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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신앙

우리는 화물을 배에 실어 나르기 위해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알
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과학적인 정교함이 요구되지 않고 웬
만한 기술이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 밀리미터(mm) 크기의 오차만
생겨도 그 컨테이너는 배에 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합격 처리
가 되어 파기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
나의 컨테이너 위에는 아주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집적되기 때문
에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배가 흔들릴 때에 쌓아올린 컨테이너 더
미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신앙용
어들조차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오
래된 느낌으로 대충 그 용어의 의미들을 미루어 짐작해버립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이해 위에 또 다른 모호한 신앙의 개념들을 쌓아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뿌리 없이 잎만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설교나 책에서 신학이나 신앙용어에 대해 개념을
설명하거나 정의를 내린 내용들을 간추려 뽑은 것입니다. 어떤 것
들은 앞선 신학자들의 설명과 정의를 그대로 따르기도 했고, 또
어떤 것들은 거기에 저의 의견을 보충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것
들은 교부들과 중세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 근현대 신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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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들은 물론이거니와 꼭 필요한 경우 철학자들을 비롯한 일반학
문의 학자들의 견해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개념 설정이나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
그것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정의를 내린 것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중요한
토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수집된 용어들이 저의 설교와 책 속에 담긴 모든 것들
은 아닙니다. 저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접하는 독자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또 시급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모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 이 내용은 계속 증보되어서 출간될 것입니다.
이 작은 책자가 성경과 신학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찾는 진리
탐구자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월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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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은 김남준 목사의 설교와 저술에 언급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으
로서 여기에 수록된 용어와 개념들은 성도들과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설교와 책
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2.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저자의 독창적 창작의 산물도 있지만, 이미 활동
했던 신학자들(교부들, 중세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근현대신학자들)과 철학자들
을 비롯하여 일반학문 분야의 학자들의 견해를 소화하여 자기화한 것들입니다.
명백하게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학자의 이름을 제시하였습니다.
3. 본문에 나오는 cf. 표시는 해당 용어 설명을 위해 참고한 책의 제목이며, 숫
자는 관련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로서 시작하는 쪽수를 기재했습
니다. 용어 해설에 실린 단어와 설명에 대한 출전 혹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
하시면 참고 도서 목록에 소개된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문에 나오는 → 표시는 해당 용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용어를 소개
한 것이며, 함께 찾아서 공부할 경우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5. 이 책은 저자의 설교와 책에 나와 있는 신학 혹은 신앙의 모든 용어들을 정
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계속 증보될 것입니다.
6.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곁에 두고 생소하거나 중요한 용어가 등장할 때
마다 틈틈이 찾아 확인한다면 성경과 교리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체계를 세우는
일에 유용할 것입니다.
7. 수록된 용어들은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으며, 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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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물의)

가변성과 불변성

Edwards)의

可變性, 不變性

조나단 에드워즈(J.

주장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힘과 경향성’이

라고 한다면(Miscellanies, no. 241), 하나님의 불변성과 피조물의 가
변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하나님의 불변성 [라] immutabilitas Dei [영] immutability of
God:

물질과 같이 정지된 실체(substance)로서의 불변성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소유하고 계신 성향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이는 하
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발산의 일관성을 뜻한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피조물에 의해 결코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지 않으신다. 하
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2. 인간의 가변성: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처럼 불변한 것이 아니
라 가변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면, 타락한 후 인간이 악을 향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으나 중생
에 의해서 새로운 성향이 심겨지며 성화에 의해서 부패한 성향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자연 사물의 가변성: 자연 사물들이 지닌 존재의 성향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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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의 소멸과 ②존재에 침투하는 부패로 인해 그 고유한 성
향이 상실되거나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성은
입증된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77.

가변적 영광

인간을 비롯한 지성적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도

덕적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이 영광의 효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변할 수 있
기 때문에 ‘가변적 영광’(variable glory)이라고 불린다. 엄밀히 말하
면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는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 ‘영광’을 찾아보라

가설적 필요론

→ ‘속죄’를 찾아보라

가시적 사물 可視的 事物

시공간 안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의

감관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 자연적 사물들을 가리킨다. cf. 하
나님의 도덕적 통치, 45. → ‘가지적 사물’을 찾아보라

가지적 사물 可知的 事物

영원한 세계에 있으며 지성을 통하

여 파악될 수 있는 사물들을 가리킨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46. → ‘가시적 사물’을 찾아보라
(성령의)

감화

계명과 조명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들이 개념

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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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그의 마음에 사랑의 영향을 미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 ‘성령의 말씀 역사’를 찾아보라

강퍅한 마음 [히]

[헬] 스클레로스 σκληρός 극

레브 하에벤

도로 말라서 돌처럼 딱딱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걍퍅한 마음’(=굳
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돌의 마음’(the heart of stone, 겔 36:26)이고, 헬라어 원문
을 살펴보면 ‘돌멩이같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
용되었다(롬 9:18, 히 3:13).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인간 마음의 반응을 염두에 둔 은유적 표현으로서, 언젠가는 살코
기처럼 부드러웠던 마음이 세월이 지나 말라 버려 돌처럼 딱딱하
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강퍅한 마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진리에 대해 무감각하며,
하나님의 정서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불복종하는
마음이다. 신자의 마음이 강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 안에
남아 있는 내적 부패성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지 않기 때문이
고, 실제적인 이유는 범죄하거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퍅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신자의 부주의
와 패역을 고치시고, 마음을 쇄신할 기회로 삼으시기 위함이며,
신자에게 강퍅한 마음으로 사는 고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cf.
마음지킴, 235. → ‘부드러운 마음’을 찾아보라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

사물의 아름다움의 두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보편적으로 유지되어
야 할 미학적 목적에 기여하기에 충분한, 개별적 사물들 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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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의 완전성이다. 사물이 그 자신을 그 존재가 되게 하는
‘있음’(esse)으로 가득한 상태, 곧 전일성(全一性, integritas)으로 충만
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물을 지으신 상태와 조
건에 부합할 때에 성취된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83. → ‘아름다
움’을 찾아보라
(영혼의)

객관적 어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밝

아질 수 있는 인간 위에 있는(on man) 어둠을 가리킨다(시 119:18-20).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만 하면 물러갈 어둠이다. → ‘(영혼의) 어둠’을
찾아보라

객관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를 가리킨다. cf. 마음지킴, 147; 하나님의 도덕
적 통치, 203. → ‘은혜’를 찾아보라

거듭남

→ ‘중생’을 찾아보라

거룩함 [히] 코데쉬
용사로는 히브리어 카도쉬(

[헬] 하기아스모스 ἁγιασμός
),

이 단어의 형

헬라어 하기오스(ἅγιος)가 사용되었

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구별’로서의 거룩함: 배타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되었거나 선
점되었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 혹은 ‘구
분’을 뜻한다(롬 6: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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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과 관련된 객관적 의미: 모든 자연적 피조물과 구별되
는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과
’ 모든 도덕적 피조물 위에 뛰어난 하
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 가리킨다(요 17:11, 벧전 1:16, 계 4:8). ①존재
적 초월성.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를 지
니시고, 비교될 수 없이 위대하시며 무한하고 영원하시다는 의미
이다.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적 위대하
심 앞에서 인간은 단지 티끌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
님의 거룩하심의 첫 번째 의미이다. ②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구별되는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도덕적 완전성을 가
지신 분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하심 앞에서 인간
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하
나님의 거룩하심의 두 번째 의미이다. 존재적 초월성과 도덕적 완
전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의 근거가 된다.
3. 우리에게 적용된 주관적 의미: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익을 위
해 봉헌된 도덕적 피조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 ①죄된 행위로부터의 구별이며, ②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
진 성별(聖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죄짓지 않는 도덕적
생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영
적 성별이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봉헌을 말한다. 신자는 그리스
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미 거룩해졌으며(칭의), 거룩해져 가고(성화),
거룩함을 완성할 것이며(신자의 죽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영화).
4. 통전적인 거룩함: ‘통전’(統全, 通全)이란 전체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통(通)해 있다는 뜻과 ‘모두(統)’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
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 바로 이러한데, 마음과 영혼·삶·생각·직
업·교회·세상·가정 등 그의 전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이다.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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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성화론, 5;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60;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95; 싫증, 178; 인간과 잘 사는 것, 189; 주기도문, 71, 73, 125.

