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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론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00년 교회사와 신학사상사 속에서 험난한 논쟁과 투쟁을 

거쳐서 비로소 확립되어진 것이며, 지금도 끊임없는 논쟁과 논의 가

운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부단한 신학적 반성을 새롭게 요

청하고 있으며, 또한 그릇된 주장에 대한 경계가 늘 요구되는 분야

라 하겠다.

특히 삼위론은 교회사의 시작부터 항상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최근 삼위론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

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애초부터 삼위론적이다. 삼위론은 복음 선포의 중심에  서 있다. 복

음 선포의 방식에 아무리 새로운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성경

에 기초하여 고백하고 교의로 선포한 이 삼위론의 본질은 변하지 않

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의 삼위론을 살펴봄은 큰 유익을 줄 것이다. 그

가 지닌 공교회적 관심은 교회사의 중간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될 뿐 

아니라 고대교회의 전통을 잇는 그의 진면목은 삼위론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종교개혁은 서방교회의 전통에 서 있다. 개혁은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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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전통 중에서 어떤 점은 버리고 어떤 점은 새롭게 하였다. 그러

나 삼위론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하여 개혁자인 그가 서

방교회의 삼위론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삼위론에서 그의 신학의 진면목을 볼 것이다. 공교회적인 신앙고백이 

그를 통하여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칼빈

이 주로 대작 『기독교 강요』에서 해명하고 있는 삼위론을 분석하면서 

그의 삼위론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의 또 다른 의도는 칼빈 연구의 영역을 넓히자는 데에 있다. 칼

빈의 사상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개혁신

학을 칼빈에게서 출발시키는 기존의 연구 경향은 이제는 공교회적인 

칼빈 연구로 전향되어야 할 것이다.

I. 칼빈과 동방신학

칼빈과 동방신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 멕케

이는 닛사의 그레고리와 칼빈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토런스는 아타나시우스와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로부

터 칼빈에게로 흐르는 노선을 지적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다. 부틴은 토런스를 호의적으로 인용하고, 멕케이를 인용하지는 않

지만, 중간 입장을 취한다.

1. 맥케이(J.P. Mackay)

맥케이는 칼빈이 참되신 한 하나님에 대한 언설은 삼위하나님에 대

한 명확한 언급과 함께 시작하고 마쳐야함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말한

다. 그러나 그는 두가지 점에서 칼빈을 비판한다. 첫 번째 비판은 칼

빈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그리고 신약의 기독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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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점이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

식과 관련이 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안에 성육신함으로 중보자의 직

분을 지니는 선재하신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룬다는 것이다. 

둘째로 칼빈은 신적 본질의 전적인 불가해성을 주장하고 성자에 의해

서 알려지는 분은 성부의 위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신

적 본질과 신적 위격들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1) 

이런 비판과 함께 맥케이는 칼빈이 이점에서 닛사의 그레고리를 따

른다고 말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맥케이가 그레고리에 관해 말하는 바는 더욱 도발

적이다. 그는 그레고리의 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통적인 두 견

해를 논박하려고 한다. 그것은 동등성(호모우시오스)에 위격(휘포스

타시스)이라는 용어를 첨가함으로 마침내 삼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주어졌다는 것과, 동방은 삼(위)에서 시작하고 서방은 신적 본질의 단

일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견해이다. 후자와 대해서 그는 신적 본질

의 단일성이 동방교부들의 사고에 있어서 주된 원리라고 한다.2) 맥케

이는 한 신적 본체는 전적인 불가해성이라는 점에 의해서 세 위격들

과 구별된다고 말하는 그레고리를 인용한다. 아타나시우스식의 논리

가 본체(우시아)의 단일성을 향하여 진행하면 할수록 성부의 우선성

과 경륜이라는 개념으로 진행된 옛 방식은 점점 더 쇠퇴하게 된다고 

맥케이는 말한다.3) 그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호모우시우스가 성자

를 성부에게 성령을 성자와 성부에게 종속시키는 삼위의 종속론적 구

별방식을 종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동등성의 원리가 성령에게까지 

적용되면 출생의 개념은 성령에게 사용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것

1)  J.P. Mackey, The Christian Experience of God as Trinity (London: SCM, 1981), 
190-191. 그는 여기서 다음을 인용한다: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43ff.

2)  Mackey, op. cit., 144. 
3)  이 문제에 있어서 맥케이는 다음을 인용한다: G.L. Prestige, God in Patristic Thought 

(London: SPCK, 1959),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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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성 내의 각 위격이 지니는 비공유적 속성에 의해서 위격을 구별

하는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위격들을 분리함이 없이 구

별하려는 계속적인 시도에서 ‘원천’이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이

것은 불가피하게 ‘순서’의 문제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맥케이는 그레고리가 신성내의 위격의 비공유적 속성과 관련된 문

제, 특히 성령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와 씨름했다고 주장한다. 그레고

리가 말하는 성령의 구별적 속성은 전적으로 부정적이고, 무엇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본다.4) 그레고리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는 ‘무근원

