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는 말

16세기종교개혁의핵심구호중하나는“오직성경”(sola scriptura)이다. 개

혁자들은이구호를종교개혁모든 역에적용했다. 특히종교개혁시대에

나온예배용찬송가인『제네바시편찬송가』는“오직성경”의구호를예배와

찬송에적용하려한대표적인산물이다. 오늘날시편찬송만을부르고, 칼빈

주의를신봉하는교단과교회는그들이시편찬송을불러야하는정당성을바

로이사실에서찾는다.1 16세기종교개혁자(그중에서칼빈)의찬송은21세기

의개혁파교회들에게찬송의의미에대해중요한성경적인지침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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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6세기의종교개혁자들의찬송의모델인칼빈의제네바시편찬송가

를예로들어칼빈이시편찬송을만들게된배경과시편찬송에들어있는핵

심개념과찬송의정신을분석하고평가함으로써 21세기한국장로교회의바

른찬송의지침을얻으려한다. 

2  개혁파 신학과 칼빈의『제네바 시편찬송가』

칼빈은여러면에서후대교회에지표가되는중요한업적을남겼다. 그가

쓴기독교강요와요한계시록을제외한거의모든성경의의미를설명한주석

등은교회가믿는바가무엇인지, 또교회가선포하고행해야할개혁파신학

의정신과원칙이무엇인지를제시한작품들이다. 그런데칼빈의신학총체만

큼중요한업적은그가제네바에서만든『제네바시편찬송가』이다. 이찬송가

가나오게된배경과거기에반 된칼빈의찬송의정신을차례로살펴보자.

2.1  『제네바시편찬송가』가나오게된배경

칼빈이교회에서시편찬송을부르도록장려하고, 실제로칼빈이종교개혁

을수행하는동안시편찬송을만들게된과정과시편찬송의정신은그가프

랑스와스위스제네바그리고스트라스부르에서행한종교개혁상황에비추

어이해해야한다. 그는1538년과1541년사이에스트라스부르에머물면서프

랑스난민교회를대상으로목회를했다. 그가이곳에서목회를하게된경위

는다음과같다.

칼빈이프랑스파리에서독일과프랑스의국경지역에있던스트라스부르

로가려고할무렵, 프랑스와독일은전쟁중이었다. 두나라를잇는도로가차

단이되어그는행선지를스위스제네바로옮길수밖에없었다. 그러나칼빈

이직접스트라스부르로가지못하고우회하여제네바에잠시머문것이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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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칼빈의그후사역을위해서는더좋은결과를낳았다. 그는거기서화렐

(Farrel)을만나제네바에서종교개혁을이끌어줄것을제의받았기때문이다. 

칼빈이제네바에머물고있는동안교회예배와찬송과관련하여한중요한

시도는1537년1월16일에제네바시의회에제안한논문이다.2이논문에서칼

빈은시의회에두가지중요한내용을개정해줄것을요구했다. 하나는매주

일예배때마다성만찬을베푸는것이고, 다른하나는성만찬을둘러싼치리

에관한것으로서그리스도인의성화의삶에관한내용이다. 칼빈은이두내

용을제안하면서바른찬송을부르는것과관련하여몇가지그의입장을천

명하 다. 그안에들어있는내용을직접옮겨본다.

공적인기도의형태로시편을찬송하는것은교회의덕을세우기에대단히유

익합니다. 시편찬송은하나님께간구하거나그분을찬송합니다. 시편을기도

하고찬송함으로써모든사람들의마음은감동되고자극을받아이와비슷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또는

복을빌수) 있습니다.3

여기서우리는찬송에대한칼빈의견해를엿볼수있다. 칼빈의종교개혁

의목표중의하나는교회가찬송다운찬송을부르는것이다. 그리고칼빈은

그렇게하는것이교회의덕을세우는데대단히유익한일이라면서, 찬송을

교회의교회됨을이룩하는중요한요소라고밝힌다. 이러한목적에부합한찬

송이바로시편찬송이다. 칼빈이이논문에서시편찬송을부르기를제안한이

유는무엇일까? 칼빈의 을직접인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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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논문은 1537년 1월 16일에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et du culte á Gene`ve, proposés au Conseil par les ministres(제네바에서교
회조직과그예배에관한논문)”이다. 

3  W. Stanford Reid, “The Battle Hymns of the Lord Calvinist Psalmody of the Sixteenth
Century”, in Sixteenth Century Essays and Studies (St. Louis: The Foundation for Reformation
Research, 1971), 38에서인용.



한편, 교회에서불려지기를열망하는시편찬송이있는데, 우리는고대교회에

서, 그리고입술과마음으로회중가운데서부르는것이좋다고말한사도자

신의증거에서그예들을찾을수있습니다. 실제로적용해보지않고서는아

무도이것으로부터생기는유익과교화를예상할수없습니다. 확실히만물들

이그러하듯이, 신자들의기도들은매우냉랭하여우리는무척부끄럽고심지

어황당하기까지합니다. 시편은우리의마음을하나님께로상승시키는데자

극을주며, 우리를감동하여그분의이름의 광을찬송하도록일깨우며찬송

하는열정으로우리들을이끌어갑니다. 게다가로마가톨릭과그에속한자

들이교회로부터빼앗아간유익과위로함이무엇인지를고려해봐야할것입

니다. 이는그들이진정한 적찬송이되어야하는시편을이해하지도못한

채자기들사이에서중얼거리는것으로바꾸어놓았습니다.4

이 에따르면, 예배때부를찬송과그신학적근거는목회적필요성에서

나왔다. 교회가시편찬송을부를객관적인이유는사도(바울)의증언과고대

교부들의제안에기원을둔다. 당시예배는로마가톨릭교회의미사를중심

한예배 고, 미사가진행되는동안칸토라고불리는특정한사람(성직자)만

찬송을불 다. 이에비하여, 칼빈은어떻게하면성경과초대교회의사도적

전승에따를것인지에관심을기울 다. 그는당대의미사를개혁하여바른

예배갱신을추구하 고, 그일환으로교회에서시편찬송을부르는것을계획

하 다.

더욱이성도들과관련해서는찬송을부르는사람들의마음을하나님께상

승시키고, 하나님의 광을찬송하는데시편만한것이없다는것이시편찬송

을만들어야하는중요한이유 다. 시편은성도들의진정한 적인찬송이지

만, 로마가톨릭교회는성도들에게서시편을부를찬송을빼앗아갔다.5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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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lvin,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C. Garside, “The Origins of Calvin’s Theology of
Music: 1536-1543”, Transaction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69 (1979): 10에서인용. 

5  이미, 로마가톨릭교회는미사를거행할때마다이미정형화되어있는미사곡만을
불 다. 미사곡은일반대중은직접부르지못하고, 늘듣기만해야했다.



서칼빈은제네바의시의회에제출한「교회조직과그예배에관한논문」에서

찬송과관련하여, “전부터몇몇의겸손한교회들로하여금노래하도록한유

산들은모든사람들이부르는데익숙할때까지크고분명한목소리로노래하

며, 사람들은모든주의를기울여들으며진심으로입으로불리는것을따라

해야한다”라고제안하 다. 하지만칼빈은시편을불러야하는목적을기도

의냉랭함에서찾아이문제가찬송자체의문제보다는기도의문제와관련이

있다고이해하고있다. 

(성찬과치리를비롯하여) 찬송과관련된칼빈의제안은훌륭했다. 그러나

이논문은시의회에서대폭수정된채통과되긴했지만, 사실칼빈이제안한

찬송의정신은반 되지않았다. 그래서칼빈은화렐과함께제네바시의회에

항거하 고, 이것이관철되지않자1538년부활절때성만찬집례를거부하고

그해4월23일제네바를떠났다. 

그후칼빈이베른, 취리히, 바젤을거쳐마침내찾은곳은스트라스부르이

다. 칼빈이그곳으로가게된것은역동적인신학자이면서다른종교개혁자

인부처(Bucer)의권고때문이다. 칼빈은 1538년 9월에스크라스부르로갔고,

그곳에서 구히살려고시민권까지받았다. 그곳은프랑스종교개혁의중

심이었다. 당시스트라스부르는다양한복음주의견해와로마가톨릭에대해

어느정도열린자세를취하고있었다.6그곳에는프랑스에서신앙의박해를

피해피난해온사람들이 500명살고있었다. 하지만당시스트라스부르는독

일령으로독일의 향을받았다. 그들은스트라스부르에서독일예배의분위

기에빠졌으며, 칼빈과함께프랑스예배의식을만들어야할필요를느꼈다.

칼빈은이런상황에서교회와예배의신학적인틀을바르게제시함으로써종

교개혁을수행하려하 다.

당시독일의거의모든지역에서는교회마다루터의 향아래루터가만든

예배형식을사용하 는데, 이와는달리스트라스부르만큼은상당히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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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승훈, 『종교개혁과칼빈의 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40.



이었다. 당시그곳에서는디볼트슈바르츠(Diebold Schwarz)가 1524년 2월 16

일에만든독일어미사가사용되고있었다.7칼빈은이미사를개신교의예배

로전환하 다. 구체적으로말해서, 칼빈은미사에중점을둔예배에서설교

에중점을둔예배로바꿨다. 당대미사는오늘날거행되는미사와달리기본

적으로청각적인경험이아니라시각적인경험이었다. 평범한미사참석자들

은사제가미사를집행하는동안말하는것을들을수없었을뿐더러, 설령그

말을들었다고하더라도무슨뜻인지이해할수가없었다. 모든미사가라틴

어로진행되었기때문이다. 이런면에서칼빈이설교중심의예배로전환한

것은“듣는것”의중요성을회복한것으로평가된다.8

스트라스부르에서칼빈의예배개혁에 향을준사람은부쩌(Martin Bucer)

다. 부쩌는시편과찬송을독일어운율에맞춰부르게하 으며, 라틴어로

된예배순서의명칭들을서서히독일어로바꾸었다. 그리고“미사”를“주의

만찬(성찬)”으로, “사제”를“목사”로, “제단”을“성찬상”으로명칭변경했다.9

칼빈은스트라스부르에서프랑스난민들을대상으로매일설교와강의를

했고, 주일마다두번씩설교했다. 이처럼칼빈은목회를하면서교회와예배

의중요성을더욱절감했다. 그리고대중들에게도함께찬송을부르게하

다. 프랑스난민들은기뻤다. 본국프랑스에서는예배시간에찬송을부를수

없었지만, 스트라스부르에서는교우들누구나제한받지않고찬송을부를수

있었으니말이다. 하지만문제는그들이외국어노랫말과합창곡을이해할수

없었다는것이었다. 

