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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시작하며
관계회복이라는 명제는 깨어진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커다
란 부담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의 교리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합리적으로 사
고할 수 있는 이들이라면 서로 놓았던 손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당위적인
행동이어야겠지만, 이미 여러 다른 이름으로 갈라선 교회 사이에서는 그
일이 언제고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음을 본다.
화해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그리고 서로의 공
생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미국 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를 시작한 프란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 1745-1816)는 그
런 면에서 시사점을 주는 인물이다. 그가 선배이며 스승인 존 웨슬리
(John Wesley)와의 관계에서 영국과 미국이라는 공간적인 차이와 정치경
제적인 이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화해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특히 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제시하
는 바가 있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애즈베리의 일생을 통해 그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
영국을 등지고 독립적인 미국인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필 것이다.1) 그리고
정치, 경제, 교회조직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영국, 즉 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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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작업은 두 사람으로 대
변되는 영국 메소디스트와 미국 감리교의 갈등과 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며, 두 사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글은 시
간의 흐름으로 애즈베리의 활동과 행적을 주제별로 추적하면서, 각각의
주제에서 발견되는 미묘한 갈등을 포착하여, 화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두 사람의 강조점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다른 여러 교파 중에서 감리교의 역사에 집중하려
고 하며, 특히 미국 감리교의 발생배경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
국 교회사의 커다란 두 개의 주제, 즉 제1차 대각성운동과 제2차 대각성운
동의 중간에 있으면서 그 동안 간과되었던 미국 감리교의 위치와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단 해치(Nathan O. Hatch)
가 그의 글 “미국 감리교의 수수께끼”(Puzzle of American Methodism)2)
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동안 주류 미국 교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미국 감리교의 특징, 특히 이 글에서는 초기 감리교의 역사적 특징을 서술
하는 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자유주의적”이라는 말로 거칠고 두루뭉술
하게 오해되어온 초기 감리교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강
조점이 부흥운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부흥운동
이라는 정서적, 감성적 공감대야말로 화해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음을 보
이는 글이 될 것이다.

1) 애즈베리에 대한 전기나 저서가 한국에 소개되거나 연구된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김
홍기 교수의 『감리교회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웨슬리에서 아펜젤러까지』 (서울:
도서출판 kmc, 2008)에서 다루고 있고, 찰스 루드빅(Charles Ludwig)의 Francis
Asbury: God’s Circuit Rider (Milford: Mott Media, 1984)가 『프랜스시 애즈베리:
멀고 먼 여로의 전도자』(서울: 임마누엘, 1992)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김수천 교수의 논문, “Examination of Francis Asbury’s Work between 1771 and
1773 for the Foundation of the Early American Methodism,” 「한국기독교신학논
총」 75(2011)는 독립전쟁 직전 순회설교제, 웨슬리안 규율, 목회적 재능 등으로 애즈
베리가 초기 미국 감리교의 기틀을 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2) Nathan O. Hatch, “Puzzle of American Methodism” in Methodism and the Shaping
of American Culture, ed. Nathan O. Hatch and John H. Wigger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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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국인 프란시스 애즈베리(1745-1771)
프란시스 애즈베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밝히지 않았는데,
그가 미국에 첫 발을 내딛은 1771년 26세의 청년 때의 경험이 가장 강한
기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존 웨슬리가 죽은 다음 해인 1792년 애즈베리
는 존 웨슬리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제야 그의 기억은 영국에서의 어린 시
절로 향한다.3)
그는 영국 버밍햄에서 4마일 가량 떨어진 핸즈워스(Handsworth)교구
의 햄스테드 다리(Hamsted Bridge) 근처에서 1745년 8월 20일(또는 21
일) 태어났다. 부모는 농부이며 정원사일을 했던 조셉(Joseph)과 웨일즈
계의 엘리자베스(Elizabeth 또는 Eliza)였다. 애즈베리는 둘째로 태어났으
나, 누나였던 사라(Sarah)가 어린 시절 사망함으로 인해 어머니 엘리자는
보다 경건하고 다소 신비적인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4) 애즈베리가 기억
하는 어머니는 큰 유리창 옆에 선 채로 몇 시간씩 책을 읽는 여인이었다.
가족의 이름은 동쪽을 뜻하는 “Ash”와 요새를 뜻하는 “Bury”였기에 강력
한 성읍 또는 동쪽의 요새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의 이름 “Francis”는
솔직하다는 뜻의 “Franky”라는 애칭으로 불렸다.5)
애즈베리가 1살 때, 후에 웨스트 브롬위치(West Bromwich) 마을로부
터 1.5마일 떨어진 뉴튼 빌리지(Newton Village)로 이사를 했는데, 애즈
베리의 동료 본드(John Wesley Bond)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애즈
베리의 아버지는 정원사가 쓰는 도구들, 즉 큰 전지가위, 가지치기 톱, 괭
이, 갈퀴 등을 집에 인접한 방에 두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이가 우
는 소리에 놀라 2층에 있었던 프랜시스를 찾으러 갔을 때는, 낡은 마루 사
이로 아이가 바로 그 아버지 작업실로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3)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ed. Elmer T. Clark, J.
Manning Potts, and Jacob S. Payton, 3 vols. (Nashville: Abingdon Press, 1958),
1:719-722 (1792년 7월 16일). 미국 감리교에 대한 영국인들의 이해의 부족도 자신
의 이야기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4)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720.
5) Darius L. Salter, America’s Bishop: The Life of Francis Asbury (Nappanee: Francis
Asbury Press, 20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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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도구들은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재로 가득
한 난로가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 애즈베리가 떨어져 낙상으로 인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6) 그 일 후에, 어머니는 애즈베리에게 성경을 잘
읽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6세의 아이로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었다.7)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모들은 애즈베리를 학교에 입학시켰지
만, 10세가 되기 전에 애즈베리의 공식적인 교육은 멈추었는데, 선생으로
부터의 잔혹한 체벌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 애즈베리는 집의 작은 방에서
혼자 독서와 공부를 하였고, 행복해지리라는 소망을 결코 잃지 않았다.8)
애즈베리가 기억하는 부모들은 보통의 사람들로 정직하고 근면하며,
기도문을 외우며,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독서와 기도를 강조했고, 두
사람의 시편암송은 애즈베리의 기억에 오래 남았다. 애즈베리 가족은 관대
해서 가난한 이웃들과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적이었다.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자주 초청하는 바람에 애즈베리는 “메소디스트 목사”(Methodist
parson)라는 놀림을 받았다.9) 사실, 애즈베리 개인에게 있어 영적인 생활
에서의 변화는 가정을 메소디스트들의 성경 공부와 모임에 제공하면서
가능했다. 7세에 애즈베리는 영적 각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겨울에는 8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다. 13세에 집에
초대된 한 침례교인의 기도회에서 “이제까지 찾던 평안을 얻었다.”10) 이
“평안”은 존 플레처(John Fletcher)의 설교와 알렉산더 매더(Alexander
Mather)의 영향으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11) 즉 15세 때, 하나님의
6) 앞의 책, 21.
7)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721.
8) Darius L. Salter, America’s Bishop: The Life of Francis Asbury, 21. 애즈베리는 기
껏해야 6년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 L.C. Rudolph, Francis Asbu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19.
9)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 720. 어린 시절 “메
소디스트 목사”라는 별명이 영적인 성숙으로 인한 칭찬이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애즈
베리의 글은 다음과 같다: “Sometimes I was much ridiculed, and called Methodist
Parson, because my mother invited any people who had the appearance of
religion to her house.”
10)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721.
11) 매더는 웨슬리가 “나에게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100명의 설교자를 주
면, 나는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은 지옥의 문
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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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그의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애즈베리는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
도에게 나를 안내하였다. 고귀한 보혈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은 내
영혼의 죄악을 의롭게 만드셨다. 그리고 곧 성결의 탁월함(Excellency)
과 필요함(Neccesity)을 보여주셨다.12)

