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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비치우스의 믿음과 성령이해 :
주제넘은 믿음(fides Praesumtuosa)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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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화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비치우스는 17세기 당시 믿음의 양상에 

관하여 논한다. 그의 우려는 주제넘은 믿음(fides praesumtuosa)을 

통해 가감없이 드러난다. 비치우스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존재하

지 않는 믿음의 행위를 비판한다. 그러한 원인에는 소키누스주의자

들이 심어놓은 왜곡된 성령관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들은 

인간의 편의와 그 한계성을 은폐하고 믿음의 기준을 이성의 범위 

안으로 가둬놓는다. 그러한 믿음에 대해 비치우스는 외식만이 존재

한다고 보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가 자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적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넘겨줌으로써 그 이끄심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완전한 신뢰(fiducia)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배제

한 믿음은 여전히 죄 된 본성을 기억하고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오직 믿음의 유익한 열매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얻는 영광에만 집중할 뿐 그것을 위하여 모든 오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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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내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다. 믿는 이의 

삶의 목표와 참된 기쁨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답례여

야 한다. 비치우스는 동시대의 믿음의 공동체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

하기 원했으며 시대의 문제점을 통해 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를 순전히 전하고자 했다.

키워드: 삼위일체, 성령,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제넘은 믿음, 고백, 순종

   

Ⅰ.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례없는 풍요와 번영, 성장

을 이루었다. 한국교회는 ‘성장’에 대한 각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격변하

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성장은 양면적 특성을 갖는다. 

긍정적으로 한국교회의 발전은 한국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자 기댈 수 

있는 보루였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버팀목이라는 역할론은 더 

이상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교회를 향한 외부의 시선은 

점점 더 예전과는 다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된 여론 조사의 내용들은 

한국 사회에 자리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의 기저에는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정체

성의 결여, 그로 인하여 커져가는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다.1

1 198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이라는 보고서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래, 갤럽조사연

구소의 여론 조사는 1989년부터 1997년, 2004년에 이어 2014년 제5차 비교 조사까지 

약 30여 년간에 걸쳐 국민의 종교 의식에 대한 변화를 추적했다. 해당 년도의 조사 자료들은 

30여 년의 시간동안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韓國人의 宗敎와 宗敎意識: ‘84년, ‘89년, ‘9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한 

宗敎연구서』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8), 1-346 참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韓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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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단순히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개혁을 

갈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개혁신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을 향한 우리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당시 교회의 위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한 신학자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헤르만 비치우스

(Herman Witsius, 1636-1708)2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비치우스는 구원

의 宗敎와 宗敎意識: 우리나라 全國民의 宗敎實態와 意識을 밝힌 최초의 調査 報告書』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1-456 참고.  
2 비치우스의 관심은 학문적 경험과 가능성을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집중되어있다. 

그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메시아에 관하여”(On the Messiah of the Jews and the 

Christian)라는 제목의 설교를 히브리어로 행하여 자신의 관심을 처음 드러낸다. 1657년부

터 1673년까지의 시기에 비치우스는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며 교인들에게 많은 신망을 얻는

다.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 목회에서의 경험을 반영하여 『‘t Bedroefde Nederlant』
(The Sorrowing Netherlands)를 발표한다. 비치우스는 당시 처한 상황이 제2의 종교개혁

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교회가 처한 위기를 심각하게 진단한다. 또한 

Judaeus Christianizans circa principia fidei et SS. Trinitatem (apud Conradum 

Meyerum, 1660); Practycke des Christendoms (Wormer, 1665); Geestelycke 
Printen van een Onwedergeborenen op syn beste en een Wedergeborenen op 
syn slechste (Wormer, 1667); Twist des Heeren Met Sijn Wyngaert (Leeuwarden, 

1669) 등을 저술하며 왕성하게 저작활동을 지속했다. 1675년부터 1708년에는 주로 교수 

사역에 집중한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변함없이 목회와 신학이 별도로 분리되어 신학이 사변

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염려했다. 그런 이유로 머리에 머물러있는 신학과 목회 현장을 통하여 

경험하는, 즉 현장에서 요구하는 신학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이 시기동안 그의 관심이 반영된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De vero Theologo (Franeker, 

1675); De Oeconomia Feoderum Dei cum hominibus (Leeuwarden, 1677); 

Exercitationes sacrae in symbolum quod Apostolorum dicitur(Franequera: 

Gyeselaar, 1681); Exercitationes sacrae in symbolum quod Apostolorum dicitur 
et in orationem dominicam, (Franequera: Gyeselaar, 1689); Diatribe de septem 
epistolarum apocalypticarum sensu historico et prophetico (Franeker, 1678); De 
Praestantia Veritatis Evangelicae (Utrecht, 1680); De Efficacia et Utilitate 
Baptismi in Electis Foederatorum Parentum Infantibus (1693); Aegyptiaca et 
Dekaphulon. Sive, De aegyptiacorum sacrorum cum hebraicis collatione libri 
tres. Et De decem tribubus Israelis liber singularis. Accessit diatribe de legione 
fulminatrice Christianorum, sub imperatore Marco Aurelio Antonino 
(Amsterdam: Gerardus Borstius, 1696); Animadversiones Irenicae ad 
Controversias quæ, sub infaustis antinomorum et neonomorum nominibus, in 
Britannia nunc agitantur (Ultraj, 1696); De Theologo modesto (Leyden, 1698); 

Miscellanea sacra (Utrecht, 1692-1700, 2 vols); Praelectiones de vita et re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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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올바른 신앙관을 언급하는 가운데, 대조적으로 주제넘은 믿음의 

내용들과 양상을 당시 교회 현장에 가감 없이 비교하며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시발점을 성도의 상태에서 찾는다. 먼저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태들에 주목한 뒤, 비치우스는 성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이해와 그 결과가 판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치우스는 그 결과를 주제넘은 믿음이라고 묘사한다. 아울러 주제넘은 

믿음이 지닌 문제는 곧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현재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는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

회의 상황들과 그에 대한 비치우스의 경고와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

를 되돌아보게 한다.3  

gestis Pauli Apostoli: nec non dissertationum exegeticarum duodecas (Leiden, 

1703); Commentarius in Epistolam Judae Apostoli (Leiden, 1703); 이 외에도 

Metelemata Leidensia (1739)가 사후출판되었으며 그의 저술 전체는 다시 1800년대까지 

120여 권의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Jan Van Genderen, Herman Witsius Bijdrage tot 
de kennis der gereformeerde theologie ('s-Gravenhage: Guido de bress, 1953), 

11; D. Patrick Ramsey ＆ Joel R. Beeke, An analysis of Herman Witsius’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Grand Rapids, Michigan: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2), iii-iv; Willem J. Van Asselt with T. Theo J. Pleizier, Pieter L. 