게으름

게으름이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

는 실천의 태도를 가리킨다. 게으름의 정체는 영혼의 싫증에서 비
롯된 것이며, 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게으름은 단계적
으로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고, 점차 의무를
저버리게 되며, 종국에는 정욕에 빠지게 된다. 게으름의 특징은
부주의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신령한
것에 대한 열정이 부재하다. 게으름의 결과는 영적 침체와 고통이
다. cf. 게으름, 45; 성화와 기도, 150. → ‘영혼의 싫증’을 찾아보라

겪음 [헬] 파데마 πάθημα [라] passio

인간 존재는 불완전함으로

인해 자기 밖의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경험하게 되며 그것으
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겪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응(感應)함으로써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자질
과 성향들은 변해 간다. 이를 존재의 변양(變樣)이라고 한다. 하지
만 겪음에 종속되는 인간에 비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겪
음에도 종속되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이 겪음은 견디고 참아야 하는 어떤 고난을 가리키거
나, 정동적인 피조물의 내적 경험이나 느낌을 의미하기도 한다(롬
7:5, 갈 5:24).
4:13),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고후 1:15, 벧전

신자가 어떤 잘못을 행했거나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존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을 가
리키기도 한다(롬 8:18, 고후 1:6, 골 1:24). 즉 구원받기 이전에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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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없이 겪음을 당했지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향해 사는 신자
는 가치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목적 있는 겪음을 당하며 산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60;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50.

견인 堅忍 [영] perseverance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그 은혜로운 구원
목적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말한다. cf. 구원과 하
나님의 계획, 299.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결과적 필요론
경건

→ ‘속죄’를 찾아보라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敬虔 [라] pietas [영] piety

께 대하여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을 갖는 것을 말한다.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이 동
기가 되어 흘러나오는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말한다. cf. 교리
묵상 경건, 18;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69;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83.

경륜

經綸 [영] dispensation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

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이며,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
하게 나타내시는 것을 가리킨다(엡 1:9, 3:9).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창조 목적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83.

경륜적 삼위일체 [라] trinitas ad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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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conomic Trinity

삼

위 하나님의 각 위가 완전하시면서도 서로 함께 하는 방식으로 피
조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며, 세계와 인간의 창조, 구속, 완성이라
는 신적 경륜을 통해 삼위일체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재
적 삼위일체’, 혹은 ‘시간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른다. cf. 삼위일체,
35. → ‘삼위일체’를 찾아보라

경외심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

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분께 엎드리는 마음이
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께로 이끌리는 사랑의 고백이다. 경외심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갈망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대 의존의
마음과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동반한다. 이
런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cf.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
나님, 26. → ‘경건’을 찾아보라
(성령의)

계명 啓明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밝히 비추시는 것

을 말한다.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하여 사물을 분별할
수 없지만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둠이 물러가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죄인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께서 밝히심으로
써 허탄한 것들만 쫓던 죄인은 영혼의 주관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비로소 참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 ‘성령의 말씀 역사’를 찾아
보라

계시 [헬] 아포칼립시스 ἀποκάλυψις [영]

revelation

계시는 하나님

이 당신의 생각과 의지를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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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계시에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다. 이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자는 계시에 대한 접근성을,
후자는 계시의 매개체를 기준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1.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자연계시): 인간의 마음의 기능과
자연 현상과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된
계시이다. ‘자연계시’(natural revelation)라고도 부른다. 이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창조의 목적과 관련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의 일반적
관계를 알게 되기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롬 1:20). 그러나 일
반계시는 참된 종교에 관한 지식,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진리
를 전달해 주지는 못한다. 일반계시는 또다시 ‘자연적 질서의 계
시’와 ‘도덕적 질서의 계시’로 나뉜다. ①자연적 질서의 계시. 하
나님이 창조하신 가시적인 자연적 피조물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
신 계시이다. 자연적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법칙에
따라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로 작용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
러내는데 그 조화로운 질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
의 자기 계시를 말한다. 창조 세계의 자연적 질서는 도덕적 질서
를 유추하게 만들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이 둘을 연결 짓는 일은
커다란 한계가 있다. ②도덕적 질서의 계시. 도덕적 피조물인 인
간에게 하나님의 도덕 의지를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수단인 섭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계시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
님의 도덕 의지는 개인적 경험이나 역사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데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질서를 통해 확인
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2.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초자연계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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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성경 계시’를 말한다. 이는 특별 은총의 계시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에 대한 계시이다. ‘초자연적 계시’(supernatural
revelation)라고도

부른다. 특별계시는 말씀과 사건의 계시이다. 계

시된 말씀과 발생한 사건은 함께 엮여 있는데,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시간 속에 개입하신 것
이기에 말씀은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은 말씀을 구체화함
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전달한다. 성경 계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①율법(law). 율법은 하나님의 성
품과 의지의 법적인 표현이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를 확신하게 하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
여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스러
운 생활의 규칙이 된다(롬 2:12, 15, 3:20, 13:8, 갈 3:24). 율법은 ‘넓
은 의미의 율법’과 ‘좁은 의미의 율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에 대한 흠 없는 계시의 총체를 말한다(시 1:2, 19:7). ‘좁은 의
미의 율법’은 구약에서 완전한 복종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
님의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덴에서 주어진 율법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나눠진다(창 2:17, 요 7:23). 하나님은 이 율법을 두
곳에 새기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돌비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양심)이다(출 31:18, 롬 2:15). ②복음(gospel). 고유하게는 예수 그
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복음’은 ‘그리스
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
미하며, ‘넓은 의미의 복음’은 좁은 의미의 복음을 기초로 수립된
복음 교리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또한 적용적으로는 인간을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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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소식을
가리킨다. cf.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144; 죄와 은혜의 지배,
248;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61, 173.

공동체적 마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갖는 마음으

로서 신자 개개인의 마음의 총화를 말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지
체들의 마음이 합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모두 연합하여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공동체적 마음의 일치라고 부른
다. cf. 능력 있는 교회 (2006 가을말씀사경회, 3번 설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관상기도

→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라

觀想祈禱 [영] contemplative prayer

신비주의 철학과

종교에서 행하는 직관(intuition), 혹은 체관(諦觀) 행위를 기독교의
기도와 접목한 것으로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형태를 띤 일종의
명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도관은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들을 무시함으로써 명상과 기도 자체를 혼돈한 개념과
문제점들을 낳았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13. → ‘기도’를 찾아보라

관용

사람들을 온화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의 여유를 말

한다. 성경에서 덕스럽게 칭찬하는 관용은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라기보다 나에게 악을 행
하거나,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며 고통을 준 사람을 온화함과 너그
러움으로 품는 것을 뜻한다(행 24:4, 롬 9:22, 빌 4:5). cf. 교리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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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152.

관제 灌祭 [영] drink offering

액체로 드리는 제사 방법으로 ‘전

제’라고도 한다.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기
전에 포도주 등의 액체를 붓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킨
다. cf. 교리 묵상 기쁨, 78. → ‘(구약의) 제사’를 찾아보라

관조적 성화관 觀照的 聖化觀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거룩해진

자로서 그렇게 되도록 운명지어졌기에 신자 자신이 성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영국 케직 사경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인데, 일반적으로 성
경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62.
→ ‘성화’를 찾아보라
(교회의)

교리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교

회에 주신 진리와 관련한 거룩한 임무를 가리킨다. 이 권세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①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권세.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복종은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찾
아내어 올바른 말씀과 교리로 인도해야 한다. ②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권세.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보존되고 머
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
포하여 전함으로써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도 교회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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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조와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권세. 진리가 오도되고 이단들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때에 교회는 진리를 고백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는 성경이 제시하는 바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제
공하게 된다. ④성경과 신학 연구를 진작하는 권세. 진리는 성경
에서 비롯되고 성경 진리는 신학의 체계 안에서 올바르게 간직되
고 발전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학연구가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
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후원하며 미래의 신학자들을 도움으로써
다음 세대의 교회가 풍부한 진리를 누리며 기독교 사상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cf.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134.