칼빈은이러한문제를알고는있었지만루터와는다르게음악적인재능이

없는칼빈으로서는처음에는어쩔도리가없었다. 그러다가칼빈은먼저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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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승훈, 『종교개혁과칼빈의 성』, 243.

8  Robert M. Kingdon, “The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Princeton Seminary
Bulletin20 (1999): 264, 266, 268.

9  김 재, 『교회와예배』(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0), 92.



분의찬송을그들이읽고쉽게부를수있도록그들의언어로번역하기시작

했다. 하지만칼빈은자신이직접시편에곡을붙일수가없었다. 그래서그는

교우들을위해작곡가인끌레망마로(Clement Marot)에게시편을불어로번역

하도록부탁하 다. 마로는시편여덟개를번역했다. 마로는그가번역한시

편에칼빈이번역한시편다섯개를합쳐곡을붙 다. 마로가작곡한곡의멜

로디는스트라스푸르도시가있던알사스(Alsace) 지방의민요 다.10이곡은

교우들누구나쉽게배우고따라부를수있는운율로구성되었다. 이렇게하

여1539년에불어판시편찬송가인“Aulcuns Pseaulmes et Cantiques mys en Chant”

(노래로된시편들과성시들)이출판되었다.11 1539년시편찬송가에는시편1,

2, 3, 15, 19, 25, 32, 36, 46, 51, 90, 103, 113, 114, 115, 129, 137, 138, 142편과시므온의

노래, 십계명, 사도신경등 22곡이수록되었다. 이것은프랑스종교개혁과종

교개혁음악역사에있어서대단히큰사건이었다. 이찬송가는남녀노소누

구나찬송할수있는대중찬송가 다. 더욱이, 회중들은모국어로노래했고

그곡조가그들에게익숙한알사스지방의곡조 기에주님을찬송하는감동

이컸다.12

그후칼빈은1541년에제네바로돌아와서시편찬송에더열정을들여개신

교이념에따라찬송가를만들어제네바시에서종교개혁에성공하는또하나

의기틀을마련하 다. 스트라스부르에서만든최초의시편찬송가에이어, 제

네바에서작업한찬송이처음나오게된때는『제네바시편찬송가』를착수한

지불과1년만인1542년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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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dward Patte, “John Calvin and Choral Music”, in Calvin’s Early Writings and Ministry vol.2,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1992), 182.

11  이찬송가는H. Hasper (door), “het Franse kerkboek van Straatsburg uit 1539”, in Calvijns
Beginsel voor den Zang in den Eredienst, Deel 1 (Gravenhage: Stichting Sestelijke Liederen, 1955),
456-471에실려있다.

12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Dent, 1975), 69.

13   이것은 1543년과 1551년에개정되었는데, 1543년판『제네바시편찬송가』는마로
가새롭게작곡한스물다섯(25  곡이첨가되었고, 1551년판에서는브르조아가작곡한서



그런데칼빈과마로가주축이되어제네바시편찬송가를만드는중에마로

가갑자기죽었다(1544년). 마로는죽기전에베자(Theodore Beza)를후계자로

임명했다. 베자는칼빈의적극적인설득으로제네바시편찬송가를마무리하

여『제네바 시편찬송가』의최종판이면서장로교의최초찬송가이기도한

Pseaumes odante trois David (1551, 1554)를만들었으며, 그최종판은1562년에완

성되었다.14 이시편찬송가는시편과십계명, 시므온의노래등 110개의운율

과125개의곡이사용되어총152개의본문으로구성되었다.15

처음『제네바시편찬송가』가출판되었을때대단히빠른시간에대단히많

은부수가팔렸다. 당시출판현황은다음과같다. Witvliet는 Pierre Pidoux의

을인용하여 1562년초판이제네바에서만적어도 27,000부가출판되었으며,

프랑스와스위스의출판사 50군데에서 30,000권에서 50,000권사이가인쇄된

것을비롯하여불과몇년사이에9개언어로번역되어거의100,000부가인쇄

되었다고밝힌다.16

그러므로제네바시편찬송가는넓게는 16세기종교개혁이라는분위기에

서, 그리고그동안로마가톨릭에서수행해온미사와다양한복음주의를교

정하는차원에서, 그리고좁게는칼빈이고국프랑스를떠나스위스와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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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섯(35  곡과베자본문이첨가되었다. 이책은베자의새로운곡여섯개가첨가되어
1554년에재판되었다. 이찬송의공식명칭은Cinquante psaumes en francios par Clem. Marot
이다. John D.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Metrical Psalms in Liturgy and Life in Calvin’
s Geneva”, Calvin Theological Journal32 (1997): 276.

14  시편찬송가의최종판은결국1562년에출판되었지만그런과정중에발생한찬송
가의검열과험난한승인과정을설명한 Francis M. Higman, “Censorship and the Genevan
Psalter”, in Der Genfer Psalter und seine Rezeption in Deutschland, der Schweiz und den
niederlanden, 16-18 Jahrhunder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2004), 33-44를보라.

15  125곡은칼빈과마로는물론이고마이트르(Maitre  뷔송(Buisson)과다크(Dagues  등
의곡이포함되었다. 그리고 1564년에는르중(Claude le Jeune)이 4성부와 5성부로된“다
성제네바시편찬송”(Geneva Psalter Polyphonically)을작곡하여출판하 다. Jeffrey T.
VanderWilt, “John Calvin’s Theology of Liturgical Song”, Christian Scholars Review 25 (1996): 67;
Reid, “The Battle Hymns”, 41.

16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274.



일부의프랑스난민이라는독특한상황을염두에두고만들어졌다고할수

있다.

2.2 칼빈과시편찬송가

『제네바 시편찬송가』에는음악에대한칼빈의이해가반 되었다. 일반적

으로, 루터가음악을즐겼고루터자신이음악에재능이있었던것과비교하

여,17 칼빈은음악을비롯한예술에문외한이고예술을혐오했다고들생각한

다. 그래서예술에대한칼빈의태도를종교개혁일반과칼빈의종교개혁을

특징짓는본질중의하나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심지어Douen은칼빈에대

해“제네바의교황과모든쾌락과오락의적이며예술과음악의적”이라고평

가했다.18실제로칼빈은창세기주석에서유발이수금과퉁소만드는자의조

상이된것을설명하면서음악에대하여다음과같이언급하 다.

이것(악기들)은 우리의 필요(our necessity)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쾌락(our

pleasure)을위한것들이다. 쾌락은정죄를받아마땅하다. 이것이하나님을경

외하는것과결합하지않는다면말이다. …… 이것이음악의특성이다. 음악

은종교적인의식에활용될수있고, 사람들에게유용할수있다. 악한유혹과

어리석은즐거움에구속되지않는경우에한해서그러하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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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루터는음악을귀중한예술로서신학다음으로중요하다고여겼다. 그래서그는
복음주의예배에서음악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것은루터가지닌음악적소양과무관
하지않다. 그는찬송집과시편집을모아출판했으며(1524년), 라틴어로된미사의노랫
말을독일어로번역했다(1524년). 그밖에그는새로운성가(chants)를작곡하고, 찬송을누
구나부를수있도록세속가락을바꾸기도했으며, 찬송의아름다움을위해합창을사용
하기도했고, 8음계로구성된교회의음계를 12음계로확장시키기도했다. William R.
Estep, 『르네상스와종교개혁』라은성역(서울: 그리심, 2002), 318-320. 

18  Orentin Douen, Clément Marot et le Psaulier Huguenot, Paris (1878-79), I, 377. Charles
Garside, Jr., “Calvin’s Preface to the Psalter: A Re-Appraisal”, Musical Quarterly 37 (1951): 566에
서인용.

19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Genesis vol.1,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79), 218.



칼빈이유발에대해언급한내용의옳고그름을떠나, 칼빈은음악에무관

심하고부정적인입장을가졌던것처럼보인다. 정말칼빈은음악을혐오했는

가? 칼빈이음악에대해엄격한태도를지녔던것은사실이다. 하지만이렇게

된것은칼빈이예술을적대시했기때문이아니라그가로마가톨릭의체계를

적대시했기때문일가능성이많다. 사실칼빈은창세기주석에서하나님께서

만드신모든것이그분이보시기에심히좋았다고하면서, 문화를“하나님의

선물”이라고평가했다.20문화에대한칼빈의고결한견해에도불구하고그가

처음에찬송에관심을갖지않은것처럼보이는것은그시대적정황으로서

로마가톨릭교회가끼친 향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 당시교황체제아래

에서드리던예배는“외적인의식과심지어미신적인행습”이주를이루었기

때문이다.21개신교종교개혁이전에교회에속한사람들이노래하는것과관

련하여교회의공적인의회에서결정한내용들은얼마되지않았다. 하지만

이결정들은찬송에대한칼빈의생각에직접, 간접적으로 향을주었음에

틀림없다. 음악에대한칼빈의입장과신학은그의『제네바시편찬송가』에나

타나있다. 찬송에대한칼빈의이해와그의찬송정신을살펴보자.

2.2.1 시편찬송의정신

찬송에대한칼빈의입장을알수있는것은『제네바시편찬송가』의서문일

것이다.22 여기서칼빈은먼저주일성수의중요성을강조하고주님께서예배

96 개혁논총

20  Calvin, Genesis, 99-100.

21  Patte, “John Calvin and Choral Music”, 181; Dorothy Boyd, “Calvin’s Preface to the French
Metrical Psalms”, Evangelical Quarterly22 (1950): 249.

