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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위시하여 바빙크와 박형룡에 이르기

까지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치신 온전한 순종에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왔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

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최종본에 “능동적 순종” 혹은 “온전한 순종”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아직까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영국 워위크셔 지방 

대표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가했던 안토니 버지스의 『참된 칭의 교리』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설교들을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논의한 것과 비교

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한 때 선호했던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을 버리고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한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과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수용하면서도, 

능동적 혹은 수동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

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용어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

적 순종을 총칭하기를 원했으나,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설명하

기에는 불충분했던 데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하여 회의적

이었던 독일 헤르본의 신학자 피스카토르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로마 가톨

릭의 공로주의와 율법폐기론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그들은 의도적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차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키워드: 그리스도, 능동적 순종, 온전한 순종, 웨스트민스터 총회, 칭의, 안토니 버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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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신 온전한 순종에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 동안에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이다. 비록 루터파 신학자 카르기우스(George Cargius 혹은 

Georg Karg, 1512-1576)와 중부 독일 헤르본의 신학자 피스카토르

(Johannes Piscator, 1546-1625)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성경적인 것으로 수용되어 

왔다.1 실제로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투레티누스(투레티니 혹은 

튜레틴이라고도 부름, Franciscus Turretinus, 1623-1687)를 비롯하여, 웨

스트민스터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총대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혔던 

어셔(James Ussher, 1581-1656), 그리고 19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신학

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와 20세기 한국 장로교 신학

의 거두 박형룡(1897-1978) 역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공히 찬성 의견을 표했다.2 그리고 그러한 찬성의 배후에는, 많은 경우 토비아스 

크리스프(Tobias Crisp, 1600-1643)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폐기론자들에 대

한 경계심이 자리하는 경향이 있었다.3

그런데 최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1 Franciscus Turretinus,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vol 2 (Geneva, 1682), XIV, 

xiii, 1. 
2 “He for them fulfilled the law in his life. That now in him, and by him every true 

Christian may be called a fulfiller of the law.” Irish Articles of Religion, 35. 

https://www.apuritansmind.com/creeds-and-confessions/the-irish-articles-of-relig

ion-by-james-ussher; Turretinus,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XIV, xiii, 1-32; 

Herman Bavinck, Sin and Salvation in Christ, vol 3 of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394-395;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교의신학 기독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2), 351.
3 David Parnham, “The Humbling of ‘High Presumption’: Tobias Crisp Dismantles the 

Puritan Ordo Salutis,”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56/1(2005),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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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 간의 이견이 재차 표출되었다. 전자를 대표

하는 서철원과 정이철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능동적 

순종의 개념은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 17세기 청교도, 특히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을 위시한 회중파의 사변론일 뿐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회중파의 입김으로 인해 도출된 타협안이라고 생각한다.4 반면 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병훈, 김재성 등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성경에 위배되

는 교리가 아니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사실상 긍정했다고 봐야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언어에 

충실하면서도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순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5

이러한 이견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중에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온전한 순종(whole obedience)”이라

는 표현이라든지 “완벽한 순종(perfect obedience, 혹은 perfection of His 

obedience)”이라는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초기 39신조 개정 과정에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 및 19장 6절, 그리고 대요리문답 제70문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칭의론을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언급할 때 “온전한,” 혹은 “완벽한” 등의 수식어를 

모두 생략하였다. 이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왔다. 그러나 김병훈과 김재성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취한 입장을 비교적 소상히 다룬 국내외 대다수

의 연구자들은, 비록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피스코

(Fesko)와 앨랜 스트레인지(Alan Strange)와 주(Jeffrey Jue), 그리고 이은선

4 http://www.reformednews.co.kr/9423;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2;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2.
5 김병훈,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피스카토르(Johannes Piscator, 1546-1625)-논점정리,” 

「신학정론」 제39/1권(2021), 241-271; 김재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고양: 언약, 2021), 