Rouwendal, and Maarteen Wisse, Introduction to Reformed Scholasticism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1), 56-68 참고.
3 본고는 헤르만 비치우스가 저술한 『사도신경을 기초로 한 거룩한 훈련』(Exercitationes 

sacrae in symbolum quod Apostolorum dicitur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

볼 것이다. 본고에서 참고한 비치우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rman Witsius, 

Exercitationes (Franequera: Gyeselaar, 1681); Exercitationes sacrae in symbolum 
quod Apostolorum dicitur et in orationem dominicam, (Franequera: Gyeselaar, 

1689), IV.ii-iii. 이후 Exercitationes으로 약칭할 것이다; 영역본은 Herman Witsius, 

Sacred dissertations, on what is commonly called the Apostles’ creed, trans. 

Donald Fraser (1823; Edinburgh: Khull and Blackie & co. Glasgow; reprint,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0) 참고했다; Hans Dieter and Betz Don 

S. Browning and Bernd Janowski and Eberhard Jüngel,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8 

vols. (Tübingen: Mohr Siebeck), 1998), 8:17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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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믿음과 그 열매에 대한 비치우스의 상황 인식

비치우스는 신자 개인의 신앙이 타인의 신앙까지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이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

고 보았다.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

다.4 비치우스는 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아울러 이 분석은 역사

적인 전통과 연결성을 갖는다. 그는 초대 교회에서 시행한 세례 문답을 

거론한다. 신조의 형태가 되었든, 다른 문답의 형태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기 전 세례 대상자, 그 스스로의 입술로 행하는 분명한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고백은 결단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치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인용하여 역사적 전거

를 확고히 한다. 비치우스의 강조점은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수성이다. 먼저 비치우스는 신앙의 지속성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아우구

스티누스와 궤를 같이한다. 신앙은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고 꾸며질 

수 있으며 기만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한 개인이 갖는 신앙심을 외적으로나

마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앙은 각자의 마음 안에서만 볼 수 있지 

다른 누구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서 그 열매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다.5  

신앙 자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비치우스는 전술한 내용을 부연한다. 

그는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효력에 한계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신앙이 다른 이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한 개인의 신앙,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막연한 짐작이나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6 비치우스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

4 Witsius, Exercitationes, III. xxxiv.
5 Augustine, Trinity, 977; Witsius, Exercitationes, III. xxxiv.
6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v; 차녹은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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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약에 속한 자들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의 

설명은 신앙고백 주체가 갖는 개인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신자의 자녀들

이 언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증거가 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하지 

않는 한 부모의 신앙만으로는 자녀들의 신앙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치우스는 거듭하여 자녀들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새로이 중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가르친다.7 

비치우스는 당시 개혁교회에서 올바른 공동체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신자들의 행태를 예리하게 지적했다. 환언하면 공동체의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을 쓰지만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같이하고 있지 않은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더부살이 하는 이들은 자신의 고백이나 

믿음을 통하여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다. 다른 충성된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공로에 더부살이 하면서 

그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그들 행위의 

근거이다. 비치우스의 언급은 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부에 자리한 믿음

의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8 

Ⅲ. 주제넘은 믿음에 자리한 잘못된 성령 이해: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성령 인식에 대한 비판

제자가 실상은 불신자라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지각이 타인의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Stephen Charnock, A Discourse of the knowledge of God 
(Edinburgh: James Nichol, 1861), 120.

7 요 3:3-5;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v.
8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 xxxiv; 믿음의 형태를 임의대로 곡해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은 로마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믿음의 양상, 그리고 믿음의 방향과 대상을 인간 편의대로 

설정하는 이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도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Thomas Acquinas, 

Summa Theologia, Ⅱ.2;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4 vol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2008), 1: 

521 참고.



131헤르만 비치우스의 믿음과 성령이해 / 이현승

비치우스는 하나님 존재의 확신이나 선언, 고백에서 과도한 단순성을 

경계한다. 그의 경계는 단순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추상성이나 모호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9 그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Credo in Deum)라고 고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르친다.10 그의 강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

을 약속받는 것은 오직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가 속한 

이 공간과 시간, 그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

지 않을 수 없다.11 비치우스는 신자 개인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이러한 다면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12 이를 바탕으로 비치우스는 믿음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주제넘은 믿음이다.13 비치우스의 주제넘은 믿음에 

9 Witsius, Exercitationes, IV.ii-iii. 
10 Witsius, Exercitationes, IV.ii-iii. 
11 시 106:12; Witsius, Exercitationes, IV.ii-iii. 
12 Witsius, Exercitationes, III.1, IV.ii-iii. 
13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나 개인에게 실제적 관심이 아닌 지적 이해로 머무는 역사적 믿음, 환난

과 핍박의 날에 그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시적 믿음, 중생한 생활에 깊이 자리하는 

믿음이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양되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

게 믿는 믿음을 설명한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앙보다 회개에 대한 강조가 강하게 드러났으

며, 테르툴리아누스는 믿음을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강조하면서 Regula fidei에 대한 순종

을 언급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사도신경에 대한 동의를 언급한다. 그에 더하여 그는 

믿음을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라고도 본다. 아울러 복음을 믿는 다는 것은 자기 포기와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며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본다. 아퀴나스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믿음, 영생이 시작되는 믿음, 현재의 삶을 인도하는 믿음,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언급하며 

믿음의 본질에 따른 분류를 시도한다. 스콜라주의는 교회에 의하여 가르쳐진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 사랑에 의하여 고양되며 선행 가운데서 드러나는 행위로 본다.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내적 중언에 의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외적 수단인 교회를 

