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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종교개혁은 전혀 새로운 어떤 종교를 산출한 사건은 아니다. 그 이전시대까지 진리 지식이 어둡고 왜곡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보편교회의 신앙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다. 보편교회로써 개혁교회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참된 신지식(notitia Dei)을 얻고자 하였다. 이 지식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종교개혁에서 회복하고자 했던 신지식은 로마카톨릭교회 전통에서 

권위와 진리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찬동(assensus)’을 강조하였던 입장과 대별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계시에 근거한다. 그만큼 성경의 

자체가신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Regula modestae et 

sobrietatis)가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만 유효한 외침은 아닐 것이다. 16, 17 세기 개혁신학자들이 확보하고 

보존하려 했던 신앙과 신학유산을 살피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일이다. 21 세기 한국의 개혁교회가 성경 

진리를 따라 종교개혁의 신학적 통찰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편교회의 바른 표지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성경에 대한 개혁자들의 견해를 살피는 일은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 오늘의 

개혁신학을 그것에 투사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16 세기 개혁신학자 

윌리암 부카누스의 신학을 소개하므로 그런 유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의 신학 전반을 소개하기 보다 그의 

신학원리, 그 중에서도 그의 신학 인식원리, 곧 성경론을 집중하여 소개할 것이다. 다만 생소한 인물인 만큼 

그의 생애와 저작을 살피고, 그의 조직신학 체계를 개괄한 후 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2. 부카누스의 생애 및 저작 

 

2.1. 생애 

 

지금은 비록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로잔의 신학자 부카누스는 당대 주요한 개혁신학자 중 하나였다.1 

그의 생애에 대해 자세한 연구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정보는 사전적 수준이며2 몇몇 교회사 혹은 

교의학 저술들에 간략하게 소개된 정도다.3 그 중 비교적 자세한 정보가 로잔의 교회사가였던 H. Vuilleumier 

(1841–1925)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카누스의 출생년도는 알 수 없으나 프랑스 노르망디의 

루앙(Rouen)출신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는 부카누스의 경력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략적인 개괄만 하겠다. 부카누스는 1564 년 로잔 중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1568 년 Yverdon 에서 

                                                 
1 VUILLEUMIER, Histoire de l’Église Réformée du Pays de Vaud sous le régime bernois, II, 169. 
2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RGG. Aufl. 4); 

FRÈRE, Manuel du bibliographe normand. Tome 1, 202; HAAG & HAAG, La France protestante, 9 tomes; OURSEL: Nouvelle 

biographie normande, 4 tomes. 
3 GAΒ, Gesch. der Prot. Dogmatik I, (1854) 394 vv; RITSCHL, Die refor. Theol. des 16. & 17. Jahrhunderts in ihrer 

Entstehung & Entwicklung, (Göttingen 1926)  290–291; HEPPE, Ref. Dogmatik, in Historische Einleitung des Herausgebers, 

xxxii–xxxiv. (Neukirchen 1958)   



  2/17 

 

오늘날 강도사에 준하는 직책을 맡게된다. 4  1571 년 전임 사역자였던 Théodore Malingère 가 노환으로 

은퇴하면서 담임목사(premier pasteur)로 청빙을 받아 20년을 목회한다. Vuilleumier는 그의 목회사역에 있어서 

설교가 탁월했으며 피난민과 성도들에게 온정적이되 권위가 있었고, 또 집행관과 시의회 사이의 마찰을 

중재하는데 노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5 부카누스는 목회사역을 통해 Yverdon 에서의 입지가 견고해졌고 점차 

권위를 갖게 되었다. 1588 년에는 베른 총회에 총대로 파송되었는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칭의와 성화에 대한 

Claude Aubery(로잔 철학교수)의 잘못된 견해를 거절하고 정통교리를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6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신학적 입장이 더 날카롭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된다. 결국 1591 년에는 로잔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595 년부터 1597 년까지 신학교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른다.7 

개혁교회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혁신학자로서 그의 이름은 프랑스에까지 알려진다.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은 1594 년 있었던 Pierre Charron(1541–1603)과의 논쟁이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였던 

Charron 은 자신의 책 ‘세가지 진리에 관한 소고 (Traité des trois vérités)’에서 다음 세가지 내용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둘째 참된 종교는 기독교이다. 세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중 마지막 주제와 관련해 책의 4 분의 3 을 할애할 만큼 Chrron 은 로카 카톨릭 교회를 변호하려 

하였다.8 부카누스는 세번째 부분에 집중하여 반박하면서 교회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확증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위그노의 교황으로 불리던 Duplessis Mornay (1549–1623)도 Charron 의 견해에 대해 반박의 책 ‘교회에 

관한 소고 (le Traité de l’Église)’를 발간하였는데, 부카누스의 그와같은 노력이 Mornay 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했다. 이를 계기로 소무르(Saumur)에 개신교 신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 앙주(Anjou) 지방에 왕의 관료로 

있던 Mornay 는 교수 청빙에 있어서 부카누스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를 추천하였다. 그렇게 해서 부카누스는 

레이든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유니우스와 함께 소무르 학교에 함께 청빙을 받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소무르로 

떠나기 전 유니우스(1602,10.13)는 페스트병으로, 부카누스(1603, 8.15)는 뇌졸증으로 소천하고 말았다.9   

 

 

2.2. 저작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저술 ‘신학강요(Institutiones Theologiae seu Locorum Communium Christianae 

Religionis, ex Verbi Dei)’는 1602 년 초판 이래 여러 해를 거쳐 거듭 출판되었다. 서문(praefatio)은 그가 

소천하기 1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서문에서 책의 저술동기, 출판과정 그리고 저술 방법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마찬가지로 부카누스는 자신의 신학강요를 신학후보생이 성경진리를 잘 배울수 

있게 하기 위해 출판한 것으로 피력한다. 즉 저들이 영감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건전한 양식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0 이는 그의 신학강요가 교육적(didascalice)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저술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신학강요는 처음부터 출판을 의도해 만든 책은 아니었다. 부카누스는 

신학생들이 목회사역을 위한 시험에 잘 준비되도록 자신의 신학강좌를 받아쓰게 했다. 그렇게 모아진 강의록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회람되었고, 당시 원로였던 베자(1519–1605)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베자는 이 강의록에 크게 만족하여 출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미 로잔 신학교에서 교수 경험이 있던 

                                                 
4 Historisches Lexicon der Schweiz (HLS) 참조. 
5 VUILLEUMIER, ibid., II, 168. 
6 Ibid.; HLS 참조. 
7 HLS 참조; cf. in Encyclopedia Reformata wordt gesproken over ‘vice-chancellor’. 
8 http://www.nndb.com/people/843/000104531 참조; Cf. Charron 과 관련해 RGG (121–122)도 참조하라. 
9 VUILLEUMIER, Ibid., II, 169; cf. In HLS.; VAN ITTERZON, Franciscus Gomarus, (Groningen 1979 =’s Gravenhage 1930)   209. 

10 BUCANUS, Institutiones Theologicae seu Locorum Communium Christianae Religionis, ex Verbi Dei. (Genevae 1625) 

서문 중에서: ‘…ut ex meis Scholis, Candidati Theologiae, limpidissimis divinitus inspiratae Scripturae fontibus imbuti, 

Ecclesis Iesus Chisti, quarum Deus singulari beneficio vos Nutritos & Tutores constituit, sanum & salutare Verbi ipsius 

pabulum dextre & orthodoxe deprompturi, prodirent.’; 비교, Ioannes Calvinus Lectori: “Porro hoc mihi in isto labore 

propositum fuit, sacrae theologiae cadidatos ad divini verbi lectionem ita praeparare et instruere, ut et facilem ad eam 

aditum habere, et inoffenso in ea gradu pergere queant.” in: J. CALVINU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1559, CO II. 

http://www.nndb.com/people/843/000104531


  3/17 

 

베자는 강의록 형태로 회람되던 부카누스 문집이 정식 출판되는 것이 유익하다 판단했던 것이다.11 출판하는 

과정에서 부카누스의 절친이면서 베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Simon Goulartius (1543–1628)12가 편집과 

수정작업을 맡았다. 1602년 8월, 부카누스가 사망하기 1년전에 신학강요의 초판이 출판되었는데, 1612년까지 

매해 재출판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 제네바에서 뿐만 아니라 베른과 독일 브레멘에서도 출판되던 

신학강요는 1604 년 네덜란드어와 1606 년 영어로 각각 번역 출판되기도 하는데, 이 번역판 역시 여러 해에 

걸쳐 재출판되었다. 

조직신학 책의 성격을 띤 신학강요 외에 몇몇 실천신학적인 소고들이 전해 내려온다. 그 중 ‘Ecclesiastes: 

Seu, de formandis sacris Concionibus : In duos Tractatus triburus: quorum priore de Methodo; posteriore de 

Ornatu Concionum agitur (Bernae : Joannes LePreux, 1602, 1604/ Genevae, 1608)’가 중요한데, 이 책은 

신학강요 보다 먼저 출판되었다. 책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오래된 설교학 저서 중 하나다. Hyperius 의 뒤를 잇는 

설교학 교본으로도 손꼽힌다. Vuillerumier 에 따르면 이 책은 프랑스 개혁신학에 실천신학 원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14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천신학 분야의 소고들을 찾을 수 있다: Oratio pro Carnis 

Resurrectione (...), Bernae Helvetiorum, 1604. XXIIII homelies, ou sermons de M. Guillaume Debuc (...) , a 

Geneve, 1604. Guilielmi Bucani (…), In dominicam orationem homiliarum sylvae, Genevae, 1606. Guilielmi 

Bucani, Homilia De Abrahami sacrificio, Bernae, 1602.  

Samuel Maresius(1599-1673)는 1645 년 흐로닝엔에서 출판한 자신의 책 ‘Enchiridion candidatorum S. 

Ministerii; quo possint tam ad conciones sacras quam ad ecclesiasticam gubernationem formari.’에 

부카누스의 신학강요와 설교학 책 요약을 포함시켰다. Nauta 에 따르면 Maresius 의 ‘독자에의 권고 (Admonitio 

ad Lectorem)’라는 출판물에서도 이책이 포함되어있는데, Admonito 는 원래 Henricus Alting(1583-1644)이 

기획하고 작업하던 출판물이었다가 Alting 사후 Maresius 가 완성한 것이라 한다.15 주지의 사실은 Maresius 가 

헤르토헌보쉬('s-Hertogenbosch)에서 교수할때 발행한 Ratio Studiorum에 부카누스를 칼빈, 베자, 우르시누스, 

유니우스, 볼레비우스와 함께 주요한 신학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흐로닝엔(Groningen) 아카데미에서는 

추천도서로써 부카누스, 우르시누스, 칼빈, 레이든 신학통론 그리고 피터 마르티르를 들고 있다. 16  당시 

부카누스가 존중받는 개혁신학자 중 하나였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런만큼 오늘날에도 그의 자리와 

명성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3. 신학의 총체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notitia Dei)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체계에서 신학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신학’에 대한 

관점이 어떠함에 따라 그것의 원리, 목적, 대상, 방법, 체계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부카누스에 있어서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에 관한 신적 교리’라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신학인식의 원리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카누스 신학의 주요 관심이다. 그는 자신의 신학강요(Institutiones Theologiae)를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한다:“무엇이 거룩한 신학의 가장 우선되는 주제인가?(Quis sacrae theologiae primarius 

Locus est?)”“하나님에 관한 것(de Deo)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11 그의 신학강요 서문(praefatio)을 참조하라. cf. VUILLEUMIER, II, 172. 여기서 우리는 부카누스의 신학이 제네바의 칼빈, 

베자의 신학과 연관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cf. C. STROHM, ‘Methodology In Discussion Of “Calvin and Calvinism”’, 

in: Calvinus Praeceptor Ecclesiae, H. SELDERHUIS (ed.), Genève 2004, 75.  
12 Goulartius 는 1618 년 10 월 7 일 도르트레히트 총회에 제네바 입장을 서면 제출할 때 서명한 인물 중 하나다. 그외 서명한 

사람은  Benedictus Turrettinus (프란시스 투레틴의 아버지)와  Daniel Chabreus 이다. Ac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i 

1620, 14.; Strohm 에 따르면 Goulartius 는 칼빈과 베자의 계승자요 제네바 교회 목회자들 사이의 중재자였다. STROHM, 

Ibid., 88. 
13 VUILLEUMIER, Ibid., II, 172. 
14 T. BRIENEN, Voetius en Hoornbeek (1617-1666) (Kampen 2008) 설교학 관련 in : De Onbekende Voetius, Voordrachten 

wetenschappelijk symposium Utrecht 3 maart 1989/ red.: J. van Oort ..., (Kampen : Kok, 1989), 55. 
15 D. NAUTA, Samuel Maresius, (Amsterdam 1935) 13. 
16 Ibid., 163. 201, 204. 
17 이런한 이해는 20 세기 초까지 개혁신학에서 계속 발견되어 왔다. Bavinck, Gereformeerde Theologie (이하 GD), 11-12. 

http://www.google.nl/url?sa=t&rct=j&q=hertogenbosch&source=web&cd=1&cad=rja&ved=0CC8QFjAA&url=http%253A%252F%252Fen.wikipedia.org%252Fwiki%252F%2527s-Hertogenbosch&ei=K-KoUavGFY2M0wX3_ICYDg&usg=AFQjCNGctCsi2V5w1TpfMQKmS0hDXsljIA&bvm=bv.47244034,d.d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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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연성을 피력한다.18 여기에 사용된 라틴어 “cognitio Dei”는 부카누스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다. 

주목할 것은 부카누스가 locus I 의 제목은 신론(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근원을 묻는 물음(계시론)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카누스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본질적 차원의 지식과 피조물 차원의 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것도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들의 다양성은 그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연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의 모든 속성들(omnia attributa essentiae Dei)은 

실제적으로 하나지만, 인간의 연약한 인식능력으로 인해, 즉 인지(cognitio), 이성(ratio), 피조물들의 관점에서 

실효(effectus respectu creaturarum)가 그것을 다양하게 보이게 한다. 즉 한편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unum)지만, 다른 한편 우리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말이다.19 부카누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양성과 단순성(혹은 통일성)이라는 두 차원을 염두하고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단순성과 위격들의 고유성 그리고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피조세계와 

관계에 따른 경륜 차원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구조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가? 부카누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요한복음 17 장 3 절에 근거해 설명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그를 알기를 원하셨다(ad Dei notitiam). 그 

결과로써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와 복을 누린다.20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1. 비록 하나님은 그 자체로 또한 그의 

본성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자신의 본질과 본성을 사람(거울에서와 같이)안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형상인데, 그는 그 형상을 따라 알려지신 것이다. 곧 그것이 형상의 본래적 목적과 용도다. 2. 그렇게 

사람으로 알려지시므로 하나님이 그로부터 사랑과 경외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21        

 

실천적 측면에서 주목할 것은 이 지식이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식,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cognitio Christi)에 관련한다. 그의 신학강요(1605)에 첨부된 Dispositio 를 보면 

죄로부터 구원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와 연합(cognitio & communio 

Christi)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것의 목적(finis cognitionis 

Christi)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전자는 언약론과 기독론에 해당하고, 후자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해당한다. 여기서 구원론은 다시 내적 연합(communio interna)을 의미하고, 교회론은 외적 연합(communio 

externa)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칼빈의 기독교강요(1559)을 상기시킨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첫번째 책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번째 책 제목을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달아 두었다. 세번째 책과 네번째 책은 

                                                 
18 BUCANUS, ibid., Loc., I, i.  
19 Ibid., xvii: ‘Cum essentia Dei sit simplicissima, Potentia, Bonitas, Iustitia, Sapientia, Misericordia, in Deo, qua ratione 

different? Non essentia: illa enim omnia attributa Essentiae sunt unum quoddam reipsa, sed ψι αῖς ἐπινοίαις, cognitione, 

nostri ratione & effectis respectu Creaturarum.’  
20 Ibid., Loc., VIII, xxxviii: ‘In quem finem homo conditus est? Ad Dei notitiam: deinde cultum, tam spiritualem, & internum, 

quam corporalem & externum in terris; gloriam denique. Unde sequatur hominis totius felicitas & beatitudo in terris. Hinc 

Christus: (...) Iohan.17.3.’ 
21 Ibid., Loc., IX, xiv: ‘In quos fines hominem creavit Deus ad Imaginem suam? 1. Ut Deus cum in se & sua natura 

invisibilis sit, suam essentiam & naturam quodammodo visibilem in homine(tanquam in speculo) redderet: & hac ratione 
se agnoscendum homini exhiberet. Nam proprius finis & usus imaginis est, ut is cuius imago est, per eam agnoscatur. 2. 

Ut Deus sic agnitus ab homine, ab eodem amaretur, coleretur, & glorificaretur.’; 이상의 설명은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1542, 1545) 1 문 1 답을 상기시킨다. “사람의 생애에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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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로써 구원론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대하시는 외적 

보조수단들과 교회론이 다루어진다. 칼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C. 올레비아누스(1536-1587)의 1592 년판 

기독교강요에는 독자들을 위해 별도의 방법론(Methodus & Disposition)을 첨부하였는데, 그것에 따르면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저술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 Deo)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둘은 평행한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에 관한 

지식이 가능하다. 전자가 후자의 참됨을 규정한다.22 장로교 신학자 T. 카트라이트 역시 비교할 만하다. 그의 책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에서 요한복음 17 장 3 절을 근거로, 첫째 신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연적이며, 둘째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세째 그것의 열매는 영원불멸의 생명과 참된 행복이라 

말하고 있다.23 칼빈, 카트라이트와 같이 부카누스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론적이며 동시에 실천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없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목적은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한 존재론적 측면, 신지식의 

근원과 관련한 인식론적 측면 그리고 구원의 삶에 관련한 역사적, 실천적 측면이 상호구별되면서 또한 연관되어 

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구조에서 존재론적 측면은 한 분 하나님의 실체(secundum essentiam)와 

위격들의 관계(secundum relativum)에 해당한다면, 인식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은 피조세계에 

따른(secundum creaturam) 삼위일체의 계시적 경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통 아래 부카누스에 있어서 

존재론적, 인식론적 측면은 신학의 원리를 구성하며 역사적, 실천적 측면은 신학의 각론을 채운다.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모든 loci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바지한다. Notitia Dei는 부카누스 신학의 총화다.  