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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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가 대표적이다.6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학자들간의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1절에 생략되고, 그 대신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대요리문답 70문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 및 19장 6절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여전히 학계의 난제로 

남아있다. 피스코에 따르면, “온전한 순종”이나 “완벽한 순종”이라는 표현은,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인 존 도우네임(John Downame, 1571-1652), 조지 

워커(George Walker, 1581-1651), 그리고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총칭하는 

데에 이미 사용된 바 있으나, 다만 피틀리(Daniel Featley, 1582-1645)와 

같은 신학자들은 온전한 순종 혹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이 

아담의 죄와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을 나타내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사용되지

는 않았던 것이다.7 한편 스트레인지는, 비록 1645년과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온전한 순종”이라는 언급이 생략되었어도, 그것은 

그들의 입장 변화 혹은 타협을 암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단지 그들이 초창기에 

했던 39신조 개정 작업처럼 “온전한”이라는 한 단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 

신앙고백서 작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8 주(Jeffery 

Jue)는,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왜 생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키는 신앙고백서의 구조는 그 자체로 

6 J. V.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Historical Context & 
Theological Insights (Wheaton, IL: Crossway, 2014), 225-228; Alan Strange, 

Imputation of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in the Westminster Standards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9), 55-63; Jeffrey K. Jue,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and the Westminster Standards,” in K. Scott Oliphint ed., Justified 
in Christ: God’s Plan for Us in Justification (Fearn, UK: Christian Focus, 2007), 

99-130; 이은선, “신앙고백서의 구원론-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제40권

(2013), 137.
7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228.
8 Strange, Imputation of Active Obedienc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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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긍정한다는 증거가 

된다고만 언급하였다.9 이은선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완벽한 순종

이라는 문구를 통해 능동적 순종 개념을 담아내면서도,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파들의 입장을 배려하였다고 주장한다.10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것은 

과연 반대파들과의 화평을 위한 배려였는가?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의 정확성과 정당성에 대해 총회 참석자들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가질 수 있는 함의에는 무엇무엇이 있었는가? 웨스

트민스터 총회 회의록만으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없으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과 그 총회에 참석했던 

안토니 버지스(Anthony Burgess, 1600-1644)의 『참된 칭의 교리』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를 비교하면서,11 그러한 생략이 반대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17세기 유럽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논쟁에서 피스카토르 등에 의하여 사용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한 일일 가능성 역시도 높다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 난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

서에 대해 이루어졌던 연구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논쟁에 있어서 

안토니 버지스의 역할을 밝히는 연구는 없었기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상대적

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안토니 버지스의 통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버지스의 생애

9 Jue,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and the Westminster Standards,” 99-130.
10 이은선, “신앙고백서의 구원론-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137.
11 Anthony Burgess, The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Asserted and Vindicated From 

the Errours of Many, and More Especially Papists and Socinians or a Treatise of 
the Natural Righteousness of God, and Imputed Rightousness of Christ (London,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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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스는 1600년에 태어났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의 아버지 덕분에 일찍부

터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12 먼저 그는 라틴어와 고전을 배우는 문법학교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는 1623년에 케임브리지의 성 요한 대학(St. John’s College)

에 입학하여 1627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1630년에는 임마누엘 대학

(Emmanuel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전통적으로 유럽 종교개혁 사상

의 영국 유입을 주도해왔던 곳이 케임브리지 대학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버지스

는 학창시절부터 개신교 신학자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받은 셈이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런던 근교의 성 막달라 마리아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으나, 얼마 후에 그의 평생의 임지였던 워위크셔(Warwickshire) 

지방 서튼 콜드필드(Sutton Coldfield)에 위치한 성삼위일체교회(Holy 

Trinity Church)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오늘날의 버밍햄의 일부로서, 목축

업자들과 광부들이 많았던 작은 잉글랜드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버지스는 왕당

파와 영국 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영국 개신교 개혁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청교도들을 따랐다. 그러던 중, 그는 개혁세력들과의 내전 중에 

있는 왕당파의 위협으로 인해 1642년 이웃 마을인 코번트리(Coventry)로 피신

했다가 그곳에서 크롬웰을 따르는 개혁세력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던 율법폐

기론을 못마땅하게 여긴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등과 

같은 사역자를 만나기도 했다. 피난생활 중에서도 버지스는 지역 사역자들과 

금식일을 가지고 설교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며, 그곳에서도 낭중지

추로 인정을 받곤 했다.

