadrilateral Revisited: The Wisdom of God in Creation

The comprehensiveness of Wesley’s theology has often been affirmed through 
describing a “Wesleyan Quadrilateral” consisting of Scripture, reason, tradition, 
and experience. The quadrilateral has become a popular way of describing 
Wesley’s theology or his theological method.

The Wesleyan Quadrilateral has been much used, abused, and criticized. 
Although it is useful, it is also inadequate. Its major flaw is that it fails to 
appreciate Wesley’s appeal to the created order, his emphasis on “the wisdom of 
God in creation.”21)A fully Wesleyan theology therefore requires transcending the 

21) There is a large literature on the Wesleyan Quadrilateral. For an overview see Howard A. Snyder, Yes 
in Christ: Wesleyan Reflections on Gospel, Mission, and Culture, Tyndale Studies in Wesleyan History and 
Theology, Vol. 2 (Toronto: Clements Academic, 2011), 41-90; Donald A. D. Thorsen, The Wesleyan 
Quadrilateral: Scripture, Tradition, Reason and Experience as a Model of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0); Ted A. Campbell et al., Wesley and the Quadrilateral: Renewing the 
Conversation (Abingdon, 1997); Randy L. Maddox and Jason E. Vickers, eds., The Cambridge Compa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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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leyan Quadrilateral of Scripture, reason, tradition, and experience as sources 
of authority in theology. 

The Quadrilateral does preserve key insights. It reminds us that Wesley was 
heir not only to the Protestant Reformation but also to Anglicanism, which 
sought to preserve the best of Roman Catholicism. Partly for this reason, Wesley 
generally refused rigid either/or categories.

The Reformation watchword of Sola scriptura is right in affirming Scripture 
as the essential, authoritative revealed basis of salvation. But of course in 
practice we do more than read Scripture in our search for truth. We read it 
through our rational, experiential, and cultural lenses. We are in fact shaped by 
tradition and experience, and we use reason to sort out truth and mediate 
competing claims.

Wesley, however, made use of another key source―the created order. He 
spoke of “the wisdom of God in creation.” Thus we really find in Wesley 
something more like a pentalateral, not a quadrilateral. That is, not only 
Scripture, reason, tradition, and experience, but also creation. We discern truth 
primarily through Scripture by the Spirit, but we are assisted by these other 
good gifts of God: Reason, the created order, experience, and tradition.22)

Wesley was explicit about the key role of the created universe. He wrote in 
his sermon, “God’s Approbation of His Works,” “How small a part of this great 
work of God [in creation are we] able to understand! But it is our duty to 
contemplate what he has wrought, and to understand as much of it as we are 
able.”23) For Wesley, such “contemplation” is a theological, not just a devotional, 
exercise.

Wesley’s reliance on the created order as a source of insight and authority 
runs through all his thought. A particularly pointed statement comes early in his 
Compendium of Natural Philosophy, Being a Survey of the Wisdom of God in 
the Creation: 

In short, the world around us is the mighty volume wherein God hath 
declared himself. Human languages and characters are different in difference 
nations. And those of one nation are not understood by the rest. But the 
book of nature is written in a universal character, which every man may 
read in his own language. It consists not of words, but things, which picture 
out the Divine perfections. The firmament every where expanded, with all its 
starry host, declares the immensity and magnificence, the power and wisdom 
of its Creator. Thunder, lightning, storms, earthquakes and volcanoes, shew 
the terror of his wrath. Seasonable rains, sunshine and harvest, denote his 

to John Wesle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11, 312, 315.
22) It will not do to “fix” the quadrilateral by subsuming creation under one of the other elements―reason 
or experience, for instance. While creation may in some sense be implicit in all four elements, it must be 
made explicit in order to avoid misunderstanding Wesley’s theology, his theological methodology, and his 
spirituality.
23) Wesley, Sermon 56, “God’s Approbation of His Work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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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ty and goodness, and demonstrate how he opens his hand, and fills all 
living things with plenteousness. The constantly succeeding generations of 
plants and animals, imply the eternity of their first cause. Life subsisting in 
millions of different forms, shows the vast diffusion of this animating power, 
and death the infinite disproportion between him and every living thing. 

Even the actions of animals are an eloquent and a pathetic language. 
Those that want the help of man have a thousand engaging ways, which, 
like the voice of God speaking to his heart, command him to preserve and 
cherish them. In the mean time the motions or looks of those which might 
do him harm, strike him with terror, and warn him, either to fly from or 
arm himself against them. Thus it is, that every part of nature directs us to 
nature’s God.24)

Wesley explains in his Preface to A Compendium of Natural Philosophy, “I 
wished to see this short, full, plain account of the visible creation, directed to 
its right end; not barely to entertain an idle barren curiosity, but to display the 
invisible things of God; his power, wisdom and goodness.” Wesley hoped this 
work, “in great measure, translated from the Latin work of John Francis 
Buddæus,” might “be the means, on the one hand, of humbling the pride of 
man, by showing that he is surrounded on every side with things which he can 
no more account for than for immensity or eternity; and it may serve on the 
other to display the amazing power, wisdom, and goodness of the great Creator; 
to warm our hearts, and to fill our mouths with wonder, love, and praise!”25)

Wesley’s primary point here is that the created order reveals God’s wisdom, 
glory, and beauty, leading us to praise him and live responsibly before him in 
the world.26) But this implies, as well, revelation―creation is the God-given 
“book of nature.” It is in the light of this book of nature that we interpret the 
Scriptures, and vice versa.

Wesley was part of a long Christian tradition that saw God revealing himself 
in two great books: the Holy Bible and the Book of Nature. Both came from 
the hand of God as complementary dimensions of his revelation. Therefore we 
should pay attention to and learn both from Scripture and from the created 
order. Both are in fact essential to our understanding of God’s purposes for us 
and for the world. Wesley emphasized that it is the Christian’s duty to study 
and properly interpret both the Bible and the Book of Nature.27)

Unfortunately, this Wesleyan emphasis on the Book of Nature was largely 

24) John Wesley, A Compendium of Natural Philosophy, Being a Survey of the Wisdom of God in the 
Creation, “A New Edition,” ed. Robert Mudie, 3 vols. (London, UK: Thomas Tegg and Son, 1836), 2:370f.
25) Wesley, Compendium, 1:iii-vi.
26) Barry Bryant notes the “pronounced aesthetic theme” in Wesley’s doctrine of creation. See Barry 
Bryant, “John Wesley on the Origins of Evil,”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0:1 (Spring 1995), 133, and 
the discussion in Jerry L. Walls, “‘As the Waters Cover the Sea’: John Wesley on the Problem of Evil,” 
Faith and Philosophy 13:4 (Oct. 1996), 537.
27) For essential background on the Book of Nature and its interpretation, see Peter Harrison, The Bible, 
Protestantism, and the Rise of Natur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2001), 
especially 44-48, 62-63, 195-97, and 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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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in later Wesleyan theology. If we would be Wesleyan―and more 
importantly, if we would be biblical Christians and disciples―we need to 
recover this important Wesleyan and historic Christian accent. 

One key way to do this is to recognize that the so-called Wesleyan 
Quadrilateral is incomplete without it. A more truly Wesleyan Quadrilateral, if 
we wish to use such a geometric image, would be as follows: the four corners 
would be Creation, Tradition, Reason, and Experience, with the Bible in the 
center.

If we discern Wesley’s theological methodology inductively from his own 
writings and use of sources, this is what we find, rather than the traditional 
model. Luís Wesley de Souza has cogently argued this in his essay, “‘The 
Wisdom of God in Creation’: Mission and the Wesleyan Pentalateral.”28) In this 
revised model, Creation is added to Scripture, Reason, Tradition, and Experience 
as a fifth component.29)

De Souza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such quadrilateral/pentalateral language. 
Although he uses the term “Pentalateral,” the model he proposes actually puts 
Scripture at the center with reason, creation, experience, and tradition arrayed 
around it, as I suggested above.30) This moves in the direction of a more 
adequate conception―one that keeps Scripture central, as it was for Wesley, and 
sees creation, tradition, reason, and experience as key sources that dynamically 
orbit around this center (to pick up on some helpful insights from Melvin 
Dieter).31) 

We should note here Wesley’s key emphasis on the image of God at this 
point. The image of God in men and women was part of his understanding of 
creation. Man and woman are created in the divine image. For Wesley, this is 
much more than an affirmation about human worth or dignity (as it is often 
taken today). It has key redemptive implications. Since human beings bear God’s 
image, even though marred by sin, they can be redeemed, healed, restored. 
Created in the divine image, men and women are “capable of God.”32) That is, 
human beings have an inherent capacity for deep communion and companionship 
with God if the effects of sin can be overcome. This reality and dynamic is 
grounded in the biblical doctrine of creation.

According to Wesley, the whole created order in fact, in a more remote 

28) Luís Wesley de Souza, “‘The Wisdom of God in Creation’: Mission and the Wesleyan Pentalateral,” in 
Howard A. Snyder, ed., Global Good News: Mission in a New Context (Nashville, Tenn.: Abingdon, 2001), 
138-152.
29) See Snyder, Radical Wesley, 83.
30) See De Souza’s graphic, p. 143 of Global Good News.
31) See the summary of Dieter’s model in Catherine Stonehouse, Joining Children on the Spiritual Journey 
(Grand Rapids, Mich.: Baker, 1998), 16-20, 215f. Maddox says, “Wesley’s so-called ‘quadrilateral’ of 
theological authorities could more adequately be described as a unilateral rule of Scripture within a trilateral 
hermeneutic of reason, tradition, and experience” (Responsible Grace, 46). I would say, rather: A unilateral 
or central rule of Scripture within a quadrilateral of creation, reason, tradition, and experience.
32) A phrase Wesley used repeatedly, especially in his sermon “The General Deliverance,” as did Charles 
occasionally in his hy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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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bears God’s stamp and image.33) This is more particularly true of animate 
nature, where the wisdom of God was especially displayed. Wesley believed on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grounds that more could be learned about God 
from the animal creation than from stars and planets. Theologically, we learn 
more from biology than from astronomy, though Christians should study both.34)

We can see here that Wesley’s worldview is more Hebraic and biblical than 
Greek or Platonic. Partly for this reason, it s more ecological, “both/and,” than 
is most Reformed theology. In his mature theology especially, Wesley did not 
make a sharp break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realms. It was no 
theological embarrassment to him to see the interpenetration of matter and spirit. 
He emphasized the working of God’s Spirit in both, interactively.

Wesley’s interest in healing, in electricity, and in so-called paranormal 
phenomena such as ghosts and unusual dreams should be seen in this context. 
This integrative view provides, in part, the theological basis for recognizing that 
salvation has to do not only with human experience but also with the restoration 
of the whole created order, which is another key Wesley theme.

I do not claim that Wesley fully overcame the spirit/matter dualism of 
classical Christian theology. He didn’t. But he points us in the right direction 
with his oft-repeated stress on “all inward and outward holiness”; in his key 
theme of “justice, mercy, and truth”; and in his sensitivity to the created order, 
concern for physical healing and well-being, and compassion for animals. Even 
his interest in gardens and gardening shows the comprehensiveness of Wesley’s 
vision.

Wesley points us in the right direction especially in his vis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created order. Wesley called this “The Great Deliverance,” 
based on Romans 8:19-22, which speaks of all creation being “delivered” or “set 
free” from its “bondage to decay.”35)

Here Wesley reveals a remarkable ecological sensitivity. Wesley lived before 
the word ecology became current, but he clearly describes the concept in some 
of his writing. As Theodore Runyon notes, Wesley’s view of the original 
harmony of the created order (to be restored in the new creation) is essentially 
“what today would be called ecological balance.”36)

Some of Wesley’s ideas and speculations about the restoration of creation, as 

33) As Theodore Runyon notes, “The renewal of the creation and the creatures through the renewal in 
humanity of the image of God is what Wesley identifies as the very heart of Christianity.” Theodore 
Runyon, 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 (Nashville, Tenn.: Abingdon, 1998), 8 
(emphasis in the original).
34) In the background here in Wesley’s thought is the “great chain of being” idea. More fundamentally 
however his view is based on the biblical account of creation and of the importance of the image of God. 
See the helpful discussion in J. W. Haas, Jr., “John Wesley’s Vision of Science in the Service of Christ,”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47 (1995), 234-43.
35) See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 Based on the KJV of Acts 3:21, Wesley envisioned, hoped 
for, and spoke of “the restitution [i.e., restoration] of all things.” See for example Sermon 4, “Scriptural 
Christianity,” 3; Sermon 39, “Catholic Spirit,” I.3.
36) Runyon, New Creation, 10 (emphasis in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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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stance in his sermon “The General Deliverance,” may today sound quaint, 
romantic, or unscientific. They should not for that reason be dismissed. We 
should note the important theological move Wesley is making. He extends 
salvation to the whole created order, not just human beings, just as the Bible 
does in Romans 8:19-22 and many other passages.

In his sermon “The General Deliverance,” Wesley wrote, “Something better” 
than their present fallen state “remains after death for these poor creatures.” Like 
us, they “shall one day be delivered from this bondage of corruption, and shall 
then receive an ample amends for all their present sufferings.”

In view then of God’s care and ultimate intent for his creation, we ourselves 
should “imitate him whose mercy is over all his works.” We should “soften our 
hearts towards [animals and other] creatures, knowing that the Lord careth for 
them” and will redeem them in the New Creation. It should “enlarge our hearts 
towards those poor creatures,” Wesley says, “to reflect that . . .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in the sight of our Father which is in heaven.”37)

Wesley had a deep conviction that in bringing full salvation, God would 
redeem and restore the whole created order, not just human beings. This is 
indeed the “universal restoration that God announced long ago through his holy 
prophets” (Acts 3:21), as Peter proclaimed in his post-Pentecost sermon recorded 
in Acts 3.

Wesley believed this because this is the larger truth he found in the Bible. It 
is a biblical theme which Wesleyan theology has largely ignored, but which is 
especially important in our day. It is a truth that needs emphasis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roughout the world―not as a separate theme, but as an 
integral part of the whole gospel.

Conclusion: Relevance Today

This lecture has provided an overview of Wesley as theologian. We have 
looked at Wesley’s theology in two ways: First, reviewing what I call the 
Wesleyan Synthesis, and second, reconsidering the Wesleyan Quadrilateral in 
view of Wesley’s strong interest in and theological use of the created order, or 
the Book of Nature.

From this analysis I would now draw three general conclusions.

1. Wesley’s theology was broader and more profound than has often been 
realized. Due to his particular gifts, his location in history, his commitment to 
Scripture, and his openness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esley developed an 
approach to theology which is highly relevant today, globally.

Wesley’s theology was based in an uncompromising adherence to biblical 
revelation and authority. To be Wesleyan and genuinely Christian requires 
maintaining the Wesleyan commitment to Scripture and to Jesus Christ―the 

37) Wesley, Sermon 60, “The General Deliverance,” III.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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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Word and the Living Word, properly interpreted.

2. Wesley’s theology can help us develop a biblical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cultural change. Due to the depth of his theology, his openness to “the 
wisdom of God in creation,” including human nature, science, and human 
culture, Wesley’s theology is an open door to further explore the nature of 
culture and the processes of social change.

Wesleyan and biblical Christians can develop a deepened, more timely view 
of culture today, following the directions in which Wesley pointed. This of 
course means moving well beyond Wesley―in culture as in science―due to 
continuing new discoveries and due to the fact that the church today is global, 
embedded in many different cultures. From our varying cultures, and drawing on 
the riches of each culture, we can develop a theology of church, culture, and 
mission that has deep relevance and profound commitment to Jesus Christ and 
the biblical gospel of the kingdom.

This includes the great need for Christians to understand the deep ecology of 
the created order, of human culture, and of biblical theology itself.

3. Wesley’s theology is thus an open invitation to continue to develop a 
theology of church, mission, and culture that is profoundly biblical and 
profoundly relevant to the present age. We can affirm with Wesley and the 
Great Tradition of Christian truth that God has revealed himself through two 
great books―the Holy Bible and the Book of Nature. Both testify in their own 
ways to Jesus Christ, the one who is “before all things” and in whom “all 
things hold together” (Col 1:17).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 one thing came into being. What has come into being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all people” (John 1:3-4).

This then is an invitation to a broadened application for John Wesley’s 
theology as one key voice among many. Wesley’s contribution is an orienting 
voice, a voice that points us in the right direction. Nowhere is this more true 
than in Wesley’s conception of God and the whole Scripture: The full scope of 
salvation, and the wisdom of God in creation.

This certainly does not mean abandoning Wesley’s call to holiness! Rather it 
means a new emphasis upon devout, holy living for each one of us, and as the 
nature of Christian community and Christian scholarship. Wesley repeatedly 
points us back to the priority of “all inward and outward holiness.” Most 
essentially, this means loving God with all 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our neighbors throughout the world as ourselves.

So today we are called to live the gospel; to faithfully be the body of Christ 
in the world.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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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카우만 강좌: 강의 I 

웨슬리적 종합을 다시 생각한다

하워드 스나이더

(영국 맨체스터 웨슬리연구센터 소장)

번역: 김성원 교수

서 론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갱신은 항상 새로운 통찰과 생각과 방법들을 역사로부터의 최고의 

요소들과 결혼시킨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 13:52) 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알리신 것이다. 

 진정한 교회갱신은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성서에 제시되고 역사를 통해서 성실함

과 불성실함의 모자이크 형태로 살아내어진 교회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역학이 문화와 깊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작동한다. 변화는 항상 과거의 요소들과 현

재의 새로운 발견들과 통찰들을 결합시킨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요소들과 과거의 요소들이 결

합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부인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

는 유익보다는 해를 더 끼칠 수 있다. 

존 웨슬리는 옛 것과 새 것들을 결합한 중요한 리더였다. 그는 이러한 결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실행했다. 웨슬리와 18세기 감리교 운동은 옛것과 새것, 보수와 급진, 

전통과 혁신을 역동적으로 종합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적 한 예를 대표한다. 웨슬리의 예는 오늘

날 급진적인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시도에 더 큰 명확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강연에서 나는 내가 “웨슬리적 종합”이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또한 그

동안 많이 논의되어온 웨슬리적 사변형을 간략히 다시 다루고자 한다.    

나는 웨슬리적 종합을 나의 저서인 “급진적 웨슬리” (1980)에서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은 

2014년에 증보판으로 출간되었다. 오늘 나는 이 책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새롭게 보

면서 이것들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요소들을 웨슬리적 사변형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나는 이러한 타당성이 한

국적 상황에도 중요한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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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웨슬리적 종합 

매우 역동적인 방식으로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여러 핵심적 진리와 동력들을 함께 제시했

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사상과 실천 속에서 결합시켰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교리와 경험

경험과 조직

은사적 요소들과 조직적 요소들 

현재적 구원과 미래의 구원

나는 이러한 종합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성경적임을 주장한다. 사실, 이 종합이 

강력한 것은 이것이 성서에 계시된 진리를 성실하게 구체화하기 때문인데, 나는 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어떤 해설자들은 웨슬리는 독창적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모든 생각들은 다른 사람

에게서 왔다는 것이다. 어떤 수준에서 이것은 맞다. 분명히 웨슬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일에 기민했다. 웨슬리는 그와 동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들로부터도 생각과 통찰

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의 천재성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연결을 시도했

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웠다. 그는 성경과 신학뿐만 아니라 역사, 

언어, 문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과학으로부터 배운 열심 있는 학생이었다. 웨슬리의 

천재성과 창의성은 바로 다양한 요소들을 빌려오고, 개조하고, 그리고 결합하여서 각 요소들의 

종합보다도 더 역동적인 종합을 이끌어 내는 데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성경은 구원은 모두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

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기도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역설로부터 

웨슬리가 끌어내는 것은 갈라디아서 5: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었다. 이것이 하나의 사

랑받는 본문이요 주제가 되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실제 웨슬리에게 상투어가 되었다. 