교만

[라] superbia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①사물과 사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다른 이들이나 심지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한다.
②하나님이 정위하신 존재론적 질서에서 이탈하여 자의적으로 자
신의 위치를 다시 정하게 한다. ③자신이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
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지성적 원인을 교만이라고 보았다. cf. 교
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90;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165;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75;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26.

(성도의)

교제 [헬] 코이노니아 κοινωνία [영] fellowship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로를 친숙하게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가리키며,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사귐을 뜻한다. 신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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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흩어져 있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cf. 교리 묵상 경건, 203.

교통애
sociality

交通愛 [라] amor socialis [영] love of society, affection of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이기심이 없는 지순애, 곧 까리따

스(caritas) 사랑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다(Augustine, De Genesi ad
Litteram, 11.15.20).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서로 교통하게

하는 관계적인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참된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
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게 하
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대상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의미한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29.
→ ‘사랑’을 찾아보라

교회 [라] ecclesia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통

하여 구속 받은 신자들의 연합이다. 이는 그 범위에 따라 보편교
회와 지역교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롬 12:5, 고전 1:2, 엡 4:5).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없이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
로 말미암아 완성된 신적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하나, 선교적
으로 이 땅의 교회가 아직 충만한 수에 이르는 신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아직 완전한 ‘의
인의 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불완전하다.
1. 보편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으
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 교회는 더 넓은 의
미에서 천상과 지상의 교회를 모두 포함한다. 이 교회는 결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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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교회이다.
2. 지역교회: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갖
춘 개별 교회를 의미한다. 지역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망하기도 하
고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폐쇄되기도 한다.
3. 교회의 유기체성: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작용과 목적에 있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 관계를 지닌다는 뜻
이다. 이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기초로 하
고 있다. 이 연합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의지
를 공유하게 되고, 일체된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4.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은 어떤 제도나 규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통일성은 그리스도를 통
해 부여받은 신적 생명에 의해,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은혜와
징계)에

의해 유지된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94-96, 189-195; 깊

이 읽는 주기도문, 159.

구속

→ ‘속죄’를 찾아보라

구속언약

救贖言約 [라] pactum salutis [영] covenant of redemption

은혜언약의 기초가 되는 언약으로서 ‘평화의 의논’(슥 6:13), 곧 성
부·성자·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의 구속을 위한 의논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던 계획이다. 구속언약에
있어서 각 위는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다. ①성부는 성자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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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그와 함께 하시며,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 또한 성부는 성자가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대가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
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언약하셨다. ②성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③성령은 성자로 하여금 성부
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31. → ‘언약’을 찾아보라

구원

救援 [라] salvatio [영] salvation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을

통해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게 하
는 하늘 자원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
암아 인간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생명과 풍성한 삶
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골 3:13, 롬 5:10, 엡 1:3, 요 10:10).
1.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묘사: 성경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
루어지는 실재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다음의 세 가
지의 설명이 대표적이다. ①화목. 인간적 관계를 빌어와 묘사한
모습으로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다(롬 5:10), ②칭의. 법정적 관계를 빌어와 묘사한 모습으로
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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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갈 2:16), ③양자됨. 가족적 관계를 빌어와 묘사한 모습으로서 그
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기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다(롬 8:15, 엡 5:1).
2. 구원의 시간적 세 측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시간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
다. ①과거적 구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다시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롬 8:1). ②현재적
구원. 성화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의미한다(롬 8:30, 빌 2:12). ③미래의 구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썩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이다(롬 8:23).
종말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나라에서 그의 사랑이 있는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을 말한다
(골 1:13).

그러므로 신자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는 첫째, 현재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며, 둘째, 실제적으로 순종
하며 살아야 한다.
3. 구원의 공동체적 성격: 구원의 은혜 안에는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교회 공동체적 소명이 내포되
어 있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48, 258, 264; 그리스도인은 누구인
가, 146.

구원의 서정 序程 [라] ordo Salutis [영] order of Salvation

하나

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성령을 통해 인간
에게 적용하셔서 실제로 구원하시는 논리적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지 시간상의 엄격한 계기적 구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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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구원의 차서’(次序)라고도 한다. 구원의 서정은 시대와 학
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부르심(소명)-거듭남(중생)-회심(회개+믿음)-칭의-자녀됨-성화
-견인-영화.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전체.

권징

勸懲 [영] discipline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가 교회 안에 실현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
지 치리권(질서 유지권, 순결 유지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순결 유지권
은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과 도덕적 순수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주
어진 권세이다. 권징은 이 권세의 구체적인 시행을 가리킨다. 권
징은 그 일에 연루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참회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
권징은 ‘작은 출교’와 ‘큰 출교’로 나눠진다. 교회는 누차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교리를 믿거나 바르지 않은 신앙생
활을 하는 자들을 ‘작은 출교’할 수 있는데, 이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예배 참여, 회의, 성도 간의 교제)은 허락하되 그가 회개
하고 돌아올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성찬’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
한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 번 권고하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질서에 현저히 항거할 때에는 그 사람을 교회의
모든 모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 이는 사실상의 출
교, 곧 큰 출교이다. 만일 출교를 당한 사람이 후에 진정으로 참
회하고 뉘우치면 교회는 징벌을 그치고 다시 입교 절차를 거쳐 그
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전
의 잘못을 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한다. 이
31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cf.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140. →
‘(교회의) 치리권’을 찾아보라

그리스도 [헬]

크리스토스 χριστός [영] Christ

‘그리스도’라는 말

은 헬라어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이는 ‘기름
붓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동사 크리오(χρίω)에서 파생된 피동명사
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요 4:25).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삼직, 곧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행했던 예식이
었으며, 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
다(대상 11:3).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고백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
받게 하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왕이심을 믿
는다는 고백이다. cf.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17.

그리스도를 본받음
Christ

[라] conformatio Christi [영] conformation to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연합 안에서 그분의 정신이 우리 성품 안에
배이게 하여 마음과 인격,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이
루는 것을 말한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77;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65.

그리스도와의 연합

[라] unio cum Christo [영] unity with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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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연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피
조물인 인간의 존재론적 합일이나 본질의 합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다. 신자는 거듭나는 순간 그
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시대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다음의 삼중적 연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Peter M. Vermigli, Letters: Vermigli to Beza).
1. 성육신적 연합(incarnational union=본성적 연합): 하나님의 아들
이 성육신함으로써 인성(人性)을 가지셨는데, 이는 자신의 인성 안
에서 모든 ‘인류’와 연합하여 인류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 본성과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결합을
‘성육신적 연합’ 혹은 ‘본성적 연합’(conjunction of nature)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성육신적 연합 안에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연합을 맺고 있다. 인
간의 존귀함에 여기에 있다.
2. 원리적 연합(principal unity with Christ=신비적 연합): 인류 가운
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뤄지는 원리적인 연합을 말한다. 이 연합은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이라고도

부른다. 멀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연합이며, 가깝게는 중생과 칭의와 함께 이뤄지는 연합인데, 하나
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기인하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
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시 분리되
지 않는다. 이 연합이 신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
도께서 인간의 영혼과 연합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지성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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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영
혼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신자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신비이기 때문이다.
3. 실제적 연합(actual union with Christ=영적 연합):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랑의 연합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연합을 말한다. 이것은 영적 연합
(spiritual union)이라고도

부른다. 이 연합은 부활의 날에 변화된 몸

을 입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영화까지 포함하며, 신자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화의
삶은 이 연합의 신비한 비밀들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f. 개혁주의와 관상기도, 64; 교회와 하나님
의 사랑, 184, 198;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319;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
는 것, 65; 염려에 관하여, 65. →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찾아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이 참여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고난’과 인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된 ‘참여적이며 연합적인 고난’으로 나뉜다. 전자의 고난은 성
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로서 이루신 고
난이며, 후자의 고난은 부활 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도의 성화를 통해 참여하게 한 고난
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말 성경의 번
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하자면, “그리
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골 1:24).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의 몸에 채우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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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지상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
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22.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of Christ

[라] recapitulatio Christi [영] recapitulation

흔히 ‘총괄갱신’으로 번역되는 ‘recapitulation’을 필

자는 ‘머리되심’으로 번역한다. 이는 우리말 성경에서 “통일되게
하려…”(엡 1:10)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케팔라이오스싸이(ἀνακεφαλαιώσ
ασθαι)는