이러한 그의 명성으로 인해 그는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저명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그는 1644년에 리차드 바인스(Richard Vines)와 함께 

워위크셔 대표로 선출되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러 런던에 가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리차드 바인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인 견해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버지스는 바인스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능동적 

12 버지스의 생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Stephen J. Casselli, Divine Rule 
Maintained: Anthony Burgess, Covenant Theology, and the Place of the Law in 
Reformed Scholasticism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6)의 

제2장 “The LIfe of Anthony Burgess”부분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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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에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워위크셔를 대표했던 신학자

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관한 회의에서 버지스는 눈에 띄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인스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관계로 서튼 콜드필드를 떠나 런던에 거주하던 버지스는, 

1645년에 런던 길드홀(Guildhall)에 위치한 성 로렌스 쥬리 교회(St. 

Lawrence Jewry)의 교구 목사로 선출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후에 율법과 복음

과의 관계에 대한 특강을 하고, 지역교회와 유력 인사들에게 설교를 하는 등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칭의 교리에 관해서

도 그는 여러 차례 설교와 강의를 통하여 다루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출판한 

것이 바로 1654년에 나온 『참된 칭의 교리』였다. 버지스의 강의와 설교 사역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강의를 통해 웨스트민스터 총회 안팎에서 신학자들

이 했던 논의들과 그에 대한 버지스의 입장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간파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더욱이 『참된 칭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논의가 모두 마쳐진 후에 버지스가 출판한 

책이기에,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가 유럽대륙 신학자들의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논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바인스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면서 모든 논의를 현장에서 지켜본 버지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들이 “온전한 순

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의해놓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를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강연, 그리고 설교와 저술을 통하여 버지스가 

얻은 명성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정복고 이후에도 

버지스가 영국 국교회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크롬웰의 통치가 

끝나고 왕정이 회복되자, 영국 국교회는 이전의 지위를 회복했고, 국교회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버지스는 평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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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쳤던 성삼위일체교회에서 1662년에 쫓겨나는 등의 고초를 겪다가,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664년에 세상을 떠났다.

III.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의 논의를 제외하고 

『참된 칭의 교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참된 칭의 교리』를 본격적으로 분석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초칭기에 39신조를 수정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회의 초창기에 이루어진 39신조 개정 

작업은, 로버트 폴의 말처럼 단지 스코틀랜드 사절단이 오기 전까지 이루어진 

“시간끌기 작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13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분야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조율해나가는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1.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39신조 개정과 “온전한 순종”

39신조 제11항은 원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 혹은 자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믿음으

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14 웨스트

민스터 신학자들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whole obedience)이라

13 Robert Paul, The Assembly of the Lord: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Grand Debate’ (Edinburgh: T&T Clark, 1985), 87.

14 “We are accounted righteous before God, only for the meri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by Faith, and not for our own works or deservings.” 

   http://anglicansonline.org/basics/thirty-nine_articles.html



 152 갱신과 부흥 28호
Reform & Revival 2021

는 문구를 넣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1643년 9월 6일열린 제47차 회의로부터 

12월 12일에 열린 제5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계속하였다.15

(1) 버지스와 함께 워위크셔 대표였던 바인스, 그리고 가테이커의 문제제기

회의록을 보면, 당시 참석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한 두 사람의 신학자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버지스와 함께 워위크셔를 대표했던 