참된 믿음은 웨슬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부어 주었으며, 이것이 웨슬리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공동의 상투어인 “모든 내면적이고 외적인 성결”의 원천이 되었다.  

웨슬리의 천재성은, 하나님 아래에서,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종합을 발전시키고 배양하여 핵

심적인 성경의 역설들이 짝지워지고 능력 있게 보존되도록 한 것에 있었다. 그는 믿음과 행위들

을 함께 붙들었고, 교리와 경험,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시간적 관심과 영원을 함께 붙들었

다. 그의 역동적인 종합은 오늘의 교회에 깊은 울림으로 말한다. 

나는 여러분을 웨슬리적 종합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검사하고 이것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삶

과 경험 속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주목하는 일에 초청한다.  

 

1. 신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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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인류의 자

유 둘 다를 고집스럽게 붙들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과 협동하도록 하셨

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진리일 뿐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집단적으로 진리이다. 이것은 또

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에 응답하는데 있어서도 진리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사람들과 사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도 또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웨슬리의 출발점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었다. 또한 신학적 역설을 어떻게 풀

어낼 것인가 하는 논리적 질문도 아니었다. 그 보다도 웨슬리의 출발점은 성서의 가르침이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모든 구원은 그 분의 선재권과 사역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 만일 그

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지역적이고 우주적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의 동역자일 수 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구약성서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에게서, 특히 바

울과 요한과 베드로에서 배운 것들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하나님의 형상(image)을 강조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영과 하

나님의 영 사이에 있는 깊고도 영속적인 유사성(similarity)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유

사성, 이 형상은 인간의 타락의 비극적인 영향마저도 파괴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구원은 여

전히 가능했다. 그러나, 죄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그와 같은 속박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닛사의 그레고리와 다른 초대 동방교회의 교부들처럼 웨슬리는 의지(the will)를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

님에 반역할 의지를 주신 것이다. 이제, 죄로 인해서, 이 의지는 속박아래 있다. 사람들은 선보

다는 악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그 의지를 자유케하여 하

나님의 의지를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은혜로만 남자들과 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의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완전은 온전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란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걷게 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둘 다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웨슬리의 능력의 핵심은 그의 은

혜의 교리 인데, 세부적으로는 “선행은총 (prevenient grace)”에 대한 그의 강조이다. 그들 자

신 만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가장 작은 걸음도 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무조건적인 하나의 혜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

원하실 수 있는 자리에 두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적”인데; 이것은 은혜가 우리보

다 “앞서 간다”는 것이며 (라틴어로 praevenire, 앞에 가다, 예감하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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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선도적 은총 (preceding grace)”으

로 부를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돌아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

해서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널리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는다.   

존 칼빈은 공통적인 은혜(common grace) 혹은 일반적인 은혜(general grace)를 말했다. 

그는 공통적 은혜라는 개념을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칭찬할만한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면)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예정(predestination)과 달리, 이것은 세

상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로 인해서 

공통적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redemption)의 계획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와 날카롭게 구별하여 웨슬리는 선행은총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첫 번째 단계로 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 지라도 – 다수가 그리할 것이다 – 그럼에도 그 제안

은 실재적이고 지속적이다. 그의 설교 “선한 종”에서 말한 것처럼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각의 사람을 “지키고(preventing) [혹은 먼저 오고]”, 동행하며, 따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하

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남자와 여자는 자유를 가졌다. 콜린 윌리엄스의 말로 하자면, 웨슬리는 선

행은총의 교리와 함께 “칼빈주의 예정의 교리를 원죄의 교리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논리적 필

연성의 사슬을 끊었다.” 

인간의 자유와 구속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강조로 인해서 웨슬리는 흔히 알미니안주의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조건적인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감리교인들은 “칼빈주의의 가장

자리에 도달했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1) 모든 선을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에 돌림으로써; 

(2) 은혜 이전에는 모든 자연적인 자유의지와 모든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3) 인간으로부터 모든 

공로(merit)를 배척함으로써,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갖거나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지 크로프트 셀이 주지하는 것처럼,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서) “어떠한, 

그리고 모든 구속의 제공과, 인간의 구원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배타적인 원인성(exclusive 

causality of God)을 한계에까지 강조하는데 있어서 바울, 어거스틴, 루터 혹은 칼빈이 도달했

고 도달한 곳까지 간다.” 

   

따라서, 웨슬리의 시스템 전체를 고려한다면 “웨슬리안-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일

종의 왜곡인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진정성을 가지고 “웨슬리안-칼비니즘”을 말할 수 있다. 알미

니우스 자신이 대부분의 점에서 한 사람의 칼빈주의자였음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그 분의 작정들에 있어서 존 칼빈과 존 웨슬리 사이에는 매우 근

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의 두 번째 강의에서 더 다루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웨슬리는 초기 종교개혁가들 만큼이나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 대속, 성령님의 증거 그리고 기독자 완전에 대한 그의 강조의 근간이 되

는 깊은 은혜의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도 전적으로 충만하여 현재 상태

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취하실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웨슬

리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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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웨슬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 그를 “반 펠라기우스주의자

(Semi-Pelagian)” 또는 심지어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것은, 웨슬리가 어떤 

형태의 행위-의로움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칭의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들을 통해서 온다

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것을 강하게 부인했다. 위에서 인용한 것들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재적 작용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는 그를 이러한 공격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로저 올

슨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적절한 언급한 말은 전적으로 웨슬리에게도 해당된다: “헷갈리고 있는 

비판자들에 반해서, 고전적인 알미니안주의는 펠라기안주의도 반펠라기안주의(semi-Pelagian)

도 아니다. 그것은 협동적(synergistic)이다.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적, 인본주의적 협동주의와 반

대되는 복음적 협동주의(evangelical synergism)이다. 

“복음적 협동주의”는 적절한 용어로서, 웨슬리와 완벽하게 맞는다. 그것은 협동이다. 실제로 

함께 일하는 것, 협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역동적인 견해는 단지 각 개인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본질적이고 희망적인 역할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인간의 

도덕적 변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해서 낙관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개인의 경험과 

사회 속에서 구속(redemption) 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 웨슬리의 견해는 교회

를 세계 안에 있는 은혜의 대리자로 진지하게 여긴다. 웨슬리의 신학은 그러므로 더 급진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론과 특히 더욱 성경에 충실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울 현재의 필요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모두를 강조하는데 있어서 웨슬리는 역설이나 모순이나 비논

리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한다. 외관상 주권과 자유 사이

에 있는 역설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 지혜인 것이다. 

2. 교리와 경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모두에 대한 그의 이중적인 강조 때문에 웨슬리는 기독교적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변혁을 추

구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교리와 경험 모두를 강조했다 – 다시 한 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다. 만일 믿음이 선행을 포함한 도덕적인 변화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성화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 또한 드러난다: 신생은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도덕적으로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의무지

워진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었다. 웨슬리는 메소디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칭의가 성화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은 성화가 칭의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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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각각이 고유한 자리를 지키도록 유의하며, 이 

각각에 대해 동등하게 강조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연결하셨음과 인간이 이 둘을 나눌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일한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전적이

며 현재적인 칭의의 교리를 유지하고 다른 한 편으로 마음과 생활의 전적인 성화의 교리를 –어
떤 신비가 만큼이나 내적 성결을,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만큼이나 외적인 성결을 견고하게 - 유

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의 포도원에 관하여”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루

터가 성화를 덜 강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웨슬리가 종종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을 모두 강조한 것은 교리와 경험에 대한 이러한 균형

의 증거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내적인 하나님 경험은 본질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성화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은 교리와 경험이 함께 가는 것을 웨슬리가 정말

로 믿고 있었음을 단순하게 보여준다. 복음을 살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변화가 없다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참으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다. 믿음은 믿을 뿐만 아니다; 그것은 일한다. 믿음

은 선행을 성취하며, 그럼으로써 기능적이고 효력이 있다. 

교리와 경험 사이의 이러한 균형은 웨슬리가 이성과 경험을 이중적으로 강조한 것에서도 보

여 진다. 이신론(Deism)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웨슬리는 믿음은 이성적이며, 이성은 믿음의 

시녀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가 미친 열광주의자로 비판을 받을 때에도 웨슬리는 영혼 속에서 의식적인 하나님 

감각과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주장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강조는 메소디스트에게 강력한 도덕적 감수성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웨슬리는 기독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성

인으로 바꾸어 놓는 환경이 아니라면 거듭난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노출되어 죽는 차갑고 생명 

없는 껍질인 것을 알고 있었다. 웨슬리가 우리 시대에 있다면 교리와 경험의 이러한 균형을 요

청하는 소리에 합세했을 것이다. 

3. 경험과 조직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엄청난 잠재적인 충격을 줄 웨슬리적 종합의 한 측면으로 이어진다. 

웨슬리는 경험과 조직의 생생한 연결을 보았다. 

교회의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그 경험을 유지하고 배양하는 것을 도와줄 필수적인 

양육적 조직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 웨슬리보다 더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없

었을 것이다. 아무도 그와 같이 교회와 형태를 교회의 생명에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사람은 없었

다! 확실히 웨슬리는 이 점에서 색소니의 루터나 제네바의 칼빈 혹은 심지어 헤른후트의 진젠도

르프 – 놀라운 모라비안 세계 선교운동을 시작하도록 도운 진젠도르프 - 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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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의 신도회(Society), 속회(Class), 반회(Band) 체제는 감리교의 훈련과 성장과 지속

적인 영향력을 촉진한 중심적인 조직적 천재성이었다. 여기에 다른 조직들, 즉 학교, 약국 그리

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부기금과 같은 것들이 추가되었다. 

메소디스트 시스템은 기독교인들의 경험이 가진 사회적 본질에 대하여 웨슬리가 가진 날카

로운 인식으로부터 나왔다. 웨슬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이해했다. 그는 한 신앙인이 영적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함을 이해했으며, 기독교 공동체는 멤버들의 지속

적인 성장에 그 생명력이 달려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1729년에 한 “진지한 사람”이 웨슬리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기

를 바라시지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따라서 동료를 

구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60년 남은 생애동안 이 조언을 따랐으며, 항상 “고독한 종교”를 피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 관한 이러한 관심은 그가 신비주의 –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실패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행위로 드러나는데 실패하는 사적이며, 내면적인 영성 - 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핵심이 되었다.    

웨슬리는 “사회적 성결” 그리고 “사회적 기독교”라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약성경의 코이노니아를 가리켰다. 기독교의 교제는 단지 집단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랑으

로 서로를 지켜보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조언하고, 칭찬하고, 꾸짖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 그리고 이것만이 기독교의 교제이

다”라고 웨슬리는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감리교가 추구하는 것이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확

인했다. “우리는 기독교적 친교가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기독교적 친교를 소개한다. 그리고 그 

열매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모든 선한 말과 행위에 대한 열정이다.”   

생명력 있는 친교의 공동체 혹은 친교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는 메소디스트 신도회, 

속회모임 그리고 반회였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속회모임은 필수적으로 성화에 

연결된 하나의 교회론적 진술이었다. 그것은, 속회모임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의 확인이고 

구체화였다는 것이다. 만일 믿는 자들이 참으로 성결을 위한 노력에 진지하다면, 그들은 소그룹

으로 모여서 은혜 안에서 성장할 필수적 환경인 공동체의 수준을 경험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 

웨슬리의 견해였다. 

웨슬리와 영적 갱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웨슬리의 실천 조직들, 특히 속회모임이 적

절하다는 것을 종종 발견 혹은 재발견하게 된다. 웨슬리 자신이 속회모임을 감리교의 주춧돌이라

고 생각했음에도 불고하고 웨슬리에 대한 많은 책들이 속회 모임에 대해서 단지 간략히 다루고 

있는 것은 뜻밖의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 웨슬리 신학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

한 실제적인 소그룹 조직을 망각하고 결과적으로 웨슬리의 성화가 가진 사회적 개념을 과도하게 

개인화시키며 초기 감리교 운동의 영적파워의 비밀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웨슬리의 조직적 실천이 없는 웨슬리 신학은 진정한 웨슬리 신학이 아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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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모임의 쇠퇴가 감리교의 쇠퇴를 대부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옳

았다. 속회모임을 언급하면서 러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까운 과거에서 소그룹과 같

이 명백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발견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최근의 종교적 운동이 

그것을 재발견하기까지 명백하게 상실된 것은 깜짝 놀랄 일이다. 한 세대의 형식적 기독교인들이 

각성들 사이에 낀 것이 각성들을 교회의 기억에서 지우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러브레이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속회모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당신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속회모임의 중요성은 명백하다. 이러한 조직들이 버려지거나 이들이 친밀도나 활력을 상

실하게 되면 교회의 전반적인 생동감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다. 머지않아 교회는 한때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망각하게 

된다: 활력 있고 양분을 공급하는 소그룹들이 필수적이라는 것 말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러한 그룹들을 재발견하기 까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점은 경험과 조직은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이며, 또한 조직들은 활력 있

는 기독교적 경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배양하고 확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들은 교회의 활력과 사명을 섬기어야 한다. 교회가 조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님께서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교회는 친밀함과 상호돌봄과 지원, 그리고 

훈련을 지닌 속회모임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어떤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감리교 속회모임과 같이 엄격한 조직은 자연적으로 느슨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내버려

두는 사회의 성향과 반대로 간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 바로 그 이유인 것이다. 

훈련, 제자도, 그리고 책임 있는 기독교적 삶과 증거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공동체 형성

을 위해서 서로에게 언약적 헌신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야기 이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기

독교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체화 하도록 도와주는 조직들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은 언약 공동체들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헌신을 통해

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기꺼이 확증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우리

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엡 4:25)라는 진리를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속회모임의 훈련과 엄격함은 오늘 뿐만이 아니라 웨슬리의 시대에도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

나 웨슬리는 만일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성공적으로 맞서 사회 속에서 복음의 누

룩이 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언약적 조직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값

비싼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헌신을 한다. 그들은 운동클럽, 스포츠 팀, 

특별한 강좌 등 자신들의 흥미를 사로잡는 것들에 헌신한다, 핵심에 있어서 문제는 시간이나 무

언가에 헌신하려고 하는 자발성이 아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이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기독교적 가치가 거의 전적으로 소멸된 어떠한 시대이든지 긴밀하게 짜여진 교회의 반문화

적인 표현만이 그 시대의 주도적인 영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영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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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지속적인 반문화적 증언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작은 교회” 그룹들의 하부조직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교회사에서 이러한 그룹들은 종종 eclesiolae라고 불렸는

데, 이는 큰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의미한다. 

4. 은사적이고 제도적인 

웨슬리는 교회의 삶과 경험에 있어서 내가 은사적이고 제도적이라고 부르는 측면들의 균형

을 잡았다. 그는 당신의 은사를 통한 성령님의 역동성과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교회의 삶의 측면

들을 창의적이고 협동적으로 함께 붙들었다. 물론 이것은 경험과 조직 사이의 역동적인 긴장과 

연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경향들

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은사적인 경향과 제도적인 경향 말이다. 

제도적 견해와 은사적 견해를 비교해 보자. 

제도적 견해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기관이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

님의 목적들이 펼쳐지는 드라마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교회 조직들은 (신학적이고 특히 

제도적인) 근본적인 물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쇠퇴하거나 불성실한 기

간들은 제도로서의 교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특징이나 

외부적인 원인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실제로 쇠퇴와 반대와 약점의 기간들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살아남는 것은 교회의 영광과 불멸성의 일부로 보여진다. 그것들은 구원

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관점에서는 부패와 약함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제도가 

살아남은 것은 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개신교의 관점에서 보면, 설교 

혹은 “사역적 직무”의 지속성은 비록 여러 사람들이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

는 사역의 원천으로 보여진다. 

이 관점에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 되지 않는다. 교회 갱신의 

문제는 배타적으로 (혹은 거의 배타적으로) 특정한 개인들이나 일반적인 믿음 공동체의 영적인 

갱신의 문제이다. 누군가 경건주의 개혁가 필립 야곱 스펜서에게 말한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혁되어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행하기에 실패하는 것이다. 갱신이란, 그것이 어떻게 오던지 간에, 교회가 정상이라고 

정의하는 믿음이나 행동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떠한 진정한 갱신이든지 교회

의 리더들과 함께 시작되고, 교회 전체에게 다소간 고르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중요한 방식으로 존 웨슬리는 제도적 관점을 공유했다. 그는 “제도권자” 였다. 그는 영국 국

교회의 전통과 조직들을 긍정했다. 그는 영국에 있는 제도적 교회의 수호자 – 또한 비판자 – 였다. 

은사적 견해 

제도적 견해와 달리 은사적 견해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과 직접적인 접촉해야 하며 생



 제14회 카우만기념강좌_ 2016. 10. 4.(화) / 7.(금) 서울신학대학교

30

명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charis)의 분명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

회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본질적으로 영적인 유기체이자 공동체이다. 제도적인 형식은 유동적

으로 생각되며, 혹은 심지어 거부되기도 한다. 

은사적 견해는 자연적으로 제도적 견해와 다른 빛 가운데서 교회의 역사를 본다. 역사와 전

통은 그 자체로 교회의 현재 형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즉각적이고 직

접적인 영적인 삶인 것이다. 역사의 평가는 과거의 여러 시점들에 있어서 이러한 생명의 증거에 

따라,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이 교회의 영적인 삶에 공헌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뤄진다. 

은사적 견해는 신약성서의 교회에 특별히 끌린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에 대한 단순화되

고 이상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은사적 견해는 역사와 현재적인 교회의 상태를 이 

그림에 의해 측정한다. (원시주의라고 불리는 현상). 종종 이 관점은 교회의 타락의 개념에 집착

하면서 이에 따라 교회를 그 원초적인 순수성으로 회복하려는 현재적 필요에 집착한다. (복원주

의로 불리는 현상)

전형적으로 은사적 견해는 단지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사적이고 개인적인 갱신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새로워진 기독교 공동체들을 보고자 

한다. 이것은 은사적 견해를 제도적 견해와 대립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은사적 견해의 옹호자들

은 종종 갱신의 많은 장애물들이 전통적인 제도적 형식에 수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들이 바뀌든지 아니면 더 새롭고 강건한 기독교 공동체의 형태가 

제도적 교회에 심겨지거나 대체되어서 은사적인 이상이 실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은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은 상호 배타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하

고 건강한 긴장 안에 두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존 웨슬리가 했던 것이다. 웨슬리는 

기독교 공동체와 제자도의 현재적이고 활력 있는 경험의 필연성과 더불어 교회의 더욱 제도적인 

형식의 유효성을 함께 인정했다. 

