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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계사 교과서가 종교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2009년과 2015년에 출판된 금성, 천재, 비상 3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종교개혁의 배경, 루터의 종교개혁, 칼뱅의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
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각각의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하였는지를
비교 ․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사실이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
어서 학생들에게 이해보다는 암기가 요구되었다. 둘째, 루터의 종교개혁이 다른 종교개
혁에 비해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칼뱅의 경우 그 영향과 의의에 비하여 매우 적
은 분량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종교개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불균형한 시각으로
서술되었다. 셋째, 종교개혁은 종교적 의의를 넘어 서양 근대사회를 여는 중요한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분량이 매우 축소되었다. 반면에 종교개혁의
의의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정치적인 내용만 부각시킴으로써 이후 서양
근대사회의 전개에 필수적인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관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안으로 첫째, 종교개혁과 관련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역
사적 사실을 유의미하게 연결하여 응집성이 있게 서술해야 한다. 둘째, 각각의 세부 주
제들 사이에 균형적 서술이 필요하다. 셋째,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들이 종교에만 국한되
지 않고 근대 사상에 영향을 끼쳤음을 서술해야 한다.
주제어: 종교개혁, 세계사 교과서, 역사과 교육과정, 루터, 칼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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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꼭 500년이 지났다. 5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학술 행사가
열렸고, 많은 출판물들도 발간되었다. 하지만 정작 일반인들의 종교개혁에 대한 인식
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인들은 주로 세계사 교과서를 통해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된다. 즉, 세계사 교과서는 일반인들에게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서술 태도는 일반인들의 세계사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 교과서가 잘못된 서술 방
식과 편향된 서술 태도로 기술된다면 일반인들은 세계사에 대한 오개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가 한국사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입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사 교과서에 오개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사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많다. 로마의 멸망, 르네상
스,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1 2차 세계대전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종
교개혁은 중세와 근대라는 시대를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종교적 측면 뿐 아니라
이후 서양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영역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 교과서는 이러한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종교적인 사건으로 국한하
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근대성, 종교개
혁과 자본주의와의 관련성, 종교개혁의 다양성과 한계성 등 종교개혁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상에 대해서 세계사 교과서가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아울러 세계사 교과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종교개혁의 특징을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의 성격을 일반화하고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각 국에서 일어난 종교개
혁의 다양성이 드러나야 한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 원전에 대한 중요성과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역사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배경설명
없이는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사 교과서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역사적 사
실을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서술한다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이해에 대한 무
관심으로 인해, 종교개혁을 특정 부분에만 한정하여 단순화하지 않아야 한다. 종교개
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의 다양성과 상관
성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 교과서를 서술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계사 교과서가 종교개혁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를 오개념 없
이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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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세계사 교과서 4종(교학사, 금성, 천재교육, 비상) 가운데 09개정에서 세계사
교과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3종 교과서(금성, 천재교육, 비상)
를 대상으로 09개정 교과서와 15개정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 분석하도록 하겠다. 구
체적으로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의 배경,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영향이라는
다섯 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고, 그 서술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

7

한다. 한편 2015년 개정된 교과서 편수용어(교육부 201 )에서는 성경과

성서에 대한 용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Ⅱ.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 비교
1. 종교개혁의 배경