신학자 바인스, 그리고 토마스 가테이커(Thomas Gataker)였다.16 그들은 그

리스도의 온전한 복종하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성도들

에게 전가되어 칭의가 가능해진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피로” 구속을 받고 용서

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이론을 폈다(엡 1:7; 2:15; 롬 3:25; 히9:22; 

요일1:7).17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넘침”이라는 것을 히브리식 표현이

라고 본다면, 그것은 능동적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죄악 

세상과 은혜를 대비시키기 위한 표현일 수 있다.18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동적인 순종보다는 그분이 성취

해야 할 대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마 3:15).19 그러면서 바인스

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이 성도들에게 전가된다는 개념을 롬 8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20 가테이커의 경우, 소뮈르 학파의 

대부인 카메론 뿐만 아니라 피스카토르를 반대한 1603년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까지도 언급하면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였

다. 갈 4:4-5은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이 아직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15 Chad Van Dixhoorn ed., The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5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53-107.

16 혹자는 윌리엄 트위스(William Twiss), 토마스 템플(Thomas Temple), 프란시스 우드콕

(Francis Woodcock) 등과 같은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필자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인물은 바인스와 가테이커 

뿐이었다.
17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3-58. 
18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6.
19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1.
20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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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봐야 하고, 히 10:7-9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율법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간의 

특별한 구원협약을 가리키므로, 고전 1:30과 고후 5:21, 그리고 롬 5장에서 

능동적 순종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1 아담의 죄를 극복하는 것은 칭의이고 

천국에 입성할 권리를 얻는 것이 입양인데, 그러한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기인한다는 결론에 그는 도달한다.22 

그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전가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의 공로로 남겨두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피하는 길이었다.23

(2) 능동적 순종을 긍정한 주류의 견해

그러나 바인스와 가테이커를 제외한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

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공로가 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1)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대다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구별은 

가능할지라도, 실상 그것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시만(Seaman)

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일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벧전 1:19와 3:18이 신자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다고만 하지 않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즉 선한 행실을 가지신 분이시요 의인이신 그분의 죽으

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덧붙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그분의 성향

적 의로움과 수동적 순종의 공로 뿐만 아니라, 능동적 순종의 혜택 역시도 

성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4 호일(Hoyle)은 롬 5장이 “그리스도

의 피”라는 표현을 제유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빌 2:8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 순종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 순종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을 만회하는 능동적 순종도 함께 하셨다는 결론을 내렸다.25 프라이스

21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7, 60.
22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7-58.
23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8.
24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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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도 호일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26 그리고 워커(Walker) 역시도 롬 

5:19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을 가져오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나누어서는 

안된다고 바인스에게 충고하였다.27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성화의 의무도 무너지고 만다(사 54:14; 

51:10; 시24:5; 시69). 리(Ley)와 바터스트(Bathurst)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고전 1:31과 고후 5장, 그리고 빌 3:9의 말씀이 성립하려면 성도들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8

이러한 불가분성을 염두에 둘 때,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능동적 순종만을 지지하다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생각이었다.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능동적 순종을 과도하게 강조하다가 소키누

스주의와 비슷하게 보일까하는 경계심을 표출한 워커의 경우도 있었고,29 고전 

1:30을 능동적인 순종과는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구절로 해석한 바터스트도 있었으며,30 능동적 순종을 수동적 순종을 위한 조건

으로 연관지어서 이해하면서 히 7:25-26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능동적 순종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사역이야말로 수동적 순종이 

성립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동적 순종은 정죄로부터 

성도를 해방시키고 능동적 순종은 칭의를 가져온다는 식의 단편적 설명은 지양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향적으로 보나 본질적으로 보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속죄사역을 고루 조망할 것을 힘주어 말했던 굿윈

25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4, 59.
26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5.
27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4.
28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4.
29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6.
30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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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n)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31 이는 그리스도의 피(히 5:1; 9:22; 8:3) 

없이, 능동적 순종만으로는 구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32 굿윈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구절로 롬 3:31과 