통하여 강하게 된다. 믿음의 종류에 대한 역사적 흐름에서 퍼킨스는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

에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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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행해진다.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 측면과 

당대의 왜곡된 믿음관을 심어준 소키누스주의자들을 향한 비판이 담긴 역사

적 측면이다.14  

당시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성령을 하나님이 지니신 능력의 일부라고 격하

시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치우스는 이 부분의 

오류를 비판하고 성령 하나님의 전능성과 능력을 논증한다. 그는 신성하신 

인격으로서 성령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키누스주

의자들의 성령 격하 문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독생자의 제2위격이심을 부정하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의 발상

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부정과도 직결된다. 결국 환언하면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결정짓는, 소위 ‘그들

만의 예수,’ 또는 왜곡된 신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키누스주의자들은 그리

스도께서 그 인성에 따라서는 다른 자녀들과 출생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다. 그리고 그 출생의 배경,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자신만이 차별화된 배경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치우스는 이러한 주장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한 

부분과 성령의 권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15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가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정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교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믿음을 분류한다. 

마 17:20, 마 8:11-13, 막 16:17-18, 요 11:22, 행 14:9; Augustine, Enchiridion, 

VII 참고; Thomas Aquinas, Expositio in Symbolum Apostolorum (Napoli, 1273), 

참고; Calvin, Institutes, 3.2.1-43 참고; William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 or Creed of the Apostles (London: Iohn Legatt, 1623), 1:123-27;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5th ed. (New York: Continumm, 1977; 

reprint, 2008), 50 참고.
14 비치우스의 저술인 『사도신경을 기초로 한 거룩한 훈련』(Exercitationes sacrae in 

symbolum quod Apostolorum dicitur)에서 하나하나 직접 거론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저해하는 다양한 대적들을 비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성령과 주제

넘은 믿음의 내용을 토대로 가장 집중적으로 논박되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을 주로 다룰 것이

다. 
15 Witsius, Exercitationes, XII.xic-xxii, XXIII.xii; 눅 1:35, 4:14, 24:49.



133헤르만 비치우스의 믿음과 성령이해 / 이현승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성령을 통해서 취해진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취해진 육신이다. ‘성령으로 잉태되

었다는 차별화된 배경’이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성령의 본질로부터 그리스도가 형성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16 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체가 되시며 동정녀의 태 

가운데서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 연합이 이뤄진 것이다. 비치우스는 성경에

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단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능력의 주창자이신 성령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한다.17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비치우스의 논증은 소키누스주의자

들의 문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는 구원과 삶의 주관

자로서의 인식뿐만 아니라 창조와 구속사 전체에 대한 개념에 중대한 결함

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18

1. 성령 인식 

비치우스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이 성령으로 불리시는 이유를 

논한다. 성령의 본질, 즉 영으로서의 본질은 형체를 지니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 그리고 비(非)가시성이다. ‘영’이라는 용어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호흡,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에 비유되기도 

16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ii.
17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ii; 눅 24:49.
18 비치우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올바른 출발점을 논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

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단순한 인지의 의미로 국한되는 지식을 경계한다. 주제넘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분명하게 알고 있다. 다만 

그러한 지식을 인지하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확신한다. 그로 인해 지성과 의지의 상호작

용에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히 배제된다. 결국 지성과 의지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불균형

의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Witsius, Exercitationes, I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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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치우스는 이를 한데 묶어서 성령은 곧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정의

한다.19 

비치우스는 성령의 신적 속성에서 영원성에 주목한다. 그는 성령의 영원

하심이라는 속성이 삼위일체의 제3위격인 성령을 설명하기에 가장 심정적

으로 와 닿는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분은 

제사장이 되시며 그 인성은 곧 희생제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실 때, 성령께서는 불의 역할을 하셔서 그 희생제

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흠 없게 하신다. 성령께서 불로서 

나타나신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치우스는 이 거룩한 

불이 바로 영원하신 성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20 여기서 그는 성령 

자체의 신적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구속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의 협력적 사역을 바탕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등하심과 동일본질을 강조한다. 비치우스는 무변광대하심을 

들어 성령의 신적 속성을 논증한다. 인간은 주의 영 앞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숨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의 현존하심이 

갖는 편재성은 결단코 우리가 성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이 지점에서 비치우스 논증의 관심은 성령 자체의 무변광대하심을 

넘어서 성령이 하나님 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향한다. 

바꿔 말하면 논증 과정에서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각 위격의 

동일하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삼위

일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치우스는 성령께서 분명한 삼위일

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한다.21 

하지만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성령에 대한 인식은 삼위 중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성령은 인간에게도 종속 가능한 

대상일 뿐이다. 그들의 이러한 전제에서 성령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시작된

19 Witsius, Exercitationes, XXIII.iv; 요 20:22.
20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ii.
21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ii, 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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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비치우스는 그들의 성령 인식과 그로 인한 믿음의 문제점을 논박한다. 

이 지점에서 성령의 사역이 상실되는 과정은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소키누

스주의자들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타고난 존재들이라고 본다. 

이는 성령의 사역을 훼손하는 출발점이다. 비치우스는 인간 본성의 한계성

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강조한다. 인간의 유한성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견하거나 가늠할 어떠한 능력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

심이 인간의 선천적 속성으로 규정 또는 한정될 수 없다. 결국 소키누스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영속적 보유 상태는 성경에 그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다.23 비치우스는 이러한 상태가 

신앙고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세 

위격 가운데, 어느 한 위격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

게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

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비치우스가 비판하는 주제넘은 믿음의 

근간은 단순히 믿음의 생활에서 나타난 단순한 흠결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경우로도 세 위격 간에 존재하는 실재와 작용의 

순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논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하

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24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시종일관 강조하는 비치우스의 주장은 아우

구스티누스와 칼빈의 이해와도 맞닿아있다. 그런 점에서 비치우스는 교리

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명확히 전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고 볼 수 있다.25 또한 이는, 당시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성령의 하나님이 