즉 애즈베리는 매더의 영향으로 “복음주의적 회심”을 경험했고, 웨슬
리안 완전구원의 교리, 즉 죄로부터의 자유를 설교할 때 바로 이러한 은혜
를 체험한 것이었다.13) 아울러 애즈베리는 메소디스트 모임을 통해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절대적인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다.
나는 곧 이것(Society)이 (국교회) 교회가 아니라, 더 나은 것임을 알았다. 사
람들은 너무도 경건해서, 남자나 여자나 무릎을 꿇은 채 “아멘”이라고 말했
다. 이제 보라, 그들은 찬송을 하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왜 설교
자가 기도문이 없느냐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그는 훌륭하게 기도하였
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본문을 택하지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데
도, 이것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다.14)

다시 말해, 애즈베리는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모임에서의 즉흥 기도와 설
교에 깊이 인상을 얻은 것이다.

Wesley, “To Alexander Mather,”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John Telford, 8 vols. (London: The Epworth Press, 1931), 6: 272 (1777년 8월
6일).
12)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124-125 (1774년 7
월 24일).
13) 매더 이외에도, 애즈베리는 웨스트 브롬위치의 올 세인트 교회(All Saint’s Church)에
서 목회한 에드워드 스틸링플릿(Edward Stillingfleet)의 덕택으로 그가 강단에 초대
한 윌리암 탈봇(William Talbot), 토마스 하위스(Thomas Haweis), 헨리 벤(Henry
Venn) 등의 영향을 받아, 당시 국교회 내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도 연관을 갖게 되었
다.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721.
14)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721.

120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집

애즈베리는 칼집과 버클을 만들던 존 그리핀(John Griffin)의 견습공으
로 있으면서, 하루 13시간씩 주당 7-10실링을 받고 일을 했다.15) 그 사이
애즈베리는 어머니가 2주에 한 번씩 여는 기도모임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
연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었다. 애즈베리의 설교는 매더의 시선을 끌었고,
매더는 애즈베리를 지역 젊은이들 모임의 지역 설교자이며 속장의 임무를
맡겼다. 폭도들의 반대로 중지되었던 모임은 애즈베리의 참여와 헌신으로
다시 시작되었고, 그만큼 애즈베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7-20세에는 마을의 경계를 넘어 버밍햄(Birmingham) 지역에
서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설교를 하였다. 20세에 애즈베리는 드디어
바라던 전담 순회 전도자가 되었다.16) 22세부터 애즈베리는 런던의 메소
디스트 연회에 참석했으며, 23세에는 브리스톨 연회에서 존 웨슬리가 목
회를 승인한 정회원이 되어, 베드포드샤이어(Bedfordshire)와 윌트샤이어
사우스(Wiltshire South)에서 순회 목회를 담당하였다. 연회와 커넥션을
가진 후, 4년 동안 애즈베리는 목회적 능력, 군중을 끌어 모으는 설교, 갈
등을 해결하는 지도력, 그리고 여행을 감행하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애즈
베리 자신도 이러한 선례를 통해 보다 넓고 거친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애즈베리는 25세가 되면서 미국에 선교를 나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는데, 이러한 애즈베리를 1771년 웨슬리는 리
차드 라이트(Richard Wright)와 함께 미국으로 파송하였고, 애즈베리는
26세의 나이로 고국 영국을 떠나게 된다.17)

15) 애즈베리가 후에 미국에서 알게 된 헨리 폭살(Henry Foxall, Eagle Iron Works의 설
립자)의 아버지 헨리 폭살(Henry Foxall)의 견습공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희
박하다. 어쨌든, 애즈베리가 아들 헨리 폭살과 절친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는 점은 19세기 미국 산업주의와 연관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Darius L. Salter,
America’s Bishop: The Life of Francis Asbury, 26-27.
16) 당시 그 지역을 담당하던 윌리암 올프(William Orpe)가 병으로 고생하여 맡게 된 일
이지만, 올프는 그가 허락하지 않은 일이라고, 애즈베리에게 월권을 행사했다며, “당
신이 독재자가 되었다는 말이 놀랍지 않소”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의 책, 29.
17) 처음 그는 4년 정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앞의 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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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인 프란시스 애즈베리(1771-1816): 웨슬리와의 갈등
1. 치리 : 파송이냐 거부냐?