    

4. 부카누스의 신학강요 구조와 Syntagma 구성 

부카누스의 신학강요는 교육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출판되었다. 신학 후보생들이 성경에서 얻은 파편적인 

진리 지식을 전체 성경의 조망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지어 이해하도록 한 것이 출판동기다. 특정한 

방법론을 따라 각각의 교리적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였다. 저술 방식은 주제들(loci)을 차례로 나열하고 

각각의 주제는 문답형식으로 논의해 나아간다. 그러나  주제들의 단순한 평면적 나열 방식은 아니다. 전체 

주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Syntagma 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교육에 적절한 

자료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주제들에 의해 지식이 증가하고, 그 연관된 부분들의 온전한 

교리 체계가 정당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주어진다.24 부카누스에 따르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내용을 더 

쉽게 얻는다. 신학에서 구조적 방법론은 성경에 관한 방대한 석의적 소재들로 인한 고된 수고를 덜어준다.25 

부카누스의 신학강요 서문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구조를 활용한 앞선 개혁자들과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 

                                                 
22 Olevianu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Methodus & Dispositio: seu, Totius Operis Argumentum, 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oanne Calvino Authore, (Genevae 1592): “scopus authoris in hac Institutione Christiana duplex 

est: prior, Cognitio Dei, qua ad beatam immortalitatem perueniatur, Altera, nostri, ad priorem illam destinata”; Muller 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 이후 제출판된 여러 편집본들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중 올레비아누스의 1592 년판이 

가장 좋은 편집본들 중 하나라 평가하고 있다. Cf.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2000), 68, 73v. 
23 CARTWRIGHT,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London 1611, 1616), 1–2: “Q. What principall matter doe you learne 

out of this Scripture? Answ. I learne, what is the chiefest, & most necessary knowledge. Q. What knowledge is that? A. 
The Christian Religion, heere called the Knowledge of God, and in the Schooles commonly called Theologie, or Divinitie. 
Q. What is the Christian Religion? A. a holy doctrine concerning God, revealed and taught by Christ, shewing the principal 

meanes to gloriefie God, and thereby to come to life everlasting, and true Blessednesse.”; 카트라이트 사후 대략 40 년이 

지난 시점에 완성된 소요리문답 1 문 1 답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고백으로 정착되어 있다. 부카누스는 이점에 있어서 주요한 선행자들 중 하나다.   
24 Ibid.: ‘ex quo, quum usus postulat, tanquam ex promptuario, docendi materiàm minòre negotio reposcant, eiúsque 

membra quotidiana lectione foveant, & suis locis tantisper augeant, dum integrum corpus doctrinae suis coagmentatum 

partibus, in iustam & utilem magnitudinem exurgat.’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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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히톤, 무스쿨루스, 마르티르, 칼빈 & Summa Theologicae, Loci Communes Theologici,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26  

 

부카누스는 loci-방식을 자신의 신학강요에 활용하고 있으나 Syntagma 체계를 따라 교리들의 내적 연관성을 

구성한다.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 성경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단순성에 근거하는 것처럼, 

부카누스의 신학체계 안에서 교리들의 내용적 연관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화로 귀결되는 

구조다. 즉 주제들의 통합된 연속체(syntagma locorum)는 교리들의 상호 연관성으로부터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의 여백을 채운다. 이러한 구성에서 인간의 논리(logica)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카누스는 논리를 

하나님의 선물로써 간주한다(enim logica, ex dono Dei). 그에게 있어서 논리성은 학문 활동의 필연적이고 

유용한 도구다. 여기에 그의 loci-방법과 Syntagma 체계가 갖는 사변적 위험의 경계를 주목해야 한다. 

부카누스는 신학함에 있어서 논리의 도구적 유용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성경으로부터(ex Scripturis sanctis) 

신학의 인식원리와 규범을 삼고 있다.27 그의 Syntagma 신학체계에서 논리는 명백히 신학의 원리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다. 교육을 위해 논리적으로 배열된 모든 신학 주제들은 신학 인식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5. 신학강요 구조와 방법론적 전제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의 신학강요(1605)에 첨부된 Dispositio 는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 그려진 신학강요 전체의 구조도는 아그리콜라와 라므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28 하나의 상위 

주제가 두개의 종속 주제로 나뉘어지는 방식으로 전체 주제을 조망한다.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은 크게 신학의 

원리들(principia)과 부분들(partes)로 나뉜다.  

 

원리들은 사물의 원리 혹은 구성의 원리(principium rei sive constitutionis)와 인식의 원리(principium notitiae 

sive cognitionis)로 구분된다. 첫번째 원리는 오늘날 조직신학의 신론과 삼위일체론에 해당하고, 두번째 원리는 

성경계시론에 해당한다. 신학 구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단순성(absolute, quod sit Deus, & quod unus sit) 과 

삼위일체 내의 위격들의 실제와 상호관계(cum modo existendi, & dicitur Persona)를 내용으로 한다. 신학 

인식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원으로써 성경(계시)을 다룬다. 이 원리들은 내용적으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의 세가지 구조다. 29  즉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구조(secundum essentiam),  

위격들의 상호관계에 따른 구조(secundum relativum), 피조세계와 관계(계시적 차원)에 따른 구조(ad 

creaturam)들이다.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원리들은 이 세가지 구조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30 

 

신학의 부분들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따라 주제들이 다루어져 나아간다. 이 부분들은 인간의 

두가지 영적형편, 즉 타락전 인간과 타락후 인간으로 나뉘어 관련 주제들이 논의된다. 신론과 성경계시론이 

신학적 주제들(loci)의 기초와 원리를 구성한다면, 창조론은 신학의 나머지 주제들의 시작이다. 창조론과 

섭리론은 신론과 분리되어 있고, 순서에 있어서 성경론 다음에 다루어진다. 여기에 타락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주요 테마로 채워진다. 타락 후 인간의 상태와 관련하여 인죄론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기독론, 

은혜언약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차례로 논의된다. 모든 주제들은 신학의 원리들을 위에 조직적으로 쌓아 

올려지며 교의적인 통일성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자들이다.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사역들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opera Trinitatis ad extra non sunt divisa).’ 이 어거스틴 

전통의 원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경륜을 바라보는 데에 통찰을 주지만 부카누스의 신학강요에도 

방법론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로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질적 통일성이 신구약 성경의 참된 저자로 인한 

                                                 
26 Ibid.; 칼빈의 기독교강요(1559)에서 loci-방법의 사용에 대한 멀러의 논의를 참조하라. MULLER, Unaccommodated., 29, 

68-69.  
27 Ibid., ‘non minius ad res divinas, quam ad humanas exponendas eam adhiberi fas est’. 
28 Cf. Muller, Post- Ref., vol. 1, (Grand Rapids 2003) 183. 
29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안양대 신대원 1999); cf. 조성재,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삼위일체 교리와 

비교를 통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구조적 개관성 연구, (서울 2001). 
30 Cf. Cho, Trinitarische Theologie bij Guilielmus Bucanus (1603), (Apeldoorn 2013), 47-77, 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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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 모든 교리들의 통일성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카누스는 ‘우리가 이 교리들이 모든 세대에 주어진 것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빛난다’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31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요 같은 분이라는 사실에서 

역사경륜의 모든 시대를 걸쳐 같은 진리를 교회에 전수해 주신다. 모든 역사를 한분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전제 아래, 부카누스의 신학강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구원교리의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구조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학적 일체(unitas theologica notitiae Dei)’라 표현해 볼 수 있겠다. 

 

6. 부카누스 조직신학의 인식원리로써의 성경론  

6.1. 역사적 논점 - 성경은 신학의 대상인가 원리인가?  

개혁교회 역사에서 이 물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카누스의 신학 인식원리를 다루기에 앞서 이 물음과 

연관된 하나의 논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세기 중반 개혁교회의 마지막 신앙고백서인 스위스 제 2 신조(Formula Consensus 1675)의 작성배경에는 

상기 물음과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 볼 수 있는 역사적 동인이 있다. 스위스 제 2 신조를 공인할 당시 주요한 

신학적 이슈 중 하나는 맛소라 사본의 신적 권위문제였다. 카펠(1585-1658)은 1624 년 자신의 저술 Arcanum 

Punctationis Revelatum에서 맛소라 텍스트의 히브리어 모음부호에는 신적 영감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저술 Critica sacra (1650)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가르쳤다. 성경을 원리 보다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32  히브리어 사본에 대한 성경 본문비평은 제 4 차 트렌트 종교회의(1546) 이후 

로마카톨릭교회의 공공연한 것이었다. 벨라르민(1542-1621)은 개신교 신학원리(sola scriptura) 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소재를 활용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공인한 불가타 성경을 맛소라 사본의 

대안으로 제시하므로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교회의 결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레비타(1469-

1549)의 입장이었다.33 개혁신학자 폴라누스(Syntagma Theologiae Christianae, Hanoviae 1615, Cap. XLII. 

p.83 ff)는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여 비판하였다. 북스토르프(1564-1629)도 Tiberias, sive commentarius 

Masorethicus (1620)에서 히브리어 모음의 영감을 변증하였다.34 개혁파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보존하는 

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이것이 축자영감론 형태로 17 세기 

중반 스위스 일치신조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17 세기 중반까지 개혁신학은 성경을 대상이라기 보다 원리로 사용하기를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 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코케이우스(Coccejus, † 1669)와 코케이우스주의는 개혁신학 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하였다. 코케이우스주의의 단초를 제공한 코케이우스는 교의학에 있어서 언약의 역사적 관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바빙크에 따르면 그의 언약론적 신학방법론(foederalistische methode)은 그전까지의 

전통신학에 비해 새로운 것이었으며, 코케이우스 이후 코케이우스주의가 데카르드의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18, 

19 세기 개혁신학의 몰락은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코케이우스의 책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관한 교리대요(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1648)”는 성경을 교의학의 원리와 규범으로 

뿐만 아니라 대상으로 다루면서, 성경-역사적 교의학을 실현하였다. 성경신학을 전통신학에, 언약을 작정에, 

                                                 
31 Ibid., 13. Cf. Calvin, Inst. 1559, CO II, 313: ‘Patrum omnium foedus adeo substantia et re ipsa nihil a nostro differt, ut 

unum prorsus atque idem sit; administratione tamen variat.’ Zie ook CO L, 224, in de exgese van Gal. 4: ‘Inde 

constituendum est, eandem semper fuisse doctrinam, et vera fidei unitate nobiscum fuisse coniunctos, unius eiam 
mediatoris fiducia nobiscum fretos, Deum patrem invocasse et eodem spiritu fuisse gubernatos. His omnibus 

consentandum est, discrimen inter nos et veteres patres non in substantia esse, sed in accidentibus.’;Inst. 1539–1554, 

CO I, 827: “Ergo in eo elucet Dei constantia, quod eandem omnibus saeculis doctrinam tradidit.” 
32 Bavinck, GD I, 161. 
33 MULLER, ‘The Debate over the Vowel Points and the Crisis in Orthodox Hermeneutics’, 146–155, 246; ROSS, 

The Battle Over the Hebrew Vowel Points, 3 - 13;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Leiden 2008), 158–163. 레비타는 맛소라 사본을 5세기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5세기 초 불가타 역본보다 후대의 

것으로 여겨 가치절하 하였다. 

34 Cf. 이은선, 스위스 일치신조와 개혁파 스콜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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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사상에, 인간학적 방법을 신학적 방법에 대립시킨 것이다. 이로부터 바빙크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영원하고 불변한 것(언약의 실체)을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것(언약의 경륜)의 흐름 안으로 끌어내려, 결국 

‘되어가는 개념(de idee van het worden)’을 하나님 자신에게도 투사했다’고 비판한다.35 바빙크의 비판에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코케이우스의 언약신학에서 이전 시대 정통 개혁신학의 신구약의 통일성이 

강조되기 보다 신적 경륜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36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학의 원리이기 

보다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슈렝크에 따르면 코케이우스주의는 독일 경건주의, 특히 슈페너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독일 루터파 벵겔학파에 경륜적 역사인식,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천년주의를 제공하였다.37 

코케이우스 이후 코케이우스 후계자들이 받아들인 데카르트의 회의적 방법론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조는 18 세기 이후 신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은 물음으로 남겨졌고, 역사의 틀 안에서 성경은 철저히 신학의 대상되었으며, 그 결과 삼위일체의 

실체적 통일성에 근거한 신구약의 통일성은 사라지고, 성경의 신적권위도 의심받게 되었다. 오늘날의 

개혁신학이 회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18 세기 이전까지 개혁교회의 신학 패러다임에서 전제되었던 성경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6.2. 부카누스의 계시 개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적 방법론 전통(opera Trinitatis ad extra indivisa sunt)에 따라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신학구성의 원리 혹은 사실의 원리(principium rei sive constitutionis)로써 하나님이 신학인식의 원리인 자신의 

계시와 분리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향한 자신의 모든 경륜사역과 분리되지 않고 

역사하신다면, 피조세계를 향한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하나로 이해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notitia 

Dei)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계시로 주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적 방법론은 신학구성의 실체적, 

원리적 핵심을 제공한다. 부카누스 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혹은 

무엇인가? (loc. I. ix)”. 부카누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를 아는 지식의 총화로써 이 물음에 답을 

한다. 한분 하나님과 관련하여(absolute) 신론이 다루어지고, 실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cum modo existendi) 

삼위일체론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그분의 실체든 그분의 위격들이든 자신의 계시로부터 

알려진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인식 원리인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분리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어디로부터 그를 알 수 있는가?’ 부카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지식은 두가지 근원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자연의 책 혹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다른 하나는 성경의 책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다. 전자로부터 우리는 시편 19:1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에 묘사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한다. 첫번째 계시적 

근거로부터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긍휼의 조물주로서 나타난다. 특별히 작은 우주로서 인간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자연의 책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일종의 

계시적 증언이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계시로 말미암은 신지식은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불충분하고 

미약하다.38 이런 이유로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계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번째 근원인 성경의 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첫번째 계시적 근원으로부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번째 계시적 근원으로부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후대 조직신학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전자는 일반계시 후자는 특별계시에 해당한다.  

 

                                                 
35 Bavinck, GD I, 160; cf. 조성재, 코케이우스와 코케이우스주의, 유럽개혁주의성경학회, (쥐리히 2009), 7. 
36 Coccejus, Summa Doctrina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1648. 예를들면 구약과 신약의 죄 용서의 차이 혹은 

구약에서의 죄 용서의 불완전성,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비유일 뿐 도덕법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성경을 언약 역사의 

점진적 발전의 틀로 파악하였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p. 337-353).   
37 Schrenk, Gottesreich und Bund im Älteren Protestantismus, (Darmstadt 1967), 1-13. 
38 Bucanus, Inst., Loc.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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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계시와 관련하여 부카누스는 다시 두가지 유형의 계시방식을 설명한다. 그것은 계시 기록성과 관련한다. 

부카누스는 Locus XLII, vi 에서 계시 형성 방식을 다루는데, 특별계시는 모세 기록 이전과 모세 기록 이후로 

나뉘어 설명된다. 하나님은 모세 이전에 살았던 아담, 에녹, 노아, 멜기세덱, 이삭, 야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는데, 방식에 있어서 천사를 통하여, 밤에 환상으로, 낮에 나타나 보이심으로, 꿈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목소리로 계시하셨다.39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시를 기록으로 정착시키셨는데, 그렇게 

성경기록을 남기셔서 그들 조상들의 가족들(familias privatas)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numerosum 

populum)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생한 목소리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카누스의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40 부카누스는 Locus IV, xvi 에서 기록전 

계시 방식과 기록의 필연성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 “모세 이전, 기록된 계명으로써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가?” 부카누스는 이에 대해 

전치사 per 를 사용하여 대답한다. “신탁을 통해 혹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 혹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 (...) 

혹은 하나님께서 눈 앞에 보이는 환상이나 형상을 베푸심으로, 혹은 깨어있는 이성을 통해 혹은 꿈을 통해서 

(...)”41 이것들은 성경 기록 이전의 계시 방식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는 기록되었어야 했다. 부카누스는 

기록의 필연성을 네가지로 열거한다. 첫째 인간의 망각, 둘째 모든 종류의 부패로 향하는 인간의 편향성, 세째 

거듭 거듭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교만, 넷째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위조된 계시로 사람의 영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간계 때문이다.42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준비시키셨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계시하셔서 성경이 진리로써의 신적 권위를 갖게 하셨다(Scripturam quasi consecravit). 그는 모세에게 이 

계명을 기록하도록 수여해 주셨다. 이후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와 하나님이자 참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수하셨다. 기록으로 정착된 것 보다 입술의 말씀들이 더 많이 

베풀어졌으나, 그 둘사이의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록된 말씀들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43 부카누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계시가 발생하는 방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의 주체로서 등장하신다. 