자’(anarchos)이시며, 성부만이 ‘비출생자’(agennetos)이시다. 그러

므로 성자는 출생한 분이시다. ‘무근원자’라는 말은 성자를 피조물들

과 구별할 수 있으나, 이 말 자체로는 성자를 성부와 구별지을 수 없

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유노미우스(Eunomius)가 의도적으로 성부

와 성자 간의 비동등성을 표현하려고 하자, 그레고리는 ‘무근원자’라

는 용어로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이 속성

은 삼위에 공유된 속성이라고 서둘러서 해명하였다.5) 나아가 맥케이

는 그레고리가 작성한 원리인 ‘본질의 단일성은 위격들의 사역의 동

일성으로부터 유추되어야 한다’와 이와 유사한 명제인 ‘삼위의 외적 

사역들은 분리되지 않는다’로부터, 성령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고

유한 사역들이 동시에 성부와 성자께도 돌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성령의 독특한 신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6)

멕케이는 칼빈이 전통적인 자료들을 특이하게 취사선택한 것은 닛

사의 그레고리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신학에 의지하고 있

다고 믿는다.7) 멕케이는 위격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관적 대치라는 

단순한 논리에 만족하지 않고서 위격들을 구별하는 부가적인 방편 곧 

비공유적 속성을 말하면서 나아가 삼위 가운데 엄격한 ‘순서’를 도입

4) Op. cit., 145ff.
5)  Gregory of Nyssa, Against Eunomius, II,9, in NPNF 2nd, V, 115-116.
6)  Mackey, op. cit., 151 
7)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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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칼빈의 방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칼빈은 이 비공유적 속성이 무

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다.8) 이점에서 멕케이는 

그레고리와 유사한 발전을 칼빈에게서 발견한다. 동등성에 관한 논

의가 출생의 유비를 벗어날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대치됨과 동시에 

관계성을 지닌 용어들은 상대화된다. 칼빈도 비슷하게 이것을 주장한

다. 즉 성부가 성자와 가지는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성부는 근원이지

만, 성부와 무관하게 성자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말할 경우 성자는 고

유한 근원이요 자존하신다. 칼빈은 위격들 내의 ‘합당한 순서’를 주장

하는데, 이것은 본질의 단일성이나 삼위의 전체적 동등성을 결코 위

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멕케이는 신적 존재 안에 성령을 제 삼위로 

도입한 것이 성부라는 용어를 상대화시키며 결국은 근원, 원인등과 

같은 비교적 덜 구별적인 속성들을 추적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2. 토런스(T.H. Torrance)

토런스는 칼빈의 삼위일체론과 칼빈이 동방신학자들 특히 아타나

시우스와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몇 편

의 논문을 썼다. 이 논문들은 그가 현대의 동방 정교회와 행하였던 대

화의 결실들이다. 

그레고리와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문의 요지는 다섯 가지이

다.9)

8)  맥케이는 이 전통을 리챠드(Richard of St. Victor)에까지 소급한다. 또 다른 전통은 어거
스틴을 따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인데, 그는 위격들을 대면 관계롤 정의하면서 신성을 
표함시키지 않음으로 사위일체의 위험을 피하였다는 것이다. 관계적 대면이라는 논리에서 
보자면, 관계적으로 대면하는 자만이 타자와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신성의 모든 속성들은 
동일하다. 칼빈은 토마스와는 다른 길을 간다고 본다.

9)  T.F. Torrance,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Gregory of Nazianzus and John 
Calvin’(1990), in idem, Trinitarian Perspectives (Edinburgh: T & T. Clark, 199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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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이해의 열쇠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성

부와 더불어 가지는 동등성이다.

 b.  삼위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으로 일체시며 일체는 내재적이고 본

질적으로 삼위적이다.

c.  양인에게 있어서 위격들은 단순한 존재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 영원한 존재 속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관계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완전하고 내재

적이며 인격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

d.  성부를 신성의 원천으로 말할 경우 그레고리는 삼위 중의 어떤 

분을 다른 분에게 종속시키는 것은 삼위일체론을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했다. 칼빈도 성부만을 오직 하나님이

라 부르며 성자와 성령의 존재 수여자로서 성부를 구별하는 것

을 거부했다. 이것은 결국 성부의 본질이 아니라 위격이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근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삼위

의 내적 관계에는 순서의 원리가 있는데 즉 첫째 성부요 둘째 성

자요 셋째 성령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는 존재의 관점이 아

니라 질서의 관점에서 신성의 원천이다.”(I,xiii,26) 그러나 이것

은 삼위가 전적으로 공유하는 존재에는 해당되어지지 않는다.

e.  양인은 위격 안에 있는 공재를 인정한다. 삼위는 상호 포용하며 

상호 침투하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삼위의 비공유적 특성

을 완전하게 보유한다. 칼빈은 각 위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계시

며 동시에 각 위는 고유한 실재 속성을 보유한다고 강조한다. 성

부는 전적으로 성자 안에 계시며 성자는 전적으로 성부 안에 계

신다. 완전한 신성은 삼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각 위에도 속해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단일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불가분리적