애즈베리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메소디스트
들은 이민을 통해 새로운 땅 미국에 정착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메
소디스트 모임은 몇몇 지역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했다. 웨슬리 자신도
1735년 잠시 미국의 남부 조지아(Georgia)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의 메소디스트 동료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도 조지아에서 북쪽으로 필라델피아와 보스톤에서 사역을 했
으나 메소디스트를 조직하고 돌보는 일보다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의 예정론을 통한 대중집회에 관여했기에 진정한 메소디스트
운동을 미국에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1760년 뉴욕으로 이주한 필립 엠베리(Philip Embury)는 아일랜드에
서 지역 설교자였었다. 새로운 땅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이웃과 가족
의 격려로 엠베리는 1766년 자신의 집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회중이 증가
하자 예배실을 임대했고, 후에는 웨슬리 채플(Wesley Chapel)을 건축했
다. 뉴욕에서 메소디스트들의 증가와 뉴욕 신도회의 성장은 특히 토마스
웹 선장(Captain Thomas Webb)의 사역으로 가능했다. 워낙 영국에서도
열정적인 회원이었던 웹은 엠베리의 모임에 합류한 후로, 설교를 시작했
고,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델라웨어(Delaware), 뉴저지(New Jersey)
등에 메소디스트 모임을 만들었다. 웹은 또한 확대된 메소디스트 활동
지역에서 일할 순회 설교자들을 보내달라고 영국 메소디스트에 요청하
였다.18)
남부에서도 메소디스트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로버트 스트로브리
지(Robert Strawbridge)가 주로 메릴랜드(Maryland)에서 활동하였다. 스
트로브리지도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던 지역 설교자였다. 웨슬리와 관계없
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던 스트로브리지는 왕성한 전도여행을 통해 메릴랜
드, 델라웨어, 펜실바니아(Pennsylvania), 버지니아(Virginia)에서 설교하
18) 앞의 책,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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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스로 젊은 설교자들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렇다 치
더라도, 성례전을 집행할 잉글랜드 국교회 목회자가 없었기에 고민하던
스트로브리지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세례와 성
찬을 집전하기 시작했다.19)
그런 의미에서 애즈베리는 공식적인 미국의 첫 메소디스트가 아니었
으니, 웨슬리는 이미 리차드 보드맨(Richard Boardman)과 조셉 필무어
(Joseph Pilmoor)를 1769년에 미국으로 파송했다. 이 둘은 주로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먼저 활동하던 웹과 스트로브리지의
사역을 아우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애즈베리의 미국 도착은 특별한 의미
가 있었다.20)
애즈베리의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 첫째, 설교자들
이 뉴욕에서만 활동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애즈베리는 좀 더 넓은 지
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말을 타고 뉴욕 인근 지방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둘째, 그는 비회원에게도 애찬식과 신도회 모임을 허락하는 모
습을 보면서, 회원들에게만 허락해야 한다는 규율을 세우고 지키기 시작
했다.21) 다시 말해 지금껏 미국 메소디스트들은 방만한 운영을 했고 애즈
베리는 성결한 삶의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경한 규율은 몇몇 회원들에게 상처
도 되었고, 그 가운데는 부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애즈베리의 사역에 필
무어는 애즈베리의 규율을 강조하는 사역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회원이
줄어들었다는 불평을 했다. 1772년 웨슬리는 엄격한 메소디스트 규율을
강조하는 편지를 애즈베리에게 보냈고, 보드맨을 대신하여 웨슬리의 “동
역자”(assistant)로 거명하였다. 애즈베리가 그 즉시 미국 메소디스트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순회조직의 연결망을 표준화하기 시
작했다.22)
애즈베리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를 거쳐 메릴랜드로 여행하여 규율을
강조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설득하였다. 남부에서는 스트로브리지를 통한
방만한 운영이 있었지만 애즈베리는 부흥의 가능성을 보았다. 보드맨은
19)
20)
21)
22)

앞의 책, 22.
앞의 책, 23.
앞의 책, 24.
앞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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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트로브리지의 성례전 집행을 허락한 상태였으나, 애즈베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 또한 애즈베리는 자신이 뉴욕을 떠난 사이 필무어가 자
신을 비난하는 아주 실망스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뉴욕으로 돌아와 규율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웨슬리에 의해
“동역자”의 자격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23)
이때 영국을 방문한 웹은 미국에서의 메소디스트의 안정을 위해 웨슬
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든가 안수받은 국교회 목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
였다. 웨슬리는 웹의 청을 받아들여 두 명의 목회자 토마스 랭킨(Thomas
Rankin)과 조지 셰드포드(George Shadford)를 파송한다. 웨슬리는 자신
의 동료이며 애즈베리보다 연장자인 랭킨이 자신의 “동역자”로 미국에서
사역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랭킨이 1773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메소디스트의 첫 연회에서 설교자들을 위한 규율과 순회제도를 강조하였
을 때 그의 태도가 고지식하고 미국식의 자유로운 사고에 적응할 수 없었
기에 미국 설교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고, 논쟁이 발생했다.
연회의 설교자들 사이에 도시에서 신사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다. (그들은) 4년 가운데 3년을 이미 도시에서
보냈다. 비용이 낭비되고, 부적절한 지도자들이 임명되며, 우리의 여러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24)

논쟁의 한가운데서 애즈베리는 그 다음 해 연회에서 랭킨을 상대로 논
쟁을 벌였고, 그 결과 랭킨은 순회를 통해 새롭게 성장하는 볼티모어로 가
기 원하는 애즈베리를 뉴욕으로 파송했고 그 다음해는 필라델피아로 파송
했다. 랭킨과 애즈베리, 둘 모두는 웨슬리에게 간청을 했고, 결국 애즈베
리는 1775년 볼티모어로 파송받게 되었다. 분명히 애즈베리는 랭킨보다
젊었고 미국의 상황과 그 곳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애즈베
리는 랭킨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역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를 서
슴지 않았다.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왕당파(Tory)였던 랭킨은 설교자들을
영국으로 귀환시키려 하였고 그는 애즈베리도 영국으로 소환하도록 웨슬

23) 앞의 책, 28.
24)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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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랭킨이 1778년 영국으로 돌아감으로 웨슬리
를 대신하여 파송된 지도자들과 애즈베리의 갈등은 해소되었으나, 미국
독립이라는 배경을 두고 더 큰 갈등이 커가고 있었다.25)
웨슬리가 직접 파송한 설교자들, 더 나아가 잉글랜드 국교회 목회자들
이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는 개인적인 목회
적 자질이나 판단의 미숙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열적으로 직접 말을 타고 개척지를 누비며 순회설교를 하는 애즈베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 메소디스트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증
대되는 애즈베리의 영향력을 대신할 수는 없었기에, 그만큼 미국 메소디
스트들은 치리에 관한 한 웨슬리의 영향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2. 미국 독립을 둘러싼 정치적인 입장 : 강경파냐 온건파냐?