22 Witsius, Exercitationes, XXIII.vii.
23 Witsius, Exercitationes, III.xvi, XXIII.v.
24 Witsius, Exercitationes, VI.iii; 갈 4:6.
25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 그 아버지에게서 발하시지만 아버지와 

아드님과 하나이며 같은 영이신 성령을 믿는 것이 신앙고백의 핵심임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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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심에 대한 왜곡이 상당히 집요하게 시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26

2. 성령에 대한 올바른 믿음

비치우스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는 

인간이 행하는 지적 행위의 근원을 성령께서 제공하신다고 보았다. 성령께

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지혜의 주창자이시기 때문이

다.27 진리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라는 그의 정의는 칼빈의 정의와 일치한

다.28 비치우스는 주제넘은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그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를 비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참 의미가 훼손당하는 

원인의 하나로 비치우스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성령 이해에 문제를 제기한

다. 그는 그들의 성령 이해가 주제넘은 믿음으로 발현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고 보았다.29 주된 이유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성령이 지니신 사역의 내용

과 제3위격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인간의 편에서 폄훼하는데 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는 타고난 성령 내주 상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

은 인간의 죄 된 본성을 망각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비치우스는 이러한 

Augustine, Enchiridion, III.ix, Calvin, Institutes, 1.13.5,14-15.
26 Joel R. Beeke ＆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Grand Rapi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85-87 참고.
27 Witsius, Exercitationes, XXIII.i.
28 칼빈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원천으로 규정하면서 진리의 나타나는 장소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Calvin, Institutes, 
2.2.14.

29 비치우스는 인간의 편의가 우선시 된다면 올바른 순종과 복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더는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적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넘겨줌으로써 그 이끄심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신뢰(fiducia)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비치우스는 신자의 복종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구원의 혜택, 그리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믿음의 행위가 논해지며 그 이치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한다. Witsius, Exercitationes, III.xxiv.xxviii-x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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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나오는 믿음은 인간의 편의와 그 유한성에서 행해지는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30 

비치우스는 올바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정을 성령

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비치우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본다. 그로 인해 인간이 그리스도

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비치우스의 주장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1 이에 더해 비치우스의 관심은 

성도 개인이 지닌 믿음의 질적인 상태로 넘어간다. 그는 성도 본인의 입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부연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가 더 큰 문제이

다. 비치우스는 성령의 무변광대하심을 통하여 인간이 성령을 피할 수 없다

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적용되는 피상적인 문제에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한다. 비치우스는 성령의 편재성을 통해 우리의 안에 성령이 계심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지각할 수 있게 하신다. 비치우스는 성령을 통하

여 성자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그 자녀가 된 

신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치우스의 관심은 

바르게 확립된 믿음과 교리가 성도들의 내면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에 

집중된다. 그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행해온 믿음의 바른 의미 확립과 

교리화 작업을 강조한다.32 이 지점에서 비치우스는 믿는 이 자신이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동시에 그의 지적

은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인식이 가지고 온 교리적 문제점과 역사적 문제점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된다.33 비치우스는 이러한 인식을 지닌 이들의 내면에

30 Witsius, Exercitationes, III.xxiv.xxviii-xxxiii, VI.iii.
31 Witsius, Exercitationes, XXIII.i; 욥 32:8.  
32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iii; 고전 2:9-10; Augustine, Enchiridion, III.ix.
33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태의 문제점에 대해 칼빈은 다소 상이한 원인을 제시한다. 

칼빈은 겸손으로 길들여진 무지에서 오는 맹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장애 요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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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앙을 인간 사고의 틀 안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인간이 지닌 본성의 한계는 비치우스의 논증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설령 

소키누스주의자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제넘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의 

내적상태는 성령의 사역과 위격이 은연중에 무시되고 믿음은 유한성을 지닌 

인간의 편의에 과도하게 맞추어져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 기반을 둔 믿음의 행위는 결국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동등한 위격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 상태에 대하여 

비치우스가 내리는 결론은 성령 부재 상태이다.34 

3. 거룩함과 성화 사역의 주체

비치우스는 성화를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성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갖는 

결과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다.35 그는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성화가 성령

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36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자신이심을 알게 하신다.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서의 성부 하나님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성자께서도 성화의 사역에서 배제

되지 않으신다. 이 과정에서 비치우스의 논증은 어느 한 위격이 도드라지거

나 혹은 삼위일체의 형언할 수 없는 균형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비치우스는 성화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37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의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주장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의 경우, 성화는 

주장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라는 이름과 동일시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칼빈은 로마 교회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고 본다. Calvin, Institutes, 3.2-3.
34 Witsius, Exercitationes, XXIII.i.
35 Witsius, Exercitationes, VI.iii.
36 Witsius, Exercitationes, VI.iii; 살후 2:13.
37 Witsius, Exercitationes, XXIII.v; 출 31:13, 요 17:17, 고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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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진정한 의에 복구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곧 믿음의 백성들이 값없이 의로움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38 아이작 암브로스(Isaac Ambrose, 

1591-1664)의 경우에서도 성화에서 근본적인 원인자로 자리하시는 성자

의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9 그 외에도 여러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성령 사역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성자의 

공로라는 요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신자들이 성화를 통해 얻는 

열매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40 

비치우스는 성령의 사역방식을 기초로 성화가 결코 인간의 편에서 좌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전달한다.41 성령께서는 움직이는 공기, 급하고 

강한 바람 등으로 묘사된다. 물질에 빗대어 묘사될 수는 있으나 성령을 

물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셔서 믿는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시점에서 강렬한 영향을 끼치신다. 이는 성령의 사역

과 그로 인하여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인간이 예측할 수 있거나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42 비치우스

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성령 사역의 방식을 무시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인간

에게 내주하시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38 Calvin, Institutes, 3.3.19.
39 Issac Ambrose, Looking Unto Jesus: A View of the everlasting Gospel, (Northern 

Ireland, Belfast: The Bible and Crown in Bridge street, 1658), 253 참고.
40 존 플레이블(John Flavel, 1627-1691)도 비치우스와 마찬가지로 성자의 공로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John Flavel, The Method of Grace, in the Holy 
Spirit's Applying to the Souls of Men, the Eternal Redemption Contrived by 
the Father and Accomplished by the Son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53), 126 참고. 
41 성령의 명칭, 사역방식에 대해 비치우스가 논하는 방식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나타나는 