이점은 부카누스 신학에 있어서 신지식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관점이다. 성경의 통일성과 

완전성은 모세 전,후 하나님이 계시의 동일저자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모세 전, 후 계시의 

차이는 다만 계시 방식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39 Ibid., Loc. XLII, vi: ‘Capita familiarum, seu capita Patrum in suis cognationibus, seu homines Veteris Testamenti ante 

& post diliuuium usque ad Mosem, quibus Deus se patefecit per Angelos, visiones nocturnas, apparitiones diurnas, & 

somnia, idque voce hominibus perceptibili, (...).’ 
40 Ibid.: ‘Tandem ubi tempus erat non iam familias privatas, sed nomerosum populum in vera Dei cognitione docere, 

Moses a Deo excitatus, cultum & Ecclesiam in populum constituit: & in hunc finem Sacerdotes & Levitas instituit, quibus 

certas leges divinitus praescripsit, secundum quas Deus populum Israeliticum regi voluit: & non solùm viva voce, sed 

Scriptis ex Dei mandato Verbum Dei tradidit: Nam ante Mosem fuisse Scripturam divinitus inspiratam non legimus.’ 

휘퍼리우스는 다음 세가지 계시방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샘으로 언급한다: ‘1. Occulta Spiritus sancti revelatione. 

2. Ex verbo Dei, sive sermone. 3. Ex admirandis ipsius operibus, quae in conditione, conservatione & gubernatione mundi 
universi observantur, atque Deum esse, eundemq; esse optimum, maximum potentissimumque; infinitis modis declarant. 

(Method. Theol., Basel 1567, 74–75)’ 
41 Bucanus, Ibid., Loc. IV, xvi.  
42 Ibid., Loc. IV, xvii: ‘At cur verbum Dei Scriptis traditum est? 1. Propter oblivionem humanae mentis. 2. Propter 

proclivitatem hominum in omne genus corruptelarum, quibus divina opera corrumpuntur. 3. Propter audaciam confingendi 
identidem novas religiones. 4. Propter astum Satanae transfigurantis se in Angelum lucis, & mentibus hominum falsis 

revelationibus illudentis.’; 특별계시의 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CALVIN, CO II, 55: ‘Nam 

si reputamus quam lubricus sit humanae mentis lapsus in Dei oblivionem, quanta in omne genus erroris proclivitas, quanta 
ad confingendas identidem novas et fictitias religiones libido: perspicere licebit quam necessaria fuerit talis coelestis 

doctrinae consignatio, ne vel oblivione deperiret, vel errore evanesceret, vel audacia hominum corrumperetur.’; cf. WCF. 

Cap. 1: ‘nec Ecclesia sua contra carnis curruptelam, contra malitiam mundi Satanaeque praesidio foret ac solatio 

destituta.’ in: MÜLLER, 542. 
43 Ibid., Loc. IV, xvi.: ‘(...) per Prophetas, per Christum θεάνθρωπον: denique per Apostolos Christi, tum ore, tum scripto, 

etsienim plura dicta aut facta sunt, quàm scripta, tamen n diversa:& haec ipsa scripta quae extant, suffici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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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성경과 성경저자 

부카누스가 성경의 저자를 강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론과 성경론은 그의 신학 원리에서 상호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신론은(locus, I, de Deo) 하나님의 존재와 신지식의 기원을 묻는다. 내용적으로 

계시론이 신론의 시작이다. 성경론을 다룸에 있어서(locus IV, de Scriptura sacra)는 성경의 참된 저자를 

물음으로 한분 하나님에 관한 신론적 내용이 전개된다. 

 

부카누스에게 성경의 책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의미한다. 이 둘은 뛰어난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다. 부카누스는 

성령이 성경 기록의 주체요 참된 저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용사 “ἀμεσος (직접적인)”를 사용한다.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는 성령이시다.”44 분배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 말할 수 있지만,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따라 말하자면 그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다. “누가 성경의 저자인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자신에 의해 불리움 받고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 곧 비서관 같은(tanquam amanuenses)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경 기록들로 계시하시었다.”45 여기서 부카누스는 성경기록자들을 하나님에 의해 말씀들을 

기록한 비서관들 혹은 서기관들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것(dictata)과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inspirata)이라는 사실로부터 ‘거룩한(sacra)’ 이라는 형용사를 Scriptura 에 첨가할 수 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거룩한 역사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Verbum Dei scriptum)이라 부른다. 성경은 참된 믿음과 선한 행실의 규범(regula)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경전(canon)이다. 또 성경은 종교의 모든 논의에서 논쟁의 여지없는 

재판관(Iudex)이다.46 

 

기록계시에 있어서 부카누스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부연한다. 율법에서 모든 인생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에서는 믿음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드러난다.47 부카누스는 에베소서 1:9, 

딤모데후서 1:10 그리고 고린도전서 1:23 을 근거로 복음을 신비하고 비밀스런 성령역사의 계시라 부른다. 이 

복음은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신비다.48 비록 율법과 복음이 구별될지라도, 상호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요 같은 하나님이 그 모두의 저자시며 유효하게 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49 부카누스에게 있어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은 그렇게 하나요 같은 저자의 실체적 통일성에 기인한다. 

이로써 부카누스의 성경관은 성경 기록자들과는 구별되는 저자 중심의 신론적 관점을 견지한다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신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신중심적-삼위일체적 관점이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부카누스는 성부께서 항상 성자를 통해 복음을 계시하셨다고 이해한다. 

성부는 복음을 성자를 통해, 성자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에 알리신다. 

부카누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계시의 내용과 주체가 되신다고 가르친다. 50  

 

트렐카티우스 같은 당대 개혁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51 성경의 참된 

저자로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 보다 강조된다. 이런 성경관은 부카누스 시대를 전후로 거의 모두의 공통적인 

                                                 
44 Ibid., Loc. I, iv.; cf. Loc. IV, i.  
45 Ibid., Loc. IV, ii.: ‘Deus ipse, qui per homines immediate a se vocatos & Sp. Sancto afflatos, tanquam amanuenses, 

voluntatem suam scriptis prodidit.’  
46 Ibid., Loc. IV, i.  
47 Ibid., Loc. XXI, iii.  
48 Ibid.: ‘Evangelium dicitur mysterium, i. Arcanum absc ditum à seculis’  
49 Ibid., Loc. XXI, ii.: ‘In quibus conveniunt? 1. Causa Efficiente: nam unus & idem Deus author est Legis & Evangelii.’  
50 Cf. BUCANUS, Ibid., Loc. XXXVII, vii; XXXVIII, i; XXXVI, xxiv; XLVI, xlviii; XX, ii. 
51  Cf. TRELCATIUS, Scholastica et Methodica Locorum Communium S. Theologiae Institutio, (Leiden, 1604), 5. 

트렐카티우스는 하나님을 성경의 유효한 원인(Causa efficiens Scripturae)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다음 문장을 참조하라: ‘Causa Efficiens Scripturae, est Deus Pater, in Filio, per Spiritum. Hanc enim Pater 

Ecclesiae exposuit sermone enuntiativo, & operibus Gratiae & potentiae, Communiter, & Singulariter, Ordinarie, & 
Extraordinarie. Filius utroque modo in novo Testamento confirmavit, Spiritus sanctus sermone ὀν διαθέτῳ seu testimonio 

interno cordibus fidelium obsignat.’ 트렐카티우스는 또한 하나님이 성경의 단순의 원인뿐만 아니라 저자라고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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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다.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 선지자들, 사도들은 도구적 원인들(instrumentales causae)이다.52 어거스틴 

전통의 삼위일체 구조에서 피조세계와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 삼위일체의 주체성이 항상 보존되어야 하는 

것처럼, 부카누스는 그렇게 성경의 더 큰 저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정황이나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의 참된 저자와 기록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여 성경의 신적 기원을 좀더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6.4. 성경의 영감 

6.4.1. ‘dictata’ 개념 

부카누스가 그처럼 성경저자에 초점하여 논거할 때, 그가 사용하던 몇가지 수식어들이 주의를 끈다: dictata, 

immediate, conscripta. 이 단어들은 성령을 통한 성경의 영감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부카누스는 

성령에 의해 받아 쓰여진(dictante Spiritu sancto) 모든 기록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필사되었거나 

또는 검증되었다(conscripti vel approbati)고 표현한다. 여기서 dictata 와 conscripta 가 구별되고 있다. 요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이 그것을 받아 적은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경은 유일한 

경전이요, 믿음과 선한 행실을 위한 규범이자 기준이다. 모든 교회의 가르침(doctrinae)은 이 규범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과 그것들이 참 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53 

 

어떤 근거로 신론적 dictata-영감을 확증하며, 어떤 근거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 

쓰여진 것이라 확신하는가? 부카누스는 여기에 두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곧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전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적 증언에 관련하며, 후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하였다는 외적증거를 의미한다. 

우리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적 증거다. “내적 증거은 독특하다. 성령은 항상 외부로부터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며, 우리 마음에 성경을 각인시키신다.”54 성령은 

그의 증거를 성경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에 두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하신다.55 

이러한 내적 증거는 무엇보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것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칼빈에서와 같이 부카누스에게 있어서도 내적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과 

밀접히 연관된다.56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택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내적 조명의 사역과 

병행하기 때문이다. 57  이점에서 부카누스의 성경론은 구원론과 서로 조우하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중생한 자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임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믿는자의 신학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 쓰여진 기록들 

(a Deo dictata esse Scripta)’이란 내적 증거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카누스는 신앙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 만이 언제나 자신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권위를 갖는다. Cf. 6: ‘Quae autem Scriptura Deum habet Authorem, divinam habere 

Authoritatem necesse est.’ 13: ‘Utriusque author Deus est, (...).’ 
52 BUCANUS, Ibid., Loc. IV, ii.: ‘Instrumentales causae sunt Moses, Prophetae, & Apostoli.’ 
53 Ibid., Loc. IV, iv.: ‘Qui dictante Spiritu sancto a Prophetis & Apostolis sunt conscripti vel approbati, ut soli sint canon, 

regula & norma fidei & bonorum operum, ad quam quaevis alia doctrina est exigenda, & examinanda: ut intelligatur esse 

doctrina Dei, & vera.’; cf. Loc. IV, i.: ‘et Sacra dicitur, quia a Deo dictata & divinitus inspirata, (...)’ 
54 BUCANUS, Loc. IV, xii.: ‘Internum Testimonium, unicum est, nempe Spiritus Sancti intus alloquentis cor nostrum, & 

dictantis Scripta illa esse θεόπνευστα, & ea cordibus nostris obsignantis’; Bij Bucanus is het inwendige getuigenis niet 

precies te onderscheiden van de illuminatio. Zie b.v. Loc. XVII, viii.: ‘Sed respectu gratiae & illuminationis, cuius Spiritus 

Sanctus est proprius effector in cordibus hominum, quatenus videlicet proprium & immediatum officium Spiritus Sancti est, 

illuminare nos, & in veritatis lucem introductis iter ad Patrem & Filium, & seipsum nobis patefacere’; cf. PISCATOR, 

Aphorisimi Doctrinae Christianae, ex Institutionae Calvini excerpti, (Herborn 1589) 16.; cf. VAN DEN BELT, 335.  
55  Cf. ‘Der grosse Westminster-Katechismus von 1647’, 613: ‘solus Dei Spiritus in Scripturis et cum Scripuris 

testimonium praebens in corde hominis plene illi potest persuadere.’; Confessio belgica 1561, 234: ‘quod Spiritus S. in 

cordibus nostris testetur, a Deo profectos esse, comprobationemque eius in se ipsis habeant.’ 
56 BUCANUS, Ibid.; cf. CALVIN, CO II, 58, 60,  
57 BUCANUS, Loc. I, v.: ‘Interna, viva, & efficaci Sp. Sancti revelatione, quae solis electis deputata est: non diversa 

tamen à Verbo, sed verbo tanquam organo eorum cordibus infig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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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신의 말씀안에서 충분한 증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각인되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에 앞서 있지 않다.”58 따라서 성경을 받아 기록하도록 하신 참된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뜻을 기록된 말씀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주체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dictata 영감론은 부카누스 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dictata 개념은 부카누스 이전 시대의 루터, 쯔빙글리, 부써, 

불링거, 휘퍼리우스, 칼빈, 아레티우스 그리고 짱키우스 등에서 나타나고, 부카누스 동시대의 피스카토르, 

트렐카티우스, H. 알팅, 유니우스, 케커만, T. 카트라이트에도 발견되며, 부카누스 후대의 라이데커, 루베르투스, 

길레스피, 고마루스, 마레시우스, 마르티니, 판 마스트리히트, 파레우스, 폴라누스, 판 레이쎈, 마코비우스, 

리베트, 롤롴, 투레틴, 트위스, 어셔 등 거의 모든 주요 개혁신학자들에게도 공통적이다.  

 

6.4.2. 기계적 영감? 혹은 유기적 영감? 

부카누스의 dictata-영감론은 소위 기계적 영감(mechanische inspiratie)인가 유기적 영감인가? 일반적으로 

기계적 영감은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기록자들의 스타일이나 성격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에 이끌리어 성경을 무의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점은 20 세기 

신칼빈주의자들이 기계적 영감을 비판했던 주된 논점이다. 예를들어 바빙크는 기계적 영감론자들이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의 손에 있는 무의지적, 무의식적 도구들로 간주하였다고 비판했다. 59  이러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기계적 영감론이 성경을 비역사적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으로 전락시켰다는 또 다른 비판으로 

연동되었다. 이로써 dictata-영감론은 별다른 저항없이 ‘기계적’이라는 용어로 동일시 될 수 있었고, 19 세기와 

20 세기 들어 많은 복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거부되었다.60 그들은 기계적 영감론 

대신 역사적, 인간적 요소들은 물론 초월적, 신적 요소들도 절충되어 있는 유기적 영감론을 선호했다.61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카누스의 영감론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성경기록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부카누스에 따르면 성경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62 그런데 기록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신적 

언어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기록자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성경 기록에 사용하셨다. 부카누스에 

따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과 사도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언어들이 

성경기록자들의 일상언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63 그것들은 기록자들의 스타일과 일상을 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편한 언어였다.  

부카누스는 모세를 통해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의 기록자라고 보았다.64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칼빈은 모세가 성경 처음 다섯권의 기록자라는 것을 염두하고 창세기를 주석해 

나아간다.65 이로써 창세기의 계시 사건은 모세 시대와 많은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기록자의 상황 곧 기록의 

                                                 
58 Ibid., Loc. IV, xii.: ‘Sicut enim Deus solus de se idoneus est testis in Verbo: ita non ante Fidem reperit verbum in 

cordibus nostris, quàm interiore Spiritus testimonio obsignetur.’  
59 BAVINCK, GD I, 401.  
60 Cf. PACHE, Inspiratie en Gezag van de Bijbel, (Amsterdam 1977), 61-65. 파체에 따르면 가우센은 기계적 견해를 dictaat-

이론이라는 말과 함께 버렸고, 삽피어는 ‘기계적 받아쓰기 (mechanische dictering)’는 넌센스라 생각했다. 파체는 이 

이론에 동조하는 몇몇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Gaebelein, Preus, Warfield, Sauer, Lamorte, Young; cf. 

VEENHOF, Revelatie en Inspiratie, 21. 
61 Cf. VEENHOF, Revelatie en Inspiratie, (Amsterdam 1968), 250–252, 267–268. 유기적 영감론은 주로 카이퍼나 바빙크 

같은 신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전면에 내세워졌다; 참고, VAN KEULEN, Bijbel en Dogmatiek, (Kampen 2003), 29–31, 79, 

106vv. & 159. 카이퍼와 바빙크의 성경관 비교와 관련해 판 쾰른의 결론을 참조하라(171–174).  
62 BUCANUS, Loc. IX, xiii. 이와 관련해 부카누스는 바울 사도를 예로써 제시한다. 
63 Ibid. 
64 Ibid., Loc. V, iii.  
65 CALVIN, CO 23, 14vv.; cf.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Bletchley 2006), 16–17; cf. PARKER,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1986), 122; 성경 자체가 성령의 산출물이라는 사실과 관련한 반 스페이커의 다음 

글도 참조하라. VAN ‘T SPIJKER,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Vol. 3.2. (Goetingen 2001), 210, “wel op dat 

Calvijn de uitdrukking ‘Diktat des Geistes’ herhaaldelijk heeft gebruikt en dat het tevens niet zijn bedoeling was, dat 

hiermee de persoon van de bijbelschrijvers ontkend werd. Bij Calvijns leer past de kritische term ‘mechanisch’ dan ook 

niet (Cf. PEELS, ‘Het Woord is leven – over de Heilige Schrift’, (Zoetermeer 1996), 66–67). 노이저는 칼빈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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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을 따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성경의 처음 다섯권의 책이 ‘모세의 책들 (Mosis 

libros, Mosis scriptos)’로 여겨지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다.66 후대 개혁신학자 푸티우스는 부카누스와 같은 

성경 영감에 있어서 dictata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원치 

않는 것을 쓰도록 강요됨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썼다고 진술해 주고 있다.67 우리는 16 세기와 17 세기 

개혁신학자들이 dictata-영감론으로 기우는 특별한 경향성과 의도를 좀더 세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카누스와 그의 동료들이 성경의 영감을 dictata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해서, 성경기록자들이 단지 

무의지적이고 무의식적인 도구들이었다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계시 기록성을 설명하는 ‘dictata, amanuensis, 

immediate’라는 용어들 어간 어디에서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무의지, 무의식이 거론된 일은 없다. 16, 17 세기 

개혁신학자들의 의도는 성경기록자들의 상황과 역사성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던 것뿐이다. 그들이 활용하였던 형용사들(dictata, amanuensis, 

immediate)은 성경관에 있어서 신론적 이해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 성경기록자들의 기계적 도구화를 

의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주체성은 

부카누스의 성경론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 각론에서도 두드러진다. 외부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역사는 하나요 같은 삼위일체의 사역이요, 그렇게 

성경의 모든 기록들도 하나요 같은 저자의 기록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dictata-영감론의 문제는 영감론의 내용상 문제라기 보다 ‘기계적’이라는 용어사용의 타당성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mechanisch’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이다. 아울러 16, 17 세기 개혁신학에서 

전제된 원리로써의 성경 이해와 18 세기 이후 신학의 대상이 된 성경 이해 사이의 패러다임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20 세기 바빙크가 직면한 신학 사조와 방법론, 가령 역사비평 방법은 16, 17 세기 부카누스 시대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68 오히려 성경권위에 대한 로마카톨릭의 성경관이 큰 문제로 자리 하였다. 성경을 오직 

역사와 인간의 산물로 보는 우리시대의 신학 패러다임에서는 오히려 유기적 영감의 확대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  

바빙크나 부카누스나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다만 각자가 속한 

시대 상황에서 전자는 기록자의 역사성을 확보해야 했고, 후자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강조하려 했다. 중요한 

것은 21 세기 개혁신학과 개혁교회를 위해 어떤 성경이해를 확보하고 회복해야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대 

성경이해를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우에 필사(diktieren)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그결과 그는 칼빈에게 있어서 영감은 

축자영감설(Sachinspiration)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노이저는 칼빈에게 있어서 필사라는 단어를 대부분 문자적인 

면에서가 아니며, 비본래적인 것으로(uneigentlich) 해석하고 있다. 그는 성령의 부어지심으로써 이 단어를 설명한다. 