미국 독립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은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하며 영국 정
부를 따르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가 기본적으로 왕당파를 지지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황에 대해 그리 밝지 못했던 원인
도 있었다.
사실 1768년 웨슬리는 미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압제에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1775년에는 미국내 영국 귀족들에게 그렇
게 하라고 부추길 정도였다. 그러나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책
『비과세 독재』(Taxation No Tyranny)를 읽고 웨슬리는 독립전쟁에 깔린
상업주의의 폐해를 보았기에,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
다.26) 그는 『미국내 식민지에 보내는 엄중한 연설』(A Calm Address to
Our American Colonies)이라는 팸플릿을 통해 미국 독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7) 이 밖에도 5개나 더 되는 팸플릿에서 미국 독립에
대한 입장을 밝힌 웨슬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미국 독립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25) L. C. Rudolph, Francis Asbury, 31.
26) 앞의 책, 32-33.
27) John Wesley, A Calm Address to Our American Colonies in The Works of John
Wesley (Jackson) 14 vol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1: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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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부유함과 교만과 사치와 게으름과 음탕함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
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정신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확
산되게 되었습니다. … 미국에서 아마도 악한 독립정신을 사람들에 불어
넣어 줌으로 이 간교한 영은 하나님의 전체의 은혜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도 전복하고자 했습니다.28)

더 나아가 독립전쟁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미국을 향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까지 지적하였다.29)
애즈베리가 미국 독립에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는 주장은 미국에 있는
메소디스트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메소
디스트들은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까지 공식적으로는 잉글랜
드 국교회의 교인이었는데, 목회자가 집전하지 않는 성례전을 끝까지 반
대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런 의미에서 메소디스트들은 영국 국왕을 섬기
는 자들로 인식되었다. 그로 인해 메소디스트들은 미국 독립 과정에서 아
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신앙고백으로는 영국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새로운 땅에서의 자신들의 입장은 독립전쟁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떤 메소디스트는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
들로부터 더운 여름에 타르와 깃털을 뒤집어쓰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구타와 감금, 교수형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 강제로 독
립군에 징병된 메소디스트 가운데는 끝까지 의심을 받아 총기를 분배받지
못하고, 메소디스트 취사병을 태우는 마차를 모는 일만 담당한 이도 있었
다.30) 독립전쟁을 사악한 행동으로 묘사하는 웨슬리의 입장은 이러한 상
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영국에서 파송된 웹과 같은 설교자는 웨슬리의 지시를 비교적 충실하
게 따랐다. 또 마틴 로다(Martin Rodda)는 독립전쟁을 반란이라고 규정한
영국정부의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31)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애즈베리
28) John Wesley, “최근 북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1778) 『웨슬리 설교전집』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06), 4:394.
29) 앞의 글, 4:397.
30) L. C. Rudolph, Francis Asbury, 34.
31) 마틴 로다는 1774년 뎀스터(James Dempster)와 함께 웨슬리의 파송을 받은 설교자
였다. 이로써 독립전쟁 전까지 미국으로 파송 받은 웨슬리의 공식적인 설교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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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독립전쟁 자체에 그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이 정치인들인가! 무슨 저주스런 말인가!”32) 사실, 그가 그토록
당시 독립전쟁 지역인 벙커 힐(Bunker Hill), 보스톤(Boston), 롱 아일랜
드(Long Island), 트랜튼(Trenton),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밸리 포지
(Valley Forge), 먼마우스(Monmouth) 등을 돌아다니면서도 전쟁에 대한
묘사나 설명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혁명인 독립전쟁은 그의
본질적인 관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독립전쟁 자체를 그의 기본적인
관심인 복음전파를 위해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웨슬리가 독립전쟁
에 대해 분명한 입장으로 기운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였다. “그 귀한
분이 미국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다니 정말로 유감이다.”33)
이윽고 미국내에 있는 영국 설교자들에게 철수하라는 랭킨의 편지를
받았을 때, 기도와 금식을 통해 애즈베리는 영국으로 돌아간 6명을 제외
하고는 뎀스터와 함께 미국에 남았다.
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얻은,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이 모인 들판을 결코
떠날 수 없다. 우리의 보호를 원하는 3,000명의 영혼을 남겨둔다는 것은
메소디스트의 영원한 불명예가 될 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양떼를 위험한
시기에 남겨둔다는 것도 선한 목자의 역할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결
정했다.34)

그렇다고, 애즈베리가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할 수 없는 이
유는 토마스 화이트(Thomas White)라는 토리당으로 의심받는 사람의 집
에 머물면서 독립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점이다.35) 그런
의미에서 애즈베리는 독립전쟁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진 강경파 웨슬리와
는 달리 “비정치적”으로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에 남

32)
33)
34)
35)

8명이었다.
Jacob S. Payton, “Preachers in Politics,” Methodist History 11 (July, 1963), 15.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181 (1776년 3월 19일).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161 (1775년 8월 7일).
James W. May, “Francis Asbury and Thomas White: A Refuge Preacher and His
Tory Patron,” Methodist History 14 (April, 1976), 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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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사실만으로 영국인 웨슬리의 입장이 아니라 한 미국인으로서의 정
치적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3. 교단 구조의 문제 : superintendent냐 bishop이냐?