인 동등성의 통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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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틴(Ph.W. Butin)

부틴은 칼빈이 서방의 어거스틴 전통의 삼위일체론을 이어받았다

고 말한다. 칼빈은 여하한 종류의 종속설도 거부하며 삼위의 엄격한 

동등성과 필리오케와 신성의 공재적 이해를 확신한다. 칼빈이 삼위일

체론에 관한 정통성의 폭을 증거하기 위하여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을 

권위자로 긍정적으로 인용하지만 부틴은 삼위의 공재적 특징에 관한 

한 그 경향을 동방 뿐만 아니라 서방의 전통에서도 추적하려고 시도

한다. 부틴은 칼빈이 그 당시에 새로 출판된 갑바도기아 신학자들과 

다른 동방신학자들의 저작을 직접 연구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틴

은 칼빈이 동방신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상상은 불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칼빈과 어떤 동방신학자들 간의 유사성

은 칼빈이 물려받은 서방전통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훌륭한 독자성을 

드러낼 뿐이다. 이 독자성은 칼빈이 모든 신학 특히 삼위일체론도 신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발전시키려는 기본적인 관심에 기인

한다는 것이다.10) 부틴은 칼빈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바로 신론이

며 반면에 중세 전통에서 신론은 삼위일체론에 선행하며 적어도 개념

적으로는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11)

10)  Ph.W. Butin, Revelation, Redme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44-45.

11)  Butin, op. cit., 157, nt. 15. Mooi와 Lane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R. Mooi 
(R. Mooi, Het kerk- en dogmenhistorisch element in de werken van Johannes 
Calvijn, Wageningen 1965) and A.N.S. Lane (‘Calvin's Use of the Fathers and the 
Medievals’,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6/2, Nov. 1981). 부틴은 신성의 단일
성에 관한 한, 바실과 칼빈의 유사성도 언급한다, op. cit., 159, n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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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칼빈의 삼위일체론12)

칼빈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되, 당신이 삼위이심을 계시하

셨다고 말한다. 이 삼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공

허한 이름만 뇌리에 번쩍이면서 참 하나님을 놓치고 말 것이다(2). 

그러면서 칼빈은 계속 성자와 성령의 ‘위격’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

고 나서 ‘일체’에 집중한다(3). 그는 위나 일체와 같은 용어들의 사

용이 지닌 정당성을 계속 말한다(2-5). 용어에 대한 자유를 천명한 

뒤에, 칼빈은 인격을 정의한다. “인격은 비공유적 속성(proprietas 

incommunicabilis)으로써 상호 관계 하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실재(subsistentia)이다.”(6) ‘위’를 대개 관계로 설명하지

만, 칼빈은 아주 의도적으로 ‘실재’라는 말로 위를 정의한다. 물론 관

계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지

만, 실재하는 구별이라는 뜻이다. 본질은 단일성을, 위는 단일성 안

에 있는 구별을 말한다. 본질의 단일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이라는 터툴리안(Tertullian, 160-220년경)의 말에

도 동의한다.

칼빈은 13장 7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적으로 증거한다(7-15). 이는 마치 고대 교회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homoousioi to patri)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

을 취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16-20장에서는 삼위의 구별과 단일성

을 성경적으로 논증한다. 이때에 그는 교부들도 직접, 간접으로 인용

한다. 특히 그는 삼위만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일체로 복귀하지 않

는 잘못을 경고하려고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인용한다. “나는 한

분을, 삼위의 휘광으로 재빨리 휘감기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삼

12)  우리는 여기서 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1559) 중 제 1권 13장을 요약하려고 한다. 괄호 
안의 아라비아숫자는 1권 13장의 해당 절을 말한다. (6)은 ‘I,xiii,6’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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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구별할 때는 즉시로 한분에게로 옮겨진다.”(17)13) 칼빈은 위격

의 구별을 인간事에서 빌려오는 신학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표

현된 대로 설명한다(18). 성부에게는 사역의 시작과 만유의 근원이심

이, 성자에게는 지혜와 모사, 그리고 만유의 집행이, 성령께는 사역

의 능력과 효과가 돌려진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혜와 능력과 나누

어질 수 없다. 물론 영원에 선후(先後)가 없지만, 성부가 먼저, 그리

고 성자, 마지막으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라는 순서를 설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14) 각 위에서 전(全)신성이 이해되며, 각 위

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속한다(19). 이는 동서방교회가 고백하는 공재

사상이다. 각 위는 본질의 구분이 원인이 되어 서로 분리될 수가 없

다. 구별이란 상호 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본질을 말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그는 발생 가능한 어떤 혼동을 시정하려고 한다. 성부와 관련

되지 않고 성자를 부르면, 그는 스스로의 원인자이다.15) 그러나 성자

가 성부와 가지는 관계에 치중하면, 성부는 성자의 원인자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다.16)

구체적인 언급 없이 하나님이 나오면, 성부 뿐 아니라 성자와 성령

도 지칭된다. 그런데 각 위들의 특징들에는 어떤 질서가 수반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특히 성부에게 적용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의 단일성이 유지되며,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아무 손상도 없이 정당한 순서도 유지된다. 각 위를 언급할 때마다 신

성의 단일성에로 복귀하는 것은 항상 필연적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순

13)  Gregory of Nazianzus, Oration: on the Holy Baptism, lx,41, in NPNF 2nd, VII, 
375. 칼빈은 먼저 이 말을 헬라어로 인용하고서 다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한다.