“다시 머리되게 하다”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본 교부 크리

소스톰(Chrysostom, Homily on Ephesians, 1.1.10)의 해석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다시) 머리되심은 그분의 신분 상태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성육신하기 전의 그리스도(Christos
asarkos)의 창조의 머리되심. ②성육신하신 그리스도(Christos sarkos)

의 구속과 교회의 머리되심. ③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Christos
anabatos)의 완성된 세계의 머리되심. 세 번째로 언급된 ‘완성된

세계의 머리되심’은 특별히 ‘다시 머리되심’(recapitulation)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창조 때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 되었던 그
관계로 회복하여 다시 돌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창조·구속·완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창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성부께서는 천상과 지상의 두 세
계를 영원한 지혜이신 성자를 통하여, 영원한 사랑이신 성령 안에
서 창조하셨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
도께서는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씨앗처럼 담겨 있어서 창
조를 통해 하나씩 펼쳐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의 중보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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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 지은 바 된 것은 아무것도 없
다(창 1:1, 요 1:3).
2. 구속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①구속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구속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흩어진 만물들을 모으시
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구속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갈 3:20, 딤전 2:5, 히 8:6).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씨앗으로서 창조에 관
여하셨던 것처럼 구속의 모든 계획의 씨앗으로서 구속 사역을 수
행하셔야만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구속의 지혜
가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고전 1:21, 24, 2:7). 하나님을 배반한 인
간의 죄는 무한히 크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
물로 구원받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롬 8:4). 하나님은 그 속죄의 공
로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으며, 그리스도께 접붙
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셨다(요
3:16, 5:26, 요일 1:3).

②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토대로 성령께서는 개개인을 회심시키심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며, 이를 통해 그분의 몸 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신다(롬 11:17, 19, 23). 곧 교회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그리
스도께서 만물의 머리 되심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다음의 세 가지 지평으로 설명이 된다. 첫째, 그리스
도는 교회의 ‘유기체적 생명’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구원받
은 신자들의 유기체적 생명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영적 힘과 은혜와 생명이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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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엡 1:23, 4:12-16). 둘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기체적 통치’
의 머리가 되신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에 복종하는 가운데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 됨을 이룬다(히
10:21, 엡 4:3).

주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며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 셋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기체적 섬김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께
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계속하셨을 그 섬김들을 공동체적으로 뒤
잇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신자라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섬기는 자로 서야 한다.
3. 만물의 다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종말의 세계 완성, 우주적 재창
조의 머리 되심):

교회의 완성 이후 그리스도가 천상 세계와 지상 세

계, 두 세계를 통합하는 가운데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말한
다. cf.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66; 완성과 만물의 머리되심(2010 새
해말씀사경회 4번 설교).

그리스도의 신분 [영]

stat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분은 두

가지 상태로 설명된다. ①비하(Humiliation, 낮아지심). 우주의 통치자
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였다는 사실과 최고의 율법수여자이신 그
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성육신, 고
난, 죽으심, 장사지내심, 음부로 내려가심).

②승귀(Exaltation, 높아지심). 부

활하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의무로서의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의와 영생
의 공로를 세우시는 것이며,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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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에 참여하여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심
을 가리킨다(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그리스도의 양성

兩性 [영] two nature of Christ

예수 그리스

도는 참 하나님이신(神性) 동시에 참사람이셨다는(人性) 사실을 가리
킨다. cf.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121.

근본조항 [영]

fundamental article of the faith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조항으로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조항들이다. 이로써 정통과 이단을 구분한다(예: 삼위일체 교
리). cf. 삼위일체, 14. → ‘비근본조항’을 찾아보라

금식

금식은 경건한 신앙 행위로 육신을 위한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수단이다. 금식은 마음의 죄를 끊
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금식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하나
님께만 집중하게 된다. cf.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155.

기도 [라] oratio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식에 기초

하여, 인격체로서 더 높으신 인격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
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이다. 그 간
구의 구체성은 언어를 통하여 확보된다. 열렬한 기도는 영혼이 하
나님을 향해 간절히 고양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육체적인 열
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
망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기도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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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의 사람됨과 삶)는 분리될 수가 없으니, 기도하는 것만큼 살고
사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99; 거기 계시
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83-84, 179; 은혜와 부패, 79; 성화와 기도, 100.

기독교 신앙을 가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 세계 창조와 종말의 비밀 안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물으며
끊임없이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29.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힘은 사상의 힘, 윤리의 힘, 은혜의

힘에 있다. ①사상의 힘은 지성으로써 힘써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가는 것이며, ②윤리의 힘은 의지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고, ③은혜의 힘은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은혜는
윤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감화이다. cf. 그리스도
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302.

기독교적 지성

참된 기독교적 지성은 유순과 겸손의 지성이

다. 무엇을 추론하였으나 아직 다 안 줄로 여기지 않고 더욱 믿으
려는 지성이다. 또 무엇을 믿었으나 이미 다 안 줄로 여기지 않고
더욱 추론하려는 지성을 말한다(Anselm, Proslogion, 1).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88.

기업

[헬] 클레로스 κλῆρος

헬라어 클레로스는 일반적으로 ‘분

깃’, ‘몫’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신약과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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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1.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구약에서 사용된
‘기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비를 뽑아 그 땅에 대한
몫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기업은 땅
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으로 땅의 주
인은 하나님이셨기에 땅을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신
19:14).

이처럼 기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

성들로 하여금 사용하고 누리도록 유산으로 주신 것을 말한다.
2. 신약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업: 신약에서 사용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들을 지칭하는 말
이다. ①하나님의 약속(約束).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 ②하나님의 의(義). 하나님
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
(시 119:40, 롬 3:22).

③이미 이루신 구원에 참여함. 충만한 하나님

의 구원은 ‘생명의 은혜’로 나타나고(벧전 3:7), 성도들은 이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 cf. 절기설교, 149.

까리따스

[라] caritas

지순애(至純愛)라고도 불리는 까리따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인간의 사랑이다. 아
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을 목표로 정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며, 그분께 자신을
합치하려는 영혼과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것이 신자 안에
있는 지순의 사랑이다. 일체의 이기심이 없는 지순애는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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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교통애’(amor
socialis)이기도 하다(Augustine, De Genesi ad Litteram, 11.15.20). 지

순애의 기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지순애는 창조 시 인간에게 주신 원애(原愛, amor orginalis)이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28;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1, 68. → ‘사랑’

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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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내재신론

內在神論 [영] Panentheism

내재신론을 의미하는 ‘판

엔데이즘’(panentheism)은 ‘모든’(all)을 뜻하는 헬라어 ‘판’(πᾶν)과
‘안’(in)을 뜻하는 ‘엔’(ἐν), ‘신’을 뜻하는 ‘테오스’(Θεός)의 결합어이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개념을 혼합하고자 만든
신(神)개념으로서, 세계는 신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세계보다 더 크다는 의미를 지닌다. 범신론(세계는 신이다)이 비인격
적인 신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내재신론은 인격적인 신을 가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며, 유신론이 신과 세계는 존재론적으
로 무한히 구별된다고 보는 반면 내재신론은 둘은 불가분의 결합
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신은 우주를 포
함하는 인격이거나 우주라는 육신을 가진 영혼 정도로 생각한다.
신은 사람의 인격보다 더 크지만 같은 인격으로 봄으로써 신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고 변화하는 유한한 물질 대상 안에 한정
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고전적 기독교 유신론과 전혀 다른 신관
이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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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삼위일체 [라] trinitas ad intra [영] Immanent Trinity

하

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자체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존재론적 삼
위일체’ 혹은 ‘본체론적 삼위일체’ 혹은 ‘영원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른다. 한 분이시면서 셋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공
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신성이신 삼위일체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
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세계
와 초월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삼위는 서로에게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 현존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창조세
계 안에서 삼위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 자신
안에서 서로 활동하신다. cf. 삼위일체, 33. → ‘삼위일체’를 찾아보라

내적 부르심

→ ‘부르심’ 혹은 ‘소명’을 찾아보라

내포적 대신

內包的 代身 [영] inclusive substitution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의 방식과 성격을 지칭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우리 모두를 당신 품에 안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우리
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한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
획, 211. → ‘믿음’ 혹은 ‘신앙’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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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단순지