노이저에 따르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의 실용적 사용, 즉 성경해석과 설교에 더 관심이 있었으므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영감론은 칼빈의 것과 맞지 않는다 보았다. (NEUSER, Calvinus Verständnis der Heiligen Schrift, (Grand Rapids 1994), 58–

71). 내 견해로는 여기서 노이저가 성령의 내적 사역이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면, 그의 

견해는 정당하다. 그러나 칼빈 전, 후세대 개혁자들에 있어서 ‘diktieren’라는 표현이 성경의 신적 근원, 신적 권위와 신적 

속성을 암시하기 위한 작은 단어였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66 BUCANUS, Loc. IV, vi.;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J. Hayes 의 견해에 동의 할 수 있다. 멀러에 따르면 Hayes 는 성경이 

무오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과 따라서 그 안에는 어떠한 역사적 요소들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MULLER, Ibid., 

512). 멀러는 Hayes 가 정통주의 신학에서 성경해석과 주석이 강하게 강조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cf. 헤페의 인용문을 참조하라 (Ref. Dog., 19. 예를들어 하이데거, 순수신학 통론의 레이든 신학자들, 푸티우스 등) 
67 VOETIUS, Selectarum Disputationum Theologicarum, (Utrecht 1648), 45–46: ‘XIX. An scriptores sacri Prophetae scil. 

& Apostoli omnia intellexerint, quae scripserunt; ... Resp. Aff. (...)’ ‘XX. An volentes, an inviti et ad scriptionem compulsi 

scripserint scriptores sacri? Resp. Aff. Pr. Neg. Post.’ 
68 유기적 사고방식은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에서 등장한 것이라 본다. ‘유기적’이라는 용어는 바빙크 시대의 산물이다. 

리더보스에 따르면 바빙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유기적 세계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J. RIDDERBOS, 

Gereformeerde Schriftbeschouwing en Organische Opvatting, (Kampen 1926), 11). 리더보스는 이러한 경향 자체가 그 

시대에 현대적 의식의 특징적 성격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독일 사조들이 자리하고 

있다(7–11). cf. 리더보스가 지적하는 파울선의 새로운 유기적 관점의 등장을 참조하라 (14–16; cf. PAULSEN, Geschichte 

des gelehrten Unterrichts, Bd. II, 191v). 리더보스는 바빙크의 유기적 영감론은 ‘새로운 시대의 열매’ 혹은 ‘우리시대의 

유행’이라 보았다(34); VAN KEULEN, 101; MARIS, 25.  



  14/17 

 

6.5. 성경의 자체가신성 

스위스 제 2 신앙고백서(1562)에서 성경책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주체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다.69 성경의 권위가 신중심적 관점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성경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에 관한 신론적 이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성경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의 저자를 누구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질문에 종속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카누스는 하나님이 성경의 참된 저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자기계시라는 

사실에 따라 성경이 갖는 권위는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 탁월성, 진리성, 완전성은 하나님이 

진리자체이신  만큼 필연적이다.70 성경의 자체가신성은 천사들이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동의로부터 기원하지 않는다.71 따라서 진리는 사람의 발굴과 발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부카누스에 따르면 성경은 어떠한 오류(errois expers)도 없이 그 자체로부터 진실하다. 

성경은 그 자체로부터 완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포한다.72 구약이나 신약 모두 그 

자체로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 판명하다. 부카누스에 있어서 신구약의 차이는 실체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ratione temporis) 혹은 분배의 방식(dispensationis modum) 혹은 계시될 때 경륜의 방식(in Adiunctis, in 

administrandi ratione & οἰκονομ ία circumstantiis )에 따른 것이다. 그 차이는 충분성(impletionem)에 관련한 

것은 아니라, 판명성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덜 분명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은 더 명료하고 부요한 

것의 차이다(obscurius en clarius & abundantius).73 그런 의미에서 부카누스에게 구약의 충분성은 신약의 

첨가에 근거하지 않는다. 성경기록은 오직 모세오경만 있었던 때에도 그 자체로부터 이미 

충분했다(sufficiens). 74  ‘구약성경은 단어들과 관련하여서(quoad verba) 그렇지 않을지라도 의미와 

                                                 
69 in: MÜLLER, 170.; Cf. de Confessio gallicana van 1559, 221: ‘Nous croyons que la parole de Dieu qui est contenue 

en ces livres est procedée de Dieu, duquel elle seule prend son authorité et non des hommes.’ 
70 BUCANUS, Loc. IV, ii: ‘Ex quo scripturae Adiuncta, Authoritas, Excellentia, Veritas, & Impletio(quae tam necessaria 

est, quàm necesse est Deum veracem esse) dependent.’ 이 인용문을 통해 신론과 성경의 속성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속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속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폴라누스의 다음을 참조하라: Polanus’ Synt.’s Epistola: ‘Instrumentum Theologiae est Scriptura 

Θεόπνευςτος, (...) Materia ex qua Theologia constat, sunt principia ac praecepta ... nec aliter nisi per revelationem divinam 

cognita.(...) Forma eius interna atque essentialis est veritas divina, sancta, iusta, perfecta, aeterna, immutabilis, ideae 

Theologiae quae in Deo est imitatrix: veritas nos sanctificans, veritas nos veraces Deoque: quam simillimos reddens.’ 
71 그와 반대로 로마카톨릭 교회들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판단을 표준이라 보았다. 이로 인해 맛소라 텍스트의 모음부호에 

대한 텍스트비평은 그것을 위해 기초였다. Ginsburg 과 Ross 에 의해 인용된 Morinus(또는 Morin, 1591–1659)의 

‘우스광스런’ 다음 주장을 참조하라. (Ginsburg, ’Massoreth Ha-Massoreth’, 50. In: The Library of Biblical Studies, 

ed. H. M. Orlinsky, New York 1968); & Ross (7): ‘The reason why God ordained the Scriptures to be written in this 

ambiguous manner [without points] is because it was His will that every man should be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Church, and not interpret the Bible in his own way. For seeing that the reading of the Bible is so difficult, and so liable to 
various ambiguities, from the very nature of the thing, it is plain that it is not the will of God that every one should rashly 
and irreverently take upon himself to explain it; nor to suffer the common people to expound it at their pleasure; but that in 

those things, as in other matters respecting religion, it is His will that the people should depend upon the priests.’;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자체가신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것으로 그는 한편 로마카톨릭 교회의 수위주장에 반대하였고, 

다른 한편 열광주의자들의 직통계시를 거절했다(VAN ‘T SPIJKER, 210; cf. MARIS, 13).  
72 BUCANUS, Ibid: ‘Unde & illa sola ἀυτόπιστος per se fide digna, nec Angelorum, nec hominum censurae additioni, 

diminutioni, mutationi subiecta, erroris expers: soli ei propter suam ipsius asseverationem credendum: ex ea sola dogmata 
confirm da, & dividicanda sunt, omnibus legenda: Sola perfecta: & complectens omnia quae ad salutem aeternam 

necessaria sunt’ 
73 Ibid., Loc. IV, x: ‘Quomodo differunt Scripta Prophetica ab Apostolicis? Nihil, quo ad Doctrinam attinet: eadem enim 

fides & morum doctrina in iis traditur.’ 이것은 칼빈이 말한 구원교리(doctria salutis)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성경의 

통일성이 관련된다(VAN ‘T SPIJKER, 211).  
74 Ibid., xi: ‘quia quando tantum quinque libri Mosis fuerunt, sufficientes fuer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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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quoad sensum) 완전하고 충분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첨가를 통해 구약성경은 더 완전해 진 

것이 아니라 더 판명해 진 것이다(non perfectius, sed clarius).’75  

부카누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성경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한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voluntatem suam)를 성령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서 나타내셨다.76 이때 

하나님의 의지는 부카누스의 삼위일체적 원리 아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요 같은 의지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보이신 삼위일체의 작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6.6. 성경해석: analogia fidei & sola, tota Scriptura 

부카누스는 성경해석을 두가지 관점으로 나눈다: 주석과 적용. 적용이 성경 해석의 한 부분이다. 성경은 참되고 

순수하게 주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해는 교회를 위해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바른 성경해석은 

그 자체 문맥으로부터 나온다(ex ipso contextu). 이는 우리가 성경해석에 있어서 본문의 앞선 것과 뒤엣 것에 

주의하면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77 성경이 성경과 비교되는 방식을 

통해 부카누스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선행자들, 즉 위클리프, 루터, 쯔빙그리, 부써 그리고 불링거의 발자취를 

따른다.78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은 종교개혁시대에 성경주석 방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문맥을 잘 살피고(observatio contextus), 비유적인 표현들을 분석하며(tropi orationum et dictionum), 

역사적이고 생물학적인 환경을 분석하는(circumstantiis) 방법은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링거는 성경 자리들의 비교를 통한 성경 해석 방법(modus tractandi scripturas per locorum 

collationem)을 거기에 첨부하였던 것이다.79 이러한 방법들은 성경을 주해하는 데 확실히 유용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수사적이고 해석학적인 방법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으로부터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적 소재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75 Ibid., Loc. IV, xi: ‘Erat ergo Vetus Testamentum intergrum & sufficiens quoad sensum, etsi non quoad ad verba: 

accessione igitur Novi, non perfectius, sed clarius factum est’; Cf. ZWINGLI, De Certitudine et Claritate Verbi Dei, Cap. 

III. (1524). 
76 Bucanus, Ibid., Loc. IV, ii.  
77 BUCANUS, Ibid., Loc. IV, xxii; cf. WOLLEBIUS, Compendium Theologiae Christianae, (Amsterdam 1655), 9: ‘XIX. 

Media verum Scripturae sensum investigandi sunt, Frequens oratio; linguarum cognitio; sontium inspectio; argumenti & 
scopi consideratio; verborum propriorum & figuratorum distinctio; causarum, circumstantiarum, antecedentium & 
consequentium notatio ac logicae analysis; obscuriorum cum illustrioribus, similium cum similibus, dissimilium cum 

dissimilibus comparatio; fidei denique anologia.’ 
78  BUDDENSIEG, John Wyclif’s De Veritate Sacrae Scripturae, (London 1905), 196: ‘(...), videtur ex hoc esse 

necessarium, quod sepe una pars scriptura exponit aliam.’; LUTHER, WA VII, 97: ‘hoc est, ut sit ipsa per sese 

certissima, facillima, apertissima, sui ipsius interpres omnium omnia probans, iudicans et illuminans, (...)’. Cf. RGG (Aufl. 

3), Bd. 4, 503; BUCER, Handel mit Cunrat Treger, 1524. In: Christo Naturarum Unione Adversus D. Iacobi Andreae 

Assertionem (Genevae 1565), 62: ‘das wir schrifft durch schrifft ußlegen’. Cf. GRESCHAT, Martin Bucer: a Reformer 

and his times, (Loisville 2004), 61–62; BULLINGER, Studiorum Ratio, (Zuerich 1556), 108: ‘scripturam sui ipsius esse 

commentarium, modo cum diligentia ac iuditio eam legamus atque in ea indefesse exerceamur.’; Cf. Y.K. KIM, 

Compendium Theologiae Systematicae III, (서울 2003), 13; Muller, Post-Ref., 69. 
79 BULLINGER, Studiorum, 78vv; KIM, Calvin und das A.T., 21–25; 그러나 비교방식(collatio)은 김영규에 따르면 불링거의 

고유한 해석학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이미 에라스무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Cf. ERASMUS, Novum 

Testamentum, Praefationes: ‘(...) Sive quid explicandum, facilis erit locorum collatio. Quandoquidem haec non Origeni 

tantum sed et Augustino optima ratio est interpretandi divinas litteras, si locum obscurum ex aliorum locorum collatione 

reddamus illustram et mysticam scripturam mystica item scripture exponat.’ (김영규의 각주 37 번에서 재인용); 또한 

루터에게 있어서도 성경핵석의 같은 방식(collatio)을 찾을 수 있다. LUTHER, Loci Communes, ed. Theodosius Fabricius, 

(London 1651), 71; cf. RIJSSEN, Compendium Theologiae Didactico-Elencticae, (Amsterda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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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믿음의 유일한 규범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은 성경 텍스트를 

신학의 원천(fons)으로 사용하기 보다 신학과 삶의 원리(principium)로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들어 

칼빈은 인문주의자들의 수사적, 역사적 분석 방법들을 차용하였지만 그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consilium Dei) 혹은 성령의 뜻(consilium Spiritus sancti)이었다.80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말과 생각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따라야 했던 믿음의 규범이었다(modestiae et sobrietatis 

regulum).81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텍스트 그 이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삶의 규범이자 원리였다. 부카누스 

역시 칼빈이 성경에서 찾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voluntatem suam)를 드러내고자 했다.82 즉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성경해석을 통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진다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6.4.1), 하나님의 의지가 참이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필연적이다. 내적 증거가 없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지는 알려질 수 없다. 부카누스에게 구원지식의 도구적 원인(instrumentalis causa)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부터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다(non ante fidem).83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믿음의 규범인 자신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하여 

성령은 우리안에서 일하신다. 성령은 자신의 말씀과 함께 삼위일체의 구원의지를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수여하신다. 그것으로 인해 말씀은 우리 생애에 빛과 규범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부카누스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령의 내적 증거의 

상호관련성을 말하므로 바른 성경해석이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자신만이 성경에 있는 자기의지의 참된 증인이시다. 

부카누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저자성을 성경의 형성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서도 강조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지적 충족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다. 성경의 

자기계시는 해석하적 방법의 적용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배워 알게 하신다. 그렇게 하므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도록 요구하신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규범으로 사용된다. 우리는 상기 열거된 해석학적 방법들을 

개혁신앙의 깊은 경건의 차원과 믿음의 규범에 부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조명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위해 필연적이다.84 이것을 토대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석의적 원리는 단지 제일 규준으로서만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규준으로서 믿음의 유비(analogia 

fidei)와 전체 성경(tota Scriptura)으로 고려되어야 한다.85    

                                                 
80 Cf. KIM, Calvin und das A.T., 159–160; HUIJGEN,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Geottingen 

2011), 47-49, 126-132. 
81 CALVIN, CO. I, 497= CO. II, 120: ‘(...) meminerimus hic, ut in tota religionis doctrina, tenendam esse unam modestiae 

et sobrietatis regulam, ne de rebus obscuris aliud vel loquamur, vel sentiamus, vel scire etiam appetamus, quam quod Dei 

verbo fuerit nobis traditum’. CO. I = CO. II, 282: ‘Itaque sic animis et linguis comparatos esse nos decet, ut nihil de ipso 

Deo eiusque mysteriis aut cogitemus aut loquamur nisi reverenter et multa cum sobrietate; ut in aestimandis eius operibus 

nihil nisi erga ipsum honorificum sapiamus’. CO. I, 480: ‘Equidem hic, si quando alias in reconditis scripturae mysteriis, 

sobrie multaque cum moderatione philosophandum; adhibita etiam multa cautione, ne aut cogitatio aut lingua ultra 

procedat, quam verbi Dei fines protenduntur’. CO. I, 863: ‘Hic optimus sobrietatis terminus erit, si non modo in discendo 

praeeuntem emper sequamur Deum; sed ipso finem docendi faciente sapere velle desinamus.’; Cf. KIM, Ibid., 15–17. 
82 BUCANUS, Ibid., Loc. IV, ii; 이 입장은 아레티우스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ARETIUS, SS. Theol., Probl., (Geneve 

1589), 142). 
83 Ibid., xii.; 이러한 측면에서 부카누스의 성경론은 구원론과 밀접히 연관될 수 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지식에 끊임없이 연관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성경의 권위 사이의 그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MARIS, Geloof en Schriftgezag, Apeldoornse Studies, nr. 36. (Apeldoorn 

1998) 11–12).  
84 BUCANUS, Loc. XVII, viii.  
85 Ibid., Loc. IV, xxiii: ‘Quaenam eius Regula esse debet? Unica, nempe Analogia Fiedei, quae nihil aliud est quam 

constans & perpetua sententia Scripturae in apertis Scripturae locis exposita,& Symbolo Apostolico, Decalogo, & Orationi 

Dominicae, aliísque generalibus de quo liber Theologiae capite Scripturae dictis & axiomatibus consentanea.’; cf. 