14)  그는 여기서 서방교회의 필리오케(Filioque)를 수용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에스
겔 주석 1:26도 참조하라.

15)  워필드는 칼빈이 말하는 위격들 간의 동등성을 각 위격은 ‘autotheos’라는 말로 잘 묘
사한다, B.B.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Trinity’, in idem,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56), 189-284. 워필드는 칼
빈이 ‘the principle of consubstantiality’를 추종한다고 말한다, 233.

16)  그는 여기에서 어거스틴을 인용한다, Psalms, 68(69),5, in NPNF 2nd VIII, 301; 
Psalms, 109(110),13, in NPNF 2nd VIII, 54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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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름은 관계를 지칭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

러하고 저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관계성은 항상 본질이 아니라 위

격의 문제라는 것이다(20).

칼빈은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론

을 균형있게 설명하고 나서, 그의 당대에 있었던 반(反)삼위일체론 이

단들을 논박한다(21-29). 위격을 실질적인 실재가 아니라는 세르베

투스와 성부를 성자, 성령의 신성의 원천과 신성 수여자로 보는 젠틸

리스 등을 비판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러

나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

님이시며, 그리스도도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시다(27)17). 또 

터툴리안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륜적으로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였으

나, 이는 본질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위격에 관한 언급일 뿐이다(28).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단일하시나 이 단일성은 경륜의 신비를 통하

여 삼위로 나타나셨다. 세 분이 계시나 정도의 문제이지 위상이 아니

며, 형식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며, 현현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18)

성부는 누구에게서도 기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신성의 원천이

라 부른다. 원천이 성부에게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단일성이 인식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특히 성부에게 돌린다(29). 

성부의 원천이심은 어떤한 존재론적 우위와는 무관하다. 칼빈은 성부 

안에 단일성이 있다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장을 마친다. 

삼위일체론 전부를 신실하게 다 설명하고 난 뒤에, 호기심과 사변의 

추구가 아니라 ‘교회 건덕’(建德, ecclesiae aedificatio)에 대한 열정

을 언급하면서 마친다(29). 이런 실천적인 지식은 어떠한 허망한 사

변보다도 더 확실하고 견고하다(13).

17) 칼빈은 이레네우스를 인용한다: Irenaeus, Against Heresies, III,vi,1, in ANF I, 418.
18)  터툴리안의 이 발언은 양태론자인 Praxeas를 논박하는 데에서 나온다, Against Praxeas, 

II, in ANF III,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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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용적 고찰

1.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

한 하나님(de Deo uno)과 삼위 하나님(de Deo trinuno)을 구별하

는 중세 전통은 서방 신학의 확고한 전통이 되었다.19) 이에 의하면 하

나님은 위격이라는 명백한 관점보다는 일차적으로 존재, 본질 및 추

상적 속성을 방편으로 이해된다. 계속되는 삼위론에 관한 부분은 삼

위의 내재적 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의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 전통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인간 및 세상과 가지는 경륜적 관계

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지킨다.20) 게다가 하나님의 존재 본

질 및 속성들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본성적 이성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진다. 이것은 구원역사의 계시가 합당

하게 대우받지 못하며 이성의 역할이 신학작업의 시초에 자리잡는 전

통의 시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빈은 중세전통을 전적으로 대항하는 입장을 취

한다. 그는 성경과 더불어 시작한다. 그는 성자와 성령에 관한 신약

의 가르침을 취하면서, 구속역사에 나타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이

에 상응하는 신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언뜻 보면 칼빈이 삼

위일체론의 용어를 예비적으로 논의할 때, 그가 전제된 단일성으로

부터 삼위의 가능성을 논하는 천편일률적인 서방전통에 서있다고 오

해받을 수 있다. 그런데 I,xiii,2에는 “하나님의 본질은 단순하고 불

가분리적이다”는 단언과 각위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계속 연결된다. 

19)  K. Rahner, ‘Bemerkungen zum dogmatischen Traktat ‘De Trinitate’’, in Schriften 
zur Theologie IV, Einsiedeln 1960, 111.