22  『제네바시편찬송가』(The Geneva Psalter)의서문은1542년에Sur les Psaumes de David
traduits en françois par Clément Marot란이름으로처음세상에나왔다. 처음에는서문에
1,305단어가사용되었는데, 1543년에별도의페이지에 917단어가추가되었고 1545년에
두 내용을 연속적으로 함께 실어 모두 2,222단어가 되게 하 다. Garside, “Calvin’s
Preface”, 569. 이논문에서는 역판인 Jean Calvin, “The Geneva Psalter(1542): Epistle to the
Reader”, in Source Readings in Music History, ed. Oliver Strunk (New York: W. W. Norton & Co.,
1998), 364-367에서인용한다.



의의미와목적에대해가르치신것을예배의표준으로삼아야한다는점을

강조한다. 적인회집이이루어진교회에서예배는하나님의말 에따라말

설교와기도, 그리고성례전의집행이이루어져야했다. 말하자면개혁교

회의예배와순서는하나님께서분명하게명령하신것과부합하는것이어야

했다. 그런데그당시거행되던예전들은사람들이알아들을수없는언어로

시행되고있었다는것이문제 다. 기도도항상라틴어로거행되어듣는사람

들은그것을“중얼거림과막연한말또는의미없는소음”으로인식했으며,

세례의식은신적인권위가결여되고인간들이만들어낸어리석은고안들로

둔갑했고, 성만찬은더더욱더럽혀져불경스럽게되었다. 칼빈은이것을마치

“마술사가그의주문을외우는것과똑같다”고악평하 다.23

그리고칼빈은예배의세요소(설교, 기도, 성례전)를각각언급하면서기도

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설명한다. “기도는두종류로나뉜다. 기도는말로만

하는것이아니라노래로도할수있다”고.24 그는찬송을기도와연관시켰으

며, 이런점에서찬송은다른음악과구별된다. 찬송과관련하여칼빈이언급

한말을직접인용해보자.

노래는사람들의마음을움직이고불타오르게하여열정으로하나님을부르

고하나님을찬송하게한다. 그래서노래는가볍거나하찮게불러서는안되

고, 중후하고엄숙한마음으로불러야한다. 그래서식탁이나가정에서사람

들이흥을돋게하는일반음악과교회에서하나님과그의천사들앞에서부르

는노래는큰차이가있다.25

칼빈이말하고있는교회에서부르는노래는물론시편을가리킨다. 그렇다

면교회는왜굳이시편을불러야하는가? 칼빈은『시편주석』서문에서시편

오광만 | 칼빈의제네바시편찬송가- 평가와 21세기한국장로교회찬송을위한제안 97

23  Boyd, “Calvin’s Preface”, 250.

24  Calvin, “The Geneva Psalter”, 365.

25  Calvin, “The Geneva Psalter”, 365.



이야말로우리로하여금하나님께바르게기도하는참된방법을지도하는것

은물론이고, 하나님께“찬송의제사를드리는바른방법”과“바른태도를완

벽하게가르친다”고주장한다.26

이런이해에따라칼빈은시편중에서지혜의시또는고백의시를선정하

여그시에운을붙여찬송으로사용했다. 이것은제네바교회에서드리는예

배에서고백의기도와관련이있다.27 이러한사실은특이하게도시편찬송가

중상당히많은부분이애가(Lament)와시편저자가원수에의해어려움을겪

는내용으로이루어졌고, 찬송시(Psalms of Praise)는적은비율만이반 되었다

는사실에의해서도입증된다. 1539년시편찬송가에서는22개곡중에서오직

세개가찬송시이고, 1543년판에서는오직네개만찬송시 다. Witvliet은이처

럼『제네바시편찬송가』에통회와애가의내용이많은이유를칼빈이자신을

다윗의고난과일치시키면서자신에게닥친위기를시편에서발견하려는데

있었다고해석한다.28

칼빈은어느누구보다도예배에서찬송의비중을강조했다. 이점에서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찬송인도자들(cantores)에게요구되는“찬송규칙(Regulae

canonicorum)”의 향을받았다. 이규칙에는찬송인도자들에게다음과같은

내용을갖추라고규정되었다. “겸손과절제와고상함의모범이되어야한다.

…… 음악적재능이없는사람들은노래하지말아야하며, …… 시편은너무

빠르게부르지말고, 음정을너무높게잡지말아야한다. 시편은가사를분명

하게발음하고, 노래하는사람의 혼을반 하게단조롭게부르며, 회중들의

귀에매혹되게불러야한다.”29 그래서칼빈은목소리를가다듬고노래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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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ohn Calvin, “The Author’s Preface”, 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1.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1979), xxxviii-xxxix.

27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277. 특히시편124편(8절)은스트라스부르예
배서(1540년)와제네바예배서(1542)에서예배시작때다른시편을낭송하기전에고정
적으로읽혔던본문이다. 김 재, 『교회와예배』, 94-95.

28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278.

29  Patte, “John Calvin and Choral Music”, 181-182.



름답게부르는것보다는마음에서우러나오는노래를불러야한다고믿고, 이

와같은찬송의정신을『기독교강요』에서다음과같은표명하 다. 

기도나찬송이목구멍에서만나오고마음의감동에서우러나오는것이아니

면하나님앞에서아무런가치도유익도없다는것이분명하다. …… 하나님

의 광은우리몸의여러부분에서드러나는데, 말로발설하여노래함으로써

혀를그런목적을위하여사용하는것이매우적절할것이다. 혀는하나님을

향한찬송을말하고선포하기위하여창조되었기때문이다.30

신자들의혀는하나님을찬송하기에있다는칼빈의언급은교회에서찬송

하는것과음악회무대에서부르는것이다르다는것은물론이고, 우리의마

음이거룩한노래(찬송)를부르는데얼마나집중해야하는지를알려준다. 

이러한칼빈의입장은시편찬송을만들때에만해당하 던것은아니다.

그는 1547년에교회개혁의한방안으로사도가친히우리에게추천한(고전

14:15, 26) 경건한시편을회복할것을권하면서이렇게주장한다. “시편은결

코교회에서파기되어서는안된다. 그동안교회에서시편(찬송을부르는것)

이중단되어왔지만, 이제그것을회복해야한다. 특히주의날과그밖에고대

부터지켜왔던존엄한축제일에그러하다”라고. 칼빈은이것이교회를개혁

하고교회가분열된것을치유하는진정한방법이라고믿었다.31성경적인찬

송은교회를하나로만드는, 즉성경적인에큐메니칼을이룩하는가장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이러한시편찬송의정신이실제로음악적요소와관련해서어떻

게『제네바시편찬송가』에반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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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3.20.31.

31  John Calvin, “True Method of Reforming the Church and Healing Her Divisions”, Adultero-
German Interim(1547),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3 Tracts Part 3, eds.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Grand Rapids: Baker, 1983), 236-237.



2.2.2 시편찬송의구성과음악적특성

제네바시편찬송은시편 150편중에서 125편에곡을붙여만들어졌다. 『제

네바시편찬송가』에적용된음악적원칙, 음악적요소등을차례로살펴보자.

2.2.2.1 시편찬송가의음악적원칙

먼저우리는여기서당대유명한종교개혁자인루터의종교개혁의이념과

비교해볼때칼빈의음악적원칙은엄격한점이상당히많았다는사실을명

심할필요가있다. 루터가로마가톨릭의전통을지키면서그의개혁이념에

따라적절한수정을가하여, 음악에있어서로마가톨릭교회의전통을배제하

지않은루터식합창을발전시킨반면에, 칼빈은로마가톨릭정신을배제하

고원시초대교회전례를좇으려했으며, 교리도거기에기초를두고자하

다. 칼빈이이렇게행동한것은그가음악자체에엄격한입장을가지고있었

다는데그이유가있었던것은아니다. 칼빈이루터처럼음악을좋아한사람

도아니고음악적인소양을갖춘사람도아닌것은사실이지만, 음악에대한

칼빈의입장은교회에서부를수있는노래와관련해서이해해야한다. 

그는예배에서부르기에적합한찬송의내용(가사)과곡조에관심을가졌

다. 그가제시한시편찬송의음악적원칙은그것이예배용찬송이라는사실과

별개로생각할수가없다. 시편을부르는것은단지한개인의문제만이아니

라공동체의문제 다. 이런이유로그는공동체의예배분위기, 공동체전체

가공감하는찬송을만들어야했다. 우선가사와운율은시편의존엄성이드

러나고사람들이예배용찬송답게부르기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특히칼빈

은거룩한모임에서품위와위엄을중시했다. 그는“품위”를이렇게정의했

다. “신성한신비를높이기리기에매우적절하여경건을위한행위로적합하

거나예배행위에합당한장식”이라고.32 그런의미에서품위는 (찬송을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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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lvin, Institutes, 4.10.29.



하여) 거룩한것들을행할때경건을증진시키는데반드시필요하다.33 칼빈

은이원칙에합당한찬송가의가사를시편찬송가와십계명, 마리아의찬가

(Magnificat) 등과같은몇개의찬송에국한시켰다. 교회에서어떤노래를불러

야할지에대해칼빈은『제네바시편찬송가』서문에서다음과같이말한다. 

우리에게는하나님께찬송을돌리며기도하는노래가있어야할것이다. 그것

은비단정직한노래만아니라거룩한노래여야하며, 또한하나님을사랑하

고두려워하고존경하고 화롭게하기위해그분의사역을묵상하는노래이

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송을드릴수없다고말한성어거스틴의말은참이다. 그러므로성령자신

이말 하시고성령의감동으로쓰인다윗의시편보다이러한목적에적합한

더좋은찬송가는찾지못할것이다. 우리가시편을노래할때에는하나님의

광을찬송하는것이기때문에시편은가장좋은찬송가이다.34

여기서칼빈은시편찬송이성령의감동으로된것이며, 하나님의 광을찬

송하기에가장적합한것이라고천명한다.