單純知 [라] scientia simplicis intelligentiae

하나님의 지

식은 ‘단순지’와 ‘현견지’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
간을 초월하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사물이나 사건
을 보실 때에 시공간이나 인과관계에 매이지 않고 단번에 모든 것
을 아시는데 이러한 지식을 ‘단순지’라고 부른다. 인간처럼 사물들
의 전건과 후건의 원인-결과 관계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지성으로 한 번에 모
든 것을 보고 아시는 것이다. ‘오성단순지’, 또는 ‘단순한 아심’,
또는 ‘초시간적 보심’이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식으
로써 인간과 만물들에 대해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
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全知性)을 가지신
다. cf.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 190; 주기도문, 337. → ‘하나님의 지식’
을 찾아보라

단절애

斷絶愛 [라] amor privatus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의

작품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De Genesi ad Litteram, 11.15.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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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말로서, 하나님을 향한 까리따스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이 확장된 사적인 사랑을 단절애라고 부른다. 이 사랑은 만물의
질서와 판단 정립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둔 사랑으로
서 종국에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랑이다. 교통애에서 이탈
한 모든 사랑이 여기에 해당되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
사랑이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29;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37. →
‘사랑’을 찾아보라

덕 德 [라] virtus [영] virtue

덕이란 타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

려는 영혼의 힘이다. 인간의 참된 덕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올바른
힘, 곧 아름다움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힘이다. 타
자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선한 관계를 맺는 힘은 ‘미덕’(美德)으
로, 나쁘게 관계를 맺는 힘은 ‘악덕’(惡德)으로 불린다. cf. 주기도문
, 189;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98.

도덕

道德

‘도’(道)는 인간의 현실 너머에 선험적으로 존재하

는 선악의 객관적 기준을 가리키고, ‘덕’(德)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간 영혼과 마음의 주관적인 힘 혹은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따라
서 ‘도덕’은 그런 기준으로서의 선(善)과 거기에 부합하는 칭찬받을
만한 인간 영혼과 마음의 자질과 작용,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의지적 행동을 말한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24.

도덕악 道德惡

인간 내면에 깃든 것으로서 창조 목적을 이탈

하여 살려는 죄의 경향성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무질서 혹은 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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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한 사랑을 가리킨다. 때로는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회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cf. 영원 안에서 나
를 찾다, 145.

도덕적 아름다움

지성적 존재인 도덕적 피조물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일컫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일치, 어울
림, 연합’을 가리킨다(J. Edwards, The Nature of True Virtue). 이는
판단 능력과 사랑의 성향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참된 미덕이
다. →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도덕적 어둠

영적 어둠과 지성적 어둠의 결과로 인간들 안

에 생긴 도덕적 부패를 의미한다. → ‘(영혼의) 어둠’을 찾아보라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구별되시는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도덕
적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
→ ‘거룩함’을 찾아보라

도덕적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성적 피조물, 곧 천사와

인간과 관련하여 지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다. 하나님이 지
으신 천상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며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
게 하셨고, 지상세계는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직접 다
스리게 하셨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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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 받은 지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고, 이로써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
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는 당신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 안에
서 대리자 인간을 통해 지상세계에 구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질
서이다. 이 질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적극
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은혜
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구현되고, ②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안에, 또 외적 환경에 대한 심
판을 통해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보이심으로써 구현된다. cf. 하나님
의 도덕적 통치, 114. → ‘질서’를 찾아보라

도덕적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 이성적 피조

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모든 천사들, 인간들, 사람의 몸을 입
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속한다.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이
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88.

도덕적 필연성 [영] moral necessity

도덕적 피조물 안에 있는

도덕적 성향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우연한 행동 사이의 피할 수 없
는 인과관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도덕적 행위자의 마음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230

독립미

→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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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헬] διδαχή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

다스코(διδάσκω)에서 온 명사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에 대한 윤리적 교훈을 뜻한다. 비회심자들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공중적 선포의 의미를 지닌 케뤼그마(κήρυγμα)와 구분이 되지만 디다
케는 분명 케뤼그마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비회심자들은 케뤼
그마를 필요로 했지만 회심자들은 케뤼그마 이상의 것을 필요로 했

는데, 곧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그들이 들었던 케뤼그마에 대한 해
석과 교회의 선포들을 이해하고 케뤼그마 앞에 결단했던 삶을 그대
로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디다케의 목적이었다. cf. 교회의 갱신
과 설교의 회복, 47;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77. → ‘케뤼그마’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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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레노바레 영성운동
(renovare)라는

[영] renovare movement

레노바레

말은 ‘새롭게 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이다. 퀘이

커 교도인 리처드 포스터(R. Foster)에 의해 1988년부터 본격적으
로 전개된 영성 훈련을 위한 운동으로서 국내에서는 관상기도운동
의 확산에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24.

렉치오 디비나 [라] lectio di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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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독’을 찾아보라

ㅁ
마음 굳어짐

[영] Hardness of heart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절대적(=총체적, 전적) 굳어짐과 상대적(=부
분적)

굳어짐으로 나뉜다(J. Owen, A Treatise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1. 절대적(=총체적, 전적) 굳어짐(absolute, total hardness of heart):
절대적인 굳어짐은 전적이고 총체적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한
다. 이것은 자연적인 굳어짐과 심판적인 굳어짐으로 나누어진다.
①자연적 굳어짐(natural hardness of heart).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
에 대한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거듭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뜻한다. ‘본성적 굳어짐’이
라고도 불린다. ②심판적 굳어짐(judicial hardness of heart). 하나님
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지게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한다. 강퍅해지는 마음을 억제하던
은혜의 수단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스스로 강퍅해지도록 내버려 두
신 것이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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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부분적) 굳어짐(comparative, partial hardness of heart):
상대적인 굳어짐은 죄 가운데 있는 신자의 마음으로서 타고난 부
패성과 범죄로 인해 마음이 부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런 마음은 은혜를 받음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 cf. 마
음지킴, 169; 죄와 은혜의 지배, 188.

마음의 틀 [영]

사물을 인식하고 감정을 느끼

frame of heart

고 의지로써 행동하는 영혼의 모든 활동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 마
음의 성향을 가리킨다. cf. 자기 깨어짐, 53; 존 오웬의 신학, 110.

마음지킴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선악 간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가리키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마음의 작은 동작에도 유의하는 것. ②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러
운 생각들을 버리는 것. ③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 ④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
용하는 것. ⑤이상의 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힘쓰는 것. cf. 마음
지킴, 97; 죄와 은혜의 지배, 374.

만물의 상호연관(=상호교통)

창조된 만물이 성령으로 말미암

아 창조 목적을 향하여 서로 관계를 맺고, 특히 인간이 신적 생명
과 사랑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연관을 가지고 유기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는 삼중의 상호교통이 있다.
1. 자연적 상호교통: 자연 사물의 물리학적 연결을 가리키며,
51

개별적 피조물들이 성령 안에서 창조된 그 관계를 자연법칙 안에
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학적 상호교통: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성령 안에서 창조된
만물들은 삼위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을 존재의 원리로 가지며
그 아름다움의 질서 안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심
미적 평가로서의 상호연관을 가리킨다.
3. 영적 상호교통: 성령 안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영적으로
상호연관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자연적 피조물의 상호교통. 자연 만물도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기에 상호연관성을 가지고는 있다. 그렇지만 자연
적 피조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혼을 가지고
교통하지는 않는다(창 3:1). ②도덕적 피조물의 상호교통. 도덕적
피조물들의 교통은 자연적 특성과 도덕적 특성을 함께 지니는데
그중 도덕적 특성은 영적 연관성에서 비롯되었다. cf. 만물의 상호교
통과 세계 완성, 1;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13.