것과도 유사하며 오우언에게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치우

스는 오우언과 마찬가치로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Calvin, Institutes, 3.1.3; John Owen,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in The Works of John Owen III, ed. William H. Goold (London: 

T&T. Clark, 1862), 47.   
42 Witsius, Exercitationes, XXII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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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신앙의 오류를 설명한다. 그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성령께서 인

간에 내주하시는 상태에 인간 임의로 존재의 영속성을 부여한다고 본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예견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인한 능력에 따라 덕과 은혜가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43 그러나 비치우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그렇지 않고는 예비하신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지각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점 때문이다.44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인간은 선천적인 성화 상태에 있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비치우스

는 소키누스주의자들에게 성령 본질의 외면과 성령 사역의 곡해가 혼재한다

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성령, 한 위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에 동일하시고도 즉각적으로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과정이 

제거되는 셈이다.45 

Ⅴ. 믿음과 성령에 대한 교리적용

1.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

비치우스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을 외면하는 것이 주제넘은 믿음

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본다.46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된다. 

일찍이 칼빈에게서도 그와 동일한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다.47 칼빈의 주장

43 Witsius, Exercitationes, XXIII.v.
44 Witsius, Exercitationes, XXIII.vii.
45 Witsius, Exercitationes, VI.iii.
46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
47 Calvin, Institutes,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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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비치우스의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보충한다면, 이를 거부하

는 신자는 더 이상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그는 곧 복음의 

광명을 향유할 주제가 못되기 때문이다.48 주제넘은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진리의 중요성과 그 소유에 있어서 그것을 조명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49 비치우스는 이러한 태도가 가지고 오는 연쇄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주제넘은 믿음은 진리라는 참된 빛을 외면한다. 계시된 

진리를 지적(知的)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계시된 진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알려는 노력은 없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견해는 신자 

개인의 믿음의 습관으로 자리할 수 없다.50 비치우스는 이것이 전술한 바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자 다른 엉뚱한 것으로 믿음의 

기쁨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았다.51 

비치우스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신자의 삶이 새로운 상태, 즉 새 

생명의 상태에 진입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이 

트인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

제가 되심을 지각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52 비치우스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성령 인식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거듭하여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한다. 소키누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인간이라

는 대상 자체는 탁월함의 존재이다. 비치우스는 그러한 발상에서 오는 믿음

48 Calvin, Institutes, 3.1.4.
49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i.
50 비치우스는 계시된 진리를 지적(知的)으로 동의하는 경우 믿음의 지체들이 취하게 되는 

올바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신자 자신이 알게 되는 교리들을 참으로 영접한

다고 본다. 즉 지적 동의가 단순한 지각이나 내면적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영접의 다음 단계로서 신자 개인의 증언이 자리한다. 그 증언은 하나님의 무오한 진실하심

에 근거를 두며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는 

온전하게 진리를 의지하며 어떠한 트집과 겁박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 이유는 성령에 의해 

그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듣고 주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Witsius, 

Exercitationes, III.xi, xxx.
51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i.
52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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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점을 밝혀낸다.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다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새 그것들은 인간 본성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교묘하게 외면되고 거부한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사탄의 제안과 

유혹, 육욕으로 인한 동요를 보인다.53 자기기만, 공동체 기만에 의해 그러

한 상태는 조용히 덮여진다.54 

비치우스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단언한

다.55 신자의 삶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빛이 존재한다. 그 빛은 삶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성질과 모든 추악한 죄들을 적나라하게 비춰준다. 성령

의 조명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은 진리를 따라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은혜의 영을 사모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56 주제넘

은 믿음은 계시된 진리의 고귀함과 탁월한 본성 앞에서 아첨한다. 그러한 

진리의 소유와, 감화는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계시된 고귀한 진리에 적당히 

찬사와 공덕을 표하면서고 그것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은혜의 영을 사모하는 상태는 끝내 외면한다. 

비치우스는 이것이 진리의 빛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57 

비치우스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겸손을 마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더는 정죄함

을 받지 않으나 완전하게 면책특권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

53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
54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 XXIII.xxxix.
55 욥 14:4, 시 51:5, 요 3:6; 엡 2:3, 호 4:2, 약 4:1 참고;  Witsius, Exercitationes, 

III.xvi; 토머스 보스턴이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에서 시도한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과 적용은 비치우스가 제시한 본성 부패 상태에 대한 분석과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된다. Thomas Boston,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New York: Evert 

Duyckinck, 1811), 55-56.  
56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xvi.
57 Witsius, Exercitationes, III.xvi,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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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더욱더 교제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죄를 슬퍼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지탱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비치우스의 논증은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진리에 동의하는 상태를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유지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성격이 나타난다.58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술한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함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치우스는 이 지점에서 소키누스주의자들의 문

제를 이중 비판한다. 그들의  하나님 인식을 따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결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간에게 

내주하시는 상태와 그러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그들은 임의로 성령께서 인간에 내주하시는 상태가 인간에게 지속된다는 

일종의 영속적 성격을 부여한다. 비치우스는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힘이 

아닌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성화의 삶, 바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무가치하

게 만드는 것으로 본다.59 그들이 행하는 믿음의 왜곡은 환언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과 그 행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열매로 이어지는 흐름에 제 마음대

로 끼어들어 열매만 가로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단순한 진리의 왜곡에

서 그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지닌 전능성과 무한성을 인간 

수준과 기호에 맞춰 한계성을 임의로 부여하는 문제와 다시금 연결된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비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된다. 구원

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제시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행위는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취사선택 할 수 있다. 비치우스는 이를 수면 

상태인 인간의 양심을 과신한고 본다. 그리고 이를 그들의 공상으로 간주한

다. 즉 그들 자신의 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 

된다.60 

그러한 공상의 속성은 하나님의 평안과 거룩하신 성령의 위로라는 착각이

58 Witsius, Exercitationes, III.xi, XXIII.xxxvi.
59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 XXIII.xxxvi.
60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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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치우스는 이를 ‘스스로 기만하는 믿음’으로 평가한다.61 이 믿음은 

그 겉보기로만 보아서는 썩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비치우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더욱 엄격한 경건함의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를 우려한다. 