또한칼빈은음악형식에도제한된형식을고집했다. 그는운율을선택함에

있어특정시편의분위기(mood), 특성, 구조등을염두에두었다. 곡조는하나

님앞에서남녀노소누구나함께찬송하기에알맞은“중후함과엄숙함”을모

두갖춘단순한것이어야했다. 이런원칙에따라시편찬송의대부분의곡들

은1분에60-70 빠르기로급격한음의변화가없고, 곡조의범위는한옥타브를

넘지않았으며, 2분음표와4분음표가주로사용되었다.35그래서대체적으로

시편찬송은불규칙적이지만리듬감을살린곡들로이루어졌다. 

칼빈은시편찬송을교회에서부를때는제창(unison)으로부르게하고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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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alvin, Institutes, 4.10.28.

34  Calvin, “The Geneva Psalter”, 366-367. 

35  Brink, “A Reformed Approach to Psalmdoy”, 18; VanderWilt, “John Calvin’s Theology”, 74.



어오르간을비롯하여일체의악기사용을금지하 다.36현대에시편찬송이

오르간반주를동반하게된것은19세기후반에야비로소일반화된현상이지

만, 칼빈당시무반주가권장된것은가사의바른전달과찬송하는사람이가

사에집중하도록하려는데목적이있었다. 이처럼무반주로, 그것도단성율

로단순한음악성만을동반한칼빈의시편찬송가는금세“칼빈주의양식

(stillus calvinisticus)”의특성으로인식되었다.37

칼빈은목소리와아울러마음으로노래해야한다는사실을강조하면서, 만

일노래하는것이하나님과천사들앞에서하는것과같은것이라면거기에

합당한위엄을갖추어진행하는방법을생각했다. 그것은우리가마음으로기

도하는것과마찬가지로노래도마음으로하고“ 적으로”하는것을의미한

다. 칼빈은그렇게하려면우리의귀가그노래가사의 적인의미보다그곡

조에솔깃해지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고생각했다. 그저귀에만감미롭고유

쾌하도록노래를지어부른다면교회의위엄에도어울리지않을뿐더러하나

님께도극도로거슬리지않을수없다는것이이유 다.38 이때문에칼빈은

시편찬송에최소한의음악적특성만부여하고전체를단순소박한음악이되

게하 다. 적어도스트라스부르와제네바에서불려진칼빈의시편찬송의구

성과음악적특성에는찬송에대한칼빈의이러한원칙이잘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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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사실은개혁파교회의음악적신앙고백(musical credo)을표현하는것으로알려
졌다. Reid, “The Battle Hymns”, 40.

37  VanderWilt, “John Calvin’s Theology”, 74.

38  Calvin, Institutes, 3.22.32. 칼빈은여기서고전14:15의“내가 으로찬송하고또마음
으로찬송한다”는구절을“목소리로찬송하고또마음(heart)으로찬송한다”고해석한다.
또한골3:16과엡5:19 에언급된찬송역시“ 적인찬송”에초점을두는것으로해석한
다. 그러나고전14:15이방언으로기도하는문제로서“마음”이심장(kardia)을가리키는
말이아니라다른사람들이인식할수있는언어라는“인지”를가리키는 nouı라는사실
을칼빈은주목하지못하 다. 골3:16과엡5:19에서시편이나 적인찬송은찬송그자
체보다는“가르친다”와“권한다”를수식한다는사실을놓쳤다. 이구절에대한바른해
석은 Andrew T. Lincoln, “The Letter to the Colossian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XI
(Nashville: Abingdon, 2000), 649를보라.



2.2.2.2 시편찬송가의가사

칼빈은“음악은시와분리될수없고, 시는음악과분리될수없다”는옛생

각을그대로받아들 다.39그는음악이가사(Texts)와곡조(Tunes)로구성되었

다는사실을잘알았다. 그러나그는이둘이긴 한관계가있다고볼경우가

사의내용을회복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생각했다. 칼빈은이것을이룩

하는가장좋은방법이음악보다는본문(text)을강조하는것이라고믿었다. 칼

빈은1543년판『제네바시편찬송가』서문에서이문제에대해다음과같이서

술한다.

음악에관하여말하자면, 나는두부분을이해한다. 그중하나는 자또는주

제와 재료이며, 다른 하나는 노래 또는 멜로디이다. (바울이 말했듯이) 나쁜

말은좋은태도를망치지만, 멜로디가그나쁜말을동반할때에는그나쁜말

은 훨씬 더 강하게 마음을 찌르며 마음속으로 침투한다. 포도주가 깔때기를

통해통안으로부어지듯이, 독액과부패는멜로디에의해마음깊은곳에스

며든다.40

즉칼빈은멜로디가대단한위력을가졌다고믿었다. 멜로디는한편본문의

내용을향상시키지만, 다른한편잘못사용되면오히려사람에게독이될수

있다. 이런이유로칼빈은멜로디보다는가사를강조했으며, 가사의내용도

하나님께 광을돌리기에알맞은 감된내용이어야한다고생각했다. 그는

심지어하나님에게받은것을제외하고는하나님에게합당한노래를부를수

없다고단정하 다.41

칼빈은성령께서다윗을통해만드시고말 하신다윗의시편이하나님께

예배하기에가장좋은노래라고믿었다. “우리는, 시편을노래할때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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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Zarlino, Istitutioni harmoniche (Venice, 1558), 80; Garside, “Calvin’s Preface”, 575.

40  Calvin, “The Geneva Psalter”, 366.

41  여기서칼빈은어거스틴의시편주석(Psalmum, xxxiv enarratio 1.1.)을인용한다. 



서시편의말 을우리입에넣으셔서마치우리안에서그분의 광을높이

려고노래하신다는확신을얻는다.”42찬송은모든기도와마찬가지로찬송하

는사람의내적성향과관계가있고, 회중들의언어로드려야할뿐더러“전체

교회의덕”을위한것이어야했다.43 칼빈이찬송을이런식으로설명한것은

예배에서부르는찬송을기도의장르로이해한데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또한예배용찬송의가사를시편에한정한것은찬송을 감받은 (찬송가

용유일한) 본문으로생각한데있다. 이것은인간의타락한본성이하나님을

찬송하는노랫말을짓는데한계가있다는인간의타락에대한칼빈의이해와

맛물려있다. 그는“하나님께서이미우리에게주신것이외에하나님을높이

고찬송할만한더좋은언어를찾을수없다”고생각했다. 단순한인간의언어

로는충분하지않다는것이그이유 다. 칼빈은1562년판『제네바 시편찬송

가』서문에서하나님을찬송하는언어를창조하는것은우리의능력밖이라

고극단적인입장을취했다.44

이런이유로『제네바시편찬송가』에실린가사는몇개를제외하고는대부

분시편에서왔다. 하지만로마가톨릭교회가시편을성경의시편내용을

자그대로불 던것과다르게, 칼빈은시편을노래에알맞게운을붙이는등

운율을가진시적형태로재구성하 다. 시편은노래를할수있는음악형식

으로고칠필요가있고, 그러려면운율을지닌시편이가장노래하기에알맞

다는판단때문이다. 이런작업이정당하다고칼빈이언급한곳은어디에도

없다. 그렇지만, 그가성경본문을하나님께서사람들에게하나님의 광을

높이도록부르라고우리입에두신노랫말로믿은것만은틀림없다.45

칼빈은가사의바른전달을위해서합창보다는제창(unison)을선호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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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alvin, “The Geneva Psalter”, 367.

43  Calvin, Institutes, 3.20.33.

44  Preface to the Psalter(1562). VanderWilt, “John Calvin’s Theology”, 73에서인용.

45  Calvin, “The Geneva Psalter”, 367.



창은음악성때문에고려된것이아니라회중들에게가사에집중하고가사의

명확한전달을도모하려고고안된것이었다. 그는처음에시편찬송을어린이

들에게먼저부르게했다. 말하자면어린이들이찬송의지도자들이되었던셈

이다. 이렇게한데에는, “아이들에게특색있는음성으로큰소리로노래하게

하여어른들이그곡에집중하고마음으로따라하게하여점차공동체적으로

노래하는데익숙하게하려는데”있었다.46그후에는이런원칙이바뀌어테

너파트가멜로디로부르고나머지회중들에게그내용을따라하게했다. 

또한앞에서언급한것처럼, 칼빈은가사를정확하게전달하고찬송을부르

는사람들이가사내용에집중하도록반주를허락하지않았다. 칼빈에게악기

반주는구약시대에속하는물건들이었다. 칼빈은성경저자들이악기를언급

한것이찬송에악기들이필요했기때문이아니라오히려악기를동반한음악

이“이러한고대시대에하나님의백성들에게단지초보적인도움을주려는

데”그이유가있었다고설명한다.47 칼빈이판단하기에, 이런악기들은그리

스도이후에는더이상필요하지않은도구이며“그리스도의오심으로써폐

기된법적예식”에속한다.48 이에대해Witvliet은사실이것의성경적인이유

보다는부분적으로, 당시악기를주도할만한지도자가없었고, 시편이사람

들이부르는노래라는원칙을지키려는이유가더크게작용했을것이라고평

가한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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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것은칼빈이 1537년의논문에서밝혔던내용이다.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280.

47  John Calvin, The Book of Psalms vol. 3,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Eerdmans,
1979), 494-495.

48  칼빈은미리암이소고를찹고춤추며노래한예를설명하면서이렇게단정했다.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1, trans. Charles William Bingham
(Grand Rapids: Eerdmans, 1979), 263. 

49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281.



2.2.2.3 시편찬송가의곡조(Tunes)

앞에서언급했듯이, 칼빈은시편의곡조는“절제되고, 노랫말에적합하게

중후하고위엄스러운것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는이런원칙으로스

트라스부르에서인문주의자인마로에게시편찬송의곡조를만드는작업을

부탁했다. 그래서초기의시편찬송가의곡조는대부분마로의작업으로이루

어졌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그후칼빈은제네바로돌아와서작곡가요음

악편집인으로서재능이있는교사 던루이부르조아(Louis Bourgeois)에게

곡조만드는작업을부탁했지만시편은당대에알려지고유행했던곡조에서

크게벗어나지않았다. 