TRELCATIUS, schol.,(1604) 12: ‘Tertium medium est Interpretatio sive (...); cuius Principium est Spiritus sanctus, Modus 

est veritas, Regula est Scriptura, usus est Charitas; Media vero, quae quidem Primaria sunt, sunt Perpetua Collatio Sacrae 

Scripturae cum Scriptura.’. ‘Analogia Fidei, ut omnia exponantur secundum veritatem primorum dogmatum in 

Theologia. Quae vero Secundaria sunt; sunt Praxis Ecclesiae, Decreta Conciliorum saniorum, & Expositiones Patrum: 

Quibus omnibus eatenus datur locus, quatenus cum Scriptura & analogia fidei consenti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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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가면서 

지금까지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구성의 개괄 및 신학 인신원리인 성경론을 살펴보았다. 부카누스는 자신의 

조직신학을 두 원리들로부터 펼쳐 나아갔다. 이 원리들은 사실의 원리로서 한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리고 

신학인식의 원리로서 성경으로 구분된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에 의하면 본질이나 속성처럼 하나님 

자체로부터(a se) 하나님 자신에 관해 언급한 경우가 있고, 영원 전 세 위격들 간의 상호 관계들에 

따라(secundum relativum) 위격들의 고유성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관계하여(secundum creaturam)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 시간 세계내의 위격들의 모든 역사는 

하나요 같은 삼위일체의 공유된 사역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자기계시에 있어서도 주체가 되신다. 

이런 전통 아래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인식의 원리로써 성경계시는 신론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즉 

성경의 저자성이 기록성보다 강조되고, 성경의 형성 뿐만 아니라 해석에서도 참된 저자인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부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뒤로 하고 글을 마무리 하면서, 21 세기 한국 개혁신학의 순수성과 개혁교회의 회복을 기원하며 

다음 몇가지 사항에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신학함’에 있어서 18 세기 이후 과학적 실증학문의 이름으로 성경의 참된 저자에 대해 물음으로 남겨두는 

것은 신학의 본질을 벗어난 일이다. 그것은 신학의 오래된 원리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부카누스를 비롯하여 16, 

17 세기 개혁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저자이자 수여자요 진리 자체였다. 진리는 인간의 발견이나 발굴 

혹은 보편적 동의에 의존하지 않고, 계시의 저자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우리시대 개혁신학에서 

추구하고 보존해야 할 원리적 과제는  새로운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신론적 계시론이 회복되기 위해서 신학은 믿는자의 신학, 교회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신학의 인식원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 곧 믿음의 내적 원리로 인해 실효된다. 신학은 실증과학의 학문적 

유희나 인간 보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목적으로 삼는다. 20 년을 목회하였던 부카누스에게 신학은 건전한 성경진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세째, 오늘날 한국 개혁신학에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모든 사역들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부카누스의 신학의 원리(principium)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학의 부분들(partes)로써 시간 세계의 모든 구원 경륜이 삼위일체의 

공통된 사역임을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 신학 각론에서 삼위일체의 주권이 보장된다. 

넷째, 성경이 신학의 원리가 아닌 대상이 되더라도, 성경 주해에 있어서 여러 해석학적 방법들은 성경의 어떤  

‘정보(information)’를 발굴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석의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notitia)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을 통해 궁극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이다. 

다섯째, 부카누스의 신학강요는 저술목적이나 원리, 내용적 구성에 있어서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을 

닮아 있다. 부카누스는 신학강요 서문에서 당대 주요 신학자들을 열거하면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황금의 

책(sane aurea Calvini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으로 별칭한다. 출판을 권유한 베자와 신학강요를 

편집한 굴라르티우스와 함께 부카누스도 제네바의 칼빈신학 영향  아래 있었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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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모세 언약 이해
-존 페스코와 코넬리스 베네마의 논쟁에 비추어서-

우병훈(고신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은 칼빈의 모세 언약1) 이해에 대한 최근 미국의 개혁신학자들의 토론을 존 

페스코(John V. Fesko)와 코넬리스 베네마(Cornelis P. Venema)를 중심으로 정리하
고 칼빈의 작품들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평가함으로써, 모세 언약에 대한 칼빈의 입장
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목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칼빈의 모세 언약 이해는 칼빈의 율법 이해, 언약 이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등과 연결되면서 아주 복잡한 토론이 걸려 있는 주제이다.2) 이렇게 복잡한 주제

1) 모세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다(출애굽기 19장 이하 참조).
2) 관련된 문헌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James T. Dennison Jr., Scott F. 

Sanborn, and Benjamin W. Swinburnson, “Merit or ‘Entitlement’ in Reformed Covenant 
Theology: A Review,” Kerux 24, no. 3 (December 2009): 3–152; Bryan D. Estelle, J. V. 
Fesko, and David VanDrunen, eds.,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s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9), 이 책의 저자들 대부분이 모
세 언약이 행위 언약의 “갱신(republication)”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Brian Ferry, “Works in the 
Mosaic Covenant: A Reformed Taxonomy,” in The Law Is Not of Faith; John V.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in The Law Is Not of Faith, 25–43; Peter 
Golding, Covenant Theology: The Key of Theology in Reformed Thought and Tradition 
(Rossshire, Scotland: Mentor, 2004); I. John Hesselink, “Luther and Calvin on Law and 
Gospel in Their Galatians Commentaries,” Reformed Review 37, no. 2 (1984): 69–82; I. 
John Hesselink,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of the Church and Israel Based 
Largely on His Interpretation of Romans 9-11,” Ex Auditu 4 (1988): 59–69; I. John 
Hesselink, “Law and Gospel or Gospel and Law?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ed. Robert V. Schnucker, 
Sixteenth Century Essays &Studies 10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13–32;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rinceton 
Theological Monograph Series 30 (Allison Park, PA: Pickwick Publications, 1992); I John 
Hesselink, “John Calvin on the Law and Christian Freedom,” Ex Auditu 11 (1995): 77–89; 
Mark W. Karlberg, “The Mosaic Covenant and the Concept of Works in Reformed 
Hermeneutics: A Historical-Critical Analysi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Early Covenant 
Eschatology”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0); Mark W Karlberg, 
“Reformed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Covenant,”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3, no. 1 (September 1980): 1–57; Mark W. Karlberg, “Moses and Christ: The Place of 
Law in Seventeenth-Century Puritanism,” Trinity Journal 10 (1989): 11–32; Mark W. 
Karlberg, Covenant Theology in Reformed Perspective: Collected Essays and Book Reviews 
in Historical,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Eugene, OR: Wipf and Stock, 2000); Mark 
W Karlberg, “Recovering the Mosaic Covenant as Law and Gospel: J. Mark Beach, John H. 
Sailhamer, and Jason C. Meyer as Representative Expositors,” The Evangelical Quarterly 
83, no. 3 (July 2011): 233–50; David VanDrunen, “Israel’s Recapitulation of Adam’s 
Probation Under the Law of Moses,”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3, no. 2 
(September 2011): 303–24; Cornelis P. Venema, “The Mosaic Covenant: A ‘Republica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1 (January 1, 2010): 35–
101, 여기서 베네마는 Estelle, Fesko, and VanDrunen, eds., The Law Is Not of Faith를 비판적
으로 평가한다; Rowland S. Ward, God and Adam: Reformed Theology and th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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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의 소논문으로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 주제에 걸려 있는 
논쟁을 하나 뽑아서 소개하고, 그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복잡한 주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모세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16-17세기에 큰 논쟁의 대상
이 되었다. 모세 언약 안에는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므로 모세 언약을 단
순히 은혜 언약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세 
언약을 일종의 행위 언약으로 보는 것 역시 옳지 않아 보였다. 앤서니 버지스(1664년 
사망)는 신학의 어떤 주제들 중에서도 모세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라는 주제만큼 식
자들을 혼란시키고 당혹스럽게 만든 문제를 찾지 못했노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주제가 
당대의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 얼마나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요약적으로 말해 
주었다.3) 리처드 멀러에 따르면, 16-17세기 개혁신학에서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에 대한 이해는 5가지로 나눠진다.4) 첫째,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율법의 “갱신(republication)”이며 기록이라는 관점이다.5) 둘째, 모세 언약은 은혜 언
약 하에서 율법의 제 3용도를 지시한다는 견해이다.6) 셋째,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종의 “종속 언약(subservient covenant; foedus subserviens)”이라는 견해
이다.7) 넷째,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의 구약적 형식으로서 약속의 언약에 필수적 요소

Covenant (Wantirna, Australia: New Melbourne Press, 2003); J. Mark Beach, Christ and 
the Covenant: Francis Turretin’s Federal Theology as a Defense of the Doctrine of Grac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264-265, 301-316.

3) Anthony Burgess, Vindiciæ Legis: Or, a Vindication of the Morall Law and the Covenants, 
from the Errours of Papists, Arminians, Socinians, and More Especially, Antinomians 
(London, 1647), p. 229. 버지스의 말은 조엘 비키, 마크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김귀탁 옮김; 
부흥과개혁사, 2015), 329(1646년판의 “p. 219”라고 인용함), 351(1647년판의 “p. 229”라고 인용함)과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5(1647년판의 “p. 229”라고 인용함)에도 
인용되어 있다. 참고로, 비키,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의 17장과 18장은 청교도 신학에서 모세 언
약의 위치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 비키와 존스는 청교도 내에서 다수파는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의 한 
시행 단계로 이해했으며, 소수파가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과 형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도와 종류도 다
르다고 주장했다고 정리한다(331, 340쪽).

4) 2015.2.5. 오후 10:23에 멀러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한편, 이 주제는 벌써 아
우구스티누스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에덴에서 주어진 율법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연속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시내산에서 아담 때 보다 분명한 언약이 주어졌다고 설명한다
(De civitate Dei, XVI). 시내산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보다 “좀 더 명백한(a more explicit)” 언
약인 것이다. Augustine, De Civitate Dei Contra Paganos, trans. P. Levine et al, LCL, IV-V 
(London, 1966), 133-135; Andrew Alexander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A Study in the Reformed Tradition to the Westminster Assembly” (Ph.D. diss., 
University of Glasgow, 1988), 1:210에서 재인용.

5) “republication”이란 용어를 “재발행, 재천명, 재출간, 갱신”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갱신”이란 역어를 선택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행위 언약 내에서든, 아니면 다른 언약
에서도 율법은 기록된 적이 없었다. 이제 모세 언약에서는 이전에 주어진 율법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 기록되었다.

6) 칼빈의 『기독교강요』(2.7)에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나온다. 본 논문의 2.4에 나오는 논의를 참조하
라.

7) “foedus subserviens”에 대한 번역어로 “보조(補助) 언약”이란 말도 쓰지만(예, 비키,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336), “종속(從屬) 언약”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보조’라는 말은 보충해서 도와준
다는 뜻이다. 이것은 주가 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종속’이라는 말은 주
되는 것에 딸려붙는다는 뜻으로, 주가 되는 것의 불완전성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다. 종속 언약은 주
가 되는 은혜 언약으로 이끄는 기능을 함으로써, 은혜 언약에 종속되어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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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섯째,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적 언약이라고 보
는 견해이다.8) 멀러는 이중에 어떤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모세 언약이 행위 언
약의 단순하고 순수한 반복(reiteration)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되었고, 더 이상 구원에 이르
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 및 은혜 언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과연 칼빈
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바로 이 주제들을 두고 비단 16-17세뿐 아니라 현
대에도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해 왔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존 페스코와 코넬리스 베
네마의 논쟁이다. 페스코는 캘리포니아 주 에스콘디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및 역사신학 교수이며, 베네마는 인디애나 주 다이어에 위치한 중남미 개혁신학교
(Mid-America Reformed Seminary)의 교의학 교수이다. 이 둘은 모두 칼빈 및 개혁

은혜 언약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에 종속될 뿐이다. 한편, 모세 언약을 종속 언약을 보는 
것은 존 카메론(John Cameron, c.1579-1625)의 견해이다. John Cameron, De triplici Dei cum 
homine foedere theses (Heidelberg, 1608), 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자연 언약, 하나의 은혜 
언약, 은혜 언약에 종속하는 하나의 종속 언약(성경에서 ‘옛 언약’으로 불리는)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
기에 우리는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을 먼저 다루고, 마지막으로 종속 언약을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은 주요 언약이고, 다른 어떤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We say 
therefore that there is one covenant of nature, one of grace, and one subservient to the 
covenant of grace (which in Scripture is called the ‘old covenant’) and therefore we will 
deal with that in the last instance, giving the first instance to the covenant of nature and 
of grace, since they are the chief and since they do not refer to any other covenant).” 
카메론은 소뮈르 학파와 함께 소위 “가정적 보편구원론”(hypothetical universalism)을 주장한 사람
이다. 이에 대해 멀러는 벌써 프란시스 튜레틴이 주장한 바와 같이, 카메론과 소뮈르 학파의 언약신
학은 이단은 아니며, “의식적으로 도르트 신조의 신앙고백 안에 위치하도록 구성되었다”라고 주장한
다. 이에 따라, 멀러는 카메론의 언약신학은 개혁파 신학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초기 개
혁파 언약신학의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Richard A. 
Muller, “Divine Covenants, Absolute and Conditional: John Cameron and the Early 
Orthodox Development of Reformed Covenant Theolog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7 (2006): 36-37. 튜레틴은 소뮈르 학파가 개혁신학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긴 했지만, 소
뮈르 학파의 여러 주장들을 반대했으며, 특히 그 학파의 삼중적 언약 구도는 반대했다.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trans. George Musgrave Giger, ed. James T. 
Dennison, Jr., 3 vols.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1992-1996), XII.xii.1-25를 
참조하라. 개혁신학 내의 이중 언약론과 삼중 언약론에 대해서는 Sebastian Rehnman, “Is the 
Narrative of Redemptive History Trichotomous or Dichotomous? A Problem for Federal 
Theology,”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80, no. 3 (2000): 296-308; 비키, 존
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331-339, 341n3을 참조하라. 비키와 존스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관계는 . . . 소뮈르파 신학자들이 연루된 논쟁의 원천으로 판명되었다.”라고 서술한다(341쪽).

8) 빗치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 Herman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trans. William Crookshank, vol. 2 
(London: T. Tegg & Son, 1837), 2:190-191 (4.4.54): “It was a national covenant between 
God and Israel, whereby Israel promised to God a sincere obedience to all his precepts; 
especially to the ten words. God, on the other hand, promised to Israel, that such an 
observance would be acceptable to him, nor want its reward, both in this life and in that 
which is to come, both as to soul and body. This reciprocal promise supposed a 
covenant of grace. For, without the assistance of the covenant of grace, man cannot 
sincerely promise that observance; and yet that an imperfect observance should be 
acceptable to God is wholly owing to the covenant of grace.” 빗치우스는 이 단락에서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이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빗치우스는 모세 언
약이 단순히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또한 주장하며, 복음언약에 반대되는 것도 역시 아니었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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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에 대해서 왕성하게 저술활동을 펼치는 학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칼빈이 모세 언약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칼빈의 모세 언약론에 대한 페스코의 이해와 그에 대한 베네마의 반박을 차례로 소개
할 것이다. 그리고 논쟁의 쟁점을 요약한 후에 그 쟁점과 관련해서 칼빈의 작품들을 직
접 살피면서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에는 이러한 논점들이 갖는 
적용점을 고찰하겠다.

2. 본론: 페스코와 베네마의 논쟁과 칼빈의 모세 언약 이해
2.1. 칼빈의 모세 언약론에 대한 페스코의 이해

2.1.1. 칼빈의 모세 언약론 이해를 위해 페스코가 정리한 기초적 지식들
페스코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빗치우스의 모세 언약론과 비교하는 논문을 썼다.9) 

그는 모세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4개
의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소개한다.10) 첫째 견해는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다고 
본다. 둘째 견해는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섞인 “혼합 언약(mixed 
covenant)”이라고 본다. 셋째 견해는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에 종속된 “종속 언약
(subservient covenant)”이라고 본다. 넷째 견해는 모세 언약이 단순히 “은혜 언약”
이라고 본다.11) 페스코는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하는 것은 피하고, 자신의 논문의 목표
가 모세 언약에 대한 칼빈과 빗치우스의 이해가 동일했음을 논증하는 것이라 소개한다. 
이어 페스코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자세히 다룬다.

우선, 페스코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
을 제시한다.12) 그에 따르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는 “법”(lex)이란 단어가 세 가지 

9)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in The Law Is Not of Faith, 25–43. 
세부 서지 사항은 각주 1번을 참조하라. 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칼빈에 대한 견해 요약은 
모두 페스코의 것이다.

10)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5: “Among the Westminster 
divines there were a number of views represented in the assembly: the Mosaic covenant 
was a covenant of works, a mixed covenant of works and grace, a subservient covenant 
to the covenant of grace, or simply the covenant of grace.” 페스코는 Samuel Bolton, The 
True Bounds of Christian Freedom (1645;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1), 92-94를 인용
한다. 이렇게 4개로 분류하는 것은 앤서니 버지스의 견해이기도 하다. Burgess, Vindiciæ Legis, 
pp. 221-222(1646년 판), pp. 231-232(1647년 판). 버지스는 옛 언약(=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
로 보고자 한다. 한편, 에드먼드 칼라미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의 모세 언약론을 5개로 분류
한다. Edmund Calamy, Two Solemne Covenants Made Between God and Man: Viz. the 
Covenant of Workes, and the Covenant of Grace (London: for Thomas Banks, 1647), 1-2. 
비키,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329-330, 332에 정리된 내용을 참조하라.