가.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받아들였다. 300여 년간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국교
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조금씩 성경의 가르침에서 변질되어 갔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조금씩 벗어나 교황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인정했
다. 즉, 교황이 인정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었다. 교황권에 유리하기만 하다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중세교회의 치명적 문제였다(주도홍, 2012:
98.). 게다가 로마 가톨릭은 성직을 매매하고, 점점 더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였다. 당
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는데, 성직자들 가운데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
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성직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아니라 그림이
나 조각에 의존하기도 하고, 미신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성경 원전 자체로 돌아갈 것을 주
장하였다.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되었다. 그리
고 북유럽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확산을 가져왔다. 북유럽의 인문주의자였던 단테
(Dante Alighieri, 1265-1321),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ca, 1304-1374), 발라(Lrenzo
Valla, c. 1406-1457), 그리고 에라스무스(Desideius Erasmus, 1466경-1536)등은 자신
들의 저서를 통해 로마 가톨릭의 모순에 대하여 폭로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후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8-1384)와 후스(Johannes
Huss, 약1369-1415)도 종교개혁을 시도하였다.
로마는 392년 기독교를 국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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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은 종교개혁의 서술은 학생들에게 종교개혁의 원인을 단순히
‘면벌부(Indulgence)’ 판매와 「95개조 반박문 (Disputatio, 1517)」의 발표라고 오해하
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면벌부’ 반대는 쟁점 중 하나였으며, 근본적으
로는 교황과 로마 가톨릭의 사면권 자체를 공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방지원, 2017).
따라서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정치 경제적 논지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성경의 해석 및
적용을 왜곡했다는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의 ‘성경
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당시 르네상스의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
며 르네상스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종교개혁의 바로 앞 단락에 서술된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의 활약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교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관성 있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방지원은

나.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내용 분석

북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이 초기 크
리스트교의 전통에 깊은 관심을 두며 개혁적 성향이 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개
정된 15개정 금성 세계사 교과서(이하 15금성)에서는 종교개혁의 원인을 ‘초기 크리스
트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고 기술하였다. 09금성과 15금성 둘 다 당시에
성경 연구가 활발했고, 이러한 경향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09
금성에서는 본문에 삽입되었던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15금성에서는 자료 삽입
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09금성에서는 활판 인쇄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쉽게 책을 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교과서와의 차이점
으로 눈에 띈다.
마찬가지로 09개정 천재 세계사 교과서(이하 09천재)역시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해
서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고 기술한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다. 또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설명한다.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라고 단
순화하며 성경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과학 기술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으나 종교
개혁과의 관계를 조금 더 명료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5개정 천재 세계사 교
과서(이하 15천재) 역시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하여 성경의 왜곡에 대한 내용은 언급
되지 않고, 단순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다. 르네상스와의 연관성이
모호하고 과학기술과 종교개혁의 연관성에 대한 기술도 없다.
또한 09개정 비상 세계사 교과서(이하 09비상)는 성경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초기
크리스트교 연구라고 서술함으로써 성경의 회복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 희석
09개정 금성 세계사 교과서(이하 09금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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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자는 것과 그 고전 가운데 가장 중요
한 것이 성경이라고 설명한 점은 인상적이다. 또한 성경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고전으로

과의 연관성을 개연성 있게 기술하고 있다. 15개정 비상 세계사 교과서(이하 15비상)
에서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관계에 대하여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현실

사회

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09비상에서와 달
리 종교개혁 역시 르네상스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 과학 발
달에 관해서는 하나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활판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촉진 했다는 것
을 서술했지만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는 핵심idea를 누락했다.
위의 3종 교과서 중에 종교개혁의 원인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다고 기
술한 것은 09비상만이 유일했으나 그나마도 15비상에서는 삭제되었다. 북유럽 인문주
의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침해한데에 따른 반발이었다. 이 부분은 르네상
스가 고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배경의 핵심이다. 따라서 세계사 교
과서에도 성경 중심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음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로 다른 관계가 아니다. 단순히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로 나누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알프스 이남의 르
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같이 맥락을 맞추어 설명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와 교회를 비판하는 개혁적 성향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루터의 종교개혁

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황청은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였다. 그래서 성경과는 무관
하게 ‘면벌부’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루터는 성경에 근거하여, ‘면벌부’는 결코 구원
과 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95개조 반박문 을 작성했다. 물론 루터의
반박문은 앞서 말했듯이 종교개혁의 원인 자체가 아니라 쟁점 중 하나였으며, 핵심
원인은 성경 위에 있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로마가
톨릭이 주장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에 맞서 성경에 근거한 ‘이신칭의’를 주장하였
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신약성경 번역으로 이어졌으며, 평생 성경 번역을 위해 노력
하였다. 또한 루터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사도신경 해설을 중심으로 신앙의 핵심을 정
리하여 대·소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후에 칼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골
격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김서택, 2014).
따라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것은
로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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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같다. 종교개혁의 핵심 원인은 ‘면벌부’ 판매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나 로마 가톨릭이 가지는
죄 사함의 권위에 대해 반발했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
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즉,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루터는 성경 번역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뿐 아니라 루터에 의해 번역된 성경 또한 당시 개발되었던 활판 인쇄술에 힘입어 널
리 읽혀졌다. 그 결과 독일의 제후들과 농민들의 호응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종교개
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따라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독일의 종교개혁이라고 일컬
다 과