시편찬송의곡조는찬송가사의내용에따라곡조를달리하 다. 예를들

어시편 51편의곡조는음울한프리지아지방의분위기를내었고, 반면에시

편19편은밝고경쾌한분위기를자아냈다.50곡조가다양한리듬형태로되어

있으며, 교회선법위주이지만때로는루터가시도했던것처럼근대조성의선

구적인조성(調性)을시도한곡도있다. 시편찬송의운율은당시세속유행가

와흡사하여가사는몇개의연(stanza)으로부르는형태로되어있었는데, 이것

은12-14세기프랑스방랑시인들의운율을따른것이었다. 시편찬송가에선집

된대부분의시편은슬픔의시(애가)이다. 그래서조성역시애가답게단조(특

히마단조)로된것이많이있다.51 그러나아무리곡조가다르다고하더라도

시편찬송은낭만적인노래가되지않도록주의해야했다.

이와같은다양한『제네바시편찬송가』의곡조가프랑스세속샹송의멜로

디에근거했다는의견이종종제기되고있다.52 좀더정확히말해서, 리차드

테리가밝혔듯이, 몇몇곡조는당대의대중적인민요(folk-song)에서 향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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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288.

51  Brink, “A Reformed Approach to Psalmdoy”, 17.

52  대표적인사람이Orentin Douen이다. Witvliet,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288.



았다고해야옳다.53 사실대부분의시편찬송들은완전한창작이라기보다는

여러가지기존의곡들을편곡하거나수정하고변화시켜서만들었기에이과

정에서독일코랄과는다른프랑스특유의곡조가많이들어왔을가능성은있

다. 실제로『제네바시편찬송가』에는프랑스알사스지방의전래민요나당대

의대중적인곡조가많이채용되었는데,54이곡조들은당대의대중적인곡조

이지만무척단조롭고음의이동이급격하지않는등칼빈이제시한시편찬송

의음악적원칙과비슷하다.

또한『제네바 시편찬송가』에 향을준곡조는부르조아가고대교회의것

을모본으로하여만든것들도있다. 실제로『제네바 시편찬송가』에는고대

중세성가와관련이있는부분이적어도 10여곡이있었는데, 그곡의대부분

은그레고리안찬트에근원을두고있다.55 대표적인것이『제네바 시편찬송

가』129편에사용된Festa Julii인데, 이찬송은성베네딕트축제에부르던아침

찬송에서왔다.56

칼빈은단성곡조를고집했다. 그래서칼빈의시편찬송은기본적으로단성

곡조로구성되었다. 칼빈은경험에서나온문제에호소하면서다성곡조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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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ichard Terry, Calvin’s First Psalter[1539] (London: Benn Ltd, 1932), vii; VanderWilt, “John
Calvin’s Theology”, 66.

54  Patte, “John Calvin and Choral Music”, 184. 그대표적인예가시편 36편과 68편이다.
VanderWilt, “John Calvin’s Theology”, 66. 리드는그후제네바에서Guillaume Franc와Claude
Goudimel 등이다른곡조를편곡했다고밝힌다. Reid, “The Battle Hymns”, 41.

55  Brink, “A Reformed Approach to Psalmdoy”, 18.

56  그레고리안찬트는Liber Aniphonarius, Solesmes, 1897에서온것이다. Brink에따르면,
그레고리안찬송과제네바시편찬송129편은성베네딕트축제일(7월11일)에불려졌다.
Brink, “A Reformed Approach to Psalmdoy”, 25, n. 5. 시편 129편곡조는그레고리안찬트와
동일한음의이동을따르며, 심지어10 11 10 12(10  박자로되어있는것까지동일하다. 전
체적으로는음울한분위기가배어나오는조성(調性)이며박자는기본적으로복합박자
형식이지만극히간단하게되어있다. 이것은시편찬송이마치시를읽는사람의리듬을
강조하려고최소한의리듬만을사용해야한다는『제네바시편찬송가』의정신을반 한
것이라고판단된다. 시편찬송129편가사는William Whittingham(d. 1579)이붙 고, Claude
Goudimel(c. 1505-1572)이조성하 다. Brink, “A Reformed Approach to Psalmdoy”, 19.



창음악의심리학적인힘을묘사한다. 그는“사실우리는경험상노래에는사

람들의마음을움직이고불을지피는큰힘과열정이있다”57는말로써음악

의힘을인정한다. 그러나바로이것이음악의위험요소라고칼빈은경고한

다. 앞에서언급하 듯이, 식탁이나가정에서여흥으로즐기는음악도있다.

하지만, 음악적인힘이찬송하는사람의마음에 향을주지않게하려고교

회에서하나님과그분의천사들앞에서부르는시편은여흥으로부르는음악

과차이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칼빈이여기서어떤구별을하고있다는것

이분명하다. 그는일반적인합창음악에관하여말하는것이아니라종교적인

상황에서사용되는합창음악을언급한다. 

그러나이런원칙들은일찍이깨졌다. 1565년쯤두가지내용에변경이가

해졌다. 멜로디는소프라노파트가담당했고, 가정에서그리고예배때부르

는찬송이아닌경우를대비하여합창반주가만들어졌다.58 이렇게하여『제

네바 시편찬송가』에도합창이사용되고4성부가부르는악보가나옴으로써,

화음찬송이한정된경우에사용되었다고하더라도이미초창기시편찬송이

단성율로만구성되지는않았다는것과악기를사용하지않는문제가칼빈주

의원칙은아니라는사실을알수있다.59

2.2.3 찬송의공간확장

시편찬송은매우대중적인인기를끌었다. 그찬송은교회에서만아니라가

정에서, 밭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그밖에공공장소에서, 심지어지역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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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Garside, “Calvin’s Preface”, 568.

58  이에대해리드는시편이전쟁찬송으로사용될경우찬송의형태를결정하려고4
성부로구성되었을개연성이많다고밝힌다. Reid, “The Battle Hymns”, 42.

59  대표적인예가『제네바시편찬송가』의 124 번째찬송멜로디에 4성화음을붙인
“Turn Back O Man”일것이다. Gustav Holst, “Turn Back O Man”, in Melody the old 124th Psalm

from the Genevan Psalter (London: Stainer & Bell, 1919), 2-8.



에서도불려졌다. 그리고일반인들에게만아니라음악가에게도알려졌다.60

칼빈은1543년판『제네바 시편찬송가』서문에두페이지분량의내용을첨가

하면서이런내용을권하 다.

찬송하는것은심지어가정과들판에서도우리와하나님을찬송하는한기관

(입)을자극한다. 그리고찬송은우리의마음을그분에게로끌어올리며, 우리

로하여금그분의덕과선하심과지혜와공의로우심을묵상하게함으로써우

리에게위안을준다.61

칼빈이찬송을부르는공간을확대한이유는분명하다. 우리가어리석고타

락한기쁨의수단을찾지말고성경을통하여하나님안에서기쁨을찾으려는

데있다. 칼빈에따르면, 음악은사람을재창조하고기쁨을주는것중에서첫

번째위치를차지하며우리에게기쁨을주는가장중요한것가운데하나다.62

찬송이이처럼막중한위치를차지하는것이므로찬송은정직하고거룩해야

한다. 그것은하나님께기도하고하나님을찬송하게하며, 하나님을사랑하고

경외하고존경하고 화롭게하기위하여하나님께서하신일을묵상하게한

다.63

이런정신이교회에게공감을얻어시편찬송가는처음에스트라스부르에

서시작하여제네바전역으로, 아니그리스도인들이가는곳마다불려졌다.

그래서종교개혁당시칼빈주의자들은시편을부르는사람으로특징지어졌

고, 칼빈이주도한프랑스종교개혁은“시편찬송을부르는”그리스도인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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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Robert M. Kingdon, “Uses of the Psalter in Calvin’s Geneva”, in Der Genfer Psalter und seine
Rezeption in Deutschland, der Schweiz und den niederlanden, 16-18 Jahrhunder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2004), 21-32, 특히27-31.

61  Garside, “Calvin’s Preface”, 570에서인용.

62  Garside, “Calvin’s Preface”, 570.

63  Garside, “Calvin’s Preface”, 571.



로알려지게되었다.64 또한시편찬송은시대와장소를초월하여화란, 독일,

헝가리, 국등으로퍼져나가개혁파교회와장로교회에서불려졌다. 특히

17세기 국의반국왕파에속한크롬웰의왕당파(Roundheads)와스코틀랜드

의언약주의자들등은전투에나가면서시편을노래했다.65이처럼어느공동

체가시편찬송을부른다는것은그들이개혁파정신을따르고있다는증거

다.

3 칼빈의 시편찬송가와 그 정신에 대한 평가

이제칼빈의시편찬송의원칙과그의업적을평가해보자. 첫째, 칼빈의시

편찬송가는“오직성경”이라는종교개혁의원리를음악적인용어로독특하

게표현한개혁파찬송가이다. 칼빈의시편찬송가는로마가톨릭의미사가진

행되는상황에서특정한사람(칸토)만이부르던예배용찬송을대중들이부

를수있으며, 그것도자국어로부르게했다는점에서큰공헌을하 다. 이것

은단지편의성측면에서만생각할수있는것이아니다. 시편을부른다는것

은자신이로마가톨릭교도와구별된칼빈주의신자라는것을고백하고누구

나알수있게하는자기정체성천명과관련이있다. 

둘째, 청교도들이나재세례파들이기존의모든예전형식을“타파”하려한

것과비교해볼때,66칼빈은예배의형식과정신을“개혁”하려고하 다. 더욱

이예배용음악과관련하여칼빈은기본적으로루터와쯔빙 리의중간위치

에서있던사람으로평가된다. 루터는시편뿐만아니라세속노래를부르는

것을좋아했고, 교회음악에악기를사용했다. 반면에, 쯔빙 리는음악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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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Virginia Kickert Folgers, “The Importance of Psalmody in the Reformed Tradition”, The
Hymn33 (1982): 79.

65  Reid, “The Battle Hymns”, 36, 42.

66  정승훈, 『종교개혁과칼빈의 성』, 256.



소질이있었으면서도교회예배에서는어떤음악도사용하는것을반대했다.