그들 자신 만으로는 제도적 견해와 은사적 견해는 문제가 있다. 제도적 견해는 교회의 직무

와 교회의 소유 사이에 있는 크나큰 간극을 보지 못한다. 그것은 종종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제

도권주의와 변화에 저항하는 자기이익을 보는데 실패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종종 은사적 주장 

안에 있는 진리를 거절하며, 갱신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오해한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선호하는 

바로 그 생명을 실제에 있어서는 저항하는 불행한 위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사적 견해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갱신의 지도자들은 종종 역사적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역사를 그들 자신의 구조 속으로 강제 견인한다. 그들은 갱신 논쟁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목적들을 배타적으로 자신들의 편으로 동일시한다. 그들은 제도적 그리고 사회학적 실

재들에 관해서 전형적으로 단순하며, 그들 자신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제도화의 경향에 대해 무

감각하다. 또한 현재의 경험에 대한 그들의 관심 속에서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기괴한 종말

론적, 세대주의적 혹은 천년왕국적인 견해의 먹이가 되어 극단적인 희망과 주장 혹은 행위로 나

아간다. 그들은 또한 진정한 공동체나 상호성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권위주의적이며 지

위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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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갱신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탈진하고, 역사적 감각과 안정성, 신

비 그리고 깊은 전통을 지닌 예전적인 예배를 추구하기도 한다. 

사실, 제도적 그리고 은사적 견해들은 그들의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둘 다는 교회에 제공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 웨슬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교회가 어떠한 쇠락의 상태에 있든지 교

회는 대개 성서와 성례전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의 교리적 진리의 보고이다. 우리는 이것을 역

사적 기독교의 유전인자라고 부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교회사를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제도권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정한 지속

성 -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효성 - 을 보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갱신운동이든지 전

적으로 새롭고 독특하며 전례가 없는 현상일 것이고, 역사와 무관한 성령님의 행위에 의해서 독

특하게 탄생한 교회일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단순할 뿐 아니라 비성

경적이다.  

다른 한편, 은사적 견해는 단순히 무시될 수 없다. 제도들은 쇠락하며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

하다. 제도가 교회일 경우 갱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혹은 갱신된 경험으로부

터 나와야만 한다. 갱신의 다른 측면들이 어떠하든 말이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은사적 (제도

적, 권위주의적이기 보다는) 지도력에 대한 은사적 강조는 종종 제도적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가리킨다. 

많은 갱신운동들은 실제로 매우 역동적이다. 역사적으로, 갱신운동들의 역동성은 종종 제도

적 교회 자체의 갱신이나 재탄생에 기인하고는 했다. 초기 감리교 운동은 이러한 주된 예이다. 

프란시스칸 운동 또한 그랬다. 개신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전통 속에서도 

많은 다른 예들이 있다. 

제도적 견해와 은사적 견해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공헌할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 두 가지 견해를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것들과 은사적인 것들의 사이 중간의 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이 두 역동성의 진

리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가 한 것이다. 

성경의 비유가 여기에서 유용할 것 같다. 교회에 관한 많은 비유들이 생명의 상징들 – 몸, 

나무, 포도나무, 결혼 등등 – 로부터 오고 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과 그 외 다른 성경에서 나

오는 핵심적인 상징을 주목해 보라 – 늙고, 부분적으로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순이 난다. “이새

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 11:1) 

갱신 운동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러한 비유들에 이끌리는 것 같다. 그 운동은 “새로운 생

명”을 대표하며, 새로운 성장의 “하나의” 새싹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비유는 필연적으로 늙은 

그루터기에 어떤 생명이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새 것과 옛 것 모두가 깊은 뿌리로부터 온다. 

그루터기와 가지의 은유는 제도적 교회와 갱신운동 사이의 상호의존성 혹은 공생을 제시한

다. 그 이미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나무는 이전의 활력을 잃었지만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새 가지가 스스로 나와서 존재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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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어느 정도는 그 근원을 과거의 나무 안에 두고 있음을 인지한다. 

웨슬리는 그의 시대에 성령님의 새로운 사역과 또한 영국 국교회의 형식과 전통의 가치를 

모두 강조했다. 이 역동적인 이중의 강조는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와 기독교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큰 그림 속으로 맞아 들어간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

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이다. 

초기 감리교 운동에서 기묘한 것은 그것이 제도권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적 교회였다는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회가 영국 국교회와 분리된 것이 웨슬리의 이론과 접근방법의 실패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감리교가 끝

내 실패였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역사적인 환경을 보라. 그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들을 본다. (1)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결코 추방되지 않았다. (2) 그는 결코 국교회를 떠나거나 감리교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 국교회는 결코 감리교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도 허용한 적이 없

다. 이러한 환경들이 달랐었다면 결과도 따라서 달라졌을 수 있다. 

웨슬리는 결코 영국 국교회에서 추방되지 않았다. 또한 그의 비상한 혁신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국교회의 권징을 받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자신의 견해와 실천들을 근본

적으로 국교회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감리교 공동체들에 대해서 결코 영국 국교회 

안에 공식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국교회에 속한 하나의 조직으로 공식적으

로 인식되기 보다는 웨슬리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물론, 이것이 웨슬리의 사후에 감리교회가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감리교도들을 

교회론적인 고아로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 이후로 감리교 운동은 “교회를 추구하는 하나의 운

동”으로 말하기도 했다. 

존 웨슬리 자신은 최소한 초기에 있어서는 영국 국교회 안에서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났더라면, 감리교의 역사 – 그리고 아마도 국

교회의 역사는 –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웨슬리의 교회 개념의 많은 특징적인 측면들은 대체로 국교회 안에서의 감리교의 독특한 입

장으로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만약 감리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것은 

하나의 조직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감리교가 2세기 앞서서 종교개혁 

개신교 안에서 태어났더라면 그것은 아마도 메노나이트와 같은 분파적인 신자들의 교회가 되도

록 강제되었을는지 모른다. 

(양 측면 모두로부터) 웨슬리의 제도적-은사적 종합은 근본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불가능

한 것이라고 주장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더 큰 웨슬리적 종합의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볼 때 웨슬리의 근본적인 관점은 본질적으로 

건전하며, 통찰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매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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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의 천재성은 교회의 은사적이고 제도적인 차원들을 균형 잡았던 것에 있었으며, 그러

면서도 은사적인 측면을 주된 것으로 유지했다. 웨슬리의 종합은 역사로부터 도망하여 순수한 실

존주의로 들어가거나 실용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창의적으로 과거에 매어 

있도록 유지했다. 감리교운동은 역사의 위편에 있거나, 전통에 매어 있으려고 추구하지도 않았

다. 이것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교회 안의 교회로 보는 것의 근거였다 – 제도권 교회 (완전

히 은혜를 결여하지는 않은) 안에 있는 은사적 공동체 (완전히 구조를 결여하지는 않은).    

5.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구원 

끝으로, 웨슬리적 종합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균형 잡는다. 아무도 웨슬리가 하나님과 함

께 하는 영원한 축복을 덜 강조했다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웨슬리의 하나님 나라 이해

는 때때로 완전히 성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세적이고 너무 정적(static)이다. 그러나 성화

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현재적 실재성에 중심을 두었

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었다. 웨슬리는 만일 성결이 임종 시에 올 수 있다면, 하

나님의 영은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우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웨슬리는 성경적 기초에서 “모든 내적 그리고 외적 성결”을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의 경험

이 일상의 문제들과 고통들로부터 떨어져 사적인 내면세계로 후퇴하지 않도록 했다. 성결은 하나

님 나라의 정의와 의로움을 위해 현재에 입장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했다. 웨슬리는 이것을 종종 “정의, 자비 그리고 진리”라는 말로 요약했

다. 

그의 신학과 삶과 실천 속에서 웨슬리는 종말론적 소망과 최후 심판, 현재와 미래의 구원, 

복음의 전도적이고 예언적 차원들에 대한 강조들을 결합시켰다. 구원이 영원을 위한 것이기에 웨

슬리는 “다가오는 진노”를 설교하는 전도자였다. 구원이 현재를 위한 것이기에 가난한 자에게 다

가갔고 사회적 개혁을 위해 일했다. 이것이 또한 웨슬리적 종합의 증거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교회 앞에 과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II. 웨슬리적 사변형을 재방문하다: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웨슬리의 신학이 지닌 포괄성은 종종 성서, 이성, 전통 그리고 경험으로 구성된 “웨슬리적 

사변형”을 묘사함으로서 긍정되어 왔다. 이 사변형은 웨슬리의 신학 혹은 그의 신학 방법론을 기

술하는 인기 있는 방법이 되었다. 

웨슬리적 사변형은 많이 사용되고, 오용되고, 비판되어 왔다. 그것은 유용하지만 또한 부적

절하다. 그것의 주된 결함은 그것이 웨슬리가 창조질서에 호소하고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한 것을 인정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웨슬리적 신학은 신학에 

있어서 권위의 원천으로서 성서, 이성, 전통 그리고 경험의 웨슬리적 사변형을 극복해야 한다. 

그 사변형은 핵심적인 통찰들을 보존하고 있기는 하다. 그것은 웨슬리가 개신교 종교개혁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 카톨릭의 가장 좋은 것들을 보존하고자 시도한 성공회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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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웨슬리는 일반적으로 이것 아

니면 저것 식의 경직된  범주들을 거절했다.   

종교개혁의 표어인 “오직 성경”은 성경이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권위 있는 근거라고 하

는 것을 확언하는 점에서 옳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

을 읽는 것 이상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문화적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 사실 우리는 전통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경쟁하는 

주장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한다. 

그런데, 웨슬리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원천 – 창조질서 –를 사용했다. 그는 “피조물 속에 있

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웨슬리 안에서 사변형이 아니라 하나

의 “오변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 이성, 전통 그리고 경험 뿐만 아니라, 피조

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서를 통해서 주로 진리를 분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주신 다른 좋은 선물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성, 창조의 질서, 경험 그리고 전통. 

웨슬리는 창조된 우주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 명시적이었다. 그의 설교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God’s approbation of his works)”에서 웨슬리는 말한다. “[우리가 피조

물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얼마나 작은 부분인가! 그럼에도 하나

님이 만드신 것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웨

슬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관찰”은 단지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학적인 노력이다. 

통찰과 권위의 한 원천으로서의 창조질서에 대한 신뢰는 웨슬리의 사상 전체를 통해서 흐르

고 있다. 그의 초기 전서 『자연철학 개론』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개관』 에 

보면 특히 예리한 진술이 있다: 

줄여서 말하자면, 우리 주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선포하시는 거대한 책인 것이

다. 인간의 언어들과 성격들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고 한 나라의 언어와 특성들은 그 외 사람

들에 의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책은 보편적인 특성으로 쓰여져,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어들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물로써 쓰여졌으며, 

그것들은 신의 완전함을 그려내고 있다. 모든 곳에서 펼쳐져 있는 땅과 하늘의 모든 별들은 창

조주의 거대함과 장엄함,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다. 천둥, 번개, 폭풍, 지진과 화산들은 그 

분의 진노를 보여준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태양과 추수는 그 분의 관대함과 진노를 보여주

며, 그 분이 어떻게 당신의 손을 벌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풍성히 채우심을 보여준다. 지속적

으로 이어지는 식물과 동물의 세대들은 그것들의 제1원인의 영원하심을 보여준다. 수 백 만의 

다른 형태 속에 내재하는 생명은 이 생기의 힘이 가진 광대한 다양성을 보여주며, 죽음은 그 분

과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 있는 무한한 불균등을 보여준다. 

심지어 동물들의 행동들은 감동적이고 애처로운 언어이다. 수천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과도 같이 인간에게 그들을 

보존하고 아껴달라고 명한다. 한편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작들이나 외양들은 인간에게 공포를 

주기도 하고 경고하며 인간으로부터 날아서 도망하거나 혹은 인간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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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모든 부분은 우리로 자연의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철학 개론』 의 서문에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보이는 피조세계에 대

해 짧고 포괄적이며 평이한 설명이 그 올바른 목적으로 향하는 것을 보기 원했다; 단지 무익하

고 헛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기 원했다; 그것

은 그 분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이다.” 웨슬리는 “많은 부분 존 프란시스 부데우스의 라틴 저작으

로부터 번역된” 이 저작이 “한 편으로는 인간이 모든 면에서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광대함과 영

원함에 둘러 싸여 있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다른 한 편으로는 위대하신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보여주는 일에 섬김이 되며;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우리의 입을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으로 채우기를” 소망했다.  

여기에서 웨슬리의 주된 주장은 창조질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우리로 그 분을 찬양하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계시를 함의한다 –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책” 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 자연의 책의 빛 속에서 하는 것이며, 또한 역으로도 한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자연의 책, 이 두 권의 위대한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는 오랜 기독교 전통의 일원이었다: 이 둘 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상호보완적인 차원으로서 하나

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와 창조질서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 다 

실제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필연적이다. 웨슬리는 성경

과 자연의 책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불행하게도, 자연의 책에 대한 이러한 웨슬리의 강조는 대부분 후대의 웨슬리 신학에서 상

실되었다. 만약 우리가 웨슬리주의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 더욱 중요하게는 성경적 기독

교인들과 제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 우리는 이 중요한 웨슬리적이며 역사적 기독교적인 강조점

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핵심적인 방법은 소위 웨슬리의 사변형이 이것이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

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더욱 진실로 웨슬

리적인 사변형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사변형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고, 사변형의 네 각은 피

조물,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웨슬리의 신학적 방법론을 그 자신의 저작물들과 그가 사용한 자료들로부터 귀

납적으로 분별한다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전통적인 모델이 아니라 이것이다. 드 소자의 루이 

웨슬리 (Luis Wesley de Souza)는 이것을 그의 글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선교와 

웨슬리의 오변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 수정된 모델에서는 피조물이 성서, 이성, 전통 

그리고 경험에 덧붙여 다섯 번째 요소로 추가된다. 

드 소자는 사변형/ 오변형 언어의 한계점을 인식한다. 그가 “오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만 그가 제안하는 모델은 실제로는 성경을 중심에 두고 이성, 피조물, 경험 그리고 이성이 그 주

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내가 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제안은 좀 더 적절한 개

념의 방향으로 향한다 –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중심에 놓고, 피조물과 전통과 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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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이 중심의 주위 궤도를 역동적으로 도는 핵심적인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멜빈 디터의 

유용한 통찰을 일부 사용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웨슬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강조를 기억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에 대한 그의 이해의 일부였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웨슬리에게는 이것이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에 대한 긍정 (흔히 요즘에 인정되는 것

처럼)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핵심적인 구속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비록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은 구속되고, 치유되고 회

복될 수 있는 것이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capable of God).” 이 말은, 인간은 만일 죄의 영향이 극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선천적인 역량이 있다는 말이다. 이 사실과 동력은 성경적인 창조교리

에 기초를 둔 것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사실상 모든 창조의 질서가 더 먼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징과 형상을 지니

고 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자연의 경우에 특히 사실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특히 드

러나 있다. 웨슬리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근거에서 별이나 행성들 보다는 동물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천문학보다는 생물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비록 기독교인들은 이 둘 모두를 공부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웨슬리의 세계관이 희랍적이거나 플라톤적이기보다는 좀 더 히브리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웨슬리의 세계관은 다수의 개혁신

학보다 더욱 생태적이고, “둘/다”이다. 그의 성숙한 신학 안에서 웨슬리는 물질적 영역과 영적 

영역을 날카롭게 구별하지 않았다. 물질과 영이 상호간에 침투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신학

적인 곤혹스러움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두 영역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상호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치유, 전기, 그리고 귀신이나 비일상적인 꿈과 같은 소위 불가사의한 (paranormal) 현상들

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통합적인 견해는 부분적으로 

구원이 인간의 경험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 전체의 회복과 또한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은 웨슬리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이다. 

나는 웨슬리가 고전적인 기독교신학의 영/물질의 이분법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그는 극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가리켜 준다; “내적 그리고 외적 

성결”에 대해 자주 반복한 그의 강조를 통해서; 그 자신의 “정의, 자비 그리고 진리”의 핵심 주

제를 통해서; 그리고 창조질서에 대한 그의 감수성과 육신의 치유와 건강한 삶에 대한 그의 관

심,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그의 연민을 통해서. 심지어 정원과 정원 가꾸기에 대한 웨슬리의 관

심조차도 그가 가졌던 비전의 포괄성을 보여준다. 

특히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한 그의 비전속에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준

다. 웨슬리는 로마서 8장 19-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고” 혹은 

“놓임을 받고”의 표현에 근거하여 이것을 “위대한 해방 (The Great Deliverance)”이라고 불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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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웨슬리는 놀라운 생태학적 감수성을 드러낸다. 웨슬리는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유

행하기 전에 살았지만 그는 그의 일부 저작 속에서 그 개념을 기술하고 있다. 시오도르 런연이 

썼듯이, 창조질서의 원초적 조화 (새 창조에서 회복되어질) 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는 본질적으로 

“오늘날 생태학적 균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보편적 해방” 설교에서 보이듯이,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웨슬리의 생각들과 사색들은 오늘

날에는 예스럽고, 낭만적이거나 혹은 비과학적으로 들릴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서 이

것들이 잊혀 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웨슬리가 행하는 중요한 신학적 행위를 기억해야 한다. 성

경이 로마서 8:19-22와 다른 많은 본문에서 그러한 것처럼 그는 구원을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질서로 확대한다. 

그의 설교 “보편적 해방”에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죽음 이후에 “이 가엾은 피조물들

에게 지금의 타락한 상태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남아있다.” 우리와 같이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

릇으로부터 해방되고,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 넉넉한 고침을 받게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궁극적인 의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모든 작품위에 있는 그 분을 닮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

고” 그리고 새 창조 안에서 그들을 속량하실 것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동물들과 다른] 피조

물들을 향해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들 중에 단 하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야에서 잊혀지

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고 웨슬리는 말한다. “가엾은 이들 피조물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넓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실 때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질서를 속량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을 웨슬리는 갖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오순절 직후에 

설교했고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

신바 만물을 회복하심”인 것이다. 

이것이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더 큰 진리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것을 믿었다. 이것은 웨슬

리 신학이 대체로 무시해 온 성경의 주제이지만, 오늘날 특히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은 전 세계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서 강조되어야 할 하나의 진리이다 – 하나의 분리된 주제로서

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필수적인 하나의 부분으로서 말이다. 

결론: 오늘날의 타당성 

이 강의는 신학자로서의 웨슬리에 대한 개관을 제공했다. 우리는 웨슬리의 신학을 두 방법

으로 보았다. 첫째는 내가 웨슬리적 종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연

의 책이라고도 부르는 창조질서와 그의 신학적 이용에 대한 웨슬리의 많은 관심을 고려하면서 

웨슬리적 사변형을 재고하는 것이었다. 

이 분석으로부터 나는 세 가지의 일반적인 결론들을 끌어내려고 한다. 웨슬리의 신학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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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식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심오하다.

그의 특별한 은사들과, 그의 역사 안에서의 위치와 성서에 대한 그의 헌신과 성령님의 사역

에 대한 그의 개방성을 통해서 웨슬리는 오늘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매우 적절한 신학적 접근

을 발전시켰다. 

1. 웨슬리의 신학은 성경의 계시와 권위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지지에 근거했다. 웨슬리안

이 되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 –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 –에 대한 웨슬리적 헌신을 유지해야만 한다. 

  

2. 웨슬리 신학은 우리로 문화와 문화적 변화에 대해 성경적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그의 신학의 깊이와, 인간의 본성과 과학과 인간의 문화를 포함하여 “피조물 안에 있는 하

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의 개방성을 통해서 웨슬리의 신학은 문화의 본성과 사회변화의 과정들

에 대해 더욱 탐구하도록 이끄는 열린 문이다. 