1776년부터 1783년까지 지속된 독립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메소디스
트들은 3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 이러한 성장은 영국과의 전쟁터가 되
었던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뉴욕의 회원은 오히
려 감소하였는데, 남부의 메릴랜드, 델라웨어,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등에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잉글랜드 국교회의 영향
이 적었던 곳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벗어난 미신자들이 많은 지역이었
다. 이 남부지역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메소디스트들의 증가로 이
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1783년 89%의 메소디스트 회원은 남부(메이슨딕슨 라인 남쪽)에 몰려 있었고, 남부의 부흥운동은 비교적 제도권 교회의
영향이 적은 서부로 확대되고 있었다.36)
증가하는 순회조직으로 인해 미국의 메소디스트들에게 웨슬리의 기준
에 맞는 성례전을 집행할 잉글랜드 국교회 목회자가 부족한 것은 더 큰
문제로 다가왔다. 그리고 과거에 장로교, 화란 개혁교회, 루터란, 메노나
이트, 침례교인들도 메소디스트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에게 성례전을 집행
하지 않거나 성공회의 성례전에 따르라 하면 그들의 본래 교회로 돌아가
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었다. 웨슬리의 기준에 따라 모든 설교자들
에게 성례전을 집행할 것을 금지한 애즈베리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자,
웨슬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간청했다. 독립전쟁이 끝난 1783
년 9월 다음 달인 10월에 웨슬리는 애즈베리에게 편지를 써서, 애즈베리
를 중심으로 웨슬리의 『신약성서주석』(Notes Upon the New Testament),
『설교집』(Sermons on Several Occasions), 『대회의록』(the Large Minutes)
에 나오는 것을 지킬 것을 알렸다. 즉 애즈베리를 “총동역자”(The General
Assistant)로 인정하였다.37) 그러는 사이 웨슬리는 잉글랜드 국교회 감독
36) L. C. Rudolph, Francis Asbury, 42. 메이슨-딕슨 라인(Mason-Dixon Line)은 독립
전쟁 전, 1763-1767에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의 경계를 그은 것으로, 후에 흑인 노
예문제를 비롯한 남부와 북부의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37) John Wesley, “To the Preachers in America,”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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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득하여 메소디스트 설교자에게 안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학식있는 잉글랜드 국교회 목회자를 미국으로 파견하는 것보다는 그리스
어와 라틴어는 못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아는 미국의 메소디스
트 설교자들에게 안수를 하라는 간청이었다. 단순히 잉글랜드 국교회 목
회자를 충분한 정도로 많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나, 그 잉글랜드 국교회
목회자가 웨슬리안 메소디스트를 우호적으로 대할지는 불확실했기 때문
이었다.38)
웨슬리의 새로운 계획은 잉글랜드 국교회 목회자인 토마스 코크
(Thomas Coke)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의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
다. 결국 1784년 웨슬리는 자신이 직접 미국에서의 선교적인 필요에 의해
코크를 “감리사”(superintendent)로, 리차드 와트코트(Richard Watcoat)
와 토마스 바시(Thomas Vasey)를 목회자(presbyter)로 안수를 주어 미국
에 파견했다.39) 웨슬리는 이들 각각에게 안수증서와 “북미 형제들에게 보
내는 편지”(Our Brethren in America), 그리고 『미국 메소디스트들을 위한
주일 예배서』(The Sunday Service of the Methodists in North America)를
주었다.40)
코크, 와트코트, 바시는 1784년 11월 뉴욕에 도착했고, 필라델피아에
서 애즈베리를 만난 이들은 웨슬리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이것이 하
나님의 뜻임을 인정한 애즈베리였지만, 이 계획에 미국 설교자들이 찬성
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히 웨슬리의 말씀으로
는 충분하지 않았고, “영국으로부터의 지시”라는 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우
호적이지만은 않은 때가 된 것이다. 미국 메소디스트의 권위는 이제 미국
설교자들 자신들의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784년 12
월에 특별 연회가 소집되었고, 그 장소는 볼티모어였다. 코크는 이러한 미

A.M. 7:191 (1783년 10월 3일).
38) L. C. Rudolph, Francis Asbury, 46.
39) 웨슬리는 고민스런 연구를 통해 자신이 목회자(presbyter)로서, 감독(bishop)이 갖는
다른 목회자와 감독을 안수하는 성직안수권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 People Called Methodist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286.
40) L. C. Rudolph, Francis Asbury,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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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추진하는 애즈베리에게 놀라움을 금
할 수 없었다.41)
급하게 소집된 크리스마스 연회에서, 코크는 상징적일 뿐 실제적으로
는 애즈베리의 지도력에 의해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였다. 애즈베리는 미
국 설교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었다. 볼티모어 연회는 미
국 메소디스트 교회의 체제를 감독제로 정하였고, 그 이름은 감리 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로 정하였다.42) 이제 미국의 메소디스트는
단순한 종파(sect)나 커넥션이 아니라, 본격적인 교회가 된 것이다. 이는
영국 감리교에 10여 년 앞선 사건이었다. 미국 감리교회는 교리와 규율은
영국 메소디스트의 정신을 계승하지만, 교회의 정치체제는 잉글랜드 국교
회를 따른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코크는 미국 감리교회를 위해,
애즈베리를 12월 25일 준목사(deacon), 26일 정목사(elder), 그리고 27일
감리사(superintendent)로 연이어 안수하였다.43) 애즈베리는 현장에 대한
경험과 설교자들의 동의를 통해 미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리사가 되었
다. 그는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에게 안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다. 미국의 감리교회와 애즈베리는 웨
슬리가 애즈베리에게 감독(bishop)의 지위를 준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후
에 이러한 사실을 안 웨슬리는 자신이 애즈베리를 감리사로 계획한 것인
데 애즈베리가 감독이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교만을 부린 것이라고 비난
하였다.44)
미국의 감리교회가 설립되고 애즈베리가 감독으로 선출된 배경에는
분명히 웨슬리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실제적인 상황은 웨
슬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진행되었고, 웨슬리의 의도가 선명하지 않았
기에 감리교회는 애즈베리를 감독으로 하는 문자 그대로의 ‘감리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한동안 영국 메소디스트들(특히

41) 앞의 책, 50.
42) 감리교 감독 교회라는 번역보다는 메소디트스 감독 교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
다. 그러나 감독제를 처음으로 인정한 메소디스트 교회라는 뜻에서 감리교회라고 번
역하였다.
43)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474.
44) 실제로 애즈베리는 예배 시간에 잉글랜드 국교회 감독의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진행하
기도 했으나, 설교자들의 비난에 그 일을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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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과 미국 감리교회는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4. 노예문제에 관하여 : 해방이냐 침묵이냐?

존 웨슬리는 일생을 거쳐 노예무역이나 노예제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
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45) 그의 미국 방문에서 노예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었던 웨슬리는 흑인노예를 부리는
농장주들 가운데 잔인한 이들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생각은 후에
“노예제도에 관한 생각”(Thoughts upon Slavery)에서 체계적으로 표현하
였다.46) 이 글에서 웨슬리가 노예들이 잡혀오는 나라는 어디이며, 어떤 이
들이 잡혀오는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
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배로 수송되는 데 최소한 그들 중 만 명은 항해 중에
죽는다. 약 사분의 일 이상이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 단계에서 죽는다. 항
해와 현지 적응을 포함해서 평균 3만 명이 죽는다. 아니 더 적절한 표현
으로는 살해당한다. 오 땅이여, 오 바다여! 그들의 피를 덮지 말아라!47)

웨슬리는 노예제가 자연적인 정의와 자비에 어긋나기에, 미국에서 포
르투갈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을 뒤이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노예
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우리의 미국 농장에 땅을 가진 모든 신사들에게도 똑같이 관련된다. 그
신분과 계급이 무엇이든 모든 노예 소유자들은 인간을 사는 행위가 확실
히 인간을 훔치는 행위임을 유념하라. 당신들은 “나는 정당하게 나의 상
품 값을 지불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라