쯔빙 리는음악이교회에서사람들을하나님의말 에서떼어지게할까염

려하여교회에서모든음악을거절하 으며, 심지어그의추종자들은교회안

에있는오르간을부수는극단적인행동까지감행했다.67칼빈은이두입장의

중간에서있었다. 칼빈이중도를지키면서예배의개혁을이끌어성공한것

은후대교회를위해잘한일이라생각된다. 이것은세상에서살면서세속문

화에끊임없이도전을받고있는신자들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는칼

빈에게서세상과동화되어서도, 세상과단절해서도안되고, 세상을개혁하느

라계속해서노력해야한다는교훈을얻는다.68

그러나동시에칼빈이인간이만들어낸노래는경박하고이단적인요소가

끼어들우려가있다고생각하면서이러한요소가배제된노래는하나님으로

부터감동받지않은사람은쓸수가없는시편뿐이라고판단한것은재론의

여지가있다. 설령칼빈의입장이예배용찬송가문제에만해당되는것이라고

해도말이다. 칼빈은음악에반대하지는않았지만, 예배에알맞은거룩한노

래를찾느라음악에엄격한태도를취하면서성경의시편만이예배에가장적

합한가사를담고있다고믿어시편만을가장적합한찬송가로선택하 다.

앞에서언급했듯이, 칼빈은교회음악을위해만든그의원칙들을그대로실

행하려고노력했다. 그는, 찬송이하나님의말 에서나와야하고교회음악

은단순한여흥(엔터테인먼트)이아니라하나님을찬송하는것이어야한다는

그의신학에맞는찬송을만들었다. 

더욱이그는이해력, 의지, 감정, 혼, 몸등사람들속에있는모든것이오

염되었다는그의신학에의거하여시편을운율이있는가사로번역하여노래

하되, 악기없이아카펠라(무반주)로부르는것을제안했다. 그는죄의오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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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Forgers, “The Importance of Psalmody”, 80.

68  리처드니버는칼빈이예배와찬송정신의모범으로삼았던어거스틴을그리스도
와문화의관계에서그리스도를문화의“변혁자”모델로삼은대표자로제시한다. 리처
드니버, 『그리스도와문화』김재준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1998[2판]), 239-282.



로인간이성령님의인도를받지않는다면하나님을예배할수없다고판단했

다. 이로써칼빈은칼빈주의음악의특징적인전통을만든셈이다.69 이후에

극단적인개혁파교회에서는실제로시편찬송만을예배에부르기에합당하

고공식적인찬송으로삼아야한다고이해했다.70

그러나이것은시편만을예배용찬송으로불러야한다는정당한이유라고

하기에는성경적인근거가빈약하며재론의소지가많다. 칼빈이성경에서명

확하게언급하지않은것은시행하지말라고주장한그의입장을빌려말한다

고해도, 가장핵심적인내용은성경자체가우리에게시편만을찬송으로부

르라고언급한곳이없다는사실이다.71성경에시편을찬송으로부르거나그

렇게하라고권한본문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대상16:9; 시95:2; 엡5:19; 골

3:16), 이런경우여기서말하고있는“시”또는“시편”이란예배시간에사용

된노래를가리키는총칭일뿐이지정경의한분분으로서“시편”을가리키는

용어는아니다.72더욱이성경에는시편을교회의예배용찬송의유일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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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내용을현대교회음악사에서대단히중요한전환기라고지적한Gustave Reese,
Music in the Renaissance (New York: Norton, 1959), 358-360을보라.

70  예배에서시편만을사용해야하고무반주로찬송해야한다는극단적인입장을대
변하는대표자로Michael Bushell, The Songs of Zion (Pittsburgh: Crown and Covenant, 1980)을
예로들수있다. 이와비슷한입장을표명한논문집으로는Frank Smith and David Lachman
(eds.), Worship in the Presence of God (Greenville: Green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Press, 1992)이있다.

71  이문제에대해극단적인시편옹호론자들은칼빈이엡5:18과골3:16 주석에서신
약의찬송역시시편찬송만을지칭했다고믿는다. 하지만, 칼빈은이구절들을주석하면
서찬송과시편, 또는시편과노래를구별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을인정했고, 단지그
것이악기로노래하는것(시편), 성악으로노래하는것(찬송), 찬미의노래(노래)로구별
하면서, 그노래가“ 적(spiritual)”인성격이적합하다면서분명한결정을내리지않는다.
John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65), 203-204, 353.

72  John M. 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A Refreshing Study of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Biblical Worship (Phillipsburg: P&R, 1996), 124. 에베소서 5:19에언급된“시”와“찬미”와
“ 적인노래”에서적어도“시”는구약의시편을가리킬수있지만, 나머지는정경의시
편과상관이없다. “찬미”는축제의찬양(사42:10; 참조. 행16:25; 히2:12  또는하나님과
그리스도를찬양하는노래(골3:16)를, “ 적인노래”는하나님의행위를찬양하고 광



으로주었다는명확한언급이없다. 구약성경에는시편이나오기전에하나님

을찬송하던몇가지예가있으며(출15장; 민21:17-18; 신32장; 삿5장등등), 신

약시대의교회는하나님과그리스도에대한신앙고백과하나님께서그리스

도안에서행하신일을담은내용을찬송하기도하 다(빌 2:5-11; 골 1:15-20;

딤전3:16 등등).73

더군다나하나님께서백성들에게찬송하기를요구하신“새노래”는하나

님의새로운구원행위가있을때마다그것을기념하여부르던찬송이다(시

33:3; 40:3; 144:9; 149:1; 사42:10; 계5:9; 14:3). 모세가홍해에서부른찬송은하나

님의구원을기념하는, 일종의새노래 으며(출15장), 광야에서물을마신후

에부른노래역시그러하다(민 21:17-18). 이스라엘은하나님과맺은언약을

갱신했을때에도새노래를불 다(신 32장).74 이스라엘시대에도하나님의

백성들은시편이외에하나님의구원과 광을기리는찬송을새롭게만들어

불 다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신약시대에사는성도들은하나님의구원의최절정인예수그리

스도를기념하는 (새)노래를불러야할것이다. 실제로초대교회는신약교회

만의찬송을만들었다. 초기의교회찬송들은시편에서유래했지만, 교회는

곧바로기독교적인새로운노래를창작하 다. 신약성경에기록된특정본문

들에반 된리듬, 대구법, 명확하게나뉜절, 시적인표현등어미루어볼때,

우리는그본문들이신약교회에서불리던찬송이라는것을알수있다.75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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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하는것을가리킨다(계 5:9; 14:3; 15:3). Peter T. O’Brien, The Letter to the Ephesians
(Leicester: Apollos, 1999), 395; Andrew T. Lincoln, Ephesians, WBC 42 (Dallas: Word Books,
1990), 345-346. 초대교회가가정교회 다는사실을염두에둘때, 특히에베소서와골로새
서의본문은모두사적인문제라기보다는교회안에서사람들간의문제를다룬것이다.

73  R. J. Karris, A Symphony of New Testament Hymn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1996), 15.

74  Cabaniss는시편이전에운율을가진노래(시)의많은예를구약성경과신약성경에
서제시한다. Allen Cabaniss, “The Background of Metrical Psalmody”, Calvin Theological Journal
20 (1985): 191-94.

75  Calvin J. Roetzel, 『최근의바울서신연구(The Letters of Paul)』이억부역 (서울: 은성,
1998), 11.



고실제로신약성경에는마리아의찬송(Magnificat. 눅 1:46-55),76 사가랴의찬

송(Benedictus. 눅 1:68-79),77 천사들의찬송(Gloria. 눅 2:14),78 시므온의찬송

(Nunc Dimittis. 눅2:29-32)79 등예수님의탄생을노래한분명한찬송시들이있

다. 교회의예전적인전통에따르면이찬송들은교회에서매일하나님을찬

송할때사용되었다. 이밖에신약성경에찬송시의형태로되어있는본문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1-18, 로마서 1:3-4, 고린도전서 8:6, 고린도후서 5:17-21, 빌

립보서2:5-11, 골로새서1:15-20, 디모데전서3:5-6; 3:16; 6:11-12; 6:15-16, 디모데

후서 2;11-13, 디도서 3:4-7, 히브리서 1:3-4, 베드로전서 3:18-22 등이대표적이

며, 요한계시록에나타나는하늘의찬송(4:8, 11; 5:9-14; 7:12; 11:17-18; 15:3-4) 등

이대표적이다.80

바울사도에따르면구약의모든것은“장차올것의그림자” 다(골 2:17).

이제는모든날마지막에아들로말미암아계시된시대가도래하 다(히 1:1,

2). 그렇다면더더욱신약시대에이루어진하나님의구원을노래하는내용을

담은찬송이필요할것이다.

셋째, 칼빈의시편찬송은루터가창작된가사를사용한것과는근본적으로

다르게, 자작된가사의찬송을배제하려하 다. 칼빈이우리가예배에서너

무경박한찬송을부르지말고“중후하고위엄이있는”찬송을불러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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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것은Vespers 또는저녁기도에서부르는찬송이며, 한나의노래(삼상 2:1-10)와
하박국의찬송(합3:1-19)을신약적으로개사한것이다.

77  이것은아침기도(Laud)에부르는노래이다. 특히69절은한나의노래가반 되었
다.

78  이것은미사곡의 로리아인엑첼시스(Gloria in Excelsis)의노랫말로사용된다.

79  이것은하루중마지막기도또는마지막공적인기도에사용되는노랫말이다.

80  찬송시의표준과특징그리고찬송시들의분류에대해서는Markus Barth, Ephesians
1-3, AB 34A (Garden City: Doubleday, 1974), 7-8; Peter O’Brie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188-189; Stephen Fowl,
The Story of Christ in the Ethics of Paul: An Analysis of the Function of the Hymnic Material in the
Pauline Corpus, JSNTSS 36 (Sheffield: JSOT, 1990), 16-17을보라.



주장하면서기본적으로예배용찬송과일상적으로부르는찬송을구별한것

은우리에게예배의중요성을충분히시사해주고그의통찰에서많은교훈을

얻는다. 이러한이유에서그는예배용찬송의가사를 감된내용인시편에

한정해야한다고주장한것은한편이해할만하다. 