그러한 믿음을 지닌 이가 경건함과 선행을 통해―외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지만―스스로가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맹신하는 경우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비치우스는 그러한 믿음을 지니면서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야기하게 될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토로한다.62 

하지만 비치우스는 그러한 믿음의 내면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을 

파헤친다. 그러한 외식의 상태에서는 올바른 믿음의 개념이 확립되고 교리

화 되면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과 여러 내용들이 별 다른 흥미 없이 

수용된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내용들을 믿는

다고 하는 이가 관조하지 않고 그 내면에 자리한 의미에서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그에 수반하는 노력 또한 경주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신앙 자체는 

궁금함의 대상이 아니다. 비치우스는 이러한 믿음이 이론적이며 추측하는 

믿음, 그리고 맹목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는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한

다. 그가 이토록 강하게 힐난한 데에는 결국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설교와 

교리, 구원에 약속에 대한 수용의 자세까지 위협을 주며 주제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물꼬를 터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3 그리고 이러한 비치우스의 

우려와 논증을 통한 지향점은 칼빈의 것과 역시 일치한다. 둘에게서 나타나

는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 믿음과 성화, 그리스

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역사하시는 것이

다.64 

61 Witsius, Exercitationes, III.xxviii.
62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
63 Witsius, Exercitationes, III.xxviii.
64 Calvin, Institutes, 3.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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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스리시는 성령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믿는 이들은 삶에서 

성령의 지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게 된다. 이는 성령이 삶의 주도자가 되심

을 의미한다.65 비치우스는 외적 부르심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 논증

을 통하여 비치우스는 외적 부르심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잘못된 해석, 

즉 인간 스스로의 판단, 자의적 이해, 임의적 실행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한

다. 그것이 하나님 주권에 온전히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가 부르심

에 합당한 존재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

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 속에 내재하던 죄의 본성을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66 비치우

스는 성령께서 믿는 이들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의 능력이며, 이로 

인하여 외적인 부르심이 발생한다고 본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며 인간 자의에 

의하여 인간이 부분적으로나 선택적으로 주도적 해석이나 참여를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67 비치우스의 설명은 성령의 역사 없는 일시적 감정에 

치우친 외적 부르심의 확신에 대한 경고로 풀이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한 

내적 감동이 없는 믿음의 상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앙의 고백은 맹목적인 

동의에 기반한 주제넘은 믿음의 고백이다. 비치우스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인식한다.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자,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믿음의 실체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부터 

비치우스는 인간 스스로 교리를 추측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죄가 발생한

다고 지적한다.68 

65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xvi.
66 Witsius, Exercitationes, III.xxviii-xxxi, XXIV.viii.
67 Witsius, Exercitationes, III.xxviii-xxxi, XXIV.viii.
68 Witsius, Exercitationes, III.xxviii, XXIII.x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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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식하느냐의 여부, 그것은 주제넘은 믿음을 지닌 

자와 전인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의 근본적 차이가 드러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식하지 않는 주제넘은 이들의 신앙에도 전술한 

바 있듯이 교회와 자신들의 외적인 교류, 공적인 예배 참여는 계속 존재한다. 

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에서 참된 믿음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

과의 완전한 연합을 바라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비치우스는 그러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성령의 다스리심을 올바로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

지는 자기검증은 검증 그 자체가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자신들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교리를 설정한 탓에 그 적용은 오류를 만들 

뿐이다. 잘못된 설정은 연속적인 믿음의 오류를 양산한다. 그것은 복음의 

행군에서 이탈하여, 눈앞의 이익과 기쁨, 임박한 죄악에 대한 회피를 통해 

자기 자신이 만족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었다고 멋대로 착각하는 상황으

로 인도한다. 결국 자신의 상태를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비치우스는 그런 탓에 그러한 신앙의 내면을 결국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수여되는 유익과 외적인 위엄, 권능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

고 세상과 육체의 유혹들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묘사한다.69 

비치우스는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주(主)이시자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확언한다.70 그는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이라는 특정한 위격을 

거스르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다

고 경고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각 위격의 능력은 

동일하고도 하나이기 때문에 각 위격 또한 즉각적이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

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효과를 성취하시기 때문이다.71 성경은 

69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  
70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v.
71 Witsius, Exercitationes, VI.iii, XXIII.xv; 행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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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성령께 적용시킨다. 구약에서 여호

와께서는 그 백성들 사이에 장막을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백성임을 확인하셨다. 신약에서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이며 구약에서와 마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즉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전술된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비치우스는 신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며 백성들과 함께 하심과 달리, 보다 엄격한 의미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72 믿는 이들은 고백과 선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그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

는 거부하고 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치우스는 신자가 믿음을 유지하

는 동시에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믿음을 적용하고 생각하는 자기검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73 

비치우스는 자기 검증이 곧 믿는 이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규정한다. 신자의 영혼은 언제고 실족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비치우스는 성령께서 믿는 이의 영혼이 가장 태만하여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결여된 상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삶을 유지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령께서 그러한 상태에 빠지

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이다.74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치우스는 

성령의 작용과 믿는 이의 적용과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믿는 이의 공로를 드러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그러한 능력조차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성령의 작용과 

열매, 그리고 그에 따라 이뤄지는 인간의 변화는 결국 성령하나님의 사역으

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비치우스는 성령의 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한에 가득한 감정이 존재한다고 

72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xii; 레 26:11-12, 고후 6:16. 
73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viii; Goodwin, The Object and Acts of Justifying, 

II.i.7 (332-33). 
74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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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두 번째 변화는 믿는 이가 성령께서 견책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감사, 그리고 양심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

가게 된다는 것이다. 비치우스는 이러한 작용들이 있음과 순서적 변화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함께 하심을 부인할 이유도 없고, 영의 작용

들과 열매를 구분하지 못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령 받는 이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주시는 사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성령께서 자신 안에 거하심을 인식하며 회복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75