11) 이에 대해서 페스코는 아래와 같은 참고문헌을 제시한다(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5-26n3). Mark W. Karlberg, “Reformed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Covenant”; Karlberg, Covenant Theology in Reformed Perspective, 17-58; D. Patrick 
Ramsey, “In Defense of Moses: A Confessional Critique of Kline and Karlberg,”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6.2 (2004): 373-400; Daniel P. Fuller, Gospel and Law: 
Contrast or Continuum? The Hermeneutics of Dispensationalism and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80); Wayne G. Strickland, ed., Five Views on Law and Gospel 
(1993; Grand Rapids: Zondervan, 1996); Ernest F. Kevan, The Grace of Law (1976; 
Morgan: Soli Deo Glori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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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의미는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모세 언약”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용법이다(『기독교강요』, 2.7.1). 둘째 의미는 “도덕법” 뜻하는데, 특히 십계명
이나 그리스도께서 요약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뜻한다(『기독교강요』, 2.8; 마 
22:37-40 참조). 셋째 의미는 다양한 “시민법적, 사법적, 의식법적 규정들(civil, 
judicial, and ceremonial statutes)”을 뜻한다(『기독교강요』, 4.20.14-16).13)

이어서 페스코는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구약과 신약에서 본질상 동일한 방법으
로 이뤄졌음을 주장한다. 칼빈은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은 본질과 실재 그 자체
에 있어서(substantia et re ipsa) 우리의 것과 같으며, 두 둘은 사실상 하나이며 동일
하다. 다만 그들은 시행(administratio)이 다를 뿐이다(『기독교강요』, 2.10.2).”라고 했
다.14)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의 것과 본질에 있어 같으며 다만 시행에 있
어 다르다. 칼빈은 “영적 언약(spirituale foedus)”이라는 용어를 구약과 신약의 성도
들의 구원을 함께 묶는 단일한 언약 개념으로 사용했다(『기독교강요』, 2.10.7). 따라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이행은 본질이 아니라 언약의 형식이나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였
다(『기독교강요』, 2.11.13).15)

이러한 “영적 언약”은 구약 시대에, 형식에 있어서는 그림자와 의식들로 싸여 있었
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성도들을 일종의 유년기의 교회로 보
셨다(『기독교강요』, 2.6.2; 2.11.4-5).16) 칼빈은 우리와 동일한 교회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아직 유년기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불사의 약속이었지만 땅을 유업으로 주심으로써 장차 주어
질 더 큰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다(『기독교강요』, 2.11.2).17) 더 큰 약속이란 그리스도
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다. 따라서 페스코는 칼빈이 여기서도 역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은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과 같고, 다만 시행의 방식에 있어서만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12)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8-30.
13) 여기서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homas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60), 348n1을 참조했다고 각주로 넣는다(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8n7). 페스코가 지적한 곳에서 배틀즈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The 
term “law” for Calvin may mean (1) the whole religion of Moses (II. vii. 1); (2) the special 
revelation of the moral law to the chosen people, i.e., chiefly the Decalogue and Jesus’ 
summary (II. viii); or (3) various bodies of civil, judicial, and ceremonial statutes (IV. xx. 
14-16; Comm. Harmony Four Books of Moses; cf. Decalogue “supplements”). Of these, the 
moral law, the “true and eternal rule of righteousness” (IV. xx. 15), is most important.“

14) CO 2, 313: “Patrum omnium foedus adeo substantia et re ipsa nihil a nostro differt, ut 
unum prorsus atque idem sit: administratio tamen variat.”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15)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8-29. 여기서 페스코는 칼빈이 아리스
토텔레스의 용어를 사용했음을 간단히 언급한다.

16)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9.
17)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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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칼빈의 모세 언약론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페스코의 이해
이상과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법”의 개념,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통일성, 구약 성도

들의 위치를 논한 다음에, 페스코는 모세 언약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칼빈이 무엇이
라고 말했는지 본격적으로 논한다.18)

페스코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율법적 언약(foedus 
legale)”과 “복음적 언약(foedus evangelicum)”을 구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9)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은 각각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지
칭하는 칼빈의 용어이다(『기독교강요』, 2.11.4). 칼빈은 이 둘을 대조적으로
(antithetical) 보았다. 율법은 율법적 언약 안에서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
지하며, 의를 가꿔가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범죄자들에게 처벌로 위협한다.”20) 
다시 말해 칼빈은 율법의 모세 언약적 시행은 “행위 원리(a works principle)”21)에 의
해서 지배 받는 언약을 출범시킨 것으로 보았다고 페스코는 주장한다. 그는 모세 언약
에 있어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22)라고 한 칼빈의 말을 중요한 근거로서 인용한다.

페스코는 이어서 문제는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모세 언약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임을 지적한다.23) 칼빈이 말하듯,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운 전가로써 
그리고 중생의 영으로써 의를 베풀어주실 때까지는, 계명들로 의가 가르쳐지는 것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기독교강요』, 2.7.2).” 요약하자면, 비록 모세 언약은 이스라
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죄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요구 사항들을 지킬 수가 없고, 따라서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했다.

페스코는 바로 이 점에서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 대조된다고 본다. 구원을 위
해서 율법적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고, 복음적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
다. 물론 이것은 율법적 언약인 모세 언약이 은혜의 요소를 전적으로 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페스코는 말한다. 그는 구약과 신약에서 “영적 언약”은 “시행
(administratio)”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24)

18)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0-33.
19)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0.
20) 『기독교강요』, 2.11.7(CO 2, 334): “Hoc illi [Apostolus et Propheta] tantum tribuunt ut 

praecipiat quae recta sunt, scelera prohibeat, praemium edicat cultoribus iustitiae, 
poenam transgressoribus minetur.” 이 구절을 나중에 베네마도 역시 인용한다. Venema, “The 
Mosaic Covenant,” 63.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논문에서 칼빈 작품의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
다. 그리고 성경 인용은 모두 개역개정판에서 취하였다.

21)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0. 이 “행위 원리”라는 말이 페스코의 
논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용어는 칼빈이 아니라 페스코가 사용한 것인데, 페스코는 이 행위 원리
라는 말을 기초로 하여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이해하려고 한다. 즉, 페스코는 칼빈이 모세 언약을 하
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갱신”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인 논리는 아래에서 
전개할 것이다.

22) 『기독교강요』, 2.7.3(CO 2, 255): “Nec refragari licet quin iustam Legis obedientiam maneat 
aeternae salutis remunerat, quemadmodum a domino promissa est.” 이 부분을 페스코가 잘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 이 논문의 본론 끝부분에서 다루겠다.

23)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0.
24)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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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여주기 위해 페스코는 칼빈의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25) 첫째, 칼빈은 구
약 이스라엘이 분명히 “영적 언약”26)에 참여했음을 말했다(『기독교강요』, 2.10.15). 둘
째,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유년기의 교회로 다루셨다고 보았다(『기독교강
요』, 2.11.5). 셋째, 칼빈에게 율법의 의식들은 모두 언약의 우연적 요소 혹은 부가물들
이다(『기독교강요』, 2.11.4).27)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페스코는 칼빈이 모세 언약을 본
질에 있어서는 “영적 언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율법적 언약
으로 보았다고 결론 내린다.28)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페스코는 칼빈의 『갈라디아서 주석』과 『갈라디아서 설
교』를 인용한다.29) 칼빈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성도
들과의 차이는 본질에 있지 않고 우연적인 요소들에 있다고 주장했다.30) 『갈라디아서 
설교』에서도 역시 칼빈은 비록 구약 성도들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 받은 사실을 
지적하지만,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페스코는 칼빈이 모세 언약 
하에서 구약 성도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구원 받았지만, 여전
히 그 형식은 율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31) 모세 언약은 “행위 원
리”에 따라 구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세 언약 하에서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행위
를 공로로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모세 언약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
도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페스코가 이해한 칼빈의 모세 언약론이다.32)

페스코는 자신의 논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33)

첫째, 구원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있어 족장들에게서부터 시작

25)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0-31.
26) “영적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으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단일한 언약이다(『기독교강요』, 2.10.7; 2.10.15; 3.20.45; 3.21.6; 총 4번 나옴).
27) CO 2, 332: “Hae vero tametsi foederis duntaxat accidentia erant, vel certe accessiones 

ac annexa, et (ut vulgus loquitur) accessoria.” “우연적 요소(accidentia)”라고 번역한 것은 아
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따르자면, “우유적 속성(偶有的屬性)”을 뜻한다. 신학과 철학에서 “우연”의 의
미에 대해서는 우병훈, 『예정과 언약으로 읽는 그리스도의 구원』(서울: SFC, 2013), 140-142를 보라.

28)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1.
29)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1-33. 아마도 페스코가 갈라디아서 주

석과 설교를 살핀 것은, 앞서 그가 인용한 『기독교강요』, 2.11.2에서 칼빈이 갈라디아서(4장 1-2절)를 
언급하기 때문인 것 같다.

30) John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96[1965]), 71; CO 50:224: “His omnibus consentaneum est, 
discrimen inter nos et veteres patres non in substantia esse, sed in accidentibus.”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1에 인용됨.

31)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2. 페스코는 칼빈의 갈라디아서 설교 
Jean Calvin, Sermons on Galatians (Old Paths Publications, 1995 [1574]), 516에 근거하지만, 
거기서 칼빈이 정확하게 본질과 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32)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3.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페스코는 칼
빈의 갈라디아서 설교 Calvin, Sermons on Galatians, 445에서 긴 인용문을 가져온다. 이에 대해
서는 본 논문의 2.4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3)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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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적 언약”에 참여한다.
셋째, 구약에서 “영적 언약”은 외적인 시행의 면에서는 신약과 달랐다. 이것을 칼빈

은 형식과 본질의 구분으로 설명한다.
넷째, 구약 시대에 “영적 언약”의 외적인 시행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녔다.
다섯째, 율법의 모세 언약적 시행은 특별히 “율법적 언약”이었는데, 이것은 “복음적 

언약”과 대조된다. 이 두 언약들은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해당한다.
여섯째, “율법적 언약”은 “행위 원리”에 근거한다.34)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그것의 의무 사항들을 완수할 수 없다.
페스코는 이런 내용들이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갈라디아서 주석』 및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페스코는 논문의 전체 결론부에서 이상의 
여섯 가지 견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제시한다. 즉, 칼빈의 모세 언약론은 웨
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모세 언약론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데, 특히 모세 언약을 행
위 언약의 “갱신”으로 본다는 점에서까지도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페스코는 또한 
이러한 견해가 바로 종교개혁기와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학의 주류였다고 주장한다.35) 
문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논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36) 바로 이 마지막 주장이 
코넬리스 베네마가 비판하려는 주된 지점이 된다.

2.2. 칼빈의 모세 언약론에 대한 베네마의 이해
2.2.1. 칼빈의 언약론에 대한 베네마의 이해

베네마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anachronistic)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37) 칼빈이 행위 언약론을 말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중적 언약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부터가 토론의 대상이기 때문에,38) 칼빈의 모세 언약론이 행위 언약의 갱신이

34) 문제는 페스코가 행위 원리를 단지 언약의 형식이나 시행 방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적 논리를 
따라 가다보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행위 원리를 거의 언약의 본질에 가깝게 여긴다는 점에 있다.

35) 비키,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342에서는 대다수 개혁파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의 “이중 구분”을 택했다고 주장한다.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의 갱신으로 보는 점이 과연 종교개혁기
와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학의 주류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 보인다.

36)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43: “One also finds the sam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Mosaic covenant even in terms of the republica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with the Westminster Confession bearing similarities to both Calvin 
and Witsius.”

37) 베네마(Venema, “The Mosaic Covenant,” 58n15)는 칼빈 연구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멀러의 아래 문헌을 참조하라고 한다. Richard A.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18.

38) 피터 릴백과 베네마는 칼빈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중 언약론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에 대해서 아론 덴링거는 반대한다. 베네마(Venema, “The Mosaic Covenant,” 59n16)가 제시한 
아래 문헌들을 참조하라.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276-304; 
Cornelis P Venema, “Calvin’s Doctrine of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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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토론은 그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마는 칼빈이 모세 언약의 특별성에 대해 은혜 언약의 넓
은 틀 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칼빈의 모세 언약론에 대한 현재의 
토론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베네마는 그러나 칼빈이 본 모세 언약의 특별성이란 페
스코가 말하는 식은 아니라고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일단 페스코와 동의하
는 지점을 언급한 후, 칼빈의 언약론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모세 언약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분석하면서 페스코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베네마는 자신이 페스코와 동의하는 지점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칼빈은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세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은혜 언약의 모세적 시행, 도
덕법, 법의 구체적 규정들(시민법적, 사법적, 의식법적 규정들)이 그것이다.39) 둘째, 칼
빈은 은혜 언약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구별된다고 말했
다. 여기에 대해 베네마는 페스코에 동의하면서 칼빈이 이 구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나오는 본질과 우연의 개념을 전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0)

이제 베네마는 칼빈의 언약론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
하고 있다.41) 칼빈은 세 가지 이유에서 구약과 신약이 본질상 동일하다고 주장한다.42) 
첫째, 구약의 약속도 신약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장차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에서의 불멸의 소망을 제공한다. 둘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도 하
나님의 자비에만 근거하여 유지된다. 셋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중보자 그리
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칼빈은 다섯 가지 이유에서 구약과 신약이 시행 형식에 있어서 다르다고 주
장한다.43) 첫째, 구약에서는 언약의 영적인 축복들을 한시적이고 지상적인 축복의 모
습으로 표현했다.44) 이것은 그들의 유아기적 성질 혹은 미성숙성을 보여준다. 둘째, 구
약의 언약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리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드러낸다.45) 셋째, 구약
의 가르침은 문자적인 반면에, 신약의 가르침은 영적이다.46) 넷째, 구약은 이스라엘 백

Another Example of ‘Calvin Against the Calvinists’?,”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0 
(2009): 37-44; Aaron Clay Denlinger, “Calvin’s Understanding of Adam’s Relationship to 
His Posterity: Recent Assertions of the Reformer’s ‘Federalism’ Evaluated,” Calvin 
Theological Journal 44, no. 2 (November 2009): 226-50.

39) 본 논문의 2.1.1을 참조하라. Venema, “The Mosaic Covenant,” 59-60.
40) Venema, “The Mosaic Covenant,” 60에 나오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41) 이하에서 칼빈이 말한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모두 베네마가 정리한 것이다. 

Venema, “The Mosaic Covenant,” 60-61.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언약은 “모세 언약”을 지칭한다
고 봄이 가장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다른 언약 가령 “아브라함 언약”(『기독교강요』 2.11.2)을 상정하더라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모세 언약”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구약의 언약은 “모세 언
약”이라고 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기독교강요』 2.11.1, 4, 9, 11). 보통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서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뜻한다.

42) 『기독교강요』 2.10.2 (OS 3, 404); Venema, “The Mosaic Covenant,” 60-61.
43) 『기독교강요』 2.11 (OS 3, 423-36); Venema, “The Mosaic Covenant,” 61.
44) 『기독교강요』 2.11.1-3.
45) 『기독교강요』 2.11.4-6.
46) 『기독교강요』 2.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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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을 일종의 속박(bondage) 상태에 두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확
신을 준다.47) 다섯째,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별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셨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복음과 그 축복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확대시키셨다.48) 베네마는 이
러한 다섯 가지 차이점들 가운데 둘째, 셋째, 넷째 차이점에서 칼빈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으나, 그 대조는 본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칼
빈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여일성(Dei constantia)”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서 인간의 능력에 따라 자신을 “적응시키셨다(attemperavit)”고 말한다.49) 따라서 여
기까지 드러난 칼빈의 신학에서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
은 하나도 없다고 베네마는 주장한다.50)

2.2.2. 칼빈의 모세 언약론에 대한 페스코의 이해에 대한 베네마의 비판
그렇다면, 페스코는 어디서부터 “갱신 교리(the republication theory)”51)를 도출한 

것일까? 베네마는 페스코가 칼빈의 중요한 용어와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페스코의 칼빈 독법을 비판한다. 베네마가 페스코의 칼
빈 해석을 비판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52) 첫째는 페스코가 칼빈이 사용했던 “율
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란 용어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페스코가 칼
빈의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로, 베네마는 페스코가 모세 언약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오해했다고 본다.53) 그
에 따르면 페스코는 칼빈의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란 용어를 잘못 이해했다. 
칼빈이 이 용어들을 사용할 때에 —페스코가 잘못 가정하듯이—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다른 원리들54)을 뜻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칼빈은 단일한 은혜 언약
의 서로 다른 시행들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란 말을 
사용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은 하나의 언약의 두 시행 
방식들이며, 이것은 우유적(偶有的)인 것일 뿐,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55)

47) 『기독교강요』 2.11.9-10.
48) 『기독교강요』 2.11.11-12.
49) 『기독교강요』 2.11.13: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은 교리를 모든 시대에 가르치시고, 자기 이름에 대한 

결과는 처음에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계속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일관성이 빛나는 것
이다. 외면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여
러 가지로 다르며 또 변하는 인간의 능력에 알맞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적응시키신다(Ergo in eo 
elucet Dei constantia quod eandem omnibus seculis doctrinam tradidit: quem ab initio 
praecepit nominis sui cultum, in eo requirendo perseverat. Quod externam formam et 
modum mutavit, in eo non se ostendit mutationi obnoxium;  sed hominum captui, qui 
varius ac mutabilis est, eatenus se attemperavit).”