그러나동시에칼빈은이원칙을철저하게수행하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

를실례로보여주기도했다. 역설적이게도, 가사는시편에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곡은세속성을배제하고자하는자신의의도와는달리, 칼빈

이세속성을강하게반 함으로써결과적으로세속성을철저히배제하지못

한것은의외 다. 더욱이초기『제네바시편찬송가』의곡조를작곡했던마로

는사실개신교도가아니라복음주의자요동시에인문주의자 다.81 그러므

로그의인문주의정신이시편찬송가에반 될수밖에없었다. 이것은시편찬

송가의곡조가샹송의분위기가나는예술성있는곡조라는사실에서도증명

된다. 음악에전문성이없었던칼빈으로서는어쩔도리가없이시편에세속적

인곡을사용하거나여러기존의곡들을인용하 기때문으로평가된다. 하지

만이사실은동시에교회가당대에유행하는곡조에서완전히자유로울수

없다는진리를보여주는것은아닐까?

넷째, 칼빈은시편찬송을교회의예배용찬송으로만들려고시도했지만,

사실찬송에대한그의이해는기도에서출발한다. 칼빈은기도의두종류

가운데“노래로하는기도”를찬송 역에적용하 다. 이런견해는마치찬

송이예배의독립된요소로작용하기보다는기도에종속된듯한인상을준

다. 『제네바 시편찬송가』에시편의장르중에서순수찬양시라고할수있는

것은거의실리지않았고주로고백과애가위주의노랫말이차지한것은찬

송에대한칼빈의생각이편중되었음을반 한다. 시편은기도를노래로표

현한것이기보다는기도와구별된독립된장르로서찬양시를많이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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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Cabaniss, “Metrical Psalmody”, 202; Patte, “John Calvin and Choral Music”, 184.



고있다.82

시편이독립된찬송의요소가있다면, 찬송으로서지녀야할음악적인요소

를생각해야한다. 시편의곡조중에서화려하고즐거운분위기의곡조가들

어가야하고찬송을부르는사람역시즐겁게불러야한다. 그곡조가세속적

인음악으로서예배의분위기를흐리게해서는안되겠지만, 공동체의규모에

맞는악기사용과음악적효과를위한화음은찬송이지닌음악적요소와내

용을더욱아름답고풍성하게하고찬송의목소리를더욱고양시키는것임에

는틀림이없다. 이런의미에서칼빈이사람의본성이타락했고악기역시그

러하기에가급적이면소박한단성율로부르고, 음의높고낮음도심하지않게

악기도동반하지않기를바랐으며, 심지어악기가유치한단계인구약시대에

서나사용되던것이라고밝혀극단적인개혁파교회에서는이러한칼빈의말

을그대로맹종한것은정당하지않다. 타락의요소로따진다면인간의마음

은모두부패했고, 마음에서나온모든것이더럽기때문이다(막7:20-23). 동시

에우리는그리스도로말미암아우리자신이거룩하여졌다는사실도명심해

야할것이다(히13:12). 음악적요소도그리스도로말미암아얼마든지거룩하

게변화될수있다. 칼빈이원칙적으로악기사용을반대한것은당시의상황

때문에취한극단적인행동이지, 그후의교회가칼빈의예를전범으로삼을

성경적인원리라고할수는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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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편의다양한장르가있고, 그중에서“찬송”을독립된장르로이해하는것은시
편을연구하는사람들에게는당연한사실로받아들인다. Claus West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John Knox, 1981), 115-135; Walter Brueggemann, The Message of
the Psalms: A Theologic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1984), 25-49; W. H. Bellinger, Jr.,
Psalms: Reading and Studying the Book of Praise (Peabody: Hendrickson, 1990), 23, 74-105;
Tremper Longman III, 『어떻게시편을읽을것인가?』한화룡 역 (서울: IVP, 1989), 21-46. 시
편에나타난찬송의주제를중심으로시편을분석한 E. Calvin Beisner, Psalms of Praise:
Celebrating the Majesty and Faithfulness of God, rev. 2nd ed. (Phillipsburg: P&R, 1994)를보라.



4  21세기 한국장로교회 찬송을 위한 제안

앞에서평가한것처럼칼빈이제안한시편찬송을부르는것에반성할여지

가있는것은사실이며, 시편찬송만이예배용찬송으로유일한것이라고할

수는없다. 하지만여전히시편찬송은하나님을찬송하는많은찬송중에중

요한것가운데하나다. 그래서필자는개혁파전통에노선에서있거나개혁

파전통을거론하는교회에게몇가지를제안하고싶다.

첫째, 개혁파신학을부르짖거나개혁파교회에속한사람들에게, 필자는

교회에서나어디서나시편찬송을다시부르기를제안한다. 개혁파전통에속

한교회라면자신의정체성을확립하기위해예배와일상생활에서시편찬송

을자주불러야한다.83 시편찬송을부른다는것은칼빈주의자들에게는자신

의뿌리와정체성을확인하는것이다. 

정체성은동일한집단의단합을의미한다. 처음부터칼빈주의자들은“시편

을노래하는사람들”로알려졌다. 종교개혁당시다른혁명단체들이자기들

의노래를부른것처럼, 동일한이유로칼빈주의자들은그들의노래로시편을

불 다. 그럼으로써그들은시편을노래할때구체적인대상을위해싸우고

있는사람들로자신들의정체성을확인했다. 더욱이시편은성경의역사내내

하나님의백성들, 특히하나님의언약공동체들사이에서애송(愛誦)되던찬

송이다. 그러므로시편을부른다는것은자신이하나님과언약관계에있으며,

이전에하나님의언약백성에속했던사람들과동일한공동체에속했다는것

을표현하는것이기도하다.84시편을찬송하는사람들은그들이하나님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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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소섭, 『여호와는나의목자시니(시편찬양곡제1집)』와『하나님이여사슴이(시
편찬양곡제2집)』(서울: 아가페문화사, 2000). 신소섭의시편찬양곡은개인의창작품이
고, 1집과2집에각각14곡, 11곡이실려있다.

84  미국의화란계개혁교회(RPCNA)가만든시편찬송집은이사실에근거한다. The
Book of Psalms for Singing (Pittsburgh: Board of Education and Publishing, 1973). 요즘북미의개
혁파교회들은저마다자기들이부를찬송이무엇인지를재발견하려고그들의뿌리로
돌아가고있는추세다. 미국의UPCNA, RCA 교회, 캐나다의CRC 교회등은시편 150편



께나아가고그리스도를믿고하나님을섬기는데있어하나라는의식을가질

것이다. 

오늘날한국에는많은교회가예배때점차신학적정체성을확인할수없

는작사작곡자들이만든복음송과CCM을많이부르며, 그렇게함으로써저

들만의찬송문화를공유하고서로간에동질의식을갖는다. 그렇다면개혁파

전통에속한교회들도교의적인내용만부르짖고그것을설교나성경공부시

간에만거론할것이아니라, 개혁자들의예배정신이바르게드러나있는시

편찬송을수집하거나새롭게만들고실제로예배에서자주불러자신들의정

체를천명해야한다. 예배는그리스도인의삶의총체적인표현이다. 시편만을

부르는것만이개혁파교회에속했다고주장하는것은너무도극단적인입장

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재개혁파정신을이은장로교회에서조차시편

이도외시되고있는상황에서시편을찬송하는일의중요성을다시한번되

새겨야한다. 

둘째, 구체적으로시편찬송을어떻게부르고활용할지를제안하겠다. 현재

한국의대부분의장로교회가 (옛)찬송가나21세기찬송가를예배시간에주로

부르는상황에서칼빈(과극단적인칼빈주의자들)이주장하듯이예배의모든

찬송에시편만을부를수는없다. 그래서예배찬송에, 많은교회가보편적으

로이용하는찬송가를사용하여찬송하면서동시에시편찬송을병행하는것

이현실적으로가장좋은대안일것이다. 필자가출석하는교회85의경우에는

예배중에총여섯곡의찬송을부르는데, 그중에서앞의두찬송으로시편을

부른다. 필자가알고있는교회86에서는예배시작전에시편찬송을다섯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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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록되고, 16세기제네바멜로디가담긴시편찬송가(The Book of Praise-Anglo-Genevan
Psalter)을가지고있다. 미국의정통장로교회(OPC  교회역시그들만의시편찬송가(The
Psalter)를보유하고있다. 개혁파교회가성경적, 신학적인이유로시편찬송을사용해왔
음을개관한미와노부오(三輪修男), “개혁파교회(장로교)에서시편찬송을부르는이
유”, 「성경신앙」10 (1996): 75-85를보라. 

85  서울신월동의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성민교회).

86  안산의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푸른교회).



정도를부르고, 예배중에두곡을부른다. 이럴경우교인들은보편교회가부

르는찬송가이외에시편찬송을별도로지참하든지, 교회에시편찬송을비치

해두면좋을것이다.87모든교우들이동의한다면예배내내시편찬송을부를

수있겠지만, 현실적으로그렇게하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는일반찬송가와

시편찬송가를병행해서부르되, 예배중에한두번은반드시부르면좋을것

이다.88

셋째, 시편이외에신약성경에등장하는그리스도찬송시도운율을붙여찬

송하는데관심을갖기를제안한다. 칼빈은예배용찬송의가사는 감된내

용을하는가사여야한다고주장하면서시편에한정했다. 이런이유로시편

이외에다른찬송만드는것을지양내지는금지했다. 그러나동일한단어(말)

중에서, 시편을노랫말로사용하지않는찬송의가사가어떤의미에서찬송하

기에적합하지않고, 또시편의내용을어느정도범위에서찬송가가사에반

해야하는지는모호하다. 현실적으로시편의내용을운율에맞춰개정하는

과정에서시편본래의가사는얼마든지변경(?)될수있다. 현재 어권에서

부르는찬송이나, 한국에서발표된시편찬송을분석해보면운율에맞추느라

어쩔수없이원래시편의내용을그대로따르지못하는것이사실이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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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현재시중에나와있는시편찬송으로는다음과같은책이있다. 김준범편, 『시편찬
송(The Korean Psalter)』(서울: 고려서원, 2004). 이시편찬송은스코틀랜드자유교회에서
사용하던것에곡을붙인것으로예배용찬송으로총120곡이수록되었다. 또한『시편찬
송가(Praise from the Book of Psalms)』(서울: 기독지혜사, 2002). 이시편찬송가는미국정통
장로교회(OPC)에서사용하는The Psalter를번역한것으로서, 시편150편전곡을담고있
다. 가장최근에출판된시편찬송은『칼빈의시편찬송가』(서울: 진리와깃발, 2009)이다.
이시편찬송가는제네바시편찬송곡조를그대로사용한시편찬송가이다.