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내용 분석

조 반박문 을 내놓은 動因은 성경이다. 하지만 09금성에서는 이에 대
한 언급이 없고, 단순히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라
루터가

95개

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사건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각 사건의 연관성 있는

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루터파 교회가 공인받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다
는 점은 잘 설명되어 있었다. 하지만 15금성에서는 절반 가까이 설명이 줄어들었다.
아마도 다른 부분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15금
성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 ‘면벌부’ 판매, ‘이신칭의’, 루터파 공인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단순한 사실만 나열했고, 이 사건에 대한 동기와 과정은 전혀 언급하지
설명을 보

않았다.

모두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왜
‘면벌부’ 판매에 반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심지어 09천재에서는 95개조
반박문 을 단순히 종교적 통일성을 깨뜨린 사건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종교
개혁의 정당성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또한 09천재와 15천재 역시

이다.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너무 간략하게 기록
하고 있다. 성경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은 잘 언급되어 있으나, 루터의 주장이 인쇄술에
힘입어 퍼져나갔다는 설명은 부적합하다. 루터의 주장이라는 추상적인 말보다 ‘모국어
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술에 힘입어 퍼져나갔다’고 서술한다면 더 나은 설명이 될 것
이다. 이마저도 15천재에서는 삭제되었다.
15천재는 여전히 ‘면벌부’ 판매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95개조
반박문 이나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09천재의 서술과 거의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서
술의 분량이 줄어들어 설명이 더 빈약해졌다. 다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경이라고 언
종교개혁의

- 136 -

허은철 ․ 고유경

현행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 서술 비교

급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09천재에 비해 조금 더 강조 되었지만 여전히 종
교개혁의 동인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09비상과 15비상 역시 모두 ‘면벌부’ 판매가 성경의 왜곡으로 인한 문제에서 비롯되
었다는 점을 누락했다. 95개조 반박문 에 대해서 09비상은 단순히 루터의 반발이라
고 서술하면서 루터에 대해 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만 15비상에서는 95개조반
박문 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지어 서술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
게 설명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09비상에서는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
한 근거라는 문장이 있었지만 15비상에서는 이마저도 삭제되었다. 09비상에서는 루터
의 주장이 인쇄술에 힘입어 퍼져나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천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어 성경이 확산되었다는 설명이 없다. 15비상은 본문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였
으나 그림 자료에 구텐베르크의 성경그림과 함께 ‘성경이 인쇄되어 보급되자 성경과
다른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알게 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지지하였다’고 설명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3종 교과서

모두

09개정에 비해 15개정에서 본문의 내용이

줄어들었으며,

루터의

조 반박문 과 ‘면벌부’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종교개혁
몇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농민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었다. 09천재에서는 루터가 제후와 농민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95개

은

있지만, 09천재를 제외한 다른 09개정 세계사 교과서 2종과 15개정 세계사 교과서 3

모두 독일의 제후들이 교황에게 저항한 결과로 아우크스부르크
Religionsfrieden, 1555)가 체결되었다고만 설명하고 있어서 아쉽다.
종