45) Irv A. Brendlinger, Social Justice Through the Eyes of Wesley: John Wesley’s
Theological Challenge to Slavery (Ontario, Joshua Press. Inc., 2006), 73.
46) 이성덕, “18세기 영국의 노예제에 대한 존 웨슬리의 비판과 그 영향,” 「한국교회사학
회지」 24(2009), 222-233.
47) John Wesley, “노예제도에 관한 생각,” 김홍기 역, 『존 웨슬리 논문집 I』 (서울: 한국
웨슬리학회, 2009),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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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다. 아니다. 당신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왔는지를 아는 일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도둑과 동업자이며 그보다
조금도 더 정직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오지 않았
다는 사실을 안다. 당신들은 소매치기, 가정파괴 혹은 노상강도 더욱더
순수한 것이 거의 아무것이 없는 수단에 의해 그들이 조달되었음을 안
다. …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러한 모든 사기, 강도, 살인에 대하여 유죄,
아니 주범이다.48)

즉, 웨슬리는 노예제에 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음을 분명
히 알 수 있다.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도 노예제폐지를 위해 일하
던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게 보내는 편지였고,49) 메소
디스트들에게는 유언처럼 남긴 당부가 되었다.
노예제에 관한한 애즈베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
를 통해 독립전쟁 후에 큰 부흥이 있었으며, 특히 남부의 부흥이 있었으
며, 이로 인해, 새롭게 유입된 감리교 내의 남부인들에게는 노예제의 문제
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당시 세계 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삼각무역
(Triangular Trade)이라고 한다.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목화와 담배와 같은
대농장의 생산물을 수입하고, 영국은 완제품을 아프리카로 수출하며, 아프
리카로부터는 노예를 북미와 남미에 실어 나르는 형식이었다(표 1 참조).
웨슬리가 있었던 영국은 농산물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이 발생하는 지역
이라, 직접적인 노예무역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었다. 반면 애즈베리가
활동하던 미국의 남부는 노예들을 받아들이고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이었
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애즈베리가 후대 역사가들로부터 지
적당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남부 감리교도들이 소유한 노예에 대해서 마
지못해서 묵인했다는 사실이다.

48) 앞의 글, 451.
49) John Wesley, “To William Wilberforce,”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A.M.,
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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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삼각무역

미국 감리교회가 생기던 1784년의 크리스마스 연회에서는 분명히 노
예제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노예를 부리는 감리교도들은 연차적으로 노예
를 해방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흑인 감리교도들이 성장
했고, 그 가운데는 흑인 해리(Black Harry)로 알려진, 해리 호지어(Harry
Hosier)와 같은 설교자도 나타났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노예제 폐지는 진
공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남부지역 특히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안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밝힌 이유는 4가지
였다. 사유재산권, 사회적 안정, 성서적 근거(노아의 아들 함), 영국과의
독립적 정책결정 등이었다.50) 애즈베리는 사실 그의 저널에서 노예제 반
대운동에 대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애즈베리는 노예제 반대운동
이 남부인들 사이에서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것
이다. 다시 말해 노예제 반대에 대한 관심이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대한
헌신만큼 강하지 않았다. 결국 전체 교회를 위해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궁극적 관심, 즉 영혼을 구
원하기 위한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51) 이러한 태도
는 그가 독립전쟁에 취했던 “비정치적” 태도와 유사한 것이었다.
50) John Wigger, American Saint: Francis Asbury and the Methodi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52.
51) 앞의 책,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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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화해의 단초
1. 개인적인 경건과 공동체적인 규율

웨슬리에게 있어 1725년은 그의 신앙성장에서 중요한 계기를 갖는다.
특히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규율과 훈련』(Rules
and Exercises of Holy Living and Dying)을 읽은 후, 거룩한 삶은 시간
관리라는 것을 깨닫고, 테일러의 제안을 따라 일기(Diary)를 쓰기 시작했
다. 이 일기는 성결한 삶의 성장을 측정하는 기록이 되었다.52) 그리고 후
에 메소디스트에 가입하는 이들에게 경건을 위해 일기를 쓸 것을 강조하
였다.
스스로의 규칙적인 경건 외에도, 신도회를 통한 공동체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독려하며, 때로 치리하는 관계를 위해 엄격한 규율을 강
조한 것도 웨슬리의 목회의 모습이었다. 엄격한 규율을 통해 공동체를 위
한 성결한 모습을 찾기를 기대한 웨슬리는 1743년 북부지방의 뉴캐슬
(Newcastle)에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 회원 64명을 제명하기도 하였다.53)
웨슬리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애즈베리는 미국으로 가는 선상에서
부터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후에 저널로 출판되었다. 첫 일기
에는 자신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는 마음에 있는 몇 가지를 기록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새로운
세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명예를 얻으려고?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아는 한 아니다. 돈을 벌러?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
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형제회(the Friends)들 가운데 움직임이 있었으

52)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 People Called Methodists, 35.
53)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ed. W. Reginald Ward & R. P. Heitzenra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vol. 19, Journal and Diaries 2:318 (1743년 3
월 12일). 2명은 저주와 맹세, 2명은 습관적인 안식일위반, 17명은 술취함, 2명은 음
주판매, 3명은 다툼과 소란, 1명은 아내구타, 3명은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 4명
은 욕과 저주, 1명은 게으름과 태만, 29명은 가벼움과 부주의함 등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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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그라들었다. 같은 식으로 장로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들 가
운데도 줄어들었다. 영국에서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들은 메소디스트들
이었다. 그들이 설교하는 교리, 그들이 강조하는 규율은, 내가 믿기로, 이
제 세상에서 그 어느 사람들의 것보다 순수하다. 주님은 세 왕국에서 이
교리와 규율을 축복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결코 그 반
대가 아니길.54)

아울러, 애즈베리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미국 메소디스트들이 성결한 삶의 규율을 지킬 것에 대한 지적과 자격이
부족한 자에게 신도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치리였다. 그래서 처음
에는 애즈베리의 강경한 규율로 인해 상처를 받은 회원들도 있었고 그중
에는 상류층들도 있었기에, 동료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 점에 있어
애즈베리에 있어 개인적인 경건과 공동체의 규율은 “성결한 삶”을 위해
웨슬리가 강조하던 것을 충실히 따랐던 예가 된다.
2. 순회설교 시스템