모형적 아름다움

피조 세계에 투영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

로서 원형적 아름다움을 본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움은 파
생적이고, 의존적이며, 한정적인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은 다
시 ‘도덕적 아름다움(일차적, 혹은 상위의 아름다움)’과 ‘자연적 아름다
움(이차적, 혹은 하위의 아름다움)’으로 나눠진다(J. Edwards, The Nature
of True Virtue). 도덕적 아름다움은 지성적 존재인 도덕적 피조물

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일컫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일치, 어울림, 연합’을 가리킨다. 이는 판단 능력과 사랑의 성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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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참된 미덕이다. 자연적 아름다움은 하나님
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지정하신 자연적 사물의 법칙(혹은 인간의 본
성과 양심)을

따르는 아름다움으로서 조화와 균정, 비율 등을 통해

서 드러난다. 자연적 아름다움은 도덕적 아름다움의 가시적 모상
이다. →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목적애

박애애(博愛愛)와는 대조되는 사랑으로서, 사랑

目的愛

하는 대상이 가진 어떤 장점이나 유용성 때문에, 혹은 그것이 가
진 특성들이 자신에게는 아름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애라고 부른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80; 하나님의 도덕
적 통치, 28. → ‘사랑’을 찾아보라

(사물의)

무상성

無常性 [라] mutabiltas [영] mutability

사물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본래의 완전성으로부터 멀어져 ‘없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물이 무(nihil)로 돌아감으로써 나타나는 ‘그 사
물로서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지 않는 성질’을 가리킨다.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210.

무신론

無神論 [영] atheism

초자연적인 것들 곧 영혼, 신, 내

세 등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양
상으로 드러난다. ①사상적 무신론.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
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을
지워버린 결과를 가리킨다. ②실천적 무신론. 입술로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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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을 따라 살
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실천
적 무신론자들이 많다. cf. 주기도문, 32. → ‘반신론’과 ‘이신론’을 찾아
보라

묵상

[영] meditation

머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마음의 실천과 작용으로서, 지식과
정서 사이를 연결시키는 깔때기의 역할을 한다. cf. 교리 묵상 구원
과 하나님의 계획,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60.

문화명령 [영]

cultural mandate

‘노동명령’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내리
신 명령들 중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이다. 이것으로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문화 속에 구
현하게 되기에 문화명령이라고 불린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55.
→ ‘종교명령’을 찾아보라

미덕 [라] virtus [영] virtue

인간과 같은 지성적 피조물이 도덕

적으로 선하다고 판단 받을 만한 영혼의 올바른 힘과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덕’(德)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선(善)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려고 애쓰는 영혼의 움직임과 활동을 ‘참된 미
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덕에 대한 도덕적 평가다. cf. 성화와 헌신
, 114;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45. → ‘선(善)’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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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라] fides [영] faith

일반적인 개념의 믿음(=신앙)은 단순한

지적 확신이나 동의, 또는 확률에 근거한 예측에 대한 신뢰를 의
미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믿
음이 아니다.
1.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한다. ①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길에 대
한 전적인 포기. ②자신에게 알려진 이 진리를 참된 것으로 인정
하고 확신하는 의지의 동의. ③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
권적인 은혜와 자비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인정
함. ④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 방법에 대한 신뢰와 구원자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이면서도 전적인 의존. 그러므로 믿음은
신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2. 믿음의 내용: ①선포된 복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for
us)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셨다는 의미이며, 셋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을 내포적 대신(inclusive substitution)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의 방식과 성격을 지칭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우리 모두를 당신 품에 안고 우리 모두를 대표
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한다.
②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은혜 공급의 약속.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은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를 약속하셨으며, 또 그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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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신
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3. 믿음의 결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에 참여하게 하는 원인
이 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에 함께 연합됨
으로써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게 된다. cf.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32, 34;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02, 염

려에 관하여, 85.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믿음의 규칙 [라] regulae credendi

인간이 추구해야 할 두 가

지 지식이 성경에 계시 되었는데,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들이
다(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1.3.3). 이 가운데 믿음의 규칙
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cf. 하나님의 도
덕적 통치, 187. → ‘지성’을 찾아보라

믿음주의 [영] believism

지성과 이성을 믿음의 방해물인 것처

럼 생각하는 편협한 신앙제일주의적 견해이다. 이런 견해를 따르
는 자들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성과 학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성화의 구원을 무시한 영혼의 즉각적인 구원만을
강조한다. ‘신앙주의’라고도 불린다. cf.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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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박애애

博愛愛 [라] amor benevolentiae [영] love of benevolence

박애애는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주체이신 하
나님 자신 안에 있는 자비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가진 어떤 장점이나 유용성과는 상관
없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 때문에 그를 사랑하
는 것이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80;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28. →
‘사랑’을 찾아보라

반신론 反神論 [영] antitheism

신(神)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렇

지 않은지에 상관없이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상이다. 무신론보다 과격한 사상이다.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151. → ‘무신론(無神論)’, ‘이신론(理神論)’을 찾아보라

발산적 영광 특정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장소
적 임재인 ‘쉐키나’(shekinah)를 가리킨다. → ‘영광’을 찾아보라

57

배향 背向 [라] aversio

생각과 생활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

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전향’(轉向) 혹은 ‘회심’(回心)과 짝을 이
루는 단어이다.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163.

번제

燔祭 [영] burnt offering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헌신과

순종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로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
컷을 모두 불태워 드리는 화제로 드렸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완
전한 헌신을 의미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원하는 때에 필요
에 따라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수시번제’가 있다.
번제는 소제나 전제와 함께 드려졌다. cf. 성화와 헌신, 35. → ‘(구
약의) 제사’를 찾아보라

범신론 汎神論 [영] Pantheism

세계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세계와 동일시하여 세계가 곧
신이라는 신의 비인격화를 주장하는 사상이다.

보편 속죄론

→ ‘속죄’를 찾아보라

보편교회 [라] ecclessia catholica [영]

universal church

이 세상

에 있는 모든 참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으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 교회는 결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교회이
다. → ‘교회’를 찾아보라

보편적 질서의 완전성

사물의 아름다움의 두 요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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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서, 개별적 사물들이 다른 사물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
서 가지는 질서의 완전성이다. 이 질서의 완전성은 조화, 균형, 절
제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신
의 위치에 있을 때에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함으로써 다른 존재들
의 작용과 어울려 피조세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룬다. 그런 의미
로 보편적 질서의 완전성은 ‘위치의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미학적으로 ‘추함’은 ‘조화로운 위치 혹은 질서로부터의 이
탈’이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84. →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보혜사 保惠師 [헬]

파라클레토스 παράκλητος

보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주었던 고대 그리스 법
정에서의 변호인을 가리킨다. 성경은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
혹은 ‘상담자’란 의미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부르고 있다. cf.
교리 묵상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48.

복음

고유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복음은 좁은 의
미의 복음을 기초로 수립된 ‘복음 교리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또
한 적용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소식’을 가리킨다. cf.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
는 것, 144; 죄와 은혜의 지배, 248;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61, 173.
→ ‘계시’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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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영광

복음이 지닌 어떤 장점들 때문에 복음 자체는

물론, 복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 있는 효과를 말한다. cf. 자기 깨어짐, 133.

복음적 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가된 의를 말한다. 이로써 신자들은 하
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의로워지는 자
원을 그리스도께 둔 의이다. → ‘의’를 찾아보라

복음적 회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

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죄의 본질에 대
한 인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신
학적 깨달음이 동반된 회개이며, 영혼과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참된 회개이다. → ‘회개’를 찾아보라

본성의 빛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에 타락한

후에도 정신 안에 남아 있는 희미한 진리의 빛을 말한다. 이것으
로써 인간 사회는 도덕에 대한 공통적인 감각을 가지고 질서를 유
지한다. cf.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99.