4:7, 그리고 5장을 끌어온다. 특히 롬 3:31에 대해서는,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메시지를 통해 두 종류의 순종이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고 해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윌슨

(Wilson)의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이기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차이가 아닌, 이론상의 차이라는 점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형벌 당하심이 롬 5:19과 롬 10장, 빌 2:6-8, 그리고 

단 9:24에서 말하는 온전한 의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기도 

했다.33

2)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란,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적 율법주의 뿐만 아니라 율법폐기론이라는 양극단을 피하는 교리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피스카토르의 주장과도 거리를 둔다는 것을 증명

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먼저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적 율법주의를 

논박한다. 히어리(Hearle)와 스미스(Smith) 등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

적 순종은 교황주의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었음을 갈 4:4과 히 10:6이 증거한다고 주장하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롬 5:18과 

눅 1:6에서 입증하고자 하였다.34 헤를(Herle)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인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레 18:5)를 신자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

기 때문이라고 밝힌다(롬 8:3).35 인간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31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3, 70.
32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4.
33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74-75.
34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55-56.
35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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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반면, 

하나님의 법은 그와 달라서, 금지명령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강령들도 지켜

야만 하나님 법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법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준을 신자

들 대신 충족시켜주시고 그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시켜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36 이와 유사하게도 구지(Gouge)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율법의 요구

를 온전히 충족한 것으로 보셔서 그들에게 칭의와 성화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신 것을 

그들의 것으로 계산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칭의와 성화를 허락하신다고 

단언하였다.37 그리고 바터스트가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없다.38

  ② 그리스도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즉 온전한 순종은, 율법폐기론과

도 거리가 멀다. 굿윈, 그리고 나중에 레이너(Rayner)는, 갈 4:4이 율법 아래에

서 태어셨다고 읽기 보다는, 율법 아래 처하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의 율법 뿐만 아니라 그리스

도의 심령에 새롭게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의 진리가 있었다고 

본다.39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적으로 율법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요 율법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그는 수동적 순종의 산물인 희생제

사 뿐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의 예물 역시도 신자들에게 선사하심으로써, 아담

의 죄의 결과를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게 반전시키셨다(히4:16; 5:1; 8:3).40 

그리고 테일러(Taylor)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사실이 율법폐기

론자들로 하여금 인류는 그리스도 덕분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악용될까 우려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41 라이트풋 역시도, 율법을 어겨 

타락하고 죽게 된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 40:8과 히 

36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0.
37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3.
38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82.
39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4, 85.
40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4-65.
41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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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절이 말씀하듯이 제사법이 아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고백함으

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원래 그리스

도의 모형이었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하였다.42

  ③ 이처럼 율법폐기론을 거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회의적인 피스카토르의 견해 역시도 거부하였다. 헤를은 인류에게 율법

에 대한 능동적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율법폐기론자들 외에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이 때문에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회의적인 피스카토르의 견해와

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심령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증거하는 

히 10:7-9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골 2:10이 암시하는대로 

“충만함”을 위해 신자들에게 전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

다.43 팔머(Palmer)가 말하듯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기도

하시면서도 성도들을 대속해야만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하신 것이야말로, 

그분의 능동적 순종이 성도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44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 후,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표결이 완료되었으나, 

종국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최종형태에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생략되게 되었다. 이러한 생략의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필자는 비지스의 『참된 칭의 교리』를 통하여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단초를 찾고자 한다. 