웨슬리안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인들은 웨슬리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서 오늘날 더욱 심오하

고 시의적절한 문화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견들과 오늘날의 교회

가 국제화되었고 여러 다른 문화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웨슬리를 넘어서는 것을 

– 과학에서처럼 문화에서도. 의미한다. 우리의 다양한 문화들로부터, 그리고 각 문화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drawing on)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적인 하나님 왕국의 복음에 대한 일치성

과 깊은 헌신을 가진 교회신학, 문화신학, 선교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창조질서의 깊은 생태학과 인간의 문화와 그리고 성서신학 자체를 이

해해야할 큰 필요성을 포함한다. 

3. 웨슬리의 신학은 그러므로 깊이 성서적이며 또한 오늘날 시대에 깊이 적절한 교회와 선

교와 문화의 신학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도록 하는 하나의 공개초대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 권의 위대한 책 – 성경과 자연의 책 - 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전통과 

기독교의 진리를 웨슬리와 함께 확언할 수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만물보

다 먼저 계시고,” 그 분 안에 “만물이 함께 서는” (골 1:17)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

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3-4).

그렇다면 이것은 존 웨슬리의 신학을 여러 목소리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목소리로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하나의 초청이다. 웨슬리의 공헌은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라는 것

인데,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온전한 성서에 대

한 웨슬리의 이해만큼 이것이 참인 곳이 없다: 구원의 온전한 범위, 그리고 피조물 안에 있는 하

나님의 지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결에 대한 웨슬리의 소명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오

히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새로운 강조를 의미하며, 그리고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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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공동체와 기독교 학문의 본질로서 의미를 갖는다. 웨슬리는 반복적으로 “모든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성결”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리켜준다. 가장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전 세계에서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도록 부름 받는다: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부름 받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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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dmirable are the projects of Providence! How remote its 
tendencies! What wheels are there within wheels; and yet all directed
by the eyes in the wheels, and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 John Wesley, comment on Genesis 45:8, alluding to Ezekiel’s vision

Introduction

God’s providence was a major theme in John Wesley’s theology. This is 
seen most clearly in his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But an inductive 
study of Wesley’s writings shows that providence was a major underlying theme 
in all Wesley did and wrote. 

In particular, I find that Wesley repeatedly used a specific phrase that 
deserves careful analysis: “God’s works of grace and providence.” In this lecture 
we will explore Wesley’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grace and to the larger structure of Wesley’s theology.

Providence is not in the first instance an academic or theological question. It 
is immensely practical. It involves such everyday questions as these: Did an 
automobile accident happen by chance, or was God’s hand in it? When a 
newborn baby dies, is that God’s will? In what ways does God guide in the 
decisions I make? Why does God allow so much evil to continue in the world?

These and a thousand other questions raise the question of God’s providence.

John Wesley held a providential view of salvation and of history. 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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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d in his Journal for Sunday, 14 January, 1776, that he was finishing his 
four-volume Concise History of England, extracted from the writings of others. 
In the preface to this work (dated Aug. 10, 1775), Wesley said he had 
repeatedly inserted references to God’s providential action in British history.1)

This is one of many reminders of Wesley’s providential view of history. In 
Wesleys’ view, history was not a matter of chance and random happenings, nor 
solely of human choice. But neither was it totally controlled or dictated by God, 
for Wesley believed in genuine human freedom. How Wesley reconciled his 
view of God’s sovereignty, human freedom, the course of history, and the issue 
of evil and suffering in the world is the subject we will examine in this lecture.

For me, as a Wesleyan and a Christian, this question of God’s providence is 
a personal as well as a theological issue. For years I have been troubled by the 
seeming contradiction between God’s gracious love and the reality of ongoing 
human suffering. This is, or should be, a pressing personal problem of 
spirituality and discipleship. How do we maintain faith and hope in a world of 
so much suffering and disorder? Certainly some theology of providence is 
necessary.2)

Let us then examine Wesley’s view of providence and the role providence 
plays in the structure of his theology.3)

I. The Key Role of Providence in John Wesley’s Theology

Although Wesley wrote only one sermon specifically on providence, he very 
frequently referred to providence throughout his writings―not only in his 
sermons, but also in his journal, his various books and pamphlets, and his 
explanatory notes on the Bible. As Albert Outler noted in his introduction to 
Wesley’s sermon “On Divine Providence,” providence was “one of [Wesley’s] 
favourite themes.” Wesley himself wrote, “There is scarce any doctrine in the 
whole compass of revelation which is of deeper importance than this.”4) And yet 
this doctrine is often ignored or misunderstood.

We should clarify at the beginning that though the term providence is often 
viewed as a theological term, its basic meaning is very simple. For Wesley, 
providence simply means all the ways God provides; the provisions he makes in 
creation, history, and in his dealings with humankind in order to show his 
goodness and accomplish his purposes. Note the connection between the English 
words provide (verb), provision or provisions (noun), and providence. Wesley 
often speaks of God’s “provision,” or God having “provided,” and so forth.5)

1)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23:3.
2) I have dealt with this briefly in a blog article, “When Children and Jesus Suffer.”
3) Although I would not claim this with any certainty, I feel I have been graciously and providentially 
assisted in my work on this subject so far.
4)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34, 537.
5) Etymologically the word provide is related also to the word prove, and Wesley sometimes uses this verb 
in the sense of God’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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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nce, then, is an abstract noun used to designate all the ways God 
provides or makes provision for his world and his creatures. The word 
providence has this general sense. Of course Wesley uses it specifically for the 
doctrine of providence―that is, the affirmation that God has graciously provided, 
continues to provide, and will assuredly provide, all the means necessary for 
fulfilling all his intentions and promises for his creation and specifically for 
human beings.

It is important also to note that the question of providence is inherently 
bound up with the question of predestination, as I will show.

Let us look first at the way Wesley describes providence in his sermon on 
this topic.

A. Wesley’s Sermon “On Divine Providence”

The text for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is Luke 12:7,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Outler notes that Wesley preached 
from this text at least forty-five times between 1744 and 1785 before writing up 
and publishing the sermon in the Arminian Magazine in 1786.6)

Outler notes, quite rightly, that there is nothing particularly unusual about 
Wesley’s doctrine of providence. He held the traditional official Anglican view, 
and his sermon on providence is “in direct line with the classical Anglican 
statements of the doctrine.”7)

Most broadly stated, the doctrine of providence declares, Wesley notes, “that 
all things, all events in the world are under the management of God.”8) Many 
people, not just Christians, believe in divine providence in this general sense, 
Wesley notes. But Scripture gives us a fuller view of providence, though 
necessarily adapted to our limited human understanding.

Jesus said, “Even the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The way Wesley 
treats this text is significant, because it shows his awareness of how human 
language functions and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proverbs, metaphors, and 
figures of speech, which the Bible often employs. Wesley says that the statement 
all our hairs are numbered “need not imply . . . that God does literally number 
all the hairs that are on the heads of all his creatures. But it is a proverbial 
expression, implying that nothing is so small or insignificant in the sight of men 
as not to be an object of the care and providence of God, before whom nothing 
is small that concerns the happiness of his creatures.”9)

The point, in other words, is not the literal number of the hairs on our 
heads, but the fact that even the smallest things in our lives are of concern to 
God, especially if they affect our well-being. Wesley was very much aware of 

6) Wesley, Works, 2:534.
7) Wesley, Works, 2:534.
8)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35.
9)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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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ations but also the symbolic richness of human language. This gives all 
Wesley’s theology a depth of meaning and insight that is sometimes missed.

I mentioned in my first lecture Wesley’s deep ecological sense. This comes 
out clearly in Wesley’s magnificent statement about the complexity and 
connectedness of the created order and God’s sovereign knowledge of all he has 
made:

The omnipresent God sees and knows all the properties of all the beings 
that he hath made. He knows all connections, dependencies, and relations, 
and all the ways wherein one of them can affect another.10) In particular he 
sees all the inanimate parts of the creation, whether in heaven above or in 
the earth beneath. He knows how the stars, comets, or planets above 
influenc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beneath; what influence the lower 
heavens, with their [storehouses] of fire, hail, snow, and vapours, winds and 
storms, have on our planet. And what effects may be produced in the bowels 
of the earth by fire, air, or water; what exhalations may be raised therefrom, 
and what changes wrought thereby; what effects every mineral or vegetable 
may have upon the children of men: all these lie naked and open to the eye 
of the Creator and Preserver of the universe.11)

Wesley then goes on to extend this vast reach of God’s knowledge to all 
living creatures, including humankind. The point is, God knows all creation in 
all its most intimate, intricate details. He is sovereign over all creation and all 
its interconnected processes. This includes God’s awareness of everything that 
living creatures feel, for God “sees all their sufferings, with every circumstance 
of them.” And very importantly, God not only knows. He understands and cares, 
even more that a mother cares for her own children.12) Considering “the 
complicated wickedness and the complicated misery” that we see all around us, 
it is hard to believe and comprehend this. Yet the Bible affirms that God “is 
loving to every man, and his mercy is over all his works” (Ps 145:9). We are 
assured therefore that God “is concerned every moment for what befalls every 
creature upon earth,” and most especially his human creation.13)

Given God’s love and his sovereign power, one is logically bound to believe 
in God’s good providence, Wesley argues, despite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it. So Wesley affirms of God:

He is infinite in wisdom as well as in power; and all his wisdom is 
continually employed in managing all the affairs of his creation for the good 
of all his creatures. For his wisdom and goodness go hand in hand; they are 
inseparably united, and continually act in concert with almighty power for the 
real good of all his creatures.14)

10) This is a clear statement of what we today call ecological interdependence, or the nature of an 
ecosystem.
11)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39.
12)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39.
13)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0.



 제14회 카우만기념강좌_ 2016. 10. 4.(화) / 7.(금) 서울신학대학교

44

God certainly has the power, Wesley affirms, to “destroy all sin” and pain 
“in a moment”; to “abolish wickedness out of his whole creation.” But this 
would involve God denying himself; opposing and overturning his own work, 
since God created man and woman in his own image with understanding, will, 
affection, and liberty―attributes which are necessary for both holiness and evil 
to exist in the world. If God were to suddenly abolish all evil, “there would 
certainly be no more vice; but it is equally certain, neither could there be any 
virtue in the world.”15) Wesley elaborates:

[God] cannot destroy out of the soul of man that image of himself wherein 
he made him. And without doing this he cannot abolish sin and pain in the 
world. [Abolishing evil from the world] would imply no wisdom at all, but 
barely a stroke of omnipotence. Whereas all the manifold wisdom of God (as 
well as all his power and goodness) is displayed in governing man as man; 
not as a stock or a stone, but as an intelligent and free spirit, capable of 
choosing either good or evil. Herein appears the depth of the wisdom of 
God in his adorable providence! In governing men so as not to destroy 
either their understanding, will, or liberty! . . . [Thus] the whole frame of 
divine providence is so constituted as to afford man every possible help, in 
order to his doing good and eschewing evil, which can be done without 
turning man into a machine; without making him incapable of virtue or vice, 
reward or punishment.16)

Wesley here employs the model (not original with him) of “a threefold circle 
of divine providence” in God’s governing of humankind. “The outermost circle 
includes the whole race of mankind,” including not only Christians but also 
Muslims and those of other religions or no religion. For God is unquestionably 
the God of Muslims “and heathens also,” for God’s “love is not confined: ‘The 
Lord is loving unto every man, and his mercy is over all his works’ [Ps 
145:9].”17)

The second, smaller circle includes nominal Christians, for whom God “has a 
nearer concern.” The third, innermost circle however contains “only the real 
Christians,” those who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God is concerned 
for everything about them, both their souls and their bodies. “Nothing relative to 
these is too great, nothing too little, for his attention. He has his eye 
continually” upon every such believer and “upon every circumstance that relates 
either to their souls or their bodies, either to their inward or outward state, 
wherein either their present or eternal happiness is in any degree concerned.”18)

Wesley makes a point of denying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 and 

14)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0.
15)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0-41.
16)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1.
17)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2. See Thomas C. Oden, John Wesley’s 
Teachings, Vol. 1, God and Providence (Grand Rapids: Zondervan,2012), 150-51.
18)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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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providence that was sometimes made in his day. Deists could affirm a 
“general” providence but not a “particular” one. But Wesley says this is 
nonsense; every general situation necessarily involves particulars, and in fact God 
is concerned with and involved with every particular of our lives.19)

From this exposition of God’s providence Wesley draws four summary 
conclusions:

1. We may confidently “put our whole trust in” God, who never fails those 
who seek him.

2. We give thanks to God for all “his kind protection.” “What an 
unspeakable blessing it is to be the peculiar care of him that has all power in 
heaven and earth!”

3. Meanwhile “we should take the utmost care to walk humbly and closely 
with our God.” We should “be as earnest and diligent in the use of all the 
means” of grace God gives us as if we were our own protectors.

4. Finally, we recognize “what a melancholy condition” people are in “who 
do not believe there is any providence.”20)

This is Wesley’s exposition of divine providence in his sermon on this 
subject. But in many other places Wesley speaks of God’s providence. We will 
note some key examples.

B. How Wesley Describes God’s Providence 

References to providence run all through Wesley’s writings, as we have 
noted. I will cite several key examples from Wesley’s important three-volume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first published in 1765-1766. This 
work has been called “Probably the least known and most neglected of Wesley’s 
writings.”21)

In this major work, Wesley refers to God’s providence more than 225 times. 
Often Wesley here makes significant comments about God’s providence. 
Surveying these comments gives a fairly comprehensive view of the ways 
Wesley understood God’s providential governance of creation and history.22)

We should note first the ways Wesley used the word providence. Often he 

19)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4-48.
20) Wesley, Sermon 67, “On Divine Providence,” Works, 2:548-50.
21) The edition I am using primarily is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3 vols. 
(Bristol: William Pine, 1765), as reprinted by Schmul Publishers (Salem, Ohio: 1975). The quotation is 
from William M. Arnett’s introduction to the Schmul edition. References to this work are given as Wesley, 
ENOT.
22) Wesley drew upon other sources in preparing his Old Testament Explanatory Notes―primarily Matthew 
Henry’s Exposi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and Matthew Poole’s Annotations Upon the Holy Bible. 
Arnett notes, “Wesley used Henry’s Exposition as a basis for his own work as far as the beginning of 
Exodus, after which Poole’s Annotations formed the foundation, with Henry’s work being used to fill up 
any gaps” (Arnett in Wesley, ENOT, I, Introduction). Wesley appears to put much more emphasis on God’s 
providence than did his sources, and many (probably most) of Wesley’s comments on providence come 
directly from him, not from his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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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s the term “Providence” (usually capitalized) simply to mean the Lord God―
a usage that was common in his day. More often, however, he speaks of 
“providence” (usually not capitalized) as God’s universal active government over 
all creation.

The terms Wesley uses to describe providence in hi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show clearly how important this emphasis was to him and 
the profundity of divine providence as Wesley understood it.

In his Old Testament notes, Wesley uses more than twenty different terms to 
describe providence. For instance, he describes God’s providence as “wonderful,” 
“watchful,” “almighty,” “perfect,” “merciful,” “mysterious,” “unsearchable,” 
“holy,” “faithful,” “just,” “kind,” “good,” “universal,” “all-seeing,” “exact,” and 
“all-disposing.” Half a dozen times or more he also speaks of the “works,” 
“ways,” and “methods” of God’s providence.23)

But the three phrases Wesley uses most often in the ENOT in describing 
providence are “wise,” “powerful,” and “gracious”―each approximately ten times.

Of all these terms, God’s wisdom is Wesley’s principal emphasis. If we 
combine the phrases “wise providence” and “wisdom of [God’s] providence” in 
the ENOT, we find that more than twenty times Wesley associates providence 
with wisdom. Although God’s providence is an expression of his power, grace, 
and holiness, providence is above all the evidence and expression of God’s 
wisdom.24)

Concerning providence, then, Wesley’s appeal is above all to God’s wisdom.

We turn now to some key passages in the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where Wesley elaborates his view of providence. Of the more than 
200 references in the ENOT, I have selected four especially important ones, 
which I discuss briefly.

Genesis 1:1 – God works gradually and progressively through grace and 
providence

Wesley’s first comment on God’s providence comes in his extended note on 
Genesis 1:1, where he describes the process by which God created the world. 
Here Wesley says, “The Creator could have made his work perfect at first, but 
by this gradual proceeding he would shew what is ordinarily the method of his 
providence and grace” (emphasis Wesley’s).

We note three important things here. First, Wesley sees God working 
gradually over time to accomplish his purposes. This was true in the initial 
creation, and Wesley will argue that this is true all down through history. This 

23) Other terms in the ENOT are “common,” “extraordinary,” “diligent,” and “over-ruling.” He also speaks 
of “the harmony” of God’s providence. Wesley’s occasional use of the phrase “common providence”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is is the same as what Reformed theology calls “common grace” (where Wesley 
prefers the term “prevenient grace”). It appears to me that what Wesley calls “common providence” is 
indeed the same as “common grace” in Reformed thought.
24) In the ENOT Wesley uses the phrase “wisdom of [Divine] providence” at least 12 times and “wise 
providence” at least 11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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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key meaning of God’s providence: God patiently and wisely works over 
time to accomplish his purposes and fulfill all his promises. As we see this in 
creation and in history, so we should expect the same dynamic in our own 
lives: the gradual, progressive work of God’s gracious power.

Second, we note here Wesley’s pairing of the terms providence and grace. 
As we shall see, Wesley often speaks of providence and grace together, linking 
them and yet distinguishing them.

Third, we note here the phrase “ordinarily the method” God uses. Repeatedly 
in his writings Wesley will refer to the 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ways in 
which God acts. Normally, most of the time, God works “ordinarily,” that is, 
consistently with the way God created the world and humankind. But God is 
sovereign and infinitely wise, and at times acts in extraordinary ways to achieve 
his purposes.25)

These three points are fundamental to all Wesley’s theology. God works 
progressively in history to accomplish his purposes, working through his 
providence and his grace.

Numbers 21:26 – God works far in advance of events
Commenting on Israel’s encounter with the Amorites in Numbers 21:21-31, 

Wesley says: “See the wisdom of providence, which prepares long before, for 
the accomplishing God’s purposes in their season!” (comment on Num 21:26).

This is a theme that runs throughout Wesley’s discussion of providence. God 
works far in advance to fulfill his purposes at the proper time. Providence is 
seen (generally in hindsight) in occurrences which happened as they did partly 
because of God’s actions much earlier in history. This is of course consistent 
with what we see throughout the biblical revelation. God works progressively 
through history, so that events happen “in the fullness of time” because of 
God’s prior action.

Not only does God’s providence work far in advance; it also works 
gradually over time. So Wesley says, “Providence doth his work gradually and 
by steps; angels are employed as ministering spirits to serve all the designs of 
providence” (comment on Gen 28:12).26)

Wesley says, “The providence of God hath secret, but gracious designs in all 
its various dispensations: we cannot conceive the projects of providence, ’till the 
event shews what it was driving at” (comment on Gen 15:7). As Wesley 
repeatedly says, there is a mystery to God’s providence.

These and similar comments in Wesley demonstrate what I call the 
progressive dynamism of Wesley’s view of providence and of his theology 

25) See the discussion of “ordinary” and “extraordinary” in Snyder, The Radical Wesley, Chapter 8.
26) The reference here is to Jacob’s ladder, which Wesley sees as representing both “the providence of 
God, by which there is a constant correspondence kept up between heaven and earth,” and “The mediation 
of Christ,” who is himself the ladder, the way of reconciliation (comment on Gen 28:12; emphasis 
Wesley’s).