A gsburger

화의( u

3. 칼뱅의 종교개혁

가.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적 배경
래

님 말씀의 권위는

칼뱅에게 신학의 본 적 원천은 성경이었다. 그는 하나 의

교회의

장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와
성경 66권 가운데 63권에 대해 주석을 기록할 만큼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오해에 대하여 교리를
명확히 진술하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막기 위함이었다(Jean
Calvin, 1559).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성공하였으며, 20년 가까이 제네바
를 이끌었다. 칼뱅의 교리는 크게 ‘만인 제사장설’과 ‘예정설’, ‘직업 소명설’ 등을 꼽을
수 있다. ‘만인제사장설’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평신도와 성직자 계급에
차등을 두는 로마 가톨릭의 이원론과는 다른 주장이었다(Joel R. Beeke, 2008). 또한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있다고 주

- 137 -

교육논총/제38권 4호/2018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
님께서 자신이 구원할 자를 선택했다는 ‘예정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예정설은 어거스
틴에 의해 1000년전부터 가르쳐져왔던 교리이고, 루터와 쯔빙글리, 부처(Butzer)등 종
교개혁자들에 의해 드러났던 것이었는데 칼뱅에 이르러 재조명되면서 칼뱅의 핵심 사
상이 되었다(Jean Calvin, 1986) ‘직업 소명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는 주장이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였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그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개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되었다. 따
구원의 문제에 대해

라서 서양의 중세와 근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뱅이 시도한 종교개혁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은

음 같다.
첫째,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펴냄으로써 종교개혁의 이론을 집대성하였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있었으며,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
다. 루터에 의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자 비로소 사람들이 성
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칼뱅이 교리를 집대성하여 기독교 강요를 출간함
으로써 성경 해석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종교개혁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Lewis W. Spitz, 1970). 기독교 강요는 현대 한국 기독교의 사상적
뿌리가 되는 중요한 책이다. 둘째, 칼뱅은 사람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예정설’을 주장했다. 당시 흑사병의 창궐로
유럽인구의 1/3이 사망하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 전역에 퍼져있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
은 구원의 문제를 고민했다. 칼뱅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칼뱅의 구원론은 열렬
한 호응을 받았다. 셋째, 칼뱅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로마 가톨릭
의 전통을 비판하고, 신약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은 제사장임을 역설했다. 성직자
와 비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직자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세웠던 교황정치 대신 선거를 통
해 장로를 세우고 직분을 주는 교회정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장로정치는 근대적 민
주정치의 모태가 될 수 있었다.
다 과

나.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내용 분석

‘
했 ’
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장로제 도입은 단순한 사실 나열
에 그치고 있으며, ‘예정설’에 대해서는 구원이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함
으로써 구원의 ‘예정설’의 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15금성은 칼뱅에
09금성은 칼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교리와 의식을 배격 다 고 서술하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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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어 세 문장에 그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교
리와 의식을 배격한 것과 장로제의 도입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종교개혁에 관한
서술이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이 삭제된 점이 모순적이다.
09천재에서는 루터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하여는 아예 본문
내용이 없었다. 다만 기독교 강요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자료로 싣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다른 사
람에게는 영원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본문만 짧게 수록하고 있다. 과연 이 내용
만을 가지고 ‘예정설’이 가져온 호응과 파급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15
천재는 이에 대해 한 문장을 삽입하였는데, 단순하게 ‘예정설’과 금욕적 생활윤리를
강조하였다고만 서술하고 있고, 칼뱅이 가져온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09비상은 ‘예정설’에 대해 최후의 심판에 불안감을 가졌던 사람들과 비참한 생활을 이
겨내려는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 뿐 아니라
당장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5비상은 내용
이 절반이상 줄어들었는데, ‘예정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게다가 칼뱅에 대한
설명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에 그쳐 칼뱅과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칼뱅이 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청지기적 경제관에
기반한 것이다. 청지기적 경제관은 개인의 소유를 쌓는 목적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축적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하고 타인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다(David A,
Noebel, 430.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된 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희생 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 부의 불균형은 계
속해서 재산의 재분배를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Andre Bieler, 1965).
3종의 세계사 교과서 모두 공통적으로 ‘예정설’에 대해 다루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 역사적 사실을 인과관계나 의의를 생략한 채
단순히 나열만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내용을 단순 암기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역
사 학습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인과관계의 이해이다.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이용하였고,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들이 어떻게 반박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리해준다면 학생들은 쉽게 종교개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경에 대한 몰이해에 대한 반발은 안으로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밖으로는 교회 안에 벌어진 각종 제도와 교리,
의식을 종교개혁을 통해 바꾸어 나가려는 사회개혁운동이었음을 설명해야 한다(민석
홍, 나종일, 윤세철, 1988, 246). 그렇게하면 장로제도나 ‘예정설’, ‘만인제사장설’, ‘청부
사상’과 ‘직업 소명설’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 내용이 2 3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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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의 종교개혁