IV. 버지스의 『참된 칭의 교리』 분석을 통한 단초 찾기

로마 가톨릭과 소키누스주의, 그리고 율법폐기론 등의 주적으로부터 칭의론

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참된 칭의 교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42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9.
43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5.
44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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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데, 필자가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1654년에 처음 출간되었던 

두 번째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은 칭의론에 관한 30개의 강의인 반면, 두 

번째 부분은 칭의론의 각 주제들을 성경구절을 곁들이면서 설명하는 4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29번 설교로부터 제45번 설교에 이르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순종의 의가 어떻게 신자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 상으로는 눈에 띄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지

만, 그의 책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 배후에 있는 신학적 배경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39신조

에 삽입하기로 결의한 이후에도 왜 최종본에서는 그 표현을 생략하고 “완전한 

순종”이라고만 표현한 이면적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다루는 버지스의 설교는 모두 롬 5:19, 

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내용을 그 본문으로 한다. 이 본문

을 통해 버지스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공로가 

전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몸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율법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이 되는데, 이는 마치 전가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와 불순종이 우리의 죄가 

된 것과 같다.45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의 죄가 된 것은, 오직 전가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일이다.46 이러한 논지는 

제29번 설교에서부터 제37번 설교에 이르기까지 설명되고 증명되며, 마지막 

제38번부터 제45번까지는, 반론에 답변하는 내용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1.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다루는 제34번 설교의 주요 내용 요약

45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06-340.
46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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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능동적 순종 교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제34번 설교이다. 먼저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완벽한 순종”(perfect obedience)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47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 순종을 하신 

것에만 그치지 않고, 평생동안 온 율법(whole law)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다.48 이어서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한 능동적인 

부분, 그리고 명령을 어길 경우 받아야 할 형벌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킨 수동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서 논한다.49 결론부터 말하

자면, 그는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 용어와 개념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다.50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순종과 수난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본래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분류 차원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부각시키면서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분열시키는 경향

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들과 구별들을 굳이 거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51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능동적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것이므로, 수난 

당하심이라는 차원의 순종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수동적 순종이라고 정당하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52 비록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사이의 구분을 버리지는 

47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0.
48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0.
49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0 “I shall give them the titles of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of Christ, although 

I think, it were better to avoid them, and instead thereof to say, the whole 

humiliation of Christ in all the particular acts thereof are made over to us for our 

righteousness.”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1 “...the whole humiliation of Christ in all the particular acts thereof are made over 

to us for our righteousness.”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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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버지스 자신은 “그 모든 세부적인 행적에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낮아지심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넘겨졌다”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고 밝힌다.53

그 다음으로 버지스는 당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루터파에서 카르기

우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를 부정한 이래로, 칼빈파 진영에서

도 올레비아누스가 그것을 부인했고, 그의 제자 피스카토르 역시도 올레비아누

스의 길을 따랐으나, 대다수의 루터파 신학자들과 당대를 대표하는 개혁파 신학

자들인 베즈(Théodore de Bèze, 1519-1605), 유니우스(Franciscus Junius, 

1545-1602), 폴라누스(Amandus Polanus, 1561-1610), 그리네우스

(Simon Grynaeus, 1493-1541), 호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 왈레우스(Antonius Wallaeus, 1573-1639), 안드에라스 리베

투스(Andreas Rivetus, 1572-1651), 코케이우스, 클로펜부르그

(Cloppenburg, 1592-1652),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 등은 그

리스도의 의는 능동적인 부분과 수동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믿었다.54 영국

에서도 개혁파와 국교회파를 막론하고, 퍼킨스(Perkins), 도우네임

(Downame), 그리고 도르트대회에 영국을 대표해서 참석했던 데이브넌트

(John Davenant, 1572-1641) 등과 같은 일류 신학자들이 공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함께 주장하고 확증하였다.55 버지스의 입장은 

분명 다수파의 그것에 가까우며, 그 과정에서 그는 17세기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대륙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을 잘 밝혀주고 있다. 심지어 버지

스는, 피스카토르가 히브리서 5장9절 주석에서 남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의 일부 행적이나 수난의 일부분이 아닌, 그분이 가장 완전하게 성취한 모든 

구속사역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언급에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피스

카토르가 이와 같은 소신을 일관성 있게 견지했다면 능동적 순종의 전가 개념을 

52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3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1.
54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2.
55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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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56