50) Venema, “The Mosaic Covenant,” 61-62.
51)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보는 견해를 현대 미국의 칼빈 학계에서는 간단히 “갱신 교리

(the republication theory)”라고 부른다.
52) Venema, “The Mosaic Covenant,” 62-64.
53) Venema, “The Mosaic Covenant,” 62.
54) 두 가지 원리들은 “행위 원리(a works principle)”와 “은혜 원리(a grace principle)”를 뜻한다. 이 

두 원리에 대한 설명은 Venema, “The Mosaic Covenant,” 37-38, 45-47, 54-55 등을 보라.
55) 즉, “율법적 언약”(모세 언약)과 “복음적 언약”(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두 언약들 모두 “은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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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마는 칼빈이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로 그 문맥을 
잘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이 
어떤 부분에서 비교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 비교가 약속들
의 본질에 관련된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큰 불일치가 있는 셈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
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취해져야 한다. 그러면 영원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언약에 대해 설명하자. 언약의 
성취, 즉 그것으로부터 언약이 마침내 정립되고 확정되는 성취는 그리스도시
다. 그러한 확정이 기다려지는 동안에,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의식들을 제정하
셨는데, 이는 그 확정에 대한 엄숙한 상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율법에 
규정된 의식들이 멈추고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
해서 논쟁이 생겼다. 이제 이러한 의식들은 언약의 우연적인 것들 또는 확실히 
부속물이나 덧붙여진 것, (일반인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장식품에 불과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시행할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식들 역시 
언약이란 이름을 가진다. 마치 다른 성례전들에도 [그런 이름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여기서56) 언약을 확정하는 엄숙한 방법이 
구약이라고 불리며, 그 방법은 의식들과 제사들로 구성되었다.57)

베네마는 이 인용문에서 칼빈이 “율법적 언약” 즉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의 하나의 
시행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여기서 그의 평소의 어법을 따
라, “율법”이나 “율법적 언약”을 은혜 언약의 모세적 시행이란 뜻으로 사용했다고 보
는 것이다. 베네마는 페스코가 칼빈의 언어(“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이란 용어)
를 문맥으로부터 읽지 못하여 오해하였고, 그 결과 모세 언약이 생명을 얻는 또 다른 

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56) “여기서”라는 것은 『기독교강요』의 이 문맥에서 인용했던 히브리서 7, 9, 10장 등을 가리킨다.
57) 『기독교강요』, 2.11.4(OS 3, 427=CO 2, 332): “Hic videndum est qua parte foedus legale 

cum foedere evangelico, Christi ministerium cum mosaico conferatur. Nam si ad 
promissionum substantiam pertineret comparatio, magnum exstaret inter duo testamenta 
dissidium; sed quum status quaestionis alio nos ducat, eo tendendum est ut verum 
reperiamus. Foedus ergo quod aeternum et nunquam interiturum semel sancivit, in medio 
statuamus. Illius complementum, unde tandem habet ut statum ratumque sit, Christus 
est. Talis confirmatio dum exspectatur, caeremonias Dominus per Mosen praescribit, quae 
sunt velut solennia confirmationis symbola. Id in contentionem veniebat, cederene 
oporteret Christo quae in lege ordinatae erant caeremoniae. Hae vero tametsi foederis 
duntaxat accidentia erant, vel certe accessiones ac annexa, et (ut vulgus loquitur) 
accessoria, quia tamen instrumenta erant illius administrandi, foederis nomen habent, 
qualiter et aliis sacramentis dari solet. Proinde, in summa, vetus testamentum hoc loco 
appellatur solennis confirmandi foederis ratio, caeremoniis et sacrificiis comprehensa.”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Venema, “The Mosaic Covenant,” 62에서 이 인용문의 네 번째 문장
(Foedus ergo으로 시작하는 문장)부터 끝까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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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즉, 행위 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독했다고 주장한다.58)

둘째로, 베네마는 페스코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조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한다. 
페스코는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은혜 언약의 모세적 시행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
에 실질적인 대조를 설정했다고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59) 페스코에 따르면, 칼빈은 
“생명을 얻는 ‘행위 원리’를 제공하는 모세 언약”과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생명을 얻
는 약속을 제공하는 은혜 언약” 사이를 대조시켰다. 그러나 베네마는 이것이 칼빈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라 본다. 베네마가 보기에, 칼빈이 여기서 대조시키는 것은 “모세 
율법의 율법주의적 오용”과 “복음” 사이의 대조이다.60) 그에 따르면, 히브리서에서 칼
빈이 대조하고 있는 것은, “좁은 의미의 율법”61)과 “복음”의 대조이지, “은혜 언약의 
모세적 시행”과 “복음”의 대조는 아니다.62)

선지자에 비해서 사도는 율법을 나쁘게 말한다. 이것은 율법 [그 자체]에 대한 
단순한 관점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 그릇된 율법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의식에 대한 왜곡된 열성으로 복음의 명료성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이
다. 그들의 오류와 어리석은 경향성을 두고서 바울은 율법의 본성을 논하고 있
다. 그러므로 바울 안에서 이 특이점을 관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선지자와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를 통해서 비교하
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고유한 특색만을 고려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율법에는 모든 곳에 자비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러
나 그것은 다른 데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순수한 본성에 대해 논할 
때에는 율법의 원리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선지자와 바울)이 다만 율법의 
순수한 본성으로 배분하는 것은 이것이다. 즉, [율법은]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지하며, 의를 가꿔가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범죄자들에게 

58) Venema, “The Mosaic Covenant,” 62.
59) Venema, “The Mosaic Covenant,” 63.
60) Venema, “The Mosaic Covenant,” 63: “Calvin identifies the contrast as that between a 

‘legalistic’ misappropriation of the law of Moses, abstracted from its setting within the 
broader administration of the Mosaic covenant and used as a means of justification 
before God, and the gospel.” (강조는 베네마의 것이다.)

61) 여기서 “좁은 의미의 율법”이란 율법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을 말한다. 즉, “자기 의를 추구하
는 방편으로서의 율법”을 뜻한다. 16-17세기 개혁파 신학에서 “넓은 의미의 율법”과 “좁은 의미의 
율법”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율법으로서 복음과 
조화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율법”은 신약 시대 유대주의자들이 취했던 율법에 대한 관념으로서 
복음과 대치된다. 프란시스 로버츠(1609-1675년)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더 넓은 의미”, “더 좁
은 의미”, “가장 좁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넓은 의미”의 율법은 도덕적, 의식적, 
사법적인 모든 계명들을 가리킨다. “더 좁은 의미”의 율법은 율법의 서언과 그 안에 결합된 약속들을 
포함한 십계명을 가리킨다. “가장 좁은 의미”의 율법은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율법이다. 
Francis Roberts, Mysterium & Medulla Bibliorum: The Mysterie and Marrow of the Bible, 
Viz. God’s Covenants with Man in the First Adam before the Fall, and in the Last Adam, 
Jesus Christ, after the Fall,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World (London: R. W. 
for George Calvert, 1657), 659-660. 자세한 설명은 비키,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333, 
335, 339, 381을 보라. 

62) Venema, “The Mosaic Covenant,”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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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 위협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적으로 
내재한 마음의 부패를 변화시키거나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63)

베네마는 이 본문을 두고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칼빈에게 율법이란 결코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전달하
는 복음적 언약에 속하는 모세 언약의 시행 속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대조는 항상 언약의 모세적 시행과 복음 사이의 대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의 글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킬 때에
는 “좁은 의미의 율법”을 뜻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기 자랑을 
가지고서,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써 칭의를 획득하기 위해 율법을 오용했던 자들이 
잘못 전유했던 “율법”이다.64)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복음적 배경을 떠나서 
고립되면 타락한 죄인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65)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베네마는 
모세 언약 역시 은혜 언약 안에서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페스코의 칼빈 독법과는 
반대로, 칼빈의 신학에는 언약의 모세적 시행이 일종의 “율법적(legal)”66) 언약이 되어
서 타락 전 행위 언약을 갱신한다고 가르치는 부분은 없다고 베네마는 결론짓는다.67)

2.3. 논쟁의 쟁점 요약
페스코와 베네마의 상반되는 관점은 둘 다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일차 자료에 근거

하여 독해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양쪽의 칼빈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옳은
63) 『기독교강요』, 2.11.7(OS 3, 429-430=CO 2, 332): “Odiosius enim loquitur de Lege Apostolus 

quam Propheta: neque id simplici Legis respectu: sed quod erant nebulones quidam Legis 
kakozeloi, qui perverso caeremoniarum studio, evangelii claritatem obscurabant; de legis 
natura secundum eorum errorem ac stultam affectionem disputat. Ergo id peculiare in 
Paulo observare operae pretium erit. Uterque vero, quia vetus ac novum testamentum 
per contentionem inter se componit, nihil in lege considerat nisi quod proprium eius est. 
Exempli gratia: lex misericordiae promissiones passim continet; sed quia sunt aliunde 
ascitae, non veniunt in legis rationem quum de pura eius natura sermo habetur. Hoc illi 
tantum tribuunt, ut praecipiat quae recta sunt, scelera prohibeat, praemium edicat 
cultoribus iustitiae, poenam transgressoribus minetur; cordis interim pravitatem, quae 
cunctis hominibus naturalis inest, non immutet aut emendet.” 중간에 ‘kakozeloi’라는 단어는 
필자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음차했다. ‘거짓된 추종자’란 뜻이다. 한편, 신약 시대에 ‘zelos’는 율법
에 대해 특별한 열심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다. 그리고 ut 다음에 “praecipiat . . . 
prohibeat . . . edicat . . . minetur . . . non immutet aut emendet”에서 접속법을 쓴 것은 
“목적절”인 동시에 “간접화법”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바울과 선지자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연약성이다.

64) Venema, “The Mosaic Covenant,” 63.
65) 이 부분을 페스코 역시 인정할 것이다. 페스코는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의 갱신이 되는 것은 그것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기 보다는, “행위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정죄 받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3. 여기서 페스코는 Calvin, Sermons on Galatians, 
459-460 (CO 50, 546)을 인용한다.

66) 여기서 베네마는 “율법적(legal)”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행위 원리를 담고 있는(containing a 
work principle)”이라는 어구를 사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베네마는 모세 언약
이 “율법적 언약(foedus legale)”이라고 말한 칼빈의 『기독교강요』, 2.11.4를 인용하기 때문이다
(Venema, “The Mosaic Covenant,” 62).

67) Venema, “The Mosaic Covenant,”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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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작품을 보다 정확하게 읽어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일단 페스코와 베네마의 논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을 알아야 칼빈 작품을 살필 때 자세히 관찰해야 
할 부분들이 어디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세 언약과 관련하여 페스코와 베네마 
두 사람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지점에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다.

첫째,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칼빈이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의 한 시행으로 보았음을 
인정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는다고 칼
빈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칼빈에게는 모세 언약이 “율법적 언약”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칼빈은 “율법적 언약”을 “복음적 언약”과 대조시킨다는 사실도 주목한다.

셋째,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칼빈에게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어졌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페스코와 베네마는 모세 언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페스코는 율법적 언약으로서 모세 언약은 “행위 원리”(a works principle)에 근거하
고 있다고 본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칼빈은 율법적 언약으로서 모세 언약과 복음적 
언약을 대조시킨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네마는 칼빈이 율법적 언약으로서 모세 언약과 복음적 언약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전자가 “행위 원리”에 근거하고 있어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 이유
는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오류에 빠져서 모세 언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
문이었다. 다시 말해 베네마가 이해한 칼빈의 신약 서신서 해석에 따르면, 신약 저자들
이 율법적 언약인 모세 언약과 복음적 언약인 새 언약 사이에 대조를 설정한 이유는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이 원리에 있어서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 언약에 대한 유대
주의적 오해”와 “복음” 사이에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 페스코는 모세 언약이 “행위 원리”를 갖고 있다
는 점에서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모세 언약과 복음이 대조가 된다고 
보았다. 칼빈이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 부르는 것도 그 안에 “행위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페스코는 주장한다. 그러나 베네마의 칼빈 해석에서 모세 언
약은 은혜 언약이며, 그것의 원리도 여전히 은혜의 원리이다. 따라서 베네마는 칼빈에
게는 모세 언약과 복음 사이에 어떤 본질적 대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모
세 언약을 바울 당시의 어떤 유대주의자들처럼 오해한다면, 그렇게 오해된 모세 언약
과 복음 사이에는 본질적 대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페스코와 다른 점이다. 비록 페스코 역시 모세 언약이 본질에 있어서는 은
혜 언약이라고 하지만, 페스코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본다면 그에게는 모세 언약이 사실
상 본질에 있어서 은혜 언약적 요소와 행위 언약적 요소가 섞여 있는 일종의 “혼합 언
약(mixed covenant)”68)처럼 묘사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페스코가 모세 언약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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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의 갱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이에 대해 베네마는 반대하면서, 모
세 언약은 은혜 언약의 구약적 시행들 가운데 하나라고만 말함으로써 모세 언약을 은
혜 언약으로만 파악하려고 한다. 베네마는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페스코와 베네마의 논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로,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로, 칼빈이 유대인들에 의해 이해된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고 규정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69) 이하에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본론의 마지막 단락을 풀어가고자 한다.

2.4. 칼빈의 모세 언약론
2.4.1. 칼빈의 모세 언약론과 “행위 원리”

첫째로,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지 살펴보자. 페스
코는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칼
빈의 작품 가운데 두 곳을 인용하고 있다.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
로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기독교강요』, 
2.7.3).”라고 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설교』의 한 부분이다.70) 과연 이 
본문들에서 페스코는 칼빈을 잘 이해하였는가? 이상하게도 베네마는 이 본문들을 검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문들을 살펴보면, 페스코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음
을 알게 된다.

우선, 『기독교강요』, 2.7.3을 보자. 이 본문의 맥락은 모세 언약에 대한 칼빈의 설명
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칼빈은 여기서 “율법”의 특성과 용도
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71) 『기독교강요』, 2권 7장 전체는 율법에 대한 논의이지 
모세 언약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72) 율법
의 제 1용도는 흔히 “책망적 혹은 교육적 용법(usus elenchticus sive 
paedagogicus)”이라 부르는 것으로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인
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2.7.3-9). 율법의 제 2용도는 보통 
“정치적 혹은 시민적 용법(usus politicus sive civilis)”이라 부르는 것이다. 율법은 

68) “혼합 언약(mixed covenant)”이란 말은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도 아니고 은혜 언약도 아닌 제3의 
언약으로 볼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키,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332 참조.

69) 결국 이 두 문제는 칼빈이 모세 언약을 새 언약과 대조시킬 때에 어떤 점에서 대조시키고 있는가 하
는 문제로 귀결된다.

70)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0(『기독교강요』, 2.7.3); 33(Calvin, 
Sermons on Galatians, 445).

71) 이 둘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헌을 참조하라. Cornelis P. Venema, Accepted and Renewed 
in Christ: The “Twofold Grace of God” and the Interpretation of Calvin’s Theolog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232-236.

72) 16-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율법의 3가지 용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사전의 “usus legis” 항목을 
참조하라.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5),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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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2.7.10-11). 하나님은 악인
들의 정욕이 날뛰는 것을 율법의 굴레로 억제하신다(2.7.11). 율법의 제 3용법은 보통 
“교훈적 혹은 규범적 용법(usus didacticus sive normativus)”이라 불린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능’으로서, 성화의 삶의 지침이 된
다(2.7.12-13).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73)

칼빈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기독교강요』, 2.7.3).”라고 말한 것은 모세 언약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 왜냐하면 칼
빈은 곧 이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만을 따로 떼어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한다면, 칼빈의 문장을 전체적 맥락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다.

또한, 페스코는 『갈라디아서 설교』를 언급하면서 칼빈이 모세 언약의 특징으로 “행위 
원리”를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74) 그가 인용한 『갈라디아서 설교』는 갈라디아서 3장 
19-20절에 대한 설교의 한 부분이다.75)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세상의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 
바울의 논변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이 약속들과 위협들과 또한 
의식들을 간직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행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이다. 또 다
른 한편으로 위협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키지 않는 자
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제 율법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오직 순결
하고 모든 면에서 정결한 자에게만 구원을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거
기에 못 미치고, 따라서 율법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된다.76)

73) 칼빈은 율법의 이 세 번째 용도를 디모데후서 3:16에서도 발견한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
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칼빈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갈 3:19에 대한 주석을 보라.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61.

74) Fesko, “Calvin and Witsius on the Mosaic Covenant,” 32-33(Calvin, Sermons on 
Galatians, 445).

75) CO 50, 533-544. 참고. (갈 3:19-20)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
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76) 필자의 번역이다. 인용문의 불어원전과 영어번역은 아래와 같다. “La Loy donc entant qu’elle 
nous monstre ce qui est bon, n’a pas este temporelle: car elle doit durer iusques a la fin 
du monde. Mais il nous faut noter la dispute de sainct Paul: car il prend la Loy d’autant 
qu’elle contient les promesses et les menaces, et puis les ceremonies. Il y a donc d’un 
coste, Qui fera as choses, il vivra en icelles: comme desia nous avons veu. Il y a la 
menance: Maudit sera celuy qui n’accomplira tout ce qui est ici contenu. Or la Loy 
(comme nous voyons) ne promet salut sinon a ceux qui aurons vescu purement et en 
toute integrite: mous defaillons tous, la promesse donc de la Loy est inutile”(CO 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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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본문에서부터 모세 언약이 “행위 원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칼빈은 율법 안에 이미 “행위 원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담
겨 있는 것으로 추론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
는 것이라 말하므로 “행위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율법은 다른 한
편으로는 율법 전부를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사실
상 율법에 근거해서는 구원 받을 자가 없음을 가르치는 셈이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
다. 전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위의 본문에 근거하여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
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페스코가 칼빈이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있다고 보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근거 본문들은 오히
려 그 반대의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갈라디아서 3:19에 대한 칼빈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더라도 분명해
진다. 거기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율법은 죄를 더욱 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로마서 
7:13).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장차 올 약속의 자손을 예비하도록 하셨다.77) 따라서 칼빈
이 이 본문 주석에서 모세 언약에 “행위 원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자
신의 논지를 흐리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칼빈의 갈라디아서 3:19-20에 대한 설교와 
주석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2.4.2.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 했던 칼빈의 의도
둘째로, 칼빈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이해된 모세 언약을 “율법적 언약”이라고 

규정할 때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인용하고 있는 본문은 『기독교강요』, 2.11.4이다. 두 사람의 독
법 중에 누구의 독법이 옳은가?