가.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적 배경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그만큼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왜 이 사건이 종교개
혁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비록 기존의 로마 가톨릭 체제와 교리에 반대
했다는 측면은 다른 종교개혁과 같은 맥락을 가지지만, 헨리 8세의 이혼이라는 정치
적인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종교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교황의 지배에서 벗
어나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측면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의의를 찾자면 구교와 신교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여 절충적 역할을 함으로써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신교도를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계로 남는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후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전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국의 종교개혁을 절대 왕
정의 한 부분으로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지만, 종교개혁의 큰 흐름을 같이 한다.
둘째, 예배예식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교리는 개신교의 전통을 따른
다. 셋째, 영국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구교와 신교를 절충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신
교도들을 흡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을 과연 종교개혁의

나.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 내용 분석

헨리 8세의 이혼스캔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과정에 대해서는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
고, 교회를 교황으로부터 독립시켰으며,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 국교회가 확립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고 있다. 게
다가 15금성에서는 분량이 더 줄어들었으며 09금성의 내용에서 수도원 해산과 교회의
재산 몰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09금성에서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원인이

이에 반해 09천재는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이 없다. 15천재는 영국의 종교개

삽입하였으나, 헨리 8세의 스캔들은 언급하지 않고 수장령을 발표
하고 영국 국교회가 출범되었다는 설명에 그치고 있어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09비상은 09금성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이혼 문제로 수장령을 내렸으며, 수도원
혁에 대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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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했다는 점과 엘리자베스의 통일령을 나열하고 있다.
15비상에서는 내용이 더욱 줄어들어 헨리 8세가 이혼문제로 국왕이 수장임을 선포하
였고,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국교회가 확립되었다는 것만 말하고 있다.
3종의 교과서 모두 영국 종교개혁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성향이나 그 한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지 헨리 8세의 이혼스캔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명은 학생
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종교개혁의 의의나 영향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을 해산하고

토지와

재산을

따라서 영국 종교개혁만이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의의와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영국의 종교개혁
이 향후 벌어지는 갈등과 혁명에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

5. 종교개혁의 결과 및 영향

가. 종교개혁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역사적 의의
초대교회가

유 얻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안으로 세속적 사고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동․서로마는 성상숭배의 문제로
인해 분열이 되었다. 겉으로는 중세시대가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요소들이 많았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고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의 결과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되었으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로 성경
의 보급 또한 촉진되었다. 이로써 소수의 성직자만이 독점하던 진리를 시민 모두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민주주의에 한 발 다가섰으며,
종교 전쟁이라는 진통을 겪었으나 처음에는 제후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개인에게 종
교적 자유가 주어졌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근대적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
다. 기존의 로마 가톨릭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던 것과 달리 종
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설’에 입각하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평등
하다는 것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로써 개인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
었다. 또한 칼뱅의 ‘직업 소명설’과 ‘청부사상’은 상공업자들에게 비전을 주었으며 고리
대금업 대신 약간의 이자수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금융업을 태동시키는 역
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은 교리를 재확인하고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이러
한 움직임은 신항로 개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근대 사회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300여년의

박해를 딛고

종교의 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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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사 교과서 서술 내용