본성적 연합 [영]

conjunction of nature, incarnational union

하

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함으로써 인성(人性)을 가지셨는데, 이는 자신
60

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인류’와 연합하여 인류의 머리가 되시기 위
함이었다.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 본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과의 결합을 본성적 연합(=성육신적 연합)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적 연합 안에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연합을 맺고 있다. 인간의 존귀함에
여기에 있다. cf. 염려에 관하여, 65. →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찾아보라

본성적 자기 깨어짐

순수하게 인간 본성과만 관계되는 깨

어짐으로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어느 한
본성의 성향이 그가 가진 또 다른 본성의 빛으로 인해 도덕적 판
단을 받거나 혹은 그 경향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강한 저항을 받
아 본성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자기 깨어짐이 아니다. 삶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인간 본성의 근원인 영혼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새로운 성향
을 창조하지도 않는다. →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본체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자체를 다루

는 방식으로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혹은 ‘영원적 삼위일체’,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른다. 한 분이시면서 셋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신성이신 삼위일체
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하나
님의 존재는 창조세계와 초월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하나님 안에
서 삼위는 서로에게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 현존하신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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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서 삼위로서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삼
위 하나님 자신 안에서 서로 활동하신다. → ‘삼위일체’를 찾아보라

본체적 영광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멸되거나 감소될 수 없는 불변하는 영광이다. → ‘영광’을 찾아보라

본체적 영원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 안에

영원이 있지도 않고 그 영원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시기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있음’으로 가득 찬 존재다. 그러
므로 본체적 영원은 찰나의 시간들이 연속을 이루어 만들어내는
선적(線的) 영원도 아니며, 끊임없이 제자리로 회귀하는 원적(圓的)
영원도 아니다. → ‘영원’을 찾아보라

부드러운 마음 [히] 레브 바사르

‘강퍅한 마음’과 반대되

는 의미로서,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살코기의 마음’(a heart of
flesh)이다(겔 36:26-27).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인

간 마음의 반응을 염두에 둔 은유적 표현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에 예민하며, 하나님의 정서에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쉽게 굴복되는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
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 필
요한데, 구체적인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갑게 하며, 허리를 굽히는 겸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
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cf. 마음지킴, 171. → ‘걍퍅한 (마음)’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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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심

[영] calling

부르심(=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
르심이 있다. ①외적 부르심(External Calling)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
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제시하여 사죄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진실한 권고를 말한다. 여기
에는 반드시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내적 부르심
(Internal Calling)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유효한 부르심’(Effectual
Calling)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68. → ‘구원

의 서정’을 찾아보라

부분적 (마음) 굳어짐 [영] partial

hardness of heart

→ ‘마음 굳어

짐’을 찾아보라

부흥 [영] revival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일방적으로 임하는 신령한 사건으로서, 죽
은 자와 같이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살
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리킨다. 참된 부흥은 인간의 마
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영적 각성을 포함한다. cf. 거룩한 부흥,
23.

부흥주의 [영]

revivalism

부흥이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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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성경적인 참된 부흥의 추구가 아니다. cf. 거룩한 부흥, 28.
(하나님의)

(신앙의)

비공유적 속성

비근본조항 [영]

→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라

unfundamental articles of faith

신학적

입장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이지
않은 신앙의 조항들을 말한다. (예: 세례의 형식) cf. 삼위일체, 14. →
‘근본조항’을 찾아보라
(그리스도의)

비하 卑下 [영] humiliation of Christ

우주의 통치자시

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
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최고의 율법수여자이신 그분이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
었다는 것을 말한다. 성육신, 율법 아래 복종하심, 십자가에서 죽
으심, 장사되심이 여기에 해당된다. → ‘그리스도의 신분’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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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사랑

사랑은 어떤 대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하고, 그것에

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누리려는 영혼과 마음의 움직임이다. 사랑
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교통의 본
질이 사랑이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원인이자 목적이며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 사랑
이다. 하나님 자신에 의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만의
사랑이며, 이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분이 아니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기 충족적 사랑은 인간과 만
물을 향한 사랑을 포함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온 우주를 휘돌
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귀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에
게는 한없는 사랑이 되고, 만물에게는 선의가 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랑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사
랑도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마땅하나 거기서 벗어난 이기적인 사랑
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분류
들을 살펴보자.
1. 아가페(agape)와 까리따스(caritas=至純愛): 인간을 향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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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인간의 지순한 사랑을 ‘까리따스’라고 부른다. 아
가페 사랑을 경험한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목표로 정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며, 그분께 자신을 합치
하려는 영혼과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신자 안에 있
는 지순의 사랑, 곧 까리따스 사랑이다.
2. 교통애(amor socialis 혹은 caritas)와 단절애(amor privatus 혹은
사적인 사랑):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의 작품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De Genesi ad Litteram, 11.15.20)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교통
애’는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이기심이 없는 지순애, 곧 까리따스
(caritas)

사랑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대상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의미한다. 반면, 하나님을 향한 까리
따스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확장된 사적인 사랑을 ‘단절애’

라고 부른다. 이 사랑은 만물의 질서와 판단 정립의 기준을 하나
님이 아닌 자기에게 둔 사랑으로서 종국에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
키는 사랑이다. 교통애에서 이탈한 모든 사랑이 여기에 해당되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 사랑이다.
3. 박애애(amor benevolentiae)와 목적애: ‘박애애’는 사랑받는 대
상의 가치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자비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대
상이 가진 어떤 장점이나 유용성과는 상관없이 자신 안에 있는 하
나님을 사랑하는 성향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반면, 사랑
받는 대상이 가진 어떤 특성들이 자신에게는 아름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애’라고 부른다. 토마스 아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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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1a2ae.26.4)에서 목적애를 ‘우정
애’(amor amicitiae)와 ‘욕망애’(amor concupiscentiae)로 나눠 설명했
으며, 박애애를 까리따스라고 불렀다.
4. 성향적 사랑과 심미적 사랑: 성향적 사랑이란 자신 안에 사
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사랑하는 것이다. ‘박애애’가 여기에 속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심미적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 안에 있는 아
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신자들의 사랑
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름다운 것이 매우 적은데도 그 안에서 어떻게
든 아름다움을 찾아내 사랑하는 것이 성향적 사랑이고, 교회의 영
적 아름다움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심미적 사랑이라
고 부른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64;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 27-29, 78-80; 인간과 잘 사는 것, 91;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28.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한 가르침의 근본적

요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명은 세계와 인간 창조에 대
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개별적으로 이바지 하는 것이
다. ②사명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③인간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
나님의 선과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며, 인간의 행복은 이
아름다움이 세계의 시공간 속에 구현되고 증진되도록 자신의 본성
의 변화와 자연의 보존과 사회의 도덕적 변화에 헌신하며 사는 것
이다. 그리고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로 말미암는
행복을 알려주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이다. ④사람으로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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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서 선포하
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참 사람’으로
현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웅장한 울림이 되도록
부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cf. 가족구원, 27; 그리스도
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54; 그리스도인의 아우라, 16.

사상

사상이란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인 정합성(整合性)을 가지고 사물이
나 사태들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를 가리킨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77.

사상적 무신론
사상적 어둠

→ ‘무신론’을 찾아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진리의 빛이 지성을 비출 때 물러가
는 어둠이다. → ‘(영혼의) 어둠’을 찾아보라
(하나님의)

사중의 아버지 되심

[영] fourfold Fatherhood of God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다음 네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J. Murray,
Systematic Theology). ①삼위일체 안에서의 위격적 아버지 되심
(intertrinitarian Fatherhood).

성자와 성령과 구별된 성부가 성자에

대해 아버지가 되심을 말한다. ②창조적 아버지 되심(creative
Fatherhood).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심으

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한다. ③신정적 아버지 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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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cratic Fatherhoo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신정국가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한다. ④양자적 아버지 되심
(adoptive Fatherhoo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을 구속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아버
지가 되심을 말한다. cf. 주기도문, 86.

삶의 질문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질

문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도덕적 가치에 대한 질문. 올바
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 ②실제적
능력에 대한 질문. 올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살아낼 충
분한 힘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계와
인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창조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cf. 교회와 그리
스도의 남은 고난, 174.

삼위일체

[라] Trinitas [영] Trinity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이다. 삼
위일체 하나님은 ①당신 자신 안에서는 아무로부터도 말미암지 않
고 누구에게도 낳은 바 되지 않은 성부와,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
신 성자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②
당신 자신 밖에서는 창조하신 성부와, 구속하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데 각 위격의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시
다.
1. 삼위일체의 주요 개념들: ①동일본질(호모우시아, ὁμοοὐσί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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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동등하고 완전하게 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다. ②위격(휘포스타시스, ὑπόστασι
ς).