『기독교강요』, 2.11.4에서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설명한다.78) 그 차이점은 
“상징들에(in figuris)” 있다. 구약은 실체는 없이 다만 모상과 그림자만 보여주었을 뿐
이다. 그러나 신약은 진리의 실체를 현존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런 차이점들은 구

“The law then is not transitory in respect of showing us what is good, for it must 
continue to the world’s end. But we must mark Saint Paul’s discourse: for he takes the 
law, as containing the promises and threatenings, and also the ceremonies. Then on the 
one side there is [this promise,] he that does these things shall live in them, as we have 
seen heretofore. And on the other side there is this threat, cursed is he that does not 
fulfil all that is contained herein. Now the law (as we see) promises salvation to none but 
such as live purely and incorruptly: but all of us come short of that, and therefore the 
promise of the law is to no purpose”(Calvin, Sermons on Galatians, 445).

77)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61.

78) 이하의 내용은 『기독교강요』, 2.11.4의 내용의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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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신약이 비교되는 곳마다 다 나타난다. 그러나 칼빈이 보기에 그에 대한 보다 완
전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79)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모세 율법을 안 
지키면 경건이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대항하여 논쟁하고 있다. 이 오류를 반박
하기 위해서 그는 다윗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받으신 것을 주장한다
(시 110:4; 히 7:11).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므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된 것이 확실하다(히 7:23).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변했다면 사실 언약도 변한 것
이다(히 8:6-13). 율법은 그 자체가 약해서 완성에 이를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필요했다고 사도는 선언한다(히 7:19).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히 10:1). 따라서 칼빈은 히브리서의 설명에 따라, “율법의 유일한 기
능은 복음에서 나타난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히 7:19, 시 110:4, 히 
7:11, 9:9, 10:1).”라고 결론짓는다.80) 바로 이 결론 다음에 “율법적 언약”과 “복음적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81)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적 언약”은 무엇이며, 그것은 “복음적 언약”과 어떤 
점에서 대조가 되는가? 페스코와 베네마 모두 “율법적 언약”은 모세 언약을 뜻하며, 
그것은 신약 혹은 새 언약과 대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옳다. 그런데 그 대조 지
점에 관해, 페스코는 율법적 언약은 “행위 원리”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 
언약과 대조된다고 보는 반면에, 베네마는 그 두 언약들이 모두 은혜 언약이라는 점에
서는 동일하나 “시행 방식” 즉, 언약을 이루는 요소들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대조된다
고 보았다. 여기서도 역시 페스코의 해석보다 베네마의 해석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칼빈은 이 본문에서 모세 언약의 원리가 행위 원리라는 것을 밝히는 데 전혀 관
심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만 모세 언약의 요소들이 “상징들” 즉, “실체에 대한 모
상과 그림자”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칼빈은 모세 언약(율법적 
언약)과 새 언약(복음적 언약)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언약을 확정하는 엄숙한 상징으로서 의식들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런 의식들은 “우연적
인 것들 또는 확실히 부속물이나 덧붙여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별개
의 원리를 가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이 모세 언약
을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칼빈이 말한 바, “율
법적 언약”이란 “복음적 언약”과 본질상 일치하는 원리를 가졌지만 다만 상징으로써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였던 모세 언약을 뜻하기 때문이다.

2.4.3. 칼빈의 모세 언약론이 갖는 내적 논리와 “행위 원리”
칼빈이 모세 언약에서 “행위 원리”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칼빈의 다른 작품들에

79) 『기독교강요』, 2.9.4; 칼빈의 『히브리서 주석』 중에 히브리서 7-10장에 대한 주석 참조.
80) 『기독교강요』, 2.11.4.
81) 본 논문의 2.2.2에 나오는 『기독교강요』, 2.11.4(OS 3, 427=CO 2, 332)에 대한 인용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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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율법적 언약”이란 용어의 용례를 살펴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먼저 갈라디아
서 4장 21절82) 주석에서 칼빈은 한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
장의 문맥에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적 언약”에 따라 행동하시는 상황에 있
음을 뜻한다고 주석한다.83) 이것은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
나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범법하므로 더
하여진 것”(갈 3:19)인 율법은 모세 언약 하에서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여 그리스도
께로 나오게 한다. 이 본문에서 칼빈이 마치 “행위 원리”가 모세 언약 안에 있다고 주
장하는 양 보이는 까닭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잘못 이해된 모세 언약을 새 언약과 
대조하는 맥락에서 구원의 경륜상 이제는 모세 언약의 시효가 끝났다고 말하기 때문이
다. 칼빈은 결코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원리”가 그 자체의 고유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
다고 보지 않는다. 율법적 언약에서 율법은 행위 원리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주어진 것이라 보는 것이 칼빈의 일관
된 견해이다. 

이 점은 칼빈의 『히브리서 주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히브리서 8장 7절84)을 주석하
면서 칼빈은 율법적 언약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이상 유효하거나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한다.85) 칼빈은 사도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탁월성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역시 칼빈은 율법적 언약의 원
리가 행위 원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율법적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뿐이다. 율법적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86) 주석에서도 역시 칼빈은 옛 언약의 한계성을 지적한다. 그리스
도의 희생 제사는 영원한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82) (갈 4: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83)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84. CO 50, 236: “21. Dicite mihi. Interpositis exhortationibus ad affectus 
movendos, pulchram exornationem addit superioris doctrinae. Non esset quidem satis 
valida per se probatio : sed postquam argumentis satis pugnavit, confirmatio haec non 
est spernenda. Sub lege esse, hoc loco significat subire iugum legis, hac conditione ut 
Deus tecum agat secundum legis pactum: teque vicissim ad servandam legem 
adstringas*. Nam alioqui sub lege sunt omnes fideles: sed hic de lege tractat cum suis 
appendicibus, ut dictum est.”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 CO의 원문에는 “ad-8tringas”라고 되어 
있으나, “adstringas”의 오기(誤記)이다.)

84) (히 8:7)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5) John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St. Peter,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ans. William B. 
Johnston (Grand Rapids: Eerdmans, 1963), 109. CO 55, 100: “Si enim primum. Confirmat 
quod dixit de foederis praestantia, quod nobiscum Deus pepigit per manum Christi: 
confirmat autem, quia foedus legis non fuerit firmum nec stabile. Nam si nihil illi 
defuisset, quid attinebat aliud subrogari? Atqui subrogatum est. Unde patet vetus illud 
non fuisse omni ex parte absolutum. Ad id probandum citat testimoniam Ieremiae, quod 
mox excutiemus.”

86)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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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의 희생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사가 된다. 흠
이 없는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유화시킬 수 있는 희생 제사가 되셨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서 율법적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 언약 하에서 희생 제사
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이 온전하고 완전하다.87) 여
기서도 칼빈이 부각시키는 것은 율법적 언약의 한계성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온전
성이다. 율법적 언약의 한계성은 “행위 원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한
계성은 피조물이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상 설정된 한계성
이다. 칼빈은 여기서도 모세 언약 안에는 “행위 원리”가 있었다는 식의 암시를 전혀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본문은 『기독교강요』, 3.17.15이다. 거기서 칼빈은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만든 “받아주시는 은혜(gratia acceptans)”의 교리에 대해 논한다.88) “받
아주시는 은혜”의 교리란, 율법적 언약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신자의 행위는 구원을 얻
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가치로 승격
된다고 가르치는 교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적 언약을 행위 원리에 근거해서 이해
한 사람들은 칼빈이 아니라 오히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과
는 달리 칼빈은 신자의 행위가 자체의 오점과 다른 범행으로 더럽혀지며, 하나님께서 
신자의 얼룩진 행위와 다른 범행 모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즉 사람에게 값없이 의
를 베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신자의 행위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다.89) 다시 말해
서 칼빈의 사고 속에서는 타락 이후에 인간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한다는 것은 
87)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121. CO 55, 111: “Per spiritum 

aeternum. Nunc clare ostendit unde aestimanda sit mors Christi, non ab externo actu 
scilicet, sed a spiritus virtute. Passus enim est Christus, ut homo, sed ut mors illa nobis 
salvifica esset, proveniebat ex efficacia spiritus. Sacrificium enim expiationis aeternae 
opus fuit plus quam humanum. Et ideo spiritum vocat aeternum, ut sciamus, 
reconciliationem, cuius est effector, aeternam esse. Quum dicit irreprehensibilem, tametsi 
alludit ad legales victimas, quae mutilae aut vitiosae esse non debebant: tamen significas 
Christum solum legitimam esse victimam ac idoneam placando Deo. Semper enim in aliis 
fuit quod desiderari iure posset : unde et prius dixit legale foedus non fuisse amempton.”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제일 마지막 헬라어 단어는 음차했다.)

88) “받아주시는 은혜”에 대한 교리는 프란체스코 종단의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등이 발전시킨 교
리이다. 나중에 요한 에크가 받아들였다(Johann Eck, Enchiridion locorum communium 
adversus Lutheranos, 제 5장 참조). Calvin, Institutes (1960), 2:820n17의 각주를 참조하라. 보
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 문헌들을 참조하라. Werner Dettloff, Die Lehre von der Acceptatio 
Divina bei Johannes Duns Scotus: Mit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Rechtfertigungslehre, vol. 10, Franziskanische Forschungen (Werl: Dietrich-Coelde-Verlag, 
1954); Wolfhart Pannenberg, “Das Verhaltnis zwischen der Akzeptionslehre des Duns 
Scotus und der Reformatorischen Rechtfertigungslehre,” Regnum Hominis et Regnum Dei 
(1978): 213-218.

89) 『기독교강요』, 3.17.15(CO 2, 602-603): “Sed unde id, nisi quoniam quos in foedus gratiae 
assumpsit Dominus, eorum opera non excutit pro meritis, sed paterna benignitate 
osculatur? Quo non tantum intelligimus quod tradunt Scholastici, a gratia acceptante 
habere opera suum valorem. Illi enim sentiunt, imparia alioqui opera ex Legis pacto 
saluti comparandae, in aequalitatis tamen pretium Dei acceptione evehi. Ego autem dico, 
ea, tum aliis transgressionibus, tum suis ipsorum maculis inquinata, non aliud valere, 
nisi quod Dominus veniam utrisque indulget; quod est gratuitam homini iustitiam largiri.”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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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상정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90) 이처럼, 칼빈이 “행위 원리”를 모세 언약에 부여
했다는 주장은 “율법적 언약”에 대해 논했던 칼빈의 논리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주장
이다.

3. 결론: 칼빈의 모세 언약론의 적용
칼빈은 모세 언약 역시 은혜 언약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언약인 이상,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체결되며 유지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
나 그에게 모세 언약의 한계는 뚜렷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
효했던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모세 언약 안에 율법을 두신 것은 행위 원리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시대에 모세 언약은 전혀 의미가 없는가? 그것은 아니다. 율법
의 용도들 가운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용도가 있으니 그것은 율법의 제 3용
도이다. 율법의 제 3용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율법을 성화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기독교강요』, 2.7.12-13).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법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했으며,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모세 언약은 율법에 강조를 두지만 은혜를 결여한 언약은 아니다. 반대로 새 
언약 역시 단순히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율법의 의미에 대한 올
바른 이해, 이것이 칼빈의 모세 언약론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적용점이다.91) 

우리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신자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에서는 모세 언약 하에서 율법이 가졌던 중요한 용도인 죄를 정죄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기능도 아주 약하고, 더불어서 새 언약 하에서 구원 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가
지는 용법인 성화의 삶을 지시해 주는 기능 역시 아주 약하다. 칼빈의 모세 언약론은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함을 보여준다. 설교자는 하나
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설교함으로써 설교를 듣는 자들이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나

90) 로마 가톨릭적 공로 신학을 뿌리부터 근절시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었다. 아래 논문을 참
조하라.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통권26호(2013): 304, 
309-310; B. Hoon Woo, “The Difference between Scotus and Turretin in Their Formulation of 
the Doctrine of Freedom,”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2016 (forthcoming), 4.2.

91) 피터 벌클리(1583-1659)는 “율법과 복음은 칭의 교리에서는 대립되지만, 성화 교리에서는 일치한
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칼빈의 용법을 따라, 복음과 대립되는 율법을 좁은 의미의 율법(자
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율법)으로, 복음과 일치하는 율법을 넓은 의미의 율법(제 3용법적 기능을 하
는 율법)으로 본다면, 버클리의 말은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잘 담아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Peter 
Bulkeley, The Gospel-Covenant; or The Covenant of Grace Opened, 2nd ed. (London: M. 
Simmons, and are to be sold by T. Kembe and A. Kembe, 1653): “To conclude, that we 
may rightly conceive how the law is abolished, and how it continues, we must consider 
the law either as opposed to the Gospel i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thus considered, 
the law is abolished to those that beleeve: or otherwise it is to be considered as 
consenting with the Gospel i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nd thus considered, it 
continues as a guide and rule, even unto those that doe believe.” (이탤릭체는 원저자의 것) 
칼빈이 율법의 의미를 구분한 것은 Venema, Accepted and Renewed in Christ, 232-233을 보라. 
비키,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335, 339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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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게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가르침으로써 성
도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율
법주의의 위험과 무율법주의의 위험 모두를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모세 언약론은 이렇듯, 오늘날 설교자들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적용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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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의 칼빈 연구가들인 존 페스코와 코넬리스 베네마는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두고 논
쟁을 벌였다. 페스코는 모세 언약이 그 안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한다는 “행위 
원리(a works principle)”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주장한다. 페스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모세 언약과 복음이 대조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베네마는 모세 언약이란 여전히 은혜 언약의 한 시행 단계에 속한다고 보며, 그
것의 원리도 여전히 은혜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모세 언약과 복음 사이에 어떤 
본질적 대조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다만 모세 언약을 바울 당시의 어떤 유대주의자
들처럼 오해한다면, 그렇게 오해된 모세 언약과 복음 사이에는 본질적 대조가 발생한
다고 주장한다. 비록 페스코 역시 모세 언약이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
만, 그의 주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는 모세 언약을 본질에 있어서 은혜 언약적 요
소와 행위 언약적 요소가 섞여 있는 언약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페스코가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베네마는 모세 언
약을 행위 언약의 갱신이라고 보는 견해에 반대하면서,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의 구약
적 시행들 가운데 하나라고만 말함으로써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만 파악하려고 한
다. 칼빈의 『기독교강요(1559년 판)』, 『갈라디아서 주석』, 『갈라디아서 설교』, 『히브리
서 주석』 등을 통해 그의 모세 언약론을 조사해 보면, 그는 모세 언약 역시 은혜 언약
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은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인 이
상,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체결되며 유지되는 것이라 보았다. 그
러나 칼빈은 모세 언약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에게 모세 언약이란 다만 그리
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효했던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
세 언약 안에 율법들을 두신 것은 행위 원리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만일 칼빈이 행위 원리를 자신의 모세 언약론에서 주장했다면, 그의 전체적 논지가 오
히려 흐려지게 된다. 칼빈은 모세 언약 역시 철저하게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칼빈에 대한 페스코의 독법보다 베네마의 독법이 더 나은 것
으로 판단한다.

주제어: 모세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 혼합 언약, 종속 언약

Abstract

Two American Calvin scholars, John Fesko and Cornelis Venema, had a debate 
over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Mosaic covenant. Fesko argues that for Ca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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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aic administration of the law embodies a covenant governed by a “works 
principle,” namely, obtaining eternal life through obedience. He maintains that 
Calvin characterized the Mosaic covenant as a “republica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In Fesko’s view, Calvin’s formulation of the Mosaic covenant was in the 
mainstream of Reformation and post-Reformation thought. Venema, however, 
repudiates Fesko’s interpretation of Calvin. He is convinced that there is nothing in 
Calvin’s formul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that would suggest something like the 
“republication theory.” He points out two problems with Fesko’s interpretation of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Mosaic administration. In the first place, argues 
Venema, Fesko misreads Calvin’s language regarding a “legal” and an “evangelical” 
covenant. In the second place, Fesko also misreads the contrast that Calvin 
subsequently draws in his Institutes between the “law” and “gospel.” This essay 
sides with Venema’s interpretation of Calvin. According to Calvin’s Institutes, 
Commentaries on Galatians and Hebrews, and his Sermons on Galatians, Calvin 
emphasizes that the Mosaic covenant is a covenant of grace. As long as the Mosaic 
covenant is a covenant of grace, says Calvin, it is made and continues through the 
principle of grace. The law in the Mosaic covenant has the function of leading 
people to Christ, so it does not embody the works principle. Rather, Mosaic law 
plays the role that serves the covenant of grace. If Calvin presupposes a works 
principle in his view of the Mosaic covenant, it leads to the result that he himself 
obscures his understanding of the Mosaic administration. Thus, this essay claims 
that Venema’s interpretation of Calvin’s view of the Mosaic covenant is more 
preferable to that of Fes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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