 제14회 카우만기념강좌_ 2016. 10. 4.(화) / 7.(금) 서울신학대학교

48

generally. This of course is grounded in Scripture itself. Such progressive 
dynamism characterizes the whole structure of Wesley’s theology. Wesley’s 
theology is progressive in the sense that God’s grace and providence always lead 
toward the goal of all creation praising him and reaching its God-given potential. 
Wesley’s theology is dynamic. Life in relation to God is never static. It is 
always changing, whether in small or larger ways.

Dynamism is in fact the nature of God’s whole creation, reflecting who God 
himself is. The universe itself is dynamic. Change is built into the fabric of all 
God has made. And God works within his creation to bring about his purposes 
and to counteract all evil dynamism, the infectious plague of sin that corrupts 
the goodness and, like a cancer, misdirects the potential of humankind and the 
whole created order toward destruction rather than glorious fulfillment.

Genesis 6:18 and 9:1ff – God’s covenant of providence 
God says to Noah in Genesis 6:18,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This covenant is then elaborated after the flood in Genesis 9, which specifies 
that this is an everlasting covenant not only with Noah and his family, but with 
the whole earth and all its creatures (Gen 9:9-17).

Wesley calls this “The covenant of Providence, that the course of nature 
shall be continued to the end of time.” Noah and his sons were thus made 
“trustees for all this part of the creation” (comment on Gen 6:18; emphasis in 
Wesley). Commenting on Genesis 9, Wesley does not elaborate this covenant in 
detail, but in his introduction to the chapter he again calls this “the covenant of 
providence.”27) He does make the significant comment on Job 5:23 that “Our 
covenant with God is a covenant with all the creatures” God has made.

The point for us is that all of creation is in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God is providentially working out his covenant purposes for all creation 
progressively through history and ultimately through Jesus Christ by the Spirit. 
This first covenant with all creation (Genesis 9) is then followed, as we know, 
by God’s subsequent covenants with Abraham, Moses, and the New Covenant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Genesis 45:8 – The wheels of providence 
Wesley, very sensitive to metaphor, analogy, and other figurative and 

symbolic speech, uses several metaphors and analogies in speaking of divine 
providence. We find in Genesis 48:8 what seems to be Wesley’s primary 
metaphor for providence: Wheels within wheels. Speaking of God’s providential 
working through the life of the Patriarch Joseph, Wesley writes: “How admirable 
are the projects of Providence! How remote its tendencies! What wheels are 
there within wheels; and yet all directed by the eyes in the wheels, and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The image comes of course from Ezekiel 1:15-21, where we read:

27) Wesley fails, in my view, to bring out the full significance of this important Genesis 9 covenant. I 
elaborate on this in Howard A. Snyder with Joel Scandrett,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 (Eugene, 
Ore.: Cascade Books, 2011), especially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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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 looked at the living creatures, I saw a wheel on the earth beside 
the living creatures, one for each of the four of them. As for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and their construction: their appearance was like the gleaming 
of beryl; and the four had the same form, their construction being something 
like a wheel within a wheel. When they moved, they moved in any of the 
four directions without veering as they moved. Their rims were tall and 
awesome, for the rims of all four were full of eyes all round. When the 
living creatures moved, the wheels moved beside them;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rose from the earth, the wheels rose. Wherever the spirit would go, 
they went, and the wheels rose along with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s was in the wheels. When they moved, the others moved; when they 
stopped, the others stopped; and when they rose from the earth, the wheels 
rose along with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s was in the 
wheels.

Interpreting the wheels in Ezekiel as a symbolic picture of God’s providence 
was not original with Wesley. He would have found this interpretation in his 
major source on Ezekiel, Annotations Upon the Holy Bible, by Matthew Poole 
(1624-1679), and it likely goes back well before that. Poole says that God’s 
“providences concerning the lower world” are “represented by the wheels and 
their motions” (comment on Ezek 1:15-25). However, Wesley elaborates on the 
metaphor, giving it his own interpretation and emphasis.

On Ezekiel 1:15 Wesley writes that “the dispensations of providence are 
compared to the wheels of a machine, which all contribute to the regular motion 
of it.” He elaborates:

Providence orders, changes: sometimes one spoke of the wheel is uppermost, 
sometimes another. But the motion of the wheel on its own axle-tree, is still 
regular and steady. And the wheel is said to be by the living creatures, who 
attend to direct its motion. For all inferior creatures are, and move, and act, 
as the Creator, by the ministrations of angels directs and influences them: 
visible effects are managed and governed by invisible causes.

Wesley adds, commenting on Ezekiel 1:18, “How fitly do the wheels, their 
motion, their height, and eyes, signify the height, unsearchableness, wisdom, and 
vigilance of the Divine Providence.

Wesley refers again to wheels of providence in his comments on Ezekiel 
3:13 and 10:10. The reference to “wheels” in 10:10, Wesley says, “intimates the 
references of providence to each other, and their dependencies on each other: 
and the joint tendency of all to one common end, while their motions appear to 
us intricate and perplext, yea, seemingly contrary.”

One other image Wesley sometimes uses is “wings of providence.” 
Commenting on Isaiah 63:9, “In his love and in his pity [the Lord] redeemed 
them; he lifted them up and carried them all the days of old,” Wesley says: 
God “carried them in the arms of his power, and on the wings of his 
providence.” Commenting later on Zephaniah 2:3, Wesley speaks of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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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Under the wing of Divine Providence.”

Wesley speaks much more about providence than we have time to deal with 
here. But these passages give a good sense of his overall conception of 
providence and its importance for Christian discipleship. 

II. Grace and Providence in Wesley

This discussion leads us to a major point in Wesley’s treatment of divine 
providence that illuminates the larger structure of his theology. Wesley 
intentionally links providence and grace in ways that show how he understood 
salvation in relation to God’s overall plan for his whole creation.

In hi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Wesley pairs or conjoins 
providence and grace repeatedly. This shows a high degree of intentionality. 
Here are some key examples:

“The glory and goodness, the beauty and harmony of God’s works both of 
providence and grace, as this of creation [pictured in Genesis 1], will best 
appear when they are perfected” (comment on Gen 1; emphasis in Wesley). The 
key phrase here is: “God’s works both of providence and grace.”

Of salvation, Wesley says: “we cannot do it without God, and he will not 
without us: both the providence of God and the grace of God crown the 
endeavours of the obedient and the diligent” (comment on Gen 5:14). For 
Wesley, God’s providence and his grace work cooperatively to fulfill his 
purposes.

Wesley says, again, God “aims . . . in all the gracious methods of his 
providence and grace to bring us back to himself, from whom we have revolted, 
and to bring us home to himself, in whom alone we can be happy” (comment 
on Ex 19:4; emphasis Wesley’s).

We should live in constant dependence “upon God’s providence” even in the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and “upon Christ’s grace” (comment on Ex 17:5).

On Deuteronomy 8:2, Wesley comments, “It is good for us likewise to 
remember all the ways both of God’s providence and grace, by which he has 
led us hitherto through the wilderness . . . .” Here again Wesley combines yet 
distinguishes God’s ways of providence and of grace.

Again Wesley says, commenting on 1 Samuel 16:16, “Those whom God 
designs for any service, his providence will concur with his grace, to prepare 
and qualify [them] for it.” God’s providence, Wesley suggests, prepares the way 
for his race.

Wesley uses the phrases “kingdom of grace” and “kingdom of providence” in 
1 Kings 17:15, where he is speaking of God’s provision for the widow whom 
Elijah visited. Wesley writes, “surely the increase of her faith to such a degree, 
as to enable her thus to deny herself and trust the promise” as spoken by Elijah 
“was as great a miracle in the kingdom of grace, as the increase of her oi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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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gdom of providence.”

Wesley is here quoting Matthew Henry almost word for word. Wesley is not 
of course speaking of two distinct kingdoms―one of grace and one of 
providence. Rather he means what we might call the operations of God’s 
providence and of his grace.

We find a similar comparison and contrast in Wesley’s comment on Job 
4:17. Here Wesley says (slightly paraphrasing Matthew Henry):

Those who find fault with the directions of the Divine law, the dispensations 
of the Divine grace, or the disposal of the Divine providence, do make 
themselves more just and pure than God; who being their maker, is their 
Lord and owner: and the author of all the justice and purity that is in man.28)

These citations from Wesley’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show that Wesley repeatedly and intentionally links together, and yet 
distinguishes between, God’s grace and his providence. This is seen most clearly 
in the phrases “God’s works both of providence and grace” or “ways of 
providence and grace” (comment on Dt 8:2).29)

This is pairing of providence and grace is significant. It suggests that 
providence and grace should be seen in conjunction. Joining them together adds 
theological and practical depth and meaning that considering either grace or 
providence separately would lack.

This is important. Among other things, it suggests that whenever Wesley 
speaks of grace, providence is never far from his consciousness and 
consideration. Likewise, when he speaks of providence, he is also very conscious 
of God’s grace. So, as noted earlier, Wesley frequently uses the phrase “gracious 
providence.”

To some degree, what Wesley says in this regard is simply a restating of 
classical theology, which has always spoken of both God’s grace and his 
providence. Wesley however puts special emphasis on providence in relation to 
grace for reasons that I will discuss shortly.

This discussion of Wesley’s references to God’s providence and his grace 
show that in Wesley’s the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grace and providence 
is complex. They are not the same, though Wesley can describe God’s 
providence as “gracious,” as we have seen. In Wesley’s theology, grace and 
providence function cooperatively. God’s providence often, Wesley suggests, 
prepares the way for or arranges the conditions through which we may perceive 
and respond positively to God’s grace.

28) Emphasis in the original, reflecting the terminology of the biblical text. Matthew Henry writes: “Those 
that quarrel and find fault with the directions of the divine law, the dispensations of the divine grace, or 
the disposals of the divine providence, make themselves more just and pure than God.”
29) These citations from Wesley’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merely scratch the surface of 
all Wesley says about providence in the ENOT. Providence in Wesley’s Old Testament Explanatory Notes 
could merit a whole book or doctoral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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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so means that in Wesley, providence and prevenient grace may be 
said to overlap. That is, God’s providential action may shade into prevenient 
grace to the point that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m. We should in fact 
expect this, since providence and grace are not two totally different attributes or 
character qualities of God, but rather ways we as humans experience God’s 
actions and influences in the world. These terms are human language by which 
we attempt to understand the mysteries of God’s relationship with us and actions 
toward us.

III. Providence and Predestination

Wesley never seems to pass up a good opportunity to mention God’s 
providence and to praise him for it! Why is this?

The main reason, I believe, is that providence is Wesley’s answer to the 
question of predestination.

Providence is inherently bound up with the question of predestination. This 
was recognized by Jacob Arminius (1560-1609), who treated predestination as a 
topic within the larger doctrine of providence.30) If we understand the doctrine of 
providence correctly, and the question of predestination falls into proper place. 
Clarify the doctrine and dynamics of providence, and you’ve largely solved the 
conundrum of predestination.

It seems to me that Wesleyan theologians have typically slighted or failed to 
recognize Wesley’s emphasis on providence and the key role providence plays in 
the whole content and structure of his theology.

At issue here is, in part, is the question of the so-called “decrees” of God. 
Calvin understood predestination as a fundamental divine “decree.” The New 
Testament, however, seldom uses the language of “decrees” when speaking of 
salvation. Following the New Testament example, Wesley himself seldom uses 
the language of God’s “decrees.” Rather, he emphasizes God’s providence. The 
language of decrees is static: Once-for-all decisions that affect all of salvation 
history. The language of providence is dynamic: God works salvation not 
through decrees, but through his constant ongoing engagement with his creation, 
with history, and with people’s lives.

In other words, providence functions in Wesley’s theology the way God’s 
“decrees”―and thus predestination―do in Calvin’s theology. For Wesley, 
providence is an underlying, background conviction that fills the place in his 
theology that predestination does in Calvin’s. You don’t need Calvinistic 
predestination if you have a sufficiently robust view of providence. This is key 
to the structure of Wesley’s theology.

Here we have, then, a key point in understanding Wesley’s theology, both its 
content and its structure. In Wesley’s theology, providence takes the place that 

30) Keith D. Stanglin and Thomas H. McCall, Jacob Arminius: Theologian of G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94. Stanglin and McCall note that for Arminius, “predestination is a species” of 
the larger question of God’s pr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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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stination fills in John Calvin’s theology. Where Calvin appeals to 
predestination in explaining salvation, Wesley appeals to providence.

This is a crucial point of difference between Calvin and Wesley, despite 
many areas where they agree. This difference however is fundamental. It has to 
do with the very character of God. Though both Wesley and Calvin 
uncompromisingly affirmed God’s sovereignty, they emphasized different aspects 
or dimensions of God’s character.

For Calvin, the key attributes of God when considering salvation were God’s 
will and God’s power. God’s sovereignty is seen primarily in the exercise of his 
sovereign power and sovereign will in predestining some people and not others 
to salv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God is his sovereign 
power and will. From this comes Calvin’s emphasis on the decrees of God.

For Wesley, the key attributes of God―especially when considering salvation, 
but also more broadly―are God’s love and his wisdom. Thus God’s sovereignty 
is seen primarily in the exercise of his sovereign love and sovereign wisdom in 
providing salvation for all, not just some, without any compromise of divine 
sovereignty. From thi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God is his 
sovereign wisdom and love. From this comes Wesley’s emphasis on God’s 
provision of salvation for all―in other words, his doctrine of providence.

This explains why Wesley speaks primarily of God’s wisdom when he 
describes God’s providence.

Where Calvin appeals to predestination, Wesley appeals to providence. 
Wesley’s concern to counteract the Calvinist doctrine of predestination explains 
his constant emphasis on providence. Over and over again in his writings, where 
Calvin would appeal to predestination, Wesley affirms God’s providence. Not so 
much God’s will, but his love; not so much God’s power, but his wisdom. Not 
God’s “decrees,” but his gracious provision.

Both Calvin and Wesley of course emphasized other aspects of God’s 
character. They spoke of other divine attributes, and here they were largely in 
agreement. The issue is one of emphasis or primacy, particularly with reference 
to the doctrine of salvation.

Wesley’s profound sense of God’s providence embodies a higher, more 
profound conception of God’s sovereignty than we find in John Calvin. Wesley’s 
conception of divine sovereignty is more profound because it affirms both God’s 
sovereign power and human freedom, based not primarily on God’s power and 
decrees but on God’s wisdom and love, and thus on God’s providence. Wesley 
saw the riches of God’s wisdom as meaning that God is not threatened by 
human freedom because God is infinitely wiser and more loving than human 
beings are. God’s wisdom―beyond our comprehension―allows him always to 
foresee human action and act graciously in ways that counteract any human 
action that might prevent God from accomplishing his gracious purpo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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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ing all his salvific promises.

IV. Providence and Human Suffering

The affirmation of God’s providence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suffering 
and evil in the world. But it does provide helpful perspective.

A. The Problem of Suffering

Wesley frankly recognized the fact of suffering in the world. He was 
troubled by it.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Acts 3:21) will 
end all suffering, Wesley taught, yet does not come without suffering. Romans 
8:17-24 speaks of our “groanings” and “sufferings,” noting that as we wait and 
work in hope, we are called to “share in [Jesu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In fact the whole creation, now in “bondage to 
decay,” is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We ourselves “groan inwardly” as we wait for the full liberation, waiting “in 
eager expectation” together with all creation for the eventual restoration of all 
things. We suffer, but like a mother in labor we suffer in hope (Rom 8:22). If 
we suffer for and with Jesus Christ in this hope, the suffering becomes part of 
the redemption.

This Wesley believed. He saw suffering as a mystery, but a necessary one in 
order that God’s glory may be fully revealed. God achieves the world’s 
redemption through suffering―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above all, but Jesus’ 
disciples become sharers and partakers in Jesus’ sufferings. Wesley taught that 
God weaves human suffering, and eventually all suffering, into his redemptive, 
restorative purposes.

In Wesley’s view, true Christianity involves “not only doing but suffering”―
which is perfectly consistent with happiness. Wesley quoted Chrysostom: “The 
Christian has his sorrows as well as his joys; but his sorrow is sweeter than 
joy.” Wesley said sufferings, rather than “preventing or lessening our happiness, . 
. . greatly contribute thereto, and indeed constitute no [small] part of it.” Love 
itself leads to suffering. Wesley notes that “the love of our neighbour will give 
rise to sympathizing sorrow: it will lead us to visit the fatherless and widow in 
their affliction [Jas 1:27], to be tenderly concerned for the distressed, and ‘to 
mix our pitying tear with those who weep.’”31)

Wesley exclaims:

How innumerable are the benefits which God conveys to the children of men 
through the channel of sufferings! So that it might well be said, “What are 
termed afflictions in the language of men are in the language of God styled 
blessings.” Indeed had there been no suffering in the world a considerable 
part of religion, yea, and in some respects the most excellent part, could 
have had no place therein; . . . It is by sufferings that our faith is tried, and 
therefore made more acceptable to God.32)

31) Wesley, Sermon 84, “The Important Question,” Par. 6. The final quotation is from Alexander P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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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sermon “On Patience” (James 1:4), Wesley defined patience as “a 
disposition to suffer whatever pleases God, in the manner and for the time that 
pleases him.” Sufferings are neither to be despised nor made too much of. The 
patient Christian knows that ultimately “God his Father” is “the Author of all 
his suffering,” and that God’s motive for allowing us to suffer is love, so that 
we may be “partakers of his holiness” (Heb. 12:10 KJV), experiencing the full 
the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33)

Wesley saw suffering however not just as private virtue, or simply as part of 
compassionate service. Wesley frankly faced the suffering of all creation―
viewing that suffering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referring to Romans 8). In a remarkable passage in his sermon “The New 
Creation” Wesley writes,

How many millions of creatures in the sea, in the air, and on every part 
of the earth, can now no otherwise preserve their own lives than by taking 
away the lives of others; by tearing in pieces and devouring their poor, 
innocent, unresisting fellow-creatures! Miserable lot of such innumerable 
multitudes, who, insignificant as they seem, are the offspring of one common 
Father, the creatures of the same God of love! . . . But it shall not always 
be so. He that sitteth upon the throne will soon change the face of all 
things, and give a demonstrative proof to all his creatures that “his mercy is 
over all his works” [Ps 145:9]. The horrid state of things which at present 
obtains will soon be at an end. On the new earth no creature will kill or 
hurt or give pain to another. . . .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the 
words may be literally as well as figuratively understood)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Isa 11:6]. “They shall not hurt or destroy” [Isa 
11:9] from the rising up of the sun to the going down of the same.34)

Perhaps the most remarkable thing here (bypassing all the scientific questions) 
is that Wesley sees this restoration, this new creation, as literal and physical, not 
exclusively spiritual. Passages such as Isaiah 11 are to be taken “literally as well 
as figuratively.”

Seeing the world in a Wesleyan way, then, means living in the hope of the 
restoration of all creation―and understanding that our present sufferings 
somehow play a necessary part in our own contribution to the kingdom of God 
in its fullness.

An emphasis on God’s providence means understanding and affirming that 
God knows all about our suffering. God mysteriously and providentially allows 
evil and suffering in the world during the present time. But in his wisdom, 
power, love, and effective grace, he will in the New Creation bring an end to 
all suffering and establish universal holiness and happiness.

32) Wesley, Sermon 59, “God’s Love to Fallen Man,” Par. 7.
33) Wesley, Sermon 83, “On Patience,” Par. 3; cf. ENNT, 848 (Heb. 12:10).
34) Wesley, Sermon 64, “The New Creation,” Pa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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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ffering and God’s Goodness

Questions of capricious evil and innocent suffering do indeed raise very 
serious questions about God’s providence and in fact God’s goodness and justice.