20)  그의 선배인 Lombardus, Richard of Victor, Alexander Halesius와 Bonaventura
는 삼위일체론으로 신론을 시작하였으나, 토마스는 신의 존재, 본성 및 속성들을 먼저 
다루고 나서 삼위일체론에 비로소 다룬다, E. Schlink, Ökumenische Dogmatik:: 
Grundzüge, Göttingen 1983,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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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 칼빈의 관심은 I,xiii,6의 요약에서 분명하듯이 정

통적인 삼위일체론의 용어가 역사적으로 발전된 것을 상세하게 설명

하려는 데에 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그의 논의는 비로소 I,xiii,7에서 시작

된다. 이에 앞서 그는 용어에 대한 논쟁을 그만두고 내용 자체에 대

하여 말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I,xiii,7 -15에서는 신약의 계시

가 구약의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하여 은혜의 경륜

에서 위격적으로 계시된 성자와 성령의 위격들로부터 출발하여 신성

의 단일성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자와 성령에 관하여 각위

는 온전한 신성 안에 있으며, 신성에 속한 위격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 본질에는 한 하나님이 계시되는 삼위가 존재함

이 명백하다.”(16) 칼빈은 신약주석의 자료에서 출발하며, 신약이 성

부 성자 성령에 관하여 계시함으로부터 삼위의 단일성에 관한 중요한 

성경외적 특성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한다. “본질의 단일성에 귀착하는 

것은 항상 필수적이다.”(20)

칼빈에게는 위격들로부터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

에 관하여 의미있게 언설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칼빈은 

특별히 삼위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해 나열

하지만(2), 하나님의 본질을 성경의 특별계시와 그리스도와 성령안에 

나타난 경륜적인 삼위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무관하게 말하는 것을 일

관성있게 자제한다.21) 그는 “당신을 분명하게 삼위로 계시하시는 유

일하신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규명한다. “삼위의 논의에 관

한한 1559년판 기독교 강요는 삼위일체론을 신론 서술에 있어서 근

21)  칼빈이 하나님의 본성의 불가해성을 말할 때, 맥케이가 암시하듯 사위일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칼빈은 신적 본질에 관한 여하한 사변도 거부한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아
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III,ii,6) 하나님은 성자 안에서 당신을 계
시하신다. “하나님의 은밀한 본질을 탐색하기 보다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나타
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칼빈, 고린도후서 4:6절 주
석. 칼빈의 의도를 보다 적절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불가해한 것이 아
니라, 계시와 이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 불가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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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이고 유일한 가능성으로 취하는 롬바르두스를 따르고 있다.”22) 

이와 같이 칼빈은 후기 중세 전통을 탈피하였다.

삼위 일체론에 관한 칼빈의 일차적 증거는 예전적이고 체험적이다. 

즉, 세례와 믿음의 선물을 상호 관련시키면서 이것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합당한 이해로 이끄는 인식론적 첩경으로 본다. 그는 

신학역사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증

거를 거부한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심리적인 삼위일체론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실이다.23) 대신에 칼빈은 에베소서 4:5과 마태

복음 28:19로부터 삼위일체론을 증거한다. “그의 논증방식은 삼위에 

관한 성경적인 현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단일성에 관한 예전적이고 체

험적인 필연성의 방향으로 나아간다.”24) 칼빈은 의도적으로 “삼위가 

한 본절로부터 파생적으로 생성된다”(25)는 식의 오해를 거부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방식은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의 삼위일체론 증거의 

방식과 아주 흡사함이 나타난다. 그들도 최고의 원리는 본질이 아니

라 위격 곧 성자와 성령의 근원인 성부의 위격이라고 보았다.25) 그러

나 어거스틴은 위격들과 구속의 경륜 사이에 있는 관계를 최소화함으

로 삼위일체론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와 연관하여 어거스틴은 하나

님의 본성의 단일성의 위격들이 다수성에 선행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것이 서방전통으로 정착되었다.26)

22)  Mooi, op. cit., 312-320; cf. Butin, op. cit., 13.
23)  I,xiii,8의 초두에 칼빈은 어거스틴의 이 방법을 암시적으로 비판한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구별을 따르려는 그의 명시적 태도에서 연유한다
24)  Butin, op. cit., 44.
25)  J.D. Zizioulas, Being as Communio.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ruch 

(London: Darton, 1985), 40; C. Gunton, The Promise of Trinitarian Theology 
(Edinburgh: T & T Clark, 1991), 95-98.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은 상호 관련 
속에 있는 위격들을 선행한다고 보는 Welch의 입장은 옳지 않다, contra C. Welch, The 
Trinity in Contemporary Theology (London: SCM, 1953), 190ff.

26)  C.M. LaCugna, God for Us (New York: Harper Collin, 199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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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유(專有, appropriatio)

서방신학은 전유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을 강하고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본질적인 속성들을 개념상 위격에 선행시키는 

전통의 결과이다. 즉 본질로부터 삼위를 논리적으로 귀결시킴에 나타

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시도이다. 동방 전통에 따르면, 본질

의 단일성은 삼위가 행하는 사역들의 단일성에서 온다.27) 서방 어거

스틴 전통에 의하면, 삼위일체가 창조하고 삼위일체가 구속하고 삼

위일체가 신격화한다고 말하여야 한다. 창조, 구속, 신격화는 위격의 

동등성으로 인하여 신성의 사역으로 돌려진다. 동시에 창조는 성부

께 구속은 성자께 신격화는 성령께 전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

장도 가능하다. 신의 본질이 아니라 위격에 귀속되는 어떤 속성들도 

있지만(낳음, 출생됨, 발출), 그 외의 속성들은 신성에 귀속되기 때문

에 전유가 아니고서는 위격에 귀속되어질 수 없다(창조주).28) 토마스

에 의하면 창조는 성부께 전유되어지지만 실재로는 신성이 창조한다

는 것이다.29) 신학적 출발점을 하나님 안에서 엄격하게 취하게 되며

는 경륜과의 연관성이 불투명하여지며 창조 및 구속과 관련된 위격들

의 고유한 역할이 약화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경륜에 나타난 독특성들은 각 위의 고유성을 표