톨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ient, 1545-1563)를 통해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
확인하고 누적된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고 서술했다. 15금성에서 삭제된 부분은 로
마 가톨릭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금서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네덜란드의 독립에 대한 서술이다. 09금성은 단순하게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고
서술하였지만, 15금성은 전쟁의 원인을 에스파냐의 로마 가톨릭 강화정책에 대한 반
발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낭트칙령(1598)에 대해서도
09금성은 단순이 신앙의 자유 확립이라고 기술한 반면 15금성은 제한된 지역에서 예
배의 자유를 허용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다만 15금성 역시 09금성에 비해 내용이 줄어
들어 설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09천재는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1598)과 낭트칙령을 나열하여 설명하였고, 독
일의 30년 전쟁(1618-1648)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독일이 황폐해졌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칼뱅파에게도 종교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위기를 느낀 로마 가톨릭이 문제점을 시정하고 교리를 확인하며 예수회를 신설
하고 포교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치중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15천재는 09천재의 내용을 축소하여 서술
하면서 종교개혁의 의의에 대해 내용을 추가하였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구교와 신교
로 분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교황권 역시 타격을 입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대 국가의 형성에 기여한 여타 다른 내용은 누락되어 있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
져온 영향력이 아니라 종교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군주권의 강화’만을 기술하고 있
09금성은 종교개혁의

결과

로마 가

다.

톨릭의 대응을 먼저 서술한 후, 종교 전쟁과 그에 따른 결과로 네
덜란드의 독립, 낭트칙령 등과 같은 신앙의 자유를 서술하였다. 독일에서의 30년 전쟁
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대가
가 있었다는 점이 잘 설명되어 있다. 15비상은 내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종교 전
쟁의 발발과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 1648)의 체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로마 가톨릭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종교개혁이 시민계급과 신교의 성장
을 촉진해 근대 자본주의와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역사의 작
용과 반작용으로 인한 ‘변화’를 학생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09비상은 로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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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 서술 대안
1. 응집성이 있는 종교개혁 서술

응집성은 텍스트가 독자에게 이해되기 쉽게 읽혀지는 성질을 말한다. 즉, 응집성이
있는 글이란 글의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여 의미관계를 긴밀하게 맺음으로써
독자가 글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집성 있는 글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응집성에 대해 앤더슨(Thomas H. Anderson)은 ‘사려 깊고 친
절한 텍스트’의 일부로 문장이나 아이디어가 유의미하게 이어지는 속성이라고 말하였
으며(Anderson, 1980), 정유민은 ‘문장간 유의미한 연결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텍스트
가 잘 이해되는 모든 성질’이라고 말했다(정유민, 2009: 7). 즉 구체적으로 짜여진 서
술의 구조가 학생들의 역사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정유민, 2009).
따라서 학생들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배경, 과정, 결
과를 체계적으로 응집성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만을 보고 완벽
하게 역사적 사건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사건과 개념을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잘 정리해서 구성할 때 학생들의 역사이해
가 향상될 것이다.

2009년 개정된 교과서와 2015년 개정된 고등학교 교과서의 종교개혁 서술을 전체적

했

으로 살펴보며 비교 을 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총체적인 관점으로 종교개혁을 서술

했다기보다

미시적인 관점으로 부분적으로만 서술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춰
공부를 한

대부분의 세계사 교과서가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비 지도록
서술하고 있다. 학생들이 역사 교사의 특별한 설명 없이 이러한 교과서로

다면, 종교개혁이 서양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영향과 비중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생각

할 것이다. 역사이해를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즉, 사건 자체
만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과 다른 상황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보고 그 위치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선영, 김한종, 양호환, 이영효, 2001). 응집성 있는
서술을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영향과 의의가 잘 연결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이 단지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유럽 전체, 더 크게 보아서는 서양의 근대
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종교개혁과 근대화, 종교개혁과 자본주의의 관
하지 못

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다양함과 한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칼뱅이 종교개혁을 실시한 때는 종교개혁이 집대성된 시기이며,

동시에

성경이 확

산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따라서 칼뱅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

였음을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 또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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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여 학생들
이 칼뱅의 종교개혁의 주요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칼뱅의 ‘예정설’을
신에 의해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식의 운명론적으로 서술하는 것 보다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정설’을 지지했는지에 대하여 흑사병의 창궐과 그로 인한 사망에 대
한 공포,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등과 같은 배경 설명과 함께 서술한다면 학생
들의 역사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절대왕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영국의 국교회 성립을 종교개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히 헨리 8세의 스캔들에 의존하여 기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교와 신교의 중간적 성
격을 띠는 과도기적 성격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절대 왕
정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또한 다른 국가의 종교개혁과의 차별점
식을 배격함으로

써 구교와 신교의 예배의식이 달라졌음도

교과서에

이다.