3. 위로하시는 성령

비치우스는 위로하시는 성령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주제넘은 

믿음의 상태를 단계적으로 논증한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선포되며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한 숙고함이 믿는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국 맹목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는다.76 맹목

적인 동의는 믿음이 ‘일시적인’(temporarius, temporariam) 상태에 머물

게 한다. 이는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상태가 아닌 인간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

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비치우스는 이러한 상태가 지니는 특이한 점을 주목

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에는 분명하게 동의

한다. 진리를 깨달음에 기뻐하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기까지 

한다. 심지어 그러한 삶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감정에 집중하며 믿음의 

고백도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교회의 외적 환경들이 번영

하는 동안에만 그럴 뿐이다.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될 뿐이며 박해라는 폭풍이 

가해질 때, 그 믿음은 참 모습을 드러낸다. 비치우스는 이것이야말로 주제넘

은 믿음이라고 강조한다.77 

75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li.
76 Witsius, Exercitationes, III.xxviii.
77 마 13:21 참고; Witsius, Exercitationes, III.x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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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한 믿음을 견지한 원인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성령의 위로를 거절함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비치우스는 

영광의 참여자인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한다. 

위로하심의 첫 번째 증거는 우리를 인(印)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증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영이시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바로 그 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된다. 그로 인하여 기업을 보장받고 거룩한 

성령 가운데서 빛과 정결함, 거룩함,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78 

비치우스는 믿음이 연약해지며 흔들릴 때 우리가 의지하며 굳건히 세울 

것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印)치셨다는 믿음의 

확증뿐임을 언급한다.79 그는 믿는 이에게 기쁨이란 바로 이러한 것임을 

강조한다.80 비치우스는 주제넘은 믿음이 대체하려는 잘못된 믿음의 기쁨에 

자리하는 문제점이 결국에는 역사적 믿음에서 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주제넘은 믿음이 성령에서 오는 진리의 

조명과 위로, 인치심의 사역을 제거함으로써 믿음과 말씀의 어떤 요소에서 

나타나는 희귀한 지식에 만족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기쁨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기쁨에 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81 비치우스는 그 착각이 지적인 허영심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한다. 

78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xix.
79 위로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리처드 십즈(Richard Sibbes, 1577-1635)의 묘사와 

비치우스를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다. 비치우스는 확증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로서 성령을 논하며 십즈는 치유를 주시는 위로자로서 성령을 묘사한다. 각자의 

언어로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논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믿음의 확증에서 나타나

는 성령 사역의 강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Richard Sibbes, “A 

Fountain Sealed,” in Th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 ed. Alexander B. 

Grosar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2001), 414.
80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i, XXIII.xxix, xl. 
81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i, XXIII.xxix,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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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하면서도 희귀한 지식과 심오한 진리는 선이나 의지의 즐거움으로서 

지성을 즐겁게 한다. 그렇지만 ‘주제넘은’ 믿음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발현되

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허영심이 나타난다. 그 허영심에 

잡혀버린 이는 지식의 기쁨이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허영심을 참된 믿음의 증거로 착각해버린다. 비치우스는 그러한 기쁨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육적인 방심과 헛된 감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82 인간이 지닌 본성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상할 것도 없다. 

비치우스는 이러한 믿음의 양상 또한 의지와 지성을 분리해버린다고 본

다.83 그리고 유한한 희열의 상태라고 부연한다. 의지나 지성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믿음을 육체적 기능에서 나오는 하나의 특별한 행위, 혹은 그저 

새롭고 신기한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84

위로하심의 두 번째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유업,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증의 의미는 하나의 암시이다. 이것은 훗날 전체를 

받게 될 어떠한 금전이나 물질의 완전한 지불을 말함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보장받고 그분의 처음 열매를 소유한다. 비치우스는 성령

의 처음 열매는 단순히 희망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거두어

들일 결실을 미리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믿는 이들은 시험과 고난에 

빠져 실족하기도 하며 길을 헤매기도 하지만 주안에 거하여 성령을 따름으

로써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굳게 붙잡으며 의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치우

스의 주장은 믿음이 단순한 지식적 차원에서 머물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닌 

실천의 원동력, 그리스도를 따르는 원천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82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i.
83 Calvin, Institutes, 3.2-3; Witsius, Exercitationes, III.ii,v-vi,viii; Richard Muller, 

The Unacco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62-68 참고; 비치우스의 주장을 

살펴볼 때, 그는 명백히 신앙을 의지로 정의하는 주의주의적 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다. 

R. T. Kendall이 제시하는 칼빈 신학과 그 후예들의 상이성, 질적 이탈 등의 표현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R. T.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9 참고. 
84 Witsius, Exercitationes, III.i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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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는 칼빈의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85 

위로하심의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

다. 비치우스는 믿는 이가 참으로 성화에 이르고 있다면 삶 가운데서 지속적

으로 성령과 함께 그 열매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86 인간의 덕으로

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소키누스주의자들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식하는 성령의 선천적 내주 상태는 믿음의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이미 믿음이 아니다. 비치우스는 이미 주님께서

도 그러한 상태를 언급하셨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것이 뿌리 없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다.87 

위로하심의 네 번째 증거는 성령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마치 왕이 그 백성을 친히 보듬고 

사랑으로 보살피듯이 믿는 이들을 지키시고 양육하신다. 비치우스는 그 

어떤 말보다도 성령께서 친히 그 증거를 주신다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 

일시적인 믿음은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이러한 상태를 외면하거나 인지하지 

못한다. 비치우스는 이것의 위험성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일시적 믿음의 상태는 죄 된 본성에 기인한 자기기만하여 은폐된 상태에서 

다시 공동체를 향한 기만으로 변질된다. 비치우스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선천적인 성령 내재의 상태란 결국 인간의 상태를 숨기고 외면하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한다.88 비치우스는 일시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했다가 다시 벗어나기를 반복하는 이들은 결국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닐뿐더러 믿음의 투쟁 단계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패배의 