출한다. 어떤 위격이라도 성육할 수 있다는 중세신학의 발언은 그러

므로 거부되어져야 한다. 경륜의 특이한 형태와 순서는 하나님의 영

원한 삶을 계시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 인간관계가 경륜

에서는 다만 전유되는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 성자와 

27)  M. Schmaus, ‘Appropriation’, in Lexikon für Theologie und Kirche I, Freiburg-
Basel-Wien 21957, 774; J.N.D. Kelly, Early Christian Creeds (Essex, England: 
Longman, 31972), 266.

28)  LaCugna, op. cit., 100-101.
29)  LaCugna, op. cit., 159.
30)  LaCugna, op. cit., 21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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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역사적 파송은 신학의 유일하고 확고한 출발점이다.30)

칼빈은 하나님의 고유한 외적 사역을 각 위의 고유한 속성으로 나타

내기 위하여 속성의 전유라는 용어보다는 속성의 구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측면들을 성부에게, 다른 측면

들을 일차적으로 성자에게, 다른 것들을 성령에게 귀속시킨다. “성부

께는 행위의 근원, 만물의 기초와 출발을, 성자께는 지혜와 모략 그리

고 만물의 질서를, 성령께는 능력과 행위의 효력이 속한다.”(I,xiii,8) 

그러나 이 말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각 위들에게 위격에 돌려지는 속

성들의 전유라는 전통적인 사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흔히들 속성의 

전유란 성자와 성령의 동등성을 주장한 결과로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이 개념은 하나님의 사역이 지닌 경륜적 측면을 은폐시킬 수 있다. 위

에서 본 대로 칼빈은 이점에 있어서도 성경의 자료를 따른다. 속성의 

구별이란 삼위 하나님의 외적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

는 칼빈은 서방 전통에서 이 주제에 관한 한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결

론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오직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

신의 좋은 예가 칼빈이다. 그가 전통적인 전유이론을 채택하지 않는 

점에서 독특하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인 묘사는 전적으로 내

재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신학적 재구성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 이론

은 내재적 삼위일체론을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전유로만 파악한다.”31) 

칼빈은 이른바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론을 분리시키지 않

는다. 칼빈처럼 성경에 묘사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출발한다면 

이 분리의 위험은 극복될 수 있다. 이것은 칼빈이 항상 성경 주석에서 

시작하며 중세의 사변적인 신학방법을 버린 결과이다.

칼빈이 I,xiii,7-13에서 시편 2:7을 성자의 영원출생에 대한 근거 

31)  J. Werbick, ‘Trinitätslehre’, in Th. Schneider, ed, Handbuch der Dogmatik II, 
Düsseldorf 1992, 506. 개신교 전통주의는 칼빈신학의 개혁 노선을 떠나서 중세의 발자
취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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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는 속성

의 구별을 말할 뿐이다. 이것은 그가 전유이론이라는 중세의 전통을 

떠났다는 단적인 예이다.

3. 신성의 근원

칼빈은 성자의 신성을 성부의 위격에다 예속시키는 젠틸리스와 논

쟁한다. 그러면 성부는 성자의 신성수여자가 되고 만다(23). 칼빈은 

주장하기를 성자의 신성에 관한한 성자의 본질은 자신에게서 기원한

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자존이다. 본질 전부가 성부에게

만 있다면 그 본질은 분리되어지거나 성자에게서 탈취되어질 수 있다

는 말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32)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공재사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칼빈은 이 문

맥에서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인용한다: “나는 한분을 삼위의 휘

광으로 재빨리 휘감기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삼위를 구별할 때는 

즉시로 한분에게로 옮겨진다.”(17) 각 위안에서 신성의 전부가 이해

되어지되 각 위에는 고유한 특성이 속한다(19). 이 관점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을 전적으로 따른다. 우리가 성부와는 관계없이 성자를 언급

한다면 성자는 자기원인자이며 따라서 유일한 자기 근원자이다(29).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가진 관계를 언급하자면 성부는 성자의 근원이

다. 칼빈은 이것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자에게도 해

당되어지지만 특히 성부는 신성의 근원이요 원천이기 때문에 성부에

게만 돌려지며 이 이름으로 신성의 단일성이 확보된다(23). 터툴리안

과 함께 칼빈은 신성의 단일성을 헤치지 아니하는 순서와 경륜을 인

32)  성자의 신성은 성부의 위격에 연유한다는 사상을 칼빈이 거부하는데, 이것은 바실이나 닛
사의 그레고리에게 발견되는 특정 사상들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아타나시우스나 나찌안주
스의 그레고리와는 일치하는 점이 있다. 칼빈은 성자의 신성은 성부의 신성에서 출생한다
고 봐서는 안된다는 롬바르두스의 관심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방적이
지도, 서방적이지도 않다, Butin, op. cit., 4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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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단일하시나 이 단일성은 경륜의 신비

를 통하여 삼위로 나타나셨다. 세 분이 계시나 정도의 문제이지 위상

이 아니며, 형식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며, 현현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28).