결과 역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종교개혁
언급하였던 내용을 결과와 함께 연관 지어 응집성 있게 서술하고, 이후
에 전개되는 근대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종교개혁의 영향과

의 배경에서

2. 균형적 서술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을 때 각각의 출판사마다 대체로 루터의 개혁에

더비

두고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정․보완하여 칼뱅의 개혁에 대해서
도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서술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폭넓은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의 개혁 또한 보다 자세하게 기술된다면, 학생들이 루
터와 칼뱅의 개혁을 비교하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
중을

것이다.

현재 세계사 교과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역사적 맥락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루터의 종교개혁’ 부터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이 종교개혁의 원인을 ‘면벌부’ 판매, 「95개조 반박문 발표」라고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 ‘면벌부’ 판매 반대는 루터가 제기한 쟁점 중 일부였을 뿐
이며, 근본적으로는 교황과 로마 가톨릭의 사면권 자체를 공격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은 루터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여 영웅 만들기의 위험성을 가
지고 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역량만 부각되고 있
기 때문이다(방지원, 2017). 서술의 양 역시 독일의 종교개혁이 다른 부분에 비해 훨
씬 많다.
그러므로 칼뱅에 대한 서술은 그 역사적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루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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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

강
건이 아니라, 서양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상을 이어받은 영국
의 청교도들은 아메리카로 건너가 미국을 세우게 되었다는 점도 균형적으로 서술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화의로 인해 루터파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칼뱅파 교회 역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되어야 한다.
15개정 세계사 교과서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전체 서술 분량은 학습량 축소라는 명
분 때문에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이전보다 종교개혁의 세부 주제 간에 균형적 서술
을 이루려고 했으나, 역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이 아닌 기계적인 균형에 머물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것과 비 한 정도로 내용이 보 되어야 한다. 칼뱅의 종교개혁이 단순한 종교적인 사

3. 종교를 넘어선 종교개혁 서술

칭 때문인지 교과서에서 이 사건을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부
각 시키고 있다. 루터와 칼뱅의 개혁은 종교적 사건이었지만, 그 영향과 결과는 단순
히 종교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세계사 교과서 서술은 종교개혁의 영향과 결
과를 종교적 관점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칼뱅의 경우, 그 사상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처음 접하게 된다면,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하
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종교의 개혁으로 시작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종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술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한 사람들에 의한 종교개혁
이라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농민들과 제후들이
호응했다는 시각은, 영웅중심적인 역사해석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그대로 야기할 수
있다. 현재 09개정 세계사 교과서는 물론 15개정 세계사 교과서 모두 국가나 제후, 루
터와 칼뱅 같은 소수의 영웅 중심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서술 패턴은 계
속 반복되어 왔다. 종교개혁에 대한 도시민이나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 일반인들에 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방지원, 2017). 독일 농민의 역할이 배제됨으
로 인해 세속권력과 교회권력의 정치세력간의 다툼으로 이미지화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영웅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일반 시
민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
한 언급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종교개혁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근대 민주주의와 자
본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만인제사장설’은 성직
종교개혁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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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결
평등을 낳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점은 신앙은 국가나 제후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
제라는 자유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음이 설명되어야 한다. ‘직업 소명설’은 귀족이 아
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직업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청부사상’의 영향
을 받은 신흥 상공업자들은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과는 대비되는 시민 문화를 만들었
다. 또한 장로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절대왕정이 심화되어가는 세속적 정치와는 반대
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교회정치 안에 실현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사상들은 근대 사
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가 아니라도 개개인이 하나 과 연 될 수 있다는 것으로