상태를 거짓된 승리로 가장하는 모순된 상황에 거하기를 자처하는 것임을 

경고한다.89 

85 Calvin, Institutes, 3.2.36, Witsius, Exercitationes, III.xx, xxii, XXIII.xxxix.
86 Witsius, Exercitationes, XXIII.xxxix.
87 마 13:21 참고; Witsius, Exercitationes, III.xvi, III.xxviii., XXIII.v.
88 Witsius, Exercitationes, III.xvi, xxx.
89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 XXIII.xxxix; 오우언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 “중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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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당시 주제넘은 믿음이 나타난 주된 원인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소키누스주

의자들의 잘못된 성령인식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만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비치우스의 논증을 살펴보면 단순히 소키누스주의자들에

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의 주장에 자리한 인간 

한계성의 거부, 성령의 폄훼를 은연중에 받아들인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존재한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 교회 이래로 지켜야만 

하는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역사적 정체성과 책무를 저버리게 되는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90  

비치우스의 주제넘은 믿음에 대한 논증에서 드러나는 경고와 계도의 

메시지는 칼빈과 유사한 방향성과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치우스를 중심으로 직전 시기, 동 시대 혹은 그 후의 개혁파 정통주

의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발언들을 토대로 볼 때, 믿음에서 차지하는 

성령의 역할과 그에 대한 이해와 논증은 상호 간 영향성의 흔적들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칼빈의 신학과 이후 개혁신학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이질성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치우스 본인의 주장과 

우려는 20세기 이후 일부 학자들에게 나타나는 학문적 이견―칼빈과 칼빈

의 후예들에게서 나타나는 상이성, 이탈성 혹은 종속적 속성―에 대한 반론

의 여지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91 아우구스티누스를 위시하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며 의지와 감성이 타락하고 최종적

으로 그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중생하지 못한 자이다. 그로 인하여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소경의 상태에 있으며 바리새인들처럼 지혜를 가장한다고 오우언은 비판한

다. Owen, The Works of John Owen III, 244-48.  
90 딤후 2:2.
91 Basil Hall, “Calvin Against the Calvinists,” in John Calvin: A Collection of 

Distinguished Essays, ed. Gervase Duffield (Grand Rapids: Eerdmans,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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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칼빈, 칼빈 이후 개혁신학의 후예들이 제시하는 믿음의 양상과 이탈에 

대한 염려는 연속적 성격을 띠며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비치우스는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세태가 결국 시대와 교회, 사회와 교회를 단절시킨다고 경고한

다.92 신학의 학문성과 목회 현장의 조화를 중시한 비치우스에게 이러한 

상태는 책망을 넘어 비통과 탄식의 감정을 제공한다. 그는 이를 방치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종교개혁의 전통 뿐만 아니라 사도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

의 가르침과 더 이상 맥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단절된 무리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풀이한다.93 한국교회의 현 상태도 이러한 상태와 그 맥이 닿아있다

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관하여 비치우스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혁을 요구

하시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4 비치우스의 설명을 토대로 문제

의 한 예를 들자면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뿐, 그 안에 담긴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교회론적 가르침이 한국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외면당하고 현실을 거론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올바른 신앙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채 주제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좋은 환경에 놓여있

는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단에 미혹되고 실족하거나 그렇지 않다

25-26, 27-37, Humanists and Protestants 1500-1900 (Edinburgh: T. & T. Clark, 

1990); Thomas, F. Torrance, The School of Faith,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 Clarke, 1959), xi-cxxvi 참고; Richard Muller, After Calvin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87-88 참고.

92 Witsius, Exercitationes, III.xxxi.
93 Herman Witsius, Twist des Heeren met zynen wyngaart, deselve overtuigende 

van misbruik zyner weldaden, onvruchtbaerheid in ’t goede en al te dertele 
weeldrigheid, In schadelyke nieuwigheden van opinien, en schandelyke 
oudheid van quade zeeden, met bedreyginge van zyn uyterste ongenade (Jacob 

van Poolsum, 1736), XXIV.
94 Herman Witsius, Twist des Heeren met zynen wyngaart, XXII, XXIII, XXIV; Jan 

Van Genderen, Herman Witsius, Bijdrage tot de kennis der gereformeerde 
theologie ('s-Gravenhage: Guido de bress, 1953), 18-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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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왜곡된 신앙관으로 자신이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교회에 출석도장을 찍으러 갈 뿐이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단순히 기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중요

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비치우스가 전하는 개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개혁은 가능하다. 비치우

스는 새로운 개혁을 호소한다.95 그 호소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95 Genderen, Herman Witsius, Bijdrage tot de kennis der gereformeerde theologie,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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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Herman Witsius’s Faith and the 

Holy Spirit : 

Centered on the criticism of fides Praesumtuosa

Hyun Seung Lee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tudy Herman Witsius’s the 

proper meaning of faith and the knowledge of the Holy 

Spiritthrough his work “Exercitationes sacrae in symbolum 

quod Apostolorum dicitur.” In the era of Reformed orthodoxy, 

various heretical factors confused the fundamental conception 

of the direction and object of faith. Inter alia, Witsius was 

paying sharp attention to Socinians. He proposed the proper 

way to keep the faith and wanted believers to get authentic 

information as to the Holy Spirit. Witsius teaches “I Believe.” 

Witsius thinks that it comprises four topics. First, The act of 

believing itself, secondly, The special appropriation of that 

act to the mind of every Christian, so that each believer be-

lieves for himself, thirdly, The consciousness of that act, 

fourthly, The profession with the mouth, of that faith which 

dwells and operates in the heart. He said the faith has two 

aspects. One is “Saving faith,” the other is “presumptuous 

faith.” “Presumptuous faith(fides praesumtuosa)” suits one’s 

own convenience. It neglects duties as a devout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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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sius blamed presumptuous faith on the heretical factors 

blocking the proper way for God. Socinian’s teaching of the 

Holy Spirit provides believers with  distorted perspectives on 

the Holy Spirit. They refuses to acknowledge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cannot be the God” is the 

base of their thought. Witsius produces contrary evidence. He 

teaches that the Holy Spirit is true and Most High God. It ap-

pears from Divine names, Attributes, Works. The Holy Spirit 

is given to us God, and He is the author of a new life in be-

lievers, unites them most closely to Christ.

Key Words: The Trinity, The Holy Spirit, Saving Faith, Presumptuous 

Faith, Confession, Obe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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