An important recent book in this regard is The Uncontrolling Love of God, 
by Thomas Jay Oord.35) The book deals forthrightly with the vexing problem of 
evil. Oord’s project is to make sense of genuine evil, randomness, and chance 
occurrences in a theologically coherent way. 

The book is more philosophical than theological, however. In fact the central 
arguments of the book rest on some key logical fallacies.36)

Oord believes that a loving, personal God should prevent evil if he can. If 
God has the power to prevent evil and doesn’t, he is “culpable.” Oord writes, 
“The God who could control” events completely “should have miraculously 
prevented all the genuine evils” we encounter in life.37) The whole book hangs 
on this concern.

Oord often speaks of what God should do (prevent evil) and what he cannot 
do (prevent evil). God cannot prevent much of the world’s evil because this 
would be contrary to what Oord terms God’s “essential kenosis.”

But Oord’s key arguments rest on three fallacies: 1) The adequacy of reason: 
We can know rationally and judge what God should do and can do. 2) The 
inadequacy of mystery as an answer to evil. 3) The claim that genuine love and 
the exercise of controlling power are contradictory and mutually exclusive. 

Oord says that an appeal to mystery “is not really an answer at all.” 
Theologians resort “to mystery when faced with” the problem of evil, but this is 
invalid.38) Christians troubled by evil generally “appeal to mystery” because they 
“cannot reconcile their beliefs [in a wholly loving God] with the genuine evil 
they experience.”39)

Oord is contemptuous of any such appeal to mystery in dealing with evil. 
Like most of us, he has heard simplistic, facile, superficial, or disgustingly 
dismissive appeals to mystery in the face of horrendous evil. I fully resonate 
with the concern. But I find the proposed solution unconvincing.

In The Uncontrolling Love of God, “mystery” seems to mean something that 
is inherently and forever incomprehensible. Thus an appeal to mystery verges 
upon an appeal to or admission of meaninglessness. But the Christian appeal to 
mystery is not that. When Christians speak of mystery with regard to evil, they 

35) Thomas Jay Oord, The Uncontrolling Love of God: An Open and Relational Account of Providenc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2015).
36) I deal with Oord’s book more fully in a Seedbed blog, “The Myth of God’s Uncontrolling Love.” 
http://www.seedbed.com/myth-gods-uncontrolling-love-2/
37) Oord, Uncontrolling Love, 196.
38) Oord, Uncontrolling Love, 164.
39) Oord, Uncontrolling Love,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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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or should mean) mystery in the biblical sense. Mystery in Scripture is not 
an ultimate conundrum. It is not fatalism. It is not an appeal to meaninglessness, 
nor a form of escapism. In the Bible, mystery is a truth only partly revealed or 
disclosed or “uncovered” at present, later fully to be revealed. This is a basic 
aspect of biblical revelation.

In other words, the Bible itself repeatedly invokes or appeals to mystery―not 
as an abstract or philosophical concept, but as wisdom; as a necessary corollary 
of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creatures, not the Creator―something Wesley 
frequently emphasized.

In the final analysis, the mystery of evil is no greater than the mystery of 
why God (or anything) exists in the first place. That is a question we cannot 
answer. But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Dt 33:27 KJV).

Because of God’s good providence we can be at peace, paradoxically, even 
in the face of horrendous evil. At peace, yet certainly not passive or inactive. 
All because of Jesus and God’s promises.

The fin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evil is not philosophical. It is personal 
and eschatological, something to be lived in hope and confidence. We are to 
live the solution. This demands faith, obedience, willingness to suffer, Christian 
community, and full trust in God and his promises.

Theologically, this means the final solution to evil is indeed “yet to come.” 
N. T. Wright argues in Surprised by Scripture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vil is to be enacted, not explained philosophically. We, God’s people, are to 
b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vil. Wright argues, “The suffering love of 
God, lived out again by the Spirit in the lives of God’s people, is the 
God-given answer to the evils of the world.”40)

The Bible answers the problem of evil eschatologically, whereas we 
desperately want it answered philosophically in an emotionally and conceptually 
(logically) satisfying way. Yet ultimately and wisely, we trust God, knowing that 
he is fully able to fulfill all his good promises. We accept the gospel invitation 
to be coworkers with him in the great work of reconciliation in the earth now. 

Preaching before assembled judges, officials, and attendants at Bedford in 
1758, Wesley spoke on “The Great Assize”―that is, the Last Judgment. He 
assured his hearers of the final outcome of history: 

And then only when God hath brought to light all the hidden things of 
darkness, whosoever were the actors therein, will it be seen that wise and 
good were all his ways; that he “saw through the thick cloud,” and 
governed all things by the wise “counsel of his own will”; that nothing 
was [ultimately] left to chance or the caprice of men, but God disposed 
all “strongly and sweetly,” and wrought all into one connected chain of 
justice, mercy, and truth.41)

40) N. T. Wright, Surprised by Scripture (New York: HarperCollins, 201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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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conclusion, here are five implications of Wesley’s view of providence that 
can help us today.

1. Wesley’s conception of providence gives us a broader view of his theology 
in both its content and its structure. The emphasis Wesley puts on providence 
witnesses to the depth and wisdom of Wesley’s theological enterprise.

2. Wesley shows that the key dynamic in salvation is God’s wisdom, grace, 
and providence, not predestination resulting from some eternal decree of God. 
We discover that Wesley’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is more profound and 
nuanced that is the typical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3. Wesley gives us a robust, balanced view of providence that avoids the 
extremes of fatalism on the one side and presumption on the other. It places us 
in a position of profound gratitude and confidence, but also profound 
responsibility before God. We realize our lives and fortunes are in God’s hands, 
and yet also that by grace we are made co-laborers with God in the present 
work of the kingdom of God.

4. The Wesleyan view of God’s providence gives us a helpful perspective on 
suffering and evil in the world. We don’t have a rational, logical answer to the 
problem of evil because we possess neither the wisdom and power nor the 
fullness of grace and love that characterize God. We are not to deny suffering, 
but rather to trust in God’s providential action in our lives and in all his 
creation. 

5. Wesley’s view of providence also gives us a robust view of intercessory 
prayer. Even though the final reconciliation of all things is assured, the future is 
not all predetermined. Much is contingent―that is, dynamic and potentially 
changeable―depending not only on God’s action but in our fidelity in prayer, 
and especially in prayers of intercession. God’s providential ordering of the 
universe provides space for us to affect history not only directly by our acts, 
but indirectly through appealing to God for his gracious, providential intervention 
in the affairs of persons, history, and his whole creation.

Finally, it is providence―that is, our “full trust and confidence” in God, his 
character, his love, his wisdom, his justice, his holiness―that enables us to say 
at the end of the day, and at the end of each day: All will be well. Not all is 
well, for in terms of our lives, the church, and history, all is not well at 
present. But we have confidence that at the deepest, highest level or dimension, 
in God himself all is well. And in the fullness of time through Jesus Christ by 
the Spirit, all will be well on earth as in heaven.

I close with these two statements from Wesley:

In the end, “God shall by his spirit so dispose [human] hearts, and by his 
providence so order the affairs of the world, as to make way for the 

41) Wesley, Sermon 15, “The Great Assize,” Works,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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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ment of his promise” of full salvation and the reconciliation of all 
things in Jesus Christ (comment on Job 40:3). 

And so “Let us judge nothing before the time, but wait ’till the secrets of 
all hearts are revealed, and the present difficulties of providence solved, to 
universal and everlasting satisfaction” (comment on Job 8:20).

For Calvin, the key attributes of God were will and power. God’s 
sovereignty is seen in the exercise of his sovereign power and will, predestining 
some people and not others to salvation. Her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God is his sovereign power and will. From this comes Calvin’s emphasis on the 
decrees of God.

For Wesley, the key attributes of God―especially in salvation, but also more 
broadly―are holy love and wisdom. God’s sovereignty is seen primarily in the 
exercise of his sovereign love and wisdom in providing salvation for all, not just 
som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God is his sovereign love and wisdom. 
From this comes Wesley’s emphasis on God’s provision of salvation for all―his 
profound doctrine of providence.

                               

             Calvin            Wesley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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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카우만 강좌: 강의 II  

웨슬리의 신학에 있어서 섭리와 고통

하워드 스나이더

(영국 맨체스터 웨슬리연구센터 소장)

번역: 김성원 교수

섭리의 계획들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그 의도는 얼마나 멀리 내다보는 것인가? 바퀴 안에 

있는 바퀴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은 그 바퀴들 속에 있는 눈에 의해서, 살아

있는 생물의 영에 의해서 운행된다!   

- 존 웨슬리, 창세기 45:8 주석, 에스겔의 비전을 암시하면서

서 론 

하나님의 섭리는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주된 주제였다. 이것은 그의 67번째 설교, 

“신적 섭리에 관하여”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 진다. 그러나 귀납적으로 웨슬리의 저작들을 연구

해보면 섭리는 웨슬리가 행하고 기술한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주제임을 보게 된다. 

특히, 나는 주의 깊게 분석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관용구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사역”  

을 웨슬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한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

를 탐구할 것인데, 특히 은혜와 또한 웨슬리 신학의 더 큰 구조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탐구해 보

려고 한다. 

섭리는 우선적으로 학문적이거나 신학적인 물음은 아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실제적인 것이

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매일의 물음들을 포함한다: 차가 고장난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

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가? 신생아가 죽음을 당할 때, 저것은 하나님은 뜻인가? 하나님은 어떠

한 방법으로 내가 내리는 결정들을 안내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많은 악이 지속하도

록 허용하시는가? 

이러한 물음들과 수 천개의 다른 질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을 일으킨다. 

존 웨슬리는 섭리적인 구원관과 역사관을 견지했다. 웨슬리는 1776년 1월 14일 일요일 일기

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다른 저술들에서 발췌한 간략한 영국사의 네 번째 권을 끝내고 있다고 했

다. 이 책의 서문 (1775년 8월 10일로 기록된)에서 웨슬리는 영국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행동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삽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섭리적 역사관을 기억나게 하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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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의 견해에 의하면, 역사란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며, 온전히 인간의 

선택도 아니었다. 반면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되는 것도 아니었다. 

웨슬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역사의 경로와 악의 문제와 세상에 있는 고통

에 관한 그의 견해를 화해시켰는지가 이 강연에서 우리가 고찰할 주제이다. 

웨슬리안이면서 기독교인인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물음은 신학적인 주제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과 인간의 지속되는 고통의 현실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에 의해 고통을 받아 왔다. 이것은 개인의 영성적이고 제자도에 

관련된 절박한 문제이며 또 그래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무질서의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가? 분명히 어떠한 섭리의 신학이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면 함께 웨슬리의 섭리관과 섭리가 그의 신학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

찰해 보자. 

I. 존 웨슬리의 신학에 있어서 섭리의 핵심적인 역할 

웨슬리가 구체적으로 섭리에 대해서 쓴 설교는 단 한 편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의 저작 전체

– 그의 설교 뿐 아니라 그의 일기와 여러 책들과 소책자들과 성경에 대한 그의 설명 노트들 - 

를 통해서 매우 자주 섭리를 언급한 바 있다. 알버트 아우틀러가 웨슬리의 설교, “신의 섭리에 

관하여”의 서문에 기록한 것처럼, 섭리는 “[웨슬리가] 선호하는 주제들 중의 하나”였다. 웨슬리 

자신도 쓰기를, “계시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주제보다 깊은 중요성을 가진 것은 드물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교리는 종종 무시되거나 오해되어 진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섭리라고 하는 용어가 흔히 신학적 용어로 여겨지지만, 그 기본

적 의미는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섭리란 단순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방법들을 의미했다; 피조계, 역사, 그리고 인간을 대하시면서 그 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분의 목적들을 성취하시고자 제공하시는 것들(provisions)이다. 제공하다 (provide), 공급

(provision 혹은 provisions) 그리고 섭리 (providence)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기억하라. 웨슬

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급하심” 혹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섭리 는 하나님께서 그 분의 세상과 피조물들에게 공급하시거나 공급물을 만드시는 

모든 방법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명사이다. 섭리 라는 단어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다. 물론 웨슬리는 그것을 섭리의 교리를 위해 사용한다 – 이는 하나님께서 그 분의 피조물들을 

위해, 그리고 특히 인간을 위한 그 분의 의도들과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모든 

수단들을 은혜롭게 제공하셨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시고 그리고 확실히 제공하실 것이라는 확증이

다.  

내가 앞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섭리 의 물음이 본래적으로 선택의 물음과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먼저 웨슬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그의 설교에서 섭리를 기술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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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웨슬리의 설교 “신적 섭리에 관하여” 

67번째 설교인 “신적 섭리에 관하여”의 성경본문은 누가복음 12:7이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우틀

러는 쓰기를 웨슬리는 1786년 이 설교문을 Arminian Magazine잡지에 싣기 전에 1744년에서 

1785년 사이에 이 본문으로부터 최소한 45번 설교 했다고 했다. 

아우틀러는 웨슬리의 섭리의 교리에 관해서 특별히 특이한 것은 없다고 올바로 가리키고 있

다. 웨슬리는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성공회의 견해를 가졌으며, 섭리에 관한 그의 설교는 “그 교

리에 관한 성공회의 고전적인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가장 광범위하게 말해서, 섭리의 교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관

리 아래에 있다” 고 웨슬리는 기록하고 있다. 비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반

적인 의미에서 신의 섭리를 믿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더욱 완전한 견

해를 주고 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이해에 필연적으로 순응하게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웨슬리가 이 본문

을 다루는 방법은 중요한데, 이는 그것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

경이 자주 인용하는 격언들과 비유들과 말의 표현들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웨슬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모두 세신 바 

되었다는 표현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그 분의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에 있는 머

리털의 숫자를 세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imply)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나의 격언적인 표현으

로써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작은 것이나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의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행복과 관련되는 어떤 것도 

작지 않다.”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리털의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특히 그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말이다. 웨슬리는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와, 또한 그것이 지닌 상징적인 풍성함

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웨슬리의 신학에 가끔씩 간과되고 있는 의미의 깊이와 통찰을 준다. 

나는 첫 번째 강연에서 웨슬리가 가졌던 깊은 생태학적 감각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웨슬

리가 창조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지식 사이에 있는 복잡성과 연

결성에 관한 웨슬리의 탁월한 진술 속에서 분명하게 나온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 분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들의 모든 특성들을 보시며 아신다. 그 

분은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관성과 의존성과 관계와 방식들을 아

신다. 특히 그 분은 피조계의 무생물들을, 그것들이 위로 하늘에 있던지 아래로 땅 속에 있던지 

모두 보신다. 그 분은 위에 있는 별들과 혜성들과 혹은 행성들이 아래로 땅에 거하는 것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신다; 낮은 하늘들이 불, 우박, 눈, 증기, 바람 그리고 폭풍들 [의 



                                                                 Howard A. Snyder / “The Wesleyan Theology and Modern Society” 63

저장소들] 을 통해서 땅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불, 공기 혹은 물에 의

해서 땅의 내부에서 어떠한 영향들이 발생하는지; 거기로부터 무슨 폭발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는지; 모든 광물 혹은 식물이 인간의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을 가지는지: 이 

모든 것들이 창조자요 우주의 보존자의 눈 앞에 적나라하게 놓여 있고 열려있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광대한 범위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

에게로 확대시킨다. 요점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가장 자세하고 복잡한 세부사항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 분은 모든 피조계과 그리고 그 상호연관된 과정들 위에 계시는 주권

자이시다. 이것은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들을 그들의 모든 환경과 함께 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은 단

지 아시지만 않는다. 그 분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시고 돌보신다. 

우리가 우리 주변 모두에서 보는 “복잡하게 얽힌 사악함과 불행”을 생각할 때 이것은 믿거나 이

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 145:9)고 확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피조물에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 순간 관심을 가지시며” 특히 그 분의 인간 피조물에게 그러하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분의 주권적 능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논리적인 의무가 된다고 웨슬리는 주장한다. 그러므

로 웨슬리는 하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그 분은 능력에서와 같이 지혜에서도 무한하시다; 그리고 그 분의 지혜는 그 분의 피조물들

의 행복을 위해서 피조계의 모든 일을 관리하시는 일에 그 분의 모든 지혜가 계속적으로 사용되

신다. 그 분의 지혜와 선하심은 함께 간다; 그것들은 나눌 수 없이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

능하신 능력과 협력하여 그 분의 모든 피조물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신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확증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악”과 고통을 “일 순간에 멸하실” 능

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분의 피조계로부터 사악함을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 자신을 부인하도록 할 것이다; 그 분 자신의 작품을 반대하고 전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 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해력과 의지와 정서와 

자유 - 성결함과 악함 둘 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속성들 - 를 가지고 창

조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악을 파괴하고자 하신다면, “확실히 더 이상

의 악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 덕도 세상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웨슬리는 설명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그 분이 인간을 만드신 장소인 자신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

으시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분은 세상의 죄와 고통을 파괴하실 수 없다. [세상으로

부터 악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지혜도 수반하지 않으며, 단지 전능한 힘을 한 번 사용함을 의

미한다. 하나님의 모든 다양한 지혜 (그 분의 능력과 선함만큼이나)가 사람을 사람으로 다스리는

데 펼쳐진다;  하나의 나뭇조각이나 돌이 아니라 선 혹은 악을 선택할 역량이 있는, 하나의 지성

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경할만한 섭리 안에서 지혜의 깊이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그들의 이해나 의지나 또는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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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신의 섭리의 온전한 뼈대는 인간에게 모든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목적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을 덕이나 악덕을 행할 수 없도록 하지 않고, 상이나 벌을 받을 

수 없도록 하지 않고서 말이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있어서 “신적 섭리의 3중 원”의 모델 (그 

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을 사용한다. “가장 바깥 원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데, 기독

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다른 종교인들 혹은 무종교인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의심할 바 없

이 무슬림들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

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 

145:9).” 

두 번째로 작은 원은 명목적인 기독교 신앙인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가장 안쪽의 원은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포

함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의 영혼과 몸 모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들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에 너무 사소하지 않다. 하나님의 눈은 지속적으로” 이들 믿는 사람 각자에

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나 그들의 몸과 관련된 모든 환경 위에 임하시는데 그들의 내적이나 

외적 환경 모두에 임하시고, 그들의 현재 혹은 영원한 행복이 어떠한 정도로 연관되었을 지라도 

임하신다.” 

웨슬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개별적인 섭리를 구별하는 것을 거부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그의 시대에 때때로 있었던 것이다. 이신론자들은 “일반적” 은총은 긍정할 수 있을지라도 

“특별한” 은총은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것을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모든 

일반적인 상황은 특별한 것들을 필연적으로 포함하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특별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며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웨슬리는 4가지의 요약적인 결론을 끌어낸다:

1.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그 분을 찾는 사람들의 기대를 결코 어기

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친절한 보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능

력을 가지신 분의 특별한 돌보심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축복인가!”

3. 한편 “우리는 하나님과 겸손히 그리고 가까이 행하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

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보호자 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4. 끝으로 우리는 “어떠한 섭리도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 상황”에 있는

지를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웨슬리가 신적 섭리에 관해서 설교한 설교에서 이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곳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예들에 주

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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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웨슬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섭리에 대한 언급은 웨슬리의 저작들 전체를 통해서 나타한

다. 나는 1765-1766년 사이에 처음 출간된, 『구약에 대한 설명 노우트』 세 권에 나타난 중요한 

예들을 인용하려고 한다. 이 저작은“ 가장 적게 알려지고 가장 많이 간과된 웨슬리의 저작”으로 

불려왔다. 