Ⅳ. 결 론

진

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객관
적인 사실이지만, 역사 서술은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
육과정을 만들고 세부적인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세계사의 교수·학습 방향에는 ‘세계사의 내용을
단순화 파편화하여 학습하기보다 이것들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즉, 역사적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 속에서 혹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2018). 세계사 교과서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을
볼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이해보다는 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다른 종교개혁에 비해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칼뱅
의 경우 그 영향과 의의에 비하여 매우 적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불균형한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2015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는 세계사 교육의 목표에는 ‘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을 통해 형성된 인
류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항목이 있다(교육부, 2018). 세계
사는 어느 한 입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과 분량
으로 쓰여져야 한다. 종교개혁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큰 사건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개
인의 역량에 치우쳐서 서술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이 종교적 의의를 넘어 서양 근대사회를 여는 중요한 사건임에
도 불구하고 종교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분량이 매우 축소되었다. 반면에 종교개혁의
의의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정치적인 내용만 부각시킴으로써 이후 서
세계사 교과서는 집필 에 따라 그 구성 내용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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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평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관에 끼친 영
향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 교과서의 서양사 파트에 대하
여 ‘크리스트교가 유럽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
도록 한다. 중세 말 시작된 유럽 사회의 변화가 오늘날의 모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고 교수 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양 근대사회의 전개에 필수적인 자 와

2018). 따라서 종교개혁과 관련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학생들이 종교개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유의미하게 연결하여 서술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세부 주제
들의 분량과 시각을 균형 있게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들이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근대 사상에 영향을 끼쳤음을 서술해
야 할 것이다.
지금의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종교개혁이 역
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단편적인 역사 이해로 그칠 우려
가 있다. 때문에 기존 세계사 교과서에 부족한 종교개혁 관련 서술에 대해 실제에 부
합한 역사적 서술이 필요하다. 09개정과 15개정을 거치면서 세계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의 적정성’을 내세워 세계사 교과서 분량을 축소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
계적 축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역사를 단순 암기과
목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오히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역사 교과서의 분량을 획기적으
로 늘려 역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안내해야 한
다(허은철, 2018). 특히 종교개혁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해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평가 부분에만 종교개혁이 끼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대강화로 인해 교과서 서술의 한계가 있지만 종교개혁의 전반적인 내용이 짜임새 있
있게 이해

게 서술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서양사, 세계
사

더 나아가 역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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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Descriptions of the Reformation
in Current World History Textbooks
Heo, Eun-Chul(Chongshin University)
Ko, Yoo-Kyoung(Research of Institute Christian History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how world history textbooks describe religious reformations. For this, 3
textbooks published by Kumsung, Chunjae, and Bisang either in 2009 or 2015,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n terms of five domains, namely a) the backgrounds of religious reformations, b)
Luther’s Reformation, c) Calvin’s Reformation, d) the religious reformation of England, and e) the
results and effects of religious reforma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istorical facts
were simply enumerated, demanding memorization rather than understanding from students. Second,
the description of Luther’s Reformation was longer than that of any other religious reformation
while there was very little information about Calvin’s Reformation despite its significant impacts.
In addition, the causes and effects of religious reformations were depicted from imbalanced
perspectives. Third, even though religious reformations were not restricted to religious areas and
were the important events that opened up the modern Western society, the quantity of related
contents was severely reduced simply because they are religious events. On the other hand,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reformations has been deleted, but only the political significant of the
events has been highlighted; therefore, there was no explanation about the effects of religious
reformations on the values of democracy and capitalism or freedom and equality, which were
essential to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modern Western society. Therefore, an alternative
would be to make meaningful and coherent connections between the religious reformations and
historical facts in world history textbooks. Second, balanced descriptions of each detailed topic are
needed. Third, it should be described that the core ideas of religious reformations were not limited
to religion but affected modern ideas.
Key words: Reformation, World history textbook, Historical curriculum, Luther, Ca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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