물론 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것의 전가를 긍정하는 신학자들의 

말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언급도 덧붙인다.57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곧 신자들이 율법의 명령들에 완벽하게 순종

하여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주신다는 의미라고 본다.58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믿는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구체

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의견차이가 존재한다.59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신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의견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종류의 

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성향적인(habitual) 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율법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실제적인(actual) 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60 첫번째 종류의 의는 칼빈이 그의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 논박에서 밝히듯이 전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분명하며, 둘째 

종류의 의가 전가되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의로움이 신자의 칭의를 위해 전가되는 것은 셋째 종류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61

마지막으로, 버지스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롬 5:19에 독자의 주의

를 환기시킨다. 아담의 불순종이 단일한 것이었듯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역시

도 단일한 성질의 것이다.62 이는 아담의 죄가 단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56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4.
57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
58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5-346.
59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
60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347.
61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6-347.
62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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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죄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역시도 

하나라는 뜻이다.63 그리스도의 행적이 많으나, 그 모든 것은 한데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포괄적이며 완성된”(entire and compleat) 순종이 되는 

것이다.64

2. 제34번 설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온전한 순종” 논의 비교

(1) 연속성

1) 위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버지스의 이해에서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한 

쪽도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 웨스트민스터 주류 신학자들의 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버지스는 워커, 바터스트, 굿윈, 그리고 윌슨 등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은 하지만 분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믿었고, 또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되도록 그러한 구분을 엄밀하게 

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였다. 비록 공통점만으로는 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이 생략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여전히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버지스가 그리스도

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는 사실은, 버지스의 서술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전체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2) 버지스는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랬듯이, 로마 가톨릭과 율법폐

기론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스카토르의 견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

한다. 버지스는 다른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처럼, 온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온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능동적 

순종 교리의 정당성을 변호함으로써(롬 5:19),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와 율법

63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8-349.
64 Burgess,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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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론자들의 방종이라는 양극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버지스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스카토르의 견해 역시도 개혁파의 주류 견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버지스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간의 일치가 드러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단초를 찾기에 부족할 것이기에, 버지스의 설교와 웨스트민스터 

회의록의 불연속성이 암시하는 단서 역시도 주목해야 한다.

(2) 불연속성에서 나타난 단초들

1) 버지스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에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 종류의 의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비록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피틀리의 글에서는 유사

한 개념이 등장한다. 버지스가 그리스도의 의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실제적인 의라고 한 부분은, 피틀리가 그리스

도의 의가 세 부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피틀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의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유한 의인 동시에, 소극적인 불이행

과 적극적인 불순종을 만회하는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로움이기도 하다.65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에는 이러한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틀리나 버지스 등과 같은 이들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충분하다

고 여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2) 버지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긍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자들이 구체적으로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역시도 신학자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채택 혹은 거부했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표현을 채택한 이들조차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세 부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들어 “온전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피틀리와는 달리,66 버지스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피스카토르에 대해 

65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
66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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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서 제34강의 말미에서 한 번 사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그러면서도 버지스는, “온전한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다 더 가까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버지스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함으로써,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세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비교적 온건한 수위의 표현인 “온전한 

순종”이, 39신조의 개정 과정에서 큰 거부감이 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공통적인 입장을 표현하기에 부족했을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추론해볼 수 있다.

  3) 심지어 버지스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피스카

토르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개혁신학의 테두리 안으로 품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전에 이미 피스카토르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명확한 설명

없이 버려진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3. 찾은 단초를 통해 기존 연구들을 재검토함

필자는 이제까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세부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양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피스카토르가 그 표현을 선점한 것 역시도 사실이기

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견해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음을 버지스의 글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한 피틀리의 불평 뿐만 아니라, 피스카토

르와 자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버지스의 재치에 주목한다면, 피스코의 제안, 즉 피틀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가 의식법에 순종했다는 인상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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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과 그리스도의 의가 세 부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역사적 정황이라