웨슬리의 목회 방법 가운데 특별한 것은 평신도 설교자들을 통한 순회
설교 시스템이었다. 이 방법은 복음적 부흥운동을 담당할 목회자들의 부
족함 때문에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웨슬리의 마음에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울 의사는 없었으나, 일단 허락된 평신도 설교자들은 웨슬리 부흥운동
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설교자들이 “남의 교구에서 설교하
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웨슬리가 자유로울 수 없었다. 웨슬리는 국교회
에서 정한 교구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넘나들면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
비난이 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단순히 “인간이 정
한 교회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
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54) Francis Asbury,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1:4-5 (177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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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이렇게(설교) 하는 것을 사람은 금지시킵니
다. 즉, 결과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교구가 없고,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
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하겠지요. … 이 문제에 관해 당신에게 제 원칙을 설명하도록 하지요. 나
는 세상이 나의 교구이며,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들에게 선포하
는 것이 나의 의무라 생각합니다.55)

그러나 웨슬리 자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수 받지 않은 메소디스트 설
교자들이 영국의 국교회의 교구를 무시하며 설교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다면, 웨슬리의 대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애즈베리 목회의 중심에도 순회설교 시스템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영국의 웨슬리로부터 배워온 순회설교 시스템을 미국에 들여온 사람이 바
로 애즈베리였다. 일단 미국에 소개된 순회설교 시스템은 영국에서 보다
미국에서 더 효과를 보았다. 감리교 순회 설교자들은 한 곳의 회중이나 교
구를 맡지 않고, 계속 여행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한 순회조직에 퍼져 있는
여러 회중을 담당했다. 애즈베리의 지도 아래, 한 순회설교자는 200-500
마일 가량의 둘레를 말 타고 돌았고, 이러한 한 순회조직에는 25-30개의
설교를 하는 곳이 있었다. 평균 400마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 순회설교자
는 2-6주에 한 번 순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한 순회설교
자는 매일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한 번의 설교를 했고, 단 한 달에 단
며칠만을 쉴 수 있었다. 가끔 동반자가 있기는 했으나, 함께 여행하는 것
이 아니라 반대편에 순회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순회설교 시스템
은 독립전쟁 이후 빠르게 증가한 인구에 적합했으며, 1795년 95%의 미국
인들이 2,500명 미만의 마을에 살고 있었고 1830년에는 91%의 미국인이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애즈베리 당시 감리교는 동부 항구 지역(뉴욕,
뉴저지, 볼티모어)에 거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으로 향하도록 하는 순
회설교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확장하는 지역에 빨리 적응하게 된 것이

55) John Wesley, “To the Revd. John Clayton?” The Works of John Wesley, ed. Frank
Baker (Oxford: Clarendon Press, 1980), vol. 25, Letters 1:615-616 (173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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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 즉 애즈베리는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재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순
회전도 시스템을 정착시켰던 것이다.57)
3. 부흥의 경험 (Camp Meeting)

1738년 올더스게이트(Aldersgate)의 체험과 1739년 페터레인(Fetter
Lane)에서의 체험 이후,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늘어나기 시작
했다. 그리하여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심
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설교방법인 옥외설교를 시작하였다. 옥외설교는 당
시 국교회의 교회법에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웨
슬리는 처음에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옥외설교에서 기대하지 못했
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은혜를 받는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자, 이 방법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깨닫게 되었다.58) 일단 옥외설교가
성공적이자 이는 메소디스트의 전형적인 집회방법이 되었다. 예배당에 올
것을 강요하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목회 전략과는 다르게, 산업혁명으로
주일에도 교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탄광촌의 가난한 노동자, 여인, 아이들
의 작업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전도가 실효를 거두며 부흥이 일어나는 현
장이었다.
영국에서 옥외설교를 통한 대중집회가 부흥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다
면, 미국에서도 1802년부터 본격적인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필라델피
아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에서는 외침, 흔들림, 쓰러짐, 춤, 통곡, 기도 등을
통해 성령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애즈베리는 이 부흥의 불길이 델라
웨어를 거쳐 켄터키로 향하는 것을 알았고, 그 가운데 캠프 미팅(Camp
Meeting)을 목격하였다.59) 애즈베리가 경험한 미국 남부의 부흥은 바로
이 캠프 미팅을 통한 부흥운동이었다. 특히 버지니아는 1787년 시작된 부
흥의 거점에서 다시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다. 1802년 이 캠프 미팅의 영
향으로 서부 연회에서만 1만 3,860명의 회원이 1년 사이 1만 7,336명으로
56) John Wigger, American Saint: Francis Asbury and the Methodists, 8-9.
57) Francis Asbury, “To Jesse Lee,” The Journal and Letters of Francis Asbury, 3:164
(1797년 9월 12일).
58)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Journal and Diaries 2:46 (1739년 4월 2일).
59) 김홍기, 『감리교회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웨슬리에서 아펜젤러까지』,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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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60) 일단 캠프 미팅이 일반화되자 애즈베리는 캠프 미팅을 독
려하였다.
캠프 미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 날 지속되던 장로교의 성례전
미팅(sacramental meeting)이 발전된 것이라는 의견, 여러 날 지속되던
침례교의 협회 미팅(associational meeting)이 발전된 것이라는 의견, 그
리고 일정한 순회조직이 일 년에 4번 모이던 감리교의 사사분기 미팅
(quarterly meeting)이 발전되었다는 의견 등 논쟁이 있지만, 일단 캠프
미팅이 일반화되자, 캠프 미팅은 감리교가 가장 애용하는 대중집회의 형
식이 되었다. 실제로 캠프 미팅은 신학이나 교리와 관계없는 모임이었지
만, 신생 국가 미국을 복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신생, 회심, 성결이라
는 웨슬리안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다.61)
<표 2> 1809년 캠프 미팅 플랜
(John Wigger, American Saint: Francis Asbury and the Methodists, 320.)