이 주된 저작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225번 이상 언급하고 있다. 종종 웨슬리는 여기

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한다. 이들 언급들을 개관해보면 웨슬리가 피조계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이해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얻게 된다. 

우리는 먼저 웨슬리가 섭리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종종 그는 “섭

리” (대체로 대문자로 사용) 용어를 주 하나님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

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더 빈번하게 “섭리” (대문자 미사용)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

나님의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통치로 말한다. 

『구약에 대한 설명 노우트』에서 섭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 강

조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그가 이해한바 신적 섭리의 심오함을 보여준다. 

그의 구약성경 노우트에서 웨슬리는 28개가 넘는 다른 용어들로 섭리를 묘사한다. 예를 들

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운,” “조심스러운,” “전능한,” “완전한,” “자비로운,” “신비한,” “측

량할 수 없는,” “거룩한,” “신실한,” “정의로운,” “친절한,” “선한,” “보편적인,” “모든 것을 보는,” 

“정확한,” 그리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all-disposing) 것으로 표현한다. 여섯 번 혹은 그 이

상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 “방식들” 그리고 “방법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구약에 대한 설명 노우트』에서 섭리를 묘사하기 위해 웨슬리가 가장 자주 사용한 3 

개의 용어들은 “지혜로운” “능력 있는” 그리고 “은혜로운” 이었으며 이들은 각각 약 열 번 정도

씩 사용되었다.   

이들 용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 웨슬리의 주된 강조점이었다. 만일 이들 “지혜로운 섭

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 관용구들을 연결한다면 웨슬리는 섭리 와 지혜를 20회 이

상 연결하여 사용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가 그 분의 능력과 은혜와 성결의 한 표현이기는 하

지만, 섭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요 표현이다. 

그렇다면 섭리에 관하여 웨슬리가 호소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 대한 설명 노우트』에서 웨슬리가 그의 섭리관을 상세히 설명하는 핵심 

적인 본문을 보고자 하다. 200개가 넘는 본문 가운데서 나는 네 개의 특히 중요한 본문들을 선

정하고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창세기 1:1 – 하나님은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진보적으로 일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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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1에 대한 그의 확대된 노우트에서 

나타난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과정을 묘사한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말하기를 

“창조주는 그의 작품을 처음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이 점진적인 진행을 통해서 그 

분은 그 분의 통상적인 섭리와 은혜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주목한다. 첫째로, 웨슬리는 하나님이 그 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의 창조에

서 사실이었고 웨슬리는 이것이 모든 역사 전반에서 사실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분의 

목적들을 이루시고 그 분의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창조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역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단계적

이고 점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둘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웨슬리가 섭리 와 은혜를 짝짓는 것을 주목한다. 우리가 앞으로 보

게될 것처럼, 웨슬리는 종종 섭리와 은혜를 연결하고 동시에 구별하면서 함께 말한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관용구를 주목한다. 그의 

저작에서 반복적으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상적인(ordinary) 방식과 특별한

(extraordinary) 방식을 구별한다. 정상적으로는, 대부분의 때에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하시

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방식과 일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기에, 그리고 그 분의 목적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특별한 방식으로 행

동하신다. 

이들 세 가지는 웨슬리의 신학에 근본적인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 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

해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일하시며,  그 분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민수기 21:26 – 하나님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역사하신다. 

민수기 21:21-31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만나는 사건에 대해 주석하면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섭리의 지혜를 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것들의 때에 성취하

시고자 오래 전에 준비하신다.” (민수기 21:26절 주석)

이것은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논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주제이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 

분의 목적들을 이루시고자 훨씬 전에 역사하신다. 사건들이 그러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 속에서 

섭리가 보여지는데 (주로 지난 일에 대한 통찰 속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역사의 더 이른 시점

에서 하나님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성경의 계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건들은 하나님의 선행적

인 행동으로 인해서 “때가 차매”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는 아주 먼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시간 속에서 단계

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말하기를, “섭리는 그 분의 일을 단계적으로, 단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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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사한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섭리의 모든 계획들을 섬기는 일에 종사한다.” (창세기 

28:12 주석) 

웨슬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다양한 시대마다 비밀스럽지만 은혜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도달하는 사건이 보여주기 까지는’ 우리는 섭리의 그 계획들을 이해할 수 

없다 (창세기 15:7 주석). 웨슬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신비 가 있

다. 

웨슬리의 이러한, 그리고 유사한 언급들은 웨슬리의 섭리관과 그의 신학 전반이 지닌, 내가  

점진적인 역동성 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물론 성서 자체에 근거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점진적인 역동성은 웨슬리의 신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특징짓고 있다. 웨슬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언제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 가능

성에 도달하도록 이끈다는 의미에서 점진적 이다. 웨슬리의 신학은 역동적 이다.  하나님과의 관

계 속에 있는 삶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작은 방식으로든 넓은 방식으로든 그것은 언제나 

변화한다. 

역동성은 사실상 하나님의 온 피조물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반영한다. 우

주 자체가 역동적이다. 변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의 바탕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의 목적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을 부패시키고, 암과 같이 인류의 

가능성과 모든 창조 질서를 영광된 성취가 아니라 멸망의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전염성있는 

죄의 질병인 악한 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 분의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신다. 

창세기 6:18과 9:1절 이하 – 하나님의 섭리적 언약 

창세기 6:18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상세히 설명되는데, 이것은 단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 아니라 온 땅

과 모든 생물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언약임을 명시된다 (창 9:9-17). 

웨슬리는 이를 “섭리적 언약” 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의 경로는 시간의 끝까지 계속될 것이었

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러므로 “피조물의 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수탁자(trustees)”가 되

었다 (창 6:18의 주석, 이탤릭체는 원본에 있음). 창세기 9장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웨슬리는 상

세히 이 언약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 장의 소갯말에서 그는 “섭리적 언약”을 다시 말한다. 그는 

욥기 5:23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피조물

들과의 언약이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요점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

을 향한 그 분의 언약적 목적들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 모든 피조물과의 처음 언약 (창세기 

9)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맺은 새로운 언약으

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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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45:8 – 섭리의 바퀴 

은유와 유비와 다른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에 매우 민감했던 웨슬리는 신적 섭리를 말하

는데 있어서 여러 은유와 유비들을 사용한다. 창세기 48:8에서 우리는 웨슬리가 섭리에 대해 사

용한 주된 은유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바퀴들 안에 있는 바퀴들. 족장 요셉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대해 말하면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섭리의 계

획들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그 의도는 얼마나 멀리 내다보는 것인가? 바퀴 안에 있는 바퀴들

은 어떤 것들인가;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은 그 바퀴들 속에 있는 눈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물의 

영에 의해서 운행된다!   

이 이미지는 물론 에스겔서 1:15-21에서 온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

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

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

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

음이더라

에스겔서에 있는 이 바퀴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은 웨슬리가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 해석을 에스겔서에 대한 그의 주된 자료였던, 매튜 풀 리가 쓴 『성경 주

석』에서 발견했을 것이고, 물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풀리는 말하기는 하나님의 “아래 

세계들에 대한 섭리들”은 “바퀴들과 그것들의 동작들에 의해서 묘사되어진다” (에스겔 1:15-25). 

그러나, 웨슬리는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해석과 강조를 덧붙이고 있다. 

에스겔 1:15에 관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섭리의 세대들은 기계의 바퀴들에 비

교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그것의 정상적인 동작에 기여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섭리는 명령하고, 변화시킨다: 때로 어떤 바퀴의 하나의 살(spoke)이 가장 높고 때로는 다른 

살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자신의 축 가지(axle tree) 위에서 바퀴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상적이

고 안정되다. 그리고 그 바퀴는 생물들의 곁에 있다고 말해지는데, 생물들은 바퀴들의 동작을 돌

본다. 왜냐하면 모든 열등한 피조물들은 창조자가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도하고 영향을 줌

으로써 존재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보여지는 영향들은 보이지 않는 원인들에 의해

서 관리되고 지배된다. 

에스겔 1:18에 대해 주석하면서 웨슬리는 덧붙인다: “그 바퀴들과 그것들의 동작과 그것들의 

높이와 눈들은 신적 섭리의 높이와 불가해함과 지혜와 깨어있음을 얼마나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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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는 에스겔 3:13과 10:10의 주석에서 다시 섭리의 바퀴들을 언급한다. 웨슬리는 말하기

를, 10:10이 언급하는 “바퀴들”은 “비록 그것들의 동작들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 상호간에 섭리에 대한 언급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상호간의 의존성

을 암시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연합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경향을 암시한다.” 

웨슬리가 때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섭리의 날개들”이다. 이사야 63:9은 “그들의 모

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

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주석하면서 웨슬리는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분의 팔로 안아서, 그리고 그 분의 섭리의 날

개 위에 올려서 옮겨 주셨다.” 후에 스바냐 2:3에 대해서도 웨슬리는 “신적 섭리의 날개 아래” 

보호받음에 대해서 말한다. 

웨슬리가 섭리에 대해서 말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간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

다. 그러나 이상의 본문들은 기독교 제자도에 있어서 섭리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분별을 자고 있다. 

II. 웨슬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섭리 

이 토론은 우리를 웨슬리의 신학의 더 큰 구조를 조명해 주는바 신적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에 있는 주된 논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웨슬리는 그가 피조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전체

적인 계획과 구원을 어떻게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섭리 와 

은혜를 연결 짓는다. 

 

『구약에 대한 설명 노우트』에서 웨슬리는 섭리 와 은혜를 반복적으로 짝을 짓거나 혹은 결합

시킨다. 이것은 상당한 의도성을 보여준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창조에서의 (as this of creation)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모두의 역사하심의 영광과 선함, 

아름다움과 조화는, [창세기 1장에 그려진], 그것들이 완성될 때 가장 잘 나타난다. (창세기 1장 

주석; 이탤릭 표시는 원본) 여기에서 핵심적인 관용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 (God’s 

works both of providence and grace) 이다.      

구언에 대해서 웨슬리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으며, 그 분은 

우리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며 부지런한 

사람들의 수고에 면류관을 주신다” (창세기 5:14 주석).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

혜는 그 분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동적으로 역사한다. 

웨슬리는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분의 섭리와 은혜의 모든 은혜로우신 방법들 속에서 

그 분에게 반역했던 우리를 그 분 자신에게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목표하신다.(출애굽기 19:4 주석, 이탤릭표시는 원본) 

우리는 가장 힘든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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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출애굽기 17:5) 

신명기 8:2에 대해서 웨슬리는 주석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모두의 방식들

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그 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

다...”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와 은혜 의 방식들을 연결시키는 동시에 구별한다. 

사무엘상 16:16의 주석에서 또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섬김을 위해서 계

획하시는 사람들은, 그 분의 섭리가 그 분의 은혜와 일치하여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

고 자격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주: 원문에는 race이나 grace의 오

타로 여겨짐]의 길을 예비한다고 웨슬리는 제안한다. 

웨슬리는 “은혜의 왕국”과 “섭리의 왕국”이라는 관용어를  열왕기상 17:15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엘리야가 방문했던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고 있다. 웨슬리는 다음

과 같이 기술한다. 엘리야가 말한대로 “확실히 그 여인의 믿음이 커져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약속을 믿게 된 것은... 섭리의 왕국에서 그 여인의 기름이 늘어난 것만큼이나 은혜의 

왕국에서도 위대한 기적이었다.”      

  웨슬리는 여기에서 매튜 헨리의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웨슬리는 물론 두 개의 

구별된 왕국 – 은혜의 왕국과 섭리의 왕국 - 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작용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사한 비교와 대조를 욥기 4:17의 주석에서 찾는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매튜 헨리

를 약간 의역하여) 말한다. 

신적 율법의 지도와 신적 은혜의 섭리, 혹은 신적 섭리의 처분권을 흠잡는 사람들은 자기 자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작자 가 되시고, 그들

의 주요 소유자가 되신다: 그분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공의와 순수함의 창시자가 되신다. 

『구약에 대한 설명 노우트』에 나타난 이러한 인용문들은 웨슬리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하

나님의 은혜 와 섭리를 함께 연결 지으며, 또한 이 둘을 구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

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 혹은 “섭리와 은혜의 방식들” 표현에서 가장 명백하게 보여진다 (신

명기 8:2 주석). 

섭리와 은혜의 이러한 짝지움은 중요하다. 그것은 섭리와 은혜가 결합되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은 그 각각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에 결여된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깊이와 의미를 더해 준다. 

이것이 중요하다. 다른 여러 것들 중에서 그것은 웨슬리가 은혜 를 말할 때마다 섭리 가 그

의 의식과 고려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와 같이 그가 섭리를 말할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주지한 것처럼, 웨슬리는 “은혜로우신 섭리”

의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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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가 이 점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말해온 고전적 신학을 단순히 다시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내가 앞으로 제시할 이유

들로 인해서 섭리를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강조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에 관한 웨슬리의 언급들에 대한 이 논의는 웨슬리의 신학 안에서 은혜 

와 섭리 의 관계성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비록 웨슬리가 하나님

의 섭리를 “은혜롭다”고 묘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 둘은 같지 않다.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은혜 

와 섭리 는 협동적으로 기능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웨슬리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

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방식을 준비해 준다. 

이것은 또한 웨슬리에게 있어서 섭리 와 선행은총 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행동이 선행적 은총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이 둘을 구별하는 것

이 불가능한 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섭리 와 은혜 가 하나님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속성

이나 특성이나 자질이 아니며, 우리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들과 영향들을 경험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기대한다. 이들 용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신비와 우리를 향하신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인간의 언어인 것이다. 

III. 섭리와 예정 

웨슬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고 이를 인해서 그 분을 찬양할 좋은 기회를 결코 그냥 지

나치는 법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한가? 

주된 이유는, 내가 믿기로는, 섭리가 예정 문제에 대한 웨슬리의 해답이기 때문이다. 

섭리는 예정의 문제와 본래적으로 묶이어 있다. 이것은 야곱 알미니우스 (1560-1609)에 의

해서 인식되었고, 그는 예정론을 더 큰 섭리의 교리 안에서 다루었다. 우리가 섭리의 교리를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정의 문제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다. 섭리의 교리와 역동성을 밝힌다면 여

러분은 예정의 수수께끼를 대략적으로 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웨슬리 신학자들은 전형적으로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를 인식하는 것과 웨슬

리의 신학에 있어서 섭리가 가진 핵심적 역할을 경시하거나 실패해 온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소위 하나님의 “작정”이 가진 문제이다. 칼빈은 

예정을 하나님의 근본적인 신적 “작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거의 “작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약의 예를 따라서 웨슬리 자신도 거의 하나님

의 “작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 작정의 언어

는 고정적이다; 그러나 섭리의 언어는 역동적이다. 하나님은 작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조물과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관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섭리는 웨슬리의 신학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작정” - 따라서 예

정 – 이 하는 기능을 한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섭리는 칼빈의 신학에서 예정론이 차지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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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워주는,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되는 확신이다. 칼빈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예정론에 호소할 

때 웨슬리는 섭리론에 호소한다. 

칼빈과 웨슬리가 동의하는 많은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둘이 서로 다른 결정적인 점

이다. 이러한 차이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 웨슬

리와 칼빈 모두는 양보함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다

른 측면 혹은 차원들을 강조한다. 

칼빈 에게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지 와 능력 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주로 그 분의 주권적 능력의 행사와,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예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주권적 의지의 행사에서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의 주권적 능력과 의지이다. 여기

에서 하나님의 작정 에 관한 칼빈의 강조가 오는 것이다. 

웨슬리에게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들은 – 구원을 생각할 때 특히, 그러나 또한 더욱 광범

위하게 – 하나님의 사랑 이며 그 분의 지혜 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일부가 아니라 모

두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는 일에, 신적 주권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없이, 행사되어지는 그 분의 

주권적 사랑과 주권적 지혜의 행사에서 주로 보여진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중

요한 것은 그 분의 주권적 지혜와 사랑이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급에 관한 웨슬리

의 강조는 여기에서부터 온다 – 다른 말로 하면 섭리의 교리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할 때 주로 하나님의 지혜 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설명

해 준다. 

칼빈이 예정론에 호소할 때 웨슬리는 섭리에 호소한다. 웨슬리의 칼빈의 예정론의 교리를 반

대하는 웨슬리의 관심은 섭리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강조를 설명해 준다. 그의 저작을 보면, 칼

빈이 예정에 호소할 곳에서  웨슬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분의 지혜이다. 그 분의 “작정들”이 아니

며 오히려 그의 은혜로우신 공급하심이다. 

물론 칼빈과 웨슬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측면들을 강조했다. 그들은 다른 신적 속

성들에 관해 말했고, 여기에서 그들은 대부분 동의한다. 문제는 강조 혹은 제일성의 문제인데, 

특히 구원 교리에 관련해서 그러하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웨슬리의 깊은 의식은 우리가 존 칼빈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더욱 심오한 이해를 구현하고 있다. 신적 주권에 대한 웨슬리의 생각이 더욱 심오

한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인간의 자유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보았다. 즉, 하나님은 인간

들보다 무한히 더욱 지혜로우시고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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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 는 항상 그 분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위를 예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분의 은혜로우신 목적들의 완성과 그 분의 구원의 

약속들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행동들도 좌절시키도록 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기 때문이다. 

IV. 섭리와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섭리의 인정은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도움이 

될만한 관점을 제공한다.  

A. 고통의 문제

 웨슬리는 세상 속에 있는 고통의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회복 (사도행전 3:21)은 모든 고통을 그치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고통 없이 오지는 않는다고 웨슬리는 가르쳤다. 로마서 8:17-24는 우리의 “신음”과 “고

통”에 관해서 말한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기다리고 또 일한다면 우리가 그 분의 영광에 참여하

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썩

어짐의 종노릇” 안에 있는 온 피조계는 “오늘날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내면

적으로 신음하면서” 온전한 해방을 기다리고 있고, “간절한 기대”로 모든 만물과 함께 궁극적인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해산하는 어머니처럼 기대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22). 만일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 분과 함께 고통 받는다면, 이 고통은 구속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웨슬리는 믿었다. 그는 고통을 하나의 신비로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계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고통 –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

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의 분담자가 되고 참여자가 된다 - 을 통해서 세계

의 구속을 이루신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을 그 분의 구속

적이고, 회복적인 목적들 속으로 짜넣으신다고 가르쳤다. 

웨슬리의 견해에서는 진정한 기독교는 “단지 행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포함하는데 – 이것은 

행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는 크리소스톰을 인용했다. “기독교인은 그의 기쁨들뿐만 아니라 

그의 슬픔들을 가진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기쁨보다 더욱 달다.” 웨슬리는 고통이란 “우리의 행

복을 가로막거나 덜어주는 것”이기보다는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참으로 그것의 [작지] 않은 부

분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랑은 고통으로 인도한다. 웨슬리는 쓰기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연민의 슬픔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아버지 없는 사람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방문하도록 이끌 것이며 [야고보서 1:27],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관심

을 갖게할 것이며,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동정하는 눈물들을 섞어줄 것이다“고 했다. 

웨슬리는 외친다: 

고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시는 유익들은 얼마나 수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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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다. “인간의 언어로 고통이라 불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언

어에서는 장식된 축복이다.” 참으로 만일 세상에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종교의 엄청난 부분이, 

그렇다, 어떤 점에서는 가장 탁월한 부분이 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받으실만 한 것이 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되어진다. 