88  예배중에두가지찬송을병행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공인찬송가에일반찬
송가와시편찬송을함께수록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이다. 개혁파교회는아니지만
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있는성토마스교회(Paroisse Saint-Thomas)는현재시편찬송(150
편)과일반찬송(Alleluia)을합본한찬송가(Psaumes et chants bibliques)를사용한다. Alléluia:
Avec le Christ, dépasser les frontie`res (Lyon: Editions Olivetan, 2005). 주목할만한것은이찬송
가의시편찬송150편대부분의곡조는칼빈의제네바시편찬송가의곡조를후대사람들
이 4성부로편곡한것이고, 가사는제네바찬송가가사를 20세기프랑스어로번역한것
이라는점이다. 



편을운율화하는과정과다른말로번역하는과정에서이미원래언어는파

괴되고만다. 

이런현실속에서오히려성경적인내용을담고있고, 하나님의백성이하

나님과예수그리스도의 광, 그리고그리스도인이하나님을의지하면서이

땅에서겪는희로애락의정제된감정을노랫말로하는, 하나님의풍성하심을

노래하는가사가개발되고거기에맞게곡조를붙인찬송이많이나왔으면좋

겠다. 특히초대교회가시편찬송과아울러그리스도찬송시라고알려진신약

성경에언급된찬송을부른것은신약교회에게교훈하는바가많다. 교회는

구약의교회와맥을같이할뿐만아니라, 신약의교회와도맥을같이한다. 그

래서오늘날교회는하나님과그리스도를찬송하는다양한찬송이교회에서

불리기를바라되, 특히신약성경에서그리스도찬송시를찬송으로부르는데

관심을쏟았으면좋겠다.

넷째, 현대개혁파교회가칼빈이당시에시행했던것을그대로답습하여

찬송가에서음악성을배제하고무미건조하게찬송하기보다는찬송의음악

성에도관심을기울이기를제안한다. 예배중악기를사용하는것과찬송의

음악성에대해보인칼빈의극단적인태도는로마가톨릭의미신과우상숭배

적요소를겨냥해서그것을지양하려고행해진극단적인입장이었다. 필자는

이것이그당시상황에어쩔수없이적용되던상황적인것이지, 찬송의규범

으로받을만한내용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찬송을부를때예배음악에

맞는곡선정과예배분위기에맞는악기를사용하는것에대해신중하게생

각하여적합한악기를사용하는문제와예배에어울리지않는악기를사용하

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멜로디가첨가되면가사는마음에좀더강하게뚫

고들어온다는칼빈의주장에서보듯이, 칼빈자신도음악의힘을누구못지

않게강하게인식하 다. 칼빈은죄로인해음악이부패했다는음악의부정적

인면때문에예배용찬송에서는단조로운곡조에무반주찬송을하게하 지

만, 역으로음악이선용된다면가사의내용이얼마든지더잘전달되고,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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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사람의마음이더욱고양될수있다는것또한사실이다. 

물론예배를드리는상황에아무런음악을무작정들여올수도없다. 음악

은사람의마음을즐겁게하여말 의효과를마음에증폭시키기도하지만,

음악이천박하거나소음으로가득차면음악은하나님의말 의충분한효과

를전달하는데방해가되기도하고찬송의음악적특성은물론이거니와예배

의정신마저흐리게하여자칫찬송과예배자체를천박하게만들수도있다.

음악에는이와같은전혀상반된결과를낳을수있는능력이있으므로음악

을사용하는데주의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개혁파교회는예배용음악의

질적향상을위해끊임없이연구해야한다. 아니, 개혁파교회에속한신자들

개개인이음악이해력향상을위해공부하고좋은음악을듣고고상한음악이

무엇인지를분별하도록노력해야한다. 신자개개인의음악적수준은예배에

그대로반 되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교회는예배찬송을인도하는사람들의질적향상과예배와

찬송의정신으로잘무장하도록권해야한다. 예배와찬송의정신을모르는

사람을단지악기를잘다루고목소리가좋고리더십이출중하다는이유만으

로예배전이나예배중간에찬송을인도하게하는일이없도록주의해야하

고, 무엇보다도찬송을인도하는사람은찬송이회중들과함께부른다는사실

(예배의대중성)을기억하여혼자마이크를사용하여전체회중의소리를압

도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찬송은온교우들이다함께같은마음으로하

나님을찬양하는것이기때문이다. 

5  나가는 말

칼빈의『제네바 시편찬송가』는“오직성경”의원리에서출발하여실제적

으로이전의미사중심의예배와특정한사람들중심의찬송에서성경적인표

준을찾아하나님에게 광을돌리기에가장합당하면서도대중들이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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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찬송에어울리는찬송집으로만드는데성공한종교개혁정신의산물이

다. 이점에서칼빈은찬송정신을회복하고개혁파교회에게찬송의방향을

제시하는데기여했고, 그의업적은칭송할만하다. 

칼빈은성경에서가르치는찬송의원리를제시하려하 다. 이점을강조하

느라칼빈은예배찬송의형식을유지하려고음악적인요소를많이희생하면

서까지예배의찬송을시편에한정했다. 칼빈이로마가톨릭의예배의식과

당대의상황을의식했다는것에그부분적인이유가있겠으나, 그가음악성과

관련하여설명한이해가너무도극단적이라는사실에서도부분적인이유를

찾을수있다. 더군다나칼빈이신약교회의상황을고려하지않아신약교회의

찬송역시구약의시편에한정한것은초대교회가일찍이그리스도찬송시를

부르면서새로운노래를만들었다는교회의실제적인상황(콘텍스트)을고려

하지않았기때문으로평가된다. 교회는당대의삶의정황과완전히단절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아니어쩌면하나님께서는당대의상황을그분의말 을전

달하고또예배하는도구로삼으시는지도모른다. 이와같은콘텍스트문제를

비성경적이라고도외시하며시편만을고집한칼빈의업적은또다른면에서

비평의여지가있다고본다.

하지만칼빈이우리에게단지성경에정박되어있는시편을여전히교회에

게예배찬송으로사용하기를권하고그것을장려했다는점에서오늘날개혁

교회는칼빈의『제네바시편찬송가』의중요성을다시생각할필요가있다. 오

늘날한국장로교회가개혁파신앙고백을받아들이고개혁파신학을따른다

고하면서도칼빈의경우와정반대의입장에처해있는것은애석한일이다.

현대교회에서시편이찬송으로서기능한다는사실이점점잊혀져가고있다

는점이바로그것이다. 현재대부분의교회, 심지어장로교회에서도시편을

찬송하는일이무척드물다. 교회가시편찬송을부르는것은하나님을높이고

그분의덕을칭송하며하나님께감사하는데목적이있을뿐만아니라우리의

정체성을확인하며, 우리의신앙을고백하는데에도그목적이있다.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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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개혁파신앙을천명하는교회라면시편찬송을자주불러바른예배를회복

하고개혁자들의바른신학을천명해야할것이다. 칼빈이언급한것을극단

적인칼빈주의자들이무비판적으로받아들이면서마치시편찬송을성경적

인찬송의규범인양독단적으로생각하는경향도있지만, 종교개혁의정신을

가진장로교회는우리신앙의큰스승이신칼빈의찬송의정신을회복할필요

가있다. 시편찬송을부르자. 장로교회는예배중에한두곡이라도시편찬송

을부름으로써스스로개혁자들의후손임을확인하자그리고할수만있다면,

예배에서든지일터에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개인적으로든지시편의내

용으로자주찬송하여하나님을높이며우리의 혼을고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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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s Genevan Psalter: 
Evaluation of it and some Proposals for Hymns 

in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in 21st Century

Oh, Kwang-Ma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Calvin’s Genevan Psalter was the fruit of one of the spirits of Reformation,
namely sola scriptura, in which Calvin emphasized the right attitude and
spirit of worship. He said, by having changed visible worship of Roman
Catholic church to audible one, that singing psalms in public worship was to
exalt our hearts, to offer hymns and prayers and to give thanks to God. Calvin
thought psalms had to be translated into people’s language in order that
everyone could learn and sing hymns easily. We can find several Calvin’s
spirits of public hymns in Genevan Psalter. Firstly, Calvin understood hymns
in public worship as prayer. Secondly, Psalms were inspired by the Spirit of
God, which is said to be sacred songs, to teach us the right means and attitude
to give sacrifices of hymns and therefore to be the best way to sing the glory
of God. According to Calvin, Psalms were to sing in unison without
accompanying any other musical instruments in order that people might sing
spiritually. Calvin emphasized texts of the songs rather than tunes in order to
concentrate our minds on the biblical text itself. After Calvin, Genevan
Psalter began to be sung widely in everywhere by every reformers. For more
than four hundred years Genevan Psalter has been identified with the hymn
of the Reformed Church.

Calvin reformed church even in the area of singing songs. He even limited
to psalms in singing hymns in public worship. He excluded any other songs
made by human being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frivolous and apt to
accept heretic elements into the church hymns to ignore the Chritological
hymns in the New Testament. And also he understood hymns from the
perspective of prayer, so that he could not help excluding the musical

124 개혁논총

문초록



elements in singing psalms. Nevertheless, we must praise Calvin, who
restored the spirit of worship, which is to focus our hearts on God rather than
on human beings. We, members of presbyterian churches, must identify
ourselves to be the followers of reformers, especially of John Calvin, by
singing psalms in public worship as well as in our daily lives.

Key Word : Calvin, Hymns, Psalmody, Psalte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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