감리교의 측면에서 보자면, 처음 사사분기 미팅에서는 주최한 측에서
숙소와 음식을 준비했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캠프 미팅으로 발전
60) John Wigger, American Saint: Francis Asbury and the Methodists, 317.
61) 앞의 책,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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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62) 첫째, 연회가 목회자들의 모임이라
면 캠프 미팅은 모든 메소디스트들의 모임이었다. 둘째, 이전의 미팅이 초
대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모임이었다면 캠프 미팅은 스스로
숙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적인 모임이었다. 그래서 캠프
미팅은 남녀노소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온가족
수양회”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셋째, 캠프 미팅은 주최 측이 최소의 비용
으로 최대의 청중을 모을 수 있는 대중집회였다. 사람들은 텐트, 역마차,
준비물 등을 가지고 와서 며칠간 계속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형적
인 캠프 미팅이었다.
애즈베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300(혹은 600)명의 메소디스트들이 미
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기 3년 전 1813년 미국에는 171,448명
의 백인과 42,850명의 흑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미
국 인구(100만)의 8분의 1은 해마다 메소디스트 캠프미팅에 참여하였다.63)
독립한 미국에서 부흥소식을 접한 70대 중반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옥스퍼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작은 누룩은 점점 멀리 퍼져 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예수 안의 진리들을 보고 나서 사랑으로 그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모든 지역으
로까지 확대되어 마침내 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상황에 이르렀습니
다. 이 여파는 영국의 북부, 아일랜드로 뻗어나가, 몇 년 후에는 뉴욕, 펜
실바니아, 뉴펀들랜드, 노바 스코샤와 같은 북아메리카의 여타 지역에까
지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
은 것’이었으나 몇 년이 지나자 ‘커다란 나무로 자라 큰 가지를 내게 이
르렀습니다.’64)

62) 앞의 책, 318-319.
63) Darius L. Salter, America’s Bishop: The Life of Francis Asbury, 9.
64) John Wesley, “최근 북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1778) 『웨슬리 설교전집』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06),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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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는 여러 면에서 애즈베리와 일치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부흥운
동이 대서양 맞은 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몹시 반가웠을 것
이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전후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웨슬리가 자신의 죽음 이후로도 더 커다란 부흥이 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애즈베리와 미국 감리교인들의 부흥운동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 (직접적으로 생겼든 간접적으로 느꼈든) 앙금
을 녹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V. 글을 마치며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모두 경험한 애즈베리의 행적을 추적해 보
면, 독립전쟁을 전후한 영국과 미국, 특히 영국 메소디스트와 미국 감리교
회의 정치적, 경제적, 교회적인 이해관계를 함께 볼 수 있다. 갈등적인 요
소로 지적한 모교회 영국 메소디스트와 자교회 미국 감리교회의 치리와
자치권의 문제, 미국독립이라는 배경에서 생기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새로운 교단의 모습에 대한 이해의 차이, 그리고 흑인노예 문제에 대한 목
회적 상황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회복은 웨슬
리안 신학이라는 공통점, 즉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적 규율의 강조, 순회설
교시스템, 그리고 부흥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슬리와 애
즈베리의 화해의 단초는 정치, 경제적인 주제에서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서
적인 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독립운동에 대한 반대인가 침묵인가, 흑
인노예를 해방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와 같은 정치, 경제적인 주제는 각
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과 적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애즈베
리는 웨슬리와 달리 정치, 경제적인 주제에 대해 “비정치적”이라는 입장
을 취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입장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공통점은 오히려 교회 목회자의 일차적인 관심, 부흥
을 통한 회심, 개인의 경건과 공통체적 훈련을 통한 성결의 강조, 그리고
보다 넓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목회시스템이 우선적
인 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둘째, 웨슬리와 애즈베리 모두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요청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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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웨슬리와 애즈베리 둘 모두 권위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점이 공통점
이었다. 교단 정체(polity, 의회제냐 감독제냐)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둘
모두 점증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요구에 답을 구해야 했다. 물론 그런
요구에 대처가 매끄럽지 못해서, 웨슬리 사후 1796년 귀족주의적인 감리교
보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한 알렉산더 킬햄(Alexander Kilham)
의 “새로운 교단”(New Connexion)이 생겼고,65) 애즈베리는 1793년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의 “공화감리교회”(Republican Methodist Church)
로 분열되는 동료들을 바라보아야 했다. 결국 애즈베리는 감독은 민주적
인 집단지성의 요구를 수렴하고 회무를 진행하는 의장목회자(presiding
elder)임을 인정해야 했다. 화해는 교회의 체제에 관계없이 “민주적인 의
사결정과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
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면 화해의 시도 자체는 구호로
만 끝날 것이다. 정치적 주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민주적 절차
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셋째, 영국의 옥외설교와 미국의 캠프 미팅에서 보듯이, 영국의 메소
디스트와 미국의 감리교는 당시 부상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
력을 보여주었다. 부흥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에서, 둘 모두 각 시대와 장
소에 효과적인 계획, 홍보, 대중동원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런
점에서 부흥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가치
가 있다. 그리고 후에 발생하는 성결운동이 단순히 웨슬리의 신학적 강조
점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단순한 환원주의자들이 아니라, 초기 미국 감
리교의 분명한 특징이었던 부흥운동과 그것을 위한 순회설교시스템, 캠프
미팅을 계속 간직하기를 원했던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그런 면에서 웨슬리안 형제인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의 대화의 시작도
부흥운동이라는 문화코드에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와 애즈베리 모두에게서 경건하고 검소한 지도자
의 모습을 본다. 이것은 현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되
는 모습이다. 화해의 시도나 통일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 논의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순수한 모습이 상실된다면 그 논의는 대중적인 지지나

65) John Munsey Turner, Conflict and Reconciliation: Studies in Methodism and
Ecumenism in England 1740-1982 (London: Epworth Press, 1985),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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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프랜시스 애즈베리, 존 웨슬리, 감리교 역사, 캠프 미팅, 영미의 부흥운동
(Francis Asbury, John Wesley, the history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camp meeting, revival movements in England an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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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rgues, with the chronological descriptions, that
Francis Asbury’s ministry showed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onflicts between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fore and after the Independence War, not just their ecclesiastical
difference of interest. By contrast to John Wesley, Asbury had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hurch governance and independence, the
political stance, and the slavery issue. In spite of their misunderstandings
on several issues, however, Wesley and Asbury had in common with
trying to focus on personal and communal piety, circuit rider system,
and experience of revival.
This paper also suggests three conclusions. Firstly, reconciliation
between Wesley and Asbury could be found in the emotional issues,
not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ones. Secondly, in outdoor
preaching and camp meeting, the British Methodists and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howed their keen adaption capacity to
rising popular culture. Finally, but not the least, Wesley and Asbury
gave us the exemplary portraits of pietic and thrifty livings which
some Korean church leaders have ignored and lost recently. In this
reason, their ministry and conciliatory effort could have the support
of their own congreg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