칼빈이 삼위내의 상관적인 순서를 인정하지만 그는 아주 신중하게 

여하한 존재론적 종속설이나 양태론도 거부한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심을 말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요

약하였고 공허한 말장난을 제할 수 있다.… 우리가 일(一)을 듣게 될 

때 본질의 단일성을 말하며 ‘한 본질 안의 삼위’를 들으면 일체 안에 

세 위격들을 뜻한다.”(5; cf. 22)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알려주시는 삼위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33) 그러므로 그는 신앙을 “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

리를 향하여 베푸신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성부와 

성자의 양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졌다.”(III,ii,7) 신앙은 삼위에 대한 지식이며 당신을 계시하시므

로 하나님의 본질의 단일성이 계시된다. 신앙은 한 하나님만을 바라

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게서 멀리 은폐되어 계신다. 불가시적인 성부는 오직 그리스도의 형

상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은덕을 시혜하시므로 

성부의 영광의 참 형상을 나타내신다(III,ii,1).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

리를 당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고리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을 즐기게 된다(III,i,1). 이것은 한 

33)  “성경 및 니케아 이전의 신앙 고백, 송영, 신학과 일치하면서 경륜에 집중하는 신학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고, 구속하고 신격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위격적 동일성과 사역 간의 연관성 뿐 아니라 경륜의 순서도 보존한다”, LaCugna, 
op. cit., 101. 

34)  “우리의 신앙이 한 본질 안에서 삼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
다”, 칼빈, 마태복음 28:19절 주석; cf. W. Pannenberg, Systmatische Theologie I, 
Göttingen 198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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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이 한분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예이다.34)

여기서 우리는 멕케이의 명제에 답변을 제시하려고 한다. 칼빈이 삼

위 안에 있는 ‘합당한 질서’를 말할 때 그는 멕케이가 주장하듯이 닛

사의 그레고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을 직접 인용한다. 게다가 성부가 

신성의 근원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양대 교회의 공통적인 유산이라 여

겨진다. 어쨋든 이 입장은 성부의 위격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본질

에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다.35) 그러므로 성부는 본질을 수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상 신성의 근원이시다(26). 칼빈은 본성의 단일성

을 고수하기 위하여 신성의 근원이신 성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

히 돌려드린다.36) 이 입장은 신성이 단일성을 구성하는 서방전통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성부의 인격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칼빈이 하나님

의 이름이 특별히 성부에게만 돌려진다고 말할 때의 의도가 이것이었

다. 우리는 이것을 성부의 주권이라 부를 수 있다.

4. 필리오케(Filioque)

만약 성부의 인격이 삼위일체의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면 이것은 필리오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헬라전통은 성령님이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서 나오신다고 말하며 이에 근거하여 서방의 

필리오케를 거부한다. 우리는 칼빈이 필리오케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

았다. 이것은 그가 서방전통을 옹호하며 동방전통을 거부한다는 것은 

35)  “정통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천이론 때문이었다. 이에 의하면, 성
부의 존재 방식이 논리적 우선성을 지니며, 성자와 성령의 존재방식은 원천상 성부의 존재

방식에 의존적이다. 그러나 이런 우선성은 우월성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G.L. Prestige, 
God in Patristic Thought (London: SPCK, 1956), 249. 그렇다면 하나님의 단일성
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위격, 곧 성부의 위격에서 찾아야 한다, J.D. Zizioulas, op. 
cit., 40.

36)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홀로 사역하지 않고 성
자및 성령과의 낸적 교제 중에서 일한다. 그러나 이들도 홀로 있거나 사역하지 않고 자신
들의 원천인 성부 하나님께로 귀착한다. 성부가 원천이니까, 성자와 성령도 성부께 영원토
록 연관되어 존재하고 사역한다”, E. Schlink, op. cit.,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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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작

업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예를 보게 된다.

칼빈은 공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곧 성자와 성령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다는 사실은 성부와 성자 간에 있는 공재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이것은 서방전통을 그냥 수용

하지는 않는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를 본질이 아니라 성부의 위격

과 일치시켰기 때문이다. 둘째로 칼빈은 동방전통을 단순하게 따르지

도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성부는 동방이 믿는 것처럼 본체론적인 의

미에서 신성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한

다. 상관적인 의미에서 신성의 원천인 성부는 여하한 종속설의 하나

님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떠나서는 계시지 않는다. 달

리 표현하면 성부의 주권은 삼위의 관계 속에서 계시되어진다.37) 이

런 입장에서 필리오케에 대한 칼빈의 말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IV. 결론

교부들에 대한 칼빈의 지식은 놀랍게도 직접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

루어졌다. 그렇다하여 칼빈과 헬라교부와의 친밀성을 쉽게 결론내

릴 수는 없다. 칼빈은 헬라교부들을 라틴어번역으로 읽었다. 그러나 

칼빈이 헬라어를 읽지 않았거나 읽은 적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

다.38) 우리는 칼빈이 동방신학자들을 명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가정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부틴의 말에 동의한다. 칼빈과 동방신학자

37)  이 때문에 ‘하나님은 신성의 원천’이라는 입장을 그냥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contra, W. Kasper, Der Gott Jesu Christi, Mainz 31995, 364, 381 and J.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München 1980, 179ff.