“인내에 관하여” (야고보서 1:4) 설교에서 웨슬리는 인내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식

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감내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고통은 경

멸되거나 과장되어서는 (made too much of it) 안된다. 인내심 있는 기독교인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고통의 저자” 이심을 알며, 우리로 하여금 그 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히브리서 12:10 KJV)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우리로 고

통을 받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사랑임을 안다. 

 

웨슬리는 그러나 고통이 단지 개인적인 덕이나 단순히 연민으로 섬김의 부분이 아님을 보았

다. 웨슬리는 정직하게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직면했다 –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더 큰 틀 속

에서 고통을 보았다. (로마서 8장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설교의 놀라운 구절에서 웨

슬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바다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부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수 백만의 피조물들이 현재 다른 피

조물들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가엾고 무죄하고 저항하

지 않는 동료 피조물들을 여러 조각으로 찢고 삼킴으로서 말이다. 이와 같이 수다한 다수들은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한 분 공통적인 아버지의 후손들이며,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으신 그 분은 곧 모든 것의 

형세를 바꾸실 것이며, 그 분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그 분의 자비가 그 분의 모든 작품들 위에 

있음”을 보일 증거를 주실 것이다“ (시편 145:9) 현재에 도달한 사물들의 무서운 상태는 곧 끝날 

것이다. 새 땅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서로 간에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

다... “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말들은 비유적일 뿐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될 수 있

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이사야 11:6]. 해 뜨는데서 해 지는 데까지 

“그들은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사야 11:9]   

아마도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웨슬리가 이러한 회복,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배타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물질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 11장과 같은 본

문은 “비유적으로 뿐 아니라 문자적으로” 여겨져야 한다. 

세상을 웨슬리적으로 보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에 대한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

며 – 그리고 현재 우리의 고통들은 그 전체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데 있어

서 어떤 경로로든 필연적인 부분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이해하

고 또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그리고 섭리적으로 현재의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악

과 고통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그 분의 지혜, 능력, 사랑 그리고 효과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보편적인 성결과 행복을 세우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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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 

변덕스러운 악의 문제들과 무고한 고통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점에 관해서 중요한 한 권의 책이 토마스 제이 오드의 『통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

랑』  이다. 이 책은 곧바로 논쟁적인 악의 문제를 다룬다. 오드의 계획은 궁극적인 악, 무작위

성, 우연적 발생에 대해 신학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나 신학적이기 보다는 더욱 철학적이다. 사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들은 약간

의 중요한 논리적 오류들에 기초하고 있다. 

오드는 사랑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을 예방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만일 하나님이 악을 예방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비난받을 

수 있다.” 오드는 사건들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궁극적인 악들을 기적적으로 예방했어야만 한다”고 쓰고 있다. 그의 책 전체는 이러한 관

심에 매달려 있다. 

오드는 종종 하나님이 했어야 (should) 하는 것들 (악의 방지)과 신이 할 수 없는 (cannot)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악을 예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드가 하나님

의 “본질적인 자기 비움 (kenosis)”라고 부르는 것과 모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드의 핵심적인 주장들은 세 가지의 오류 위에 놓여있다: 1) 이성의 적절성: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2) 악에 대한 

대답으로서 신비 의 부적절성. 3) 진정한 사랑과 지배의 능력을 해사하는 것은 모순되며 서로 배

타적이라는 주장. 

오드는 신비에 호소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혀 대답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신학자들은 악의 

문제에 “부딪칠 때 신비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무효이다. 악으로 인해 근심하는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신비에 호소“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앙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과 그들이 경

험하는 궁극적인 악을 화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오드는 악을 다룸에 있어서 신비에 대한 그와 같은 모든 호소에 대해서 경멸한다. 우리 대부

분과 같이 그는 끔찍한 악을 대면할 때 단순하고 손쉽고, 피상적이고 구역질나게 건방진,  신비

에 대한 호소들에 관해서 들어왔다. 나는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나, 그

가 제시한 해결책은 설득력이 없음을 발견한다. 

『통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신비”는 본래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불가해한 어

떤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신비에 대한 호소는 무의미에 대한 호소에 가깝거나 무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신비에 호소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악과 

관련하여 신비를 말할 때, 그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비를 의미하는 (혹은 의미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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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서에서 신비 는 궁극적인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숙명론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미에 

대한 호소가 아니며 도피주의의 한 형태도 아니다. 성경 속에서 신비는 현재에 있어 단지 부분

적으로만 계시되거나, 나타나거나, “덮개가 벗겨지는” 진리이며, 후에는 온전히 계시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계시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자체는 반복적으로 신비를 불러일으키거나 신비에 호소한다 – 신비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지혜이며;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의 당연한 결과로서 말이다 – 이는 웨슬리가 종종 강조했던 어떤 것이다. 

최종적인 분석에서 악의 신비는 하나님이 (혹은 어떤 것이라도) 왜 존재하는가 하는 신비보다 

더 크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 33:27).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고, 역설적으로, 심지어는 끔찍한 악의 

목전에서도 그러하다. 평화롭지만,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

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다. 

악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종말론

적인 것으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내야 할 어떤 것이다. 우리는 그 해결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은 믿음, 순종, 기꺼이 고통 받음,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그 분의 약속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요구한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악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참으로 “아직 오지 않았다.” N. T. 라이트는 

『성서로 인해서 놀라다』에서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설명되

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들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 다시 실행되는 하나님의 고통 받으시는 사랑은, 세상의 악

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다”라고 라이트는 주장한다. 

우리는 악의 문제가 철학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만족시키는 방식으

로 대답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성경은 악의 문제에 대해 종말론적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궁극

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분의 모든 선하신 약속

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이 땅의 화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에

서 그 분과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초대를 받았다.      

     

1758년 베드포드에 모인 판사들과 공무원들과 시종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웨슬리는 “최후의 

재판” - 이는 최후의 심판이다 - 에 관해 말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역사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

해 확신시켜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숨은 것들에 빛을 가져오셨을 때, 거기에서 행하는 자들이 

누구일지라도, 그 분의 모든 방법들은 지혜롭고 선하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 분은 “짙은 구름

을 통해서도 보셨음이,” 그리고 모든 것을 지혜로우신 “그 분 자신의 의지의 계획”에 의해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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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음이; 어느 것도 [궁극적으로] 우연이나 인간의 변덕에 내버려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서 “강력하고 또 친절하게” 배치하셨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정의와 자비와 진리가 연결된 하나

의 사슬 속으로 가져 오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결 론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웨슬리의 섭리관이 가진 다섯 가지의 결과들

이 있다. 

1. 섭리에 관한 웨슬리의 이해는 그의 신학을 그 내용과 구조 모두에 있어서 더욱 넓게 보는 관

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웨슬리가 섭리에 관해 둔 강조는 웨슬리의 신학적 작업이 가진 깊

이와 지혜를 증언한다. 

2. 웨슬리는 구원의 핵심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작정으로 나온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은혜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는 전형

적인 개혁주의적 예정교리보다 더 깊으며 미묘한 차이가 있다. 

3. 웨슬리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숙명론의 극단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측을 피하는,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섭리이해를 제시한다. 그것은 우리를 깊은 감사와 확신의 자리에 두며, 또

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책임의 자리에 우리를 둔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그러나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사역 속

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을 깨닫는다.  

4.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는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해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

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징짓는 지혜와 능력도, 충만한 은혜와 사랑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고통을 

부인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우리의 삶과 그 분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행

동을 신뢰하여야 한다.  

5. 섭리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는 중보기도에 대해 건전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비록 

만물의 최종적인 화해가 확실할지라도, 미래는 모두 예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것이 우연

적이다 – 이는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서 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 특히 

중보 기도들 속에서 역동적이며, 또한 잠재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세우

신 섭리적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섭리적인 개입이 개인과 역사와 그 분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일어나시도

록 기도함으로써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루의 끝에, 그리고 매일의 끝에 “모든 것이 좋다 ” 라고 말할 수 있

도록 해 주는 것은 섭리 – 이것은 하나님, 그 분의 성격, 그 분의 사랑, 그 분의 지혜, 그 분의 

정의, 그분의 거룩하심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 이다. 모든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과 교회와 역사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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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가장 깊고 또 높은 단계 혹은 차원에서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이 좋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때가 차는 그 때, 이 땅과 하

늘의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다.” 

나는 웨슬리가 한 말을 두 개 인용함으로써 발표를 맺고자 한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분의 영으로서 [인간의] 마음들을 정돈하시고, 그 분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의 일들을 명령하사 온전한 구원과 만물의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그 

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만드실 것이다. (욥기 40:3 주석)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섭리의 현

재 어려움들이 해소되어 편만하고 영원한 만족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욥기 8:20 주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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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료] 

한국에 성결을 심기 위한 대가(代價)
What it Cost to Plant Holiness in Korea Shall we compromise?

God's Revivalist and Bible Advocate (September 7, 1911): 9-10.

레티 카우만 (Lettie B. Cowman)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고후 1:8)

우리는 요즈음 바울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때, 즉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멍들고, 여기 저

기 매를 맞았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마

틴 루터는 결코 쉬운 길을 걷기보다는 어려운 길을 걸으며 인내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불경건한 대중에 맞

서, 얼마나 “진리에 대해 용감”했고, 어떻게 온전한 구원의 깃발을 들어 올렸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믿

음에 의한 성화”라는 위대한 옛 증거를 했던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 우리의 뼈 속 깊이 새로운 불을 놓습

니다. 박해와 투옥이 있던 그 당시에 충성스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대체로 경건의 훌륭하고 건

전한 성장을 위해 요즘에도 매우 용이한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종류의 경건입

니다. 우리도 대체로 매우 용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을 아셨고, 우리

가 그분의 진리에 대해 진실한지 어떤지를 아시기 위해서 심한 타격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보낸 십 년 동안 우리는 결코 어둠의 세력들과 그러한 격렬하고 오랜 싸움을 이

겨 본적이 없습니다. 찌름은 너무도 날카롭고 공격은 너무도 신랄하여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습니다. 사탄은 한국에 성결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

탄은 우리에게 대항하여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날마다 우리는 악의 세력과 

씨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종종 밤까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런던에서 몇 년 전, 토마스 부부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이교도의 땅에서 몇 년 후에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관하여 그들은 얼마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가. 정결케 하는 피에 대한 그들

의 간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이 전투의 최전방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분명하게 

쓴 깃발을 여전히 흔들고 있다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 깃발은 눈물로 얼룩져 있고, 나는 여기저기에 뿌려

진 약간의 심장의 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시카고감리교회(우리의 옛 모교회)에서 수년전 그날 밤에,  우리가 죄에서 정

결케 되기 위해 제단에 무릎 꿇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과 또한 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얼마나 꿈에도 생

각지 못했던가.

우리가 반복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우리의 옆에서 매우 충성스럽게 함께 한 우리의 친

구들은 어떤 종류의 조건 하에서 성결 사역이 이곳에 심겨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입장에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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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기도로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국에 성결학원을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성결학원의 섭리적인 개원, 그리고 성결학원에 필요한 것들

이 채워진 거의 기적적인 방법,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서 진행하신”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수천 명의 영혼들이 이교도의 땅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복들이 많은 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두운 상황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십시오.” 

우리는 5월 이곳에서 토마스 부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성서학원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부터 우리는 참아 낼 힘이 거의 없을 때까지 뜨거운 불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멋진  한 장소를 

알게 되었고, 그곳이 우리에게 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의 고향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그곳을 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샀습니다. 장소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악취를 피해 언덕 중턱까지 올라

가 세우는 것이 필요하리만큼 서울에서는 장소들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서울 전 지역 어디에도 남아 있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 변두리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

해 모든 거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돈을 꺼내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그

런데 그 때! 우리가 성서학원을 위해 그곳을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의 가격을 두 

배로 불렀고, 심지어 매매의 길까지 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런 마음을 감추어야할 만큼 너무나 교활한 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방해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아래 장소를 찾아 다녔지

만 아무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기억했고, 그 소명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나

님께 감사합니다! 그밖에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느 무더운 아침, 우리는 부지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때 한 언덕 위에 사랑스런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화강암으로 골진 산들과 멋지고 큰 한국산 포플러나무들을 감탄하며, 그곳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생각하며 서 있는 동안, 갑자기 날카로운 돌이 공

기를 가르며 굴러 와서 양어깨 사이에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기절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붙잡

아 주지 않으셨다면 굴러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징그러운 뱀이 쉬익 소리를 내며 우리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억센 말로 밟게 

하고는 은혜롭게 피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사악한 영들로 가득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악의 힘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시편 91편을 읽고 우

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았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안

도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인간입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잠

자리에 든 후, 찬송가의 가사가 달콤한 위로로 다가와 우리는 기도하듯이 노래하였습니다.   

“나를 숨겨주소서! 오, 나의 구세주, 나를 숨겨주소서.”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는 동안, 그 방안에는 보호의 날개로 덮여져서 실제로 우리가 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감미로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살며시 깃들었고 고요한 안

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신명기 33장 26절, “하나님이 …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시고”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매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05장 44절, “그분은 열방의 땅을 저
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말씀도 다가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입니까? 그것은 45절에 나옵니다. “이는 저희
로 그 율법을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성서학원). 상세한 구절들을 나열하려면 너무나 많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이교도 친구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필요에 일치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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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였습니다. 그는 왕실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언덕 중턱 위에서 가장 아름다

운 장소들 중 하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천의 초가집, 좁은 길, 그리고 흰옷 입은 거주민들이 사

는 도시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에는 긴 산줄기에 치솟는 봉우리들이 있고, 계곡에는 슬픔과 죄와 

불신자가 있는 수백의 마을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습니다. 

이 장소는 200년 이상 한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소유문서는 놀라운 유물이

었습니다. 언덕 꼭대기는 아름다운 나무들, 감나무, 살구나무, 벚나무 그리고 자두나무로 덮여 있었고, 공기

는 신선하고 상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소를 구입하는 것에 절반도 못 미치는 값으로 구입한 

이 훌륭한 장소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로 “그분은 열방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큰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는 행복한 자녀처럼 느꼈습니

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겪은 고난과 비교해 볼 때 산더미 같은 무게였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

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연합성서학원Union Bible School을 함께 개원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해 우리를 불

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로교 형제들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제안된 계획안은 매우 그

럴 듯해 보였고, 모든 것은 원활하고 기분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

에게 “도움자”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교리들이 논의되었고, 위원회 형제들

은 웨슬리안 성결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

내셔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서훈련원 사역에서 연합하려면 우리가 성결을 자유롭

게 가르치는 것이 규정Constitution에 기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위원회 모임이 열렸고, 실제로 단지 

그 모임은 우리가 웨슬리안 성결의 가르침을 포기하게끔 노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시련

과 우리에게 던져진 어려운 일들, 즉 괴로움, 투쟁, 날카로운 화살의 찌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합

니다. 우리의 감리교 형제들은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교리를 

가르칠 것에 대해 “운명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감리교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떤 운명에도 계속해서 맡길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준과 타

협을 낮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안된 연합성서학원에

서 우리의 자유가 거절당한다면, 우리는 홀로 물러나서 “문도 없이, 그분의 질책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는데 성결의 주제와 우리의 존재가 매일 매일의 테마였습니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환영으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 축복에 굶주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로교 위원회에 속한 한 사랑스런 소녀는 토마스 부

부를 만나기 위해 작정하고 하룻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부부는 그녀에게 성결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한 감리교 선교사가 토마스 부인에게 그 소녀의 마음이 성결의 체험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말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영국에서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

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제 선교사를 동정합니다. 그 선교사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우리의 성결모임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우리 전도관 근처에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럴 경우 거기서 축출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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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는 매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진리에 대한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 

사울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국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와 진

실로 가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옛 길”로 지켜주시고, 타협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한국에서 성결을 가르치며 성결한 삶을 살 작정입니다. “저희 목전에서 내
가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의 사역을 불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

하십니다! 그들은 이 외로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고, 자기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가 미국과 영국의 교회만큼이나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합니다. 우리는 성결

의 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결의 복음이 이단시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복음

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성결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진리로써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1천 2백만에 달하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

식을 그들의 동료들에게 전할 양육된 토착인들의 강력한 군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

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성서학원 건물들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해 특별기도를 부탁

하고 싶습니다. 장소를 확보할 때 지연되는 동안, 우리는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즉 장마철이 바로 시작되

고, 추운 겨울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빨리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양의 일하는 방식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관은 잘 진행되고 있고, 10월까지는 완

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성결성서학원”도 완성되고 개원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국과 영국에 있는 몇몇 유명한 성결 교사들의 

마음에 그것을 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투에 나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매년 몇 달 동안 

여기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선구자가 된 특권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

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수많은 전투를 이겨냈던 선배 성도들의 도움과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성결교회 모체, 동양선교회 창립의

주역: 카우만 부부의 생애

  찰스 카우만Charles E. Cowman은 1868년 3월 13일 미국 일리노이 

주 툴론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신실하고 유망한 감리교도들

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레티 Lettie B. Cowman 역시 1870년 3월 

3일 툴롱의 한 명망 있는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다. 부모들은 예술

적 재능이 있던 레티를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녀는 

이를 포기하고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던 찰스와 1889년에 결혼

하였다.

  그 후 음악을 좋아하던 레티가 1892년 겨울 은혜감리교회에서 

열린 찬양간증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의 은혜를 체험한 후 찰스도 

아내의 인도로 회심했다. 찰스는 이후 시카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

해 직장에서 전신기사선교단Telegraph's Mission Band을 조직하는 등 왕성한 전도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작은 

지옥”Little hell이라 불리던 시카고 뒷골목을 전도하던 '작은지옥선교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활동하기도 했

다. 이 슬럼지역에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는”friendless, homeless, and penniless 버림받은 인생

들이 살고 있었다. 카우만은 이들에게 들어가서 성결의 복음을 외치며, 노름판과 술판에 매인 사람들을 그

리스도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였다.

  그리고 1894년 9월에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열린 심프슨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다짐

하게 되었다. 이후 찰스는 1894년 12월에 회사의 업무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과 큰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부패성을 깊이 자각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

던 동료로부터 성결의 은혜에 대해 알게 되어 이를 사모하다가 성결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1900년 8월에는 

마태복음 20장 4절을 연구하다가 깊은 도전을 받고 일본 선교를 결정하였다. 그때 레티는 이미 6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상태였다. 이후 만국성결연맹의 창설자 마틴 냅이 세운 하나님의 성서학원

에서 잠시 훈련을 받다가 1901년 1월 레티와 함께 만국성결연맹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를 위해 

출발하였다.

  1901년 2월 일본에 도착한 후 나카다 쥬지와 함께 동경성서학원과 복음전도관을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전

개했다. 그 결과 1905년 11월에는 공식적으로 동양선교회OMS가 조직되었으며, 1907년 5월에는 김상준, 정

빈 두 사람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성결의 복음을 전하다가 5월 30일 동양선교회 염곡전도관을 시작하였다. 

이후 찰스 카우만은 제1대 총재로 동양선교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다가 심장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1917년 

11월에는 요양차 미국 하와이로 건너갔다. 그는 그곳에서 모금활동을 벌이다가 ‘동양선교에 끝까지 매진해 

줄 것’을 유언한 후 1924년 9월 15일 5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한편 1924년에는 찰스 카우만

이 죽기 전, 그를 곁에서 간호하며 겪었던 아픔과 은혜를 담아낸 레티의 묵상집, 『사막의 생수』 The Stream in 

the Desert가 출판되기도 했다. 이후 레티 카우만은 1933년 동양선교회 3대 총재가 되어 활동하다가 1960년 

4월 17일 9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카우만 부부에게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