고 주장한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67 물론 도우네임, 워커, 어셔 등에게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만큼 당대에 보편적이었던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그 용어의 불완전성에 대한 피틀리 등의 불만족으

로 인해 사라졌다는 피스코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버지스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던 바인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다는 면을 보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총대들에 대한 배려였다는 이은선의 제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은선과 피스코는 그러한 배려 혹은 불만족의 배후에 

피스카토르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의 양극단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드러내지 못했다. 버지스의 작품을 통하

여 추론해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피스코의 설명처럼 “온전한 순종”이

라는 표현이 불충분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표준문서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이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표현을 

제외하겠다는 동기에서 표준문서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스카토르가 이미 사용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대신, 율법폐기론과 상관

이 없고 공로주의와도 상관이 없이, 온 율법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을 찾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대신 삽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록 이러한 추론이 웨스트

민스터 총회 회의록에서 증명될 수는 없으므로 결정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으나, 버지스의 작품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동기에서 “온전한 순종”이

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완전한 순종”이 대신 등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그들 

대부분이 긍정하는 상황에서 표준문서에 굳이 피스카토르가 선점한 그리스도의 

67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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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버지

스와 그의 동료 신학자들에게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야말로, 피스카토르

와 불필요하게 엮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로 미루어 

볼 때, 후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전체 표준문서를 크게 다루는 과정에서 “온전

한 순종”이라는 미시적인 표현에 그다지 주목할 여력이 없었다고 봐야한다는 

스트레인지의 제안은, 피스카토르 및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에 대한 웨스트민

스터 신학자들의 지식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V. 결론

결과적으로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최종본에는 “온전한 순종”이

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대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완전한 순종”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그렇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거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은, 수동적 순종과는 동떨어진 율법폐기론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저의

를 담고 있는 교리임을 그들이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완전한 순종”이라

는 표현만이 남게 되었는가? 필자가 위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과 버지스

의 글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기 위한 동기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능동적 순종 교리를 반대하는 피스카토르와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을 경계하기 위한 동기에

서 삭제되었을 가능성 역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상의 

변화는,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버지스와 다른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사이의 간격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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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벌려놓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에 처음에는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틀리의 경우처럼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탐탁

지 않게 생각하는 신학자들과,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독일 헤르

본 아카데미의 신학자 피스카토르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율법폐

기론자들에 대한 경계심은 결국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표현 대신 “완전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록 유도했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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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stminster Standards and Christ’s “Whole 

Obedience”: A Quest for a Clue from Anthony 

Burgess’(1600-1664)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Gyeong Cheol Gwon

(Saehan Presbyterian Church, Educational Pastor, Church History)

A number of theologians, including the 17th century Reformed 

Orthodox, Bavinck, and Hyung Nong Park, have observed that 

Christ’s obedience to God is twofold: active and passive. The 

Westminster Standards is no exception, as it implies Christ’s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Nevertheless, there is no scholarly 

consensus up to this day on the reason for the omission of such 

phrases as “whole obedience” and “active obedience.” By way of 

comparing the minute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with Anthony 

Burgess’s The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I will find any hi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phrase, “perfect obedience,” in 

exchange for “whole obedience.” While Burgess, as well as the 

majority of the Westminster Divines, embrace the twofold aspect 

of Christ’s obedience, they find the terms unsatisfactory, as the 

phrase, “whole obedience” can be too broad to explain the exact 

nature of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To make matters 

worse, as Piscator, the champion of the passive obedience at the 

expense of active obedience, already used the phrase, “whole 

obedience,” it can be misleading to use the phrase, “whole 

obedience,” while upholding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It may 

be for this reason that the Assembly, while checking th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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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tinomianism and Roman Catholicism, adopted on purpose 

the new phrase, “perfect obedience” in place of “whole obedience.”

Key Words: Christ, Active Obedience, Whole Obedience, Westminster 

Assembly, Justification, Anthony Burg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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