38)  A.N.S. Lane, art. cit.,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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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유사성은 칼빈이 물려받은 서방전통에 대하여 취한 근본적인 독

자성을 증명한다. 이 독자성은 삼위일체론을 포함한 모든 신학을 신

구약과 관련하여 발전시키려는 칼빈의 관심에 일차적으로 돌려진다.

성경주석에서 출발하고 마치려는 칼빈의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적 

논의를 초월하도록 도와주었다. 즉 칼빈은 전통적으로 서방 전통과 

동방전통이라는 것들을 취하기도 하며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

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칼빈과 동방교부들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그들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칼빈이 

동방신학에 속해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서방교회의 신자였다. 그

가 서방전통의 그릇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성경말씀을 연

구하고 경청함으로써 주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를 ‘공교회적’이

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론에 대한 참신한 접근법은 신약

과 니케아신학자들이 지녔던 경륜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원래의 관

심을 따르려는 모든 교파의 신학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교회적 약속

이다.”39) 칼빈은 자신의 전통을 때로는 벗어나서 다른 전통과 동방전

통를 따른다. 전통과 교의는 성경의 권위 하에 있으며 칼빈이 이 사

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 전통을 내왕하는 공교회적 자유를 누렸

다. 이런 시각에서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로부터 칼빈에게로의 직접

적인 연계성을 말한 토런스의 주장은 너무 단순하며 증명되고 수용되

기에 어렵다고 여겨진다. 동일한 입장에 근거하여 우리는 멕케이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멕케이의 주장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을 하려고 한다. 그는 이위일

체론의 추종자이다. “이위일체는 예수와 성부로 이루어지는데 성령

은 동일하신 한 신성의 이름이다.… 한 본성에 두 위격들이다.”40) 멕

케이는 니케아 이후의 삼위일체론 신학이라는 잘못된 출발점은 성령

에게 위격을 돌려드림으로 나온 결과라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

39)  Butin, op. cit., 49.
40)  Mackey, op. cit.,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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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독자적인 위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의 부성(父性)과 임재를 지시할 뿐이다. 이 관점에서 그는 성령께 신

성을 귀속하는 니케아 신학을 비판한다. 그런 입장에서는 동방신학이 

삼위에서 시작하는 반면에 서방신학은 신성의 단일성에서 출발하며 

또 동방교부들에 사고의 순서상 신성의 단일성이 우선되는 명제라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위일체

론 신학과 그 결론들을 따르지 않는다.41)

칼빈은 “우리 사이에 이 신앙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

시지만, 성자는 성부가 아니요, 성령은 성자가 아니며, 비공유적 속성

으로 구별되어진다는 신앙이 합의되어진다면 삼위일체론에 관한 모

든 용어들은 매장될 수 있다”(5)라고 까지 말한다. 칼빈은 성경이 말

하는 것을 “한 본성 안에 있는 삼위”로 요약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사고와 언어의 한계를 보며, 칼빈이 이 주제에 관한 여러 용어들에 대

하여 말한 바를 기억한다. 칼빈은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그가 말한 바

에 만족하지 않고 사변을 즐기고 있는 자들을 경고한다(29).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칼빈은 삼위에

서 출발하여 한 본질에 이른다. 칼빈은 서방전통이 말하는 속성의 전

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칼빈의 순서의 관점에서 성부를 신성의 근

원으로 본다. 칼빈은 필리오케에 대하여서는 더 나은 입장을 가지고 

잇다.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칼빈은 서방뿐만 아니라 동방 전통

도 사용하며 때로는 양 전통을 초월한다. 그가 철두철미하게 성경적

인 신학자였기 이것이 가능하였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작성되어졌으며 공교회적 

41)  갑바도기아신학자들은 신성과 성부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 B. 
Studer, Trinity and Incarnation: the Faith of the Early Church (1985), ET. M. 
Westerhoff (Edinburgh: T & T Clark, 1993), 146. “신의 동등성을 수용하는 입장을 
따르면서 그들이 신의 본질이 아니라 삼위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J.N.D. Kelly, 
op. cit., 264; cf. 272. 맥케이가 위에서 말한 관례적인 견해를 이와는 별도로 연구할만
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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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서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익하게 발견하였다. 개혁신학자가 

삼위일체론을 계속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는 먼저 칼빈의 유산을 

잘 수용하여야 하며 그리고 칼빈의 배경인 근원 곧 동방전통과 성경

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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