삼위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시면서도 한 위가 다른 두 위

와는 구별되게 하는 독특한 존재 양식을 가리킨다. 위격은 삼위
사이의 교제의 근거가 된다. ③아겐네시아(ἀγεννησία, Begetter). 성부
의 비출생, 곧 ‘낳은 바 되지 않으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겐네시
스(γέννησις, filiatio, Begotten). 성자의 출생, 곧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심’을 뜻한다. ⑤에크포류시스(ἐκπόρενσις, processio, proceeds). 성령
의 발출(發出), 곧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말한다.
2. 내재적 삼위일체(trinitas ad intra, immanent Trinity)와 경륜적
삼위일체(trinitas ad extra, economic Trinity): 삼위일체를 서술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이다.
①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자체를 다루는 방
식으로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혹은 ‘본체론적 삼위일체’ 혹은 ‘영
원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른다. 한 분이시면서 셋이신 하나님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신성이신 삼위일체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하나님
의 존재는 창조세계와 초월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삼위는 서로에게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 현존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서 삼위로서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삼위 하
나님 자신 안에서 서로 활동하신다. ②경륜적 삼위일체. 삼위 하
나님의 각 위가 완전하시면서도 서로 함께 하는 방식으로 피조세
계와 관계를 맺으시며, 세계와 인간의 창조, 구속, 완성이라는 신
적 경륜을 통해 삼위일체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재적 삼
위일체’, 혹은 ‘시간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른다. cf. 삼위일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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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마음) 굳어짐 [영] comparative hardness of heart

죄가

운데 있는 신자의 마음으로서 타고난 부패성과 범죄로 인해 마음
이 부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마음은 은혜를 받음으
로써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 → ‘마음 굳어짐’을 찾아보라

상대적 십자가

신자 자신의 죄와 허물과는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한다. → ‘(그리
스도인의) 십자가’를 찾아보라

상대적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신

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서를 말한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용서라는 점에서, 또 단번에 영원
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는 달리 용서하고 난 후에도 사
랑이 식으면 다시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는 용서라는 점에서 상대
적이다. → ‘용서’를 찾아보라

상대적 필요론
상한 마음

→ ‘속죄’를 찾아보라

‘상한’ 마음은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을 가리킨다.

‘깨뜨리다, 산산이 부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샤바르
(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신자의 굳어진 마음을 영적으로 각성

시켜 상한 마음이 되게 하는 네 가지 도구가 있다. 첫째, 하나님
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둘째,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생각하면서, 셋째,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지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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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넷째, 인생의 허무를 직시함으로써 상한 마음이 된다. 그러나
상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마음이 아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현저히 줄어들고 경건한 정서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하거나 신자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지는 못한다. ‘상한 마음’은 반드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자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
의 조짐이라 할 수 있는 상한 마음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모든
상한 마음이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f. 마음지킴, 189;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235; 
자기 깨어짐, 24. → ‘통회하는 마음’을 찾아보라

생활의 교훈

[라] praecepta vivendi

인간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성경에 계시 되었는데,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들
이다(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1.3.3). 이 가운데 생활의 교
훈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87. → ‘지성’을 찾아보라

선 善 [히] 토브

[라] bonum [영] good

선은 하나님 자신이

시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선’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최종
적인 목적을 ‘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에 부합하
는 사물의 조건이나 상태를 ‘선함’(bonitas, goodness)이라고 부른다.
세계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
미암으며, 하나님의 선(善)은 항상 진(眞)이며, 미(美)이며, 성(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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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같은 지성적 피조물들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판단 받을
만한 영혼의 올바른 힘과 아름다움을 가리켜 ‘미덕’(virtus)이라고
부른다. 이 ‘선’은 일차적 선과 이차적 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J. Edwards, The Nature of True Virtue). ①일차적 선(first good)
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서 비롯되는 성경적 정신을 따
르는 ‘선’이고, ②이차적 선(secondary good)은 하나님을 향한 지순
의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윤리와 양심 등과 같
은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행하는 ‘선’이다. 이는 자신들의 안정된
삶이나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악으로부터 물러남
으로써 어느 정도 창조 목적을 구현하게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차적 선은 자기애(自己愛)의 확장일 뿐이다. cf. 교회와 그리
스도의 남은 고난, 81;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3;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
다는 것, 284;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45, 202. → ‘악’을 찾아보라

선택 [영] election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인류의 일정 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
정이다. → ‘예정’을 찾아보라

섬김의 고난

섬김의 고난은 신자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①연약함. 올
바르고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지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지탱하
기에 힘이 부족함을 뜻한다. ②불완전함.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
케 하기 위한 섬김에 있어서 자신이 순수하지 못하고 불결하여 능
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함을 뜻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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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

攝理 [라] providentia [영] providence

하나님의 뜻대로 천

지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
한다. 자연에 부여하신 법칙들을 통해 자연 질서의 계시를 보여주
시듯이 하나님의 도덕 의지는 인생사의 전개 속에 펼쳐지는 하나
님의 섭리를 통해 보여주신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개인
이나 역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 의지를 어느 정도 발견하
게 된다(롬 1:20).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도덕적 통치이다.
그러나 특별계시가 없이는 그분의 도덕적 통치를 받아들이고 창조
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계시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면, 섭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다. 시간이 흐르고 일의 사태들이 더 전개되어야만
그때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살아야 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54;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63. → ‘작정’을 찾아보라

성도의 온전함

성도의 온전함은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의 온

전함이며, 그의 사람됨의 온전함이고, 창조의 목적인 선을 행하기
에 온전함이다(딤후 3:17).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함은 신자
개개인의 온전함의 총화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
요하다. 성도의 온전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지식의
온전함. 세계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담고 있
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온전해야 한다. ②사랑의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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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한 반응으로써 그
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온전해야 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58.

성독 聖讀 [라] lectio divina

성경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

성적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정
동과 의지를 강화하는 전인격적인 경건의 훈련을 말한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경건한 저자들의 글을 읽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cf.
하나님을 알아감: 신학적 성경읽기, 55.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은

‘실체로서의 영’이 아니라 ‘실체적인 교통의 관계’로서의 내주를
뜻한다. 곧 신자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일컫는 말이다. cf. 교
회와 하나님의 사랑, 187.

성령의 말씀 역사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

여 죄인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역사
하신다. ①계명(啓明, Enlightment):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밝히 비
추시는 것을 말한다.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하여 사물을
분별할 수 없지만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둠이 물러가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죄인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께서 밝
히심으로써 허탄한 것들만 쫓던 죄인은 영혼의 주관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비로소 참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②조명(照明,
illumination, illuminatio):

성령께서 성경의 계시를 깨달아 알도록

인간 지성, 더 정확히는 인간 오성을 일깨우시는 것을 말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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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인간 지성에 전달하는 유일한 수
단이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는 원초적으로 중생과 함께 회심
때에 경험하게 되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는 하나님
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③감화(感化, influence): 계명과 조명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들이 개
념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
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그의 마음에 사랑의 영향을 미치도
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113;
자기 깨어짐, 120; 하나님과 동행함, 135;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78.

→ ‘(영혼의) 어둠’을 찾아보라

성실함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일을 행하려는 결심을 지속하려는 마음의 경
향성, 즉 의지의 지향성과 관련된다.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해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싫증과 권태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하
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삶의 실천으로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cf. 
은혜와 부패, 58; 싫증, 16-17.

성육신적 연합

[영] incarnational union, conjunction of nature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함으로써 인성(人性)을 가지셨는데, 이는 자
신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인류’와 연합하여 인류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 본성과 그리스도의 인
성과의 결합을 성육신적 연합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본성적
연합 안에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연합을 맺고 있다. 인간의 존귀함에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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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염려에 관하여, 65. →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찾아보라

성학

聖學 [영] the divine

단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 사람들

이 아니라 실천적인 목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던 청교도 시대의 신
학자들로서 깊은 학문과 탁월한 경건의 모본이 되었던 인물들을
가리킨다. cf.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199.

성향적 사랑

신자 자신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사랑하
는 것이다. ‘박애애’가 여기에 속한다. 교회를 향한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름다
운 것이 매우 적은데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자 하는 사랑이 성향적 사랑이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64. → ‘사랑’을 찾아보라

성화

聖化 [라] sanctificatio [영]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
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이다. 성화의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으
나,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한다. 구원의 객관적 측면인 칭
의와 주관적 측면인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칭의로써 죄
책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었다면, 성화를 통해 오염의 문제
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신다. cf. 개혁주의 성화론, 5; 구원과 하나
님의 계획, 259; 마음지킴, 39;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205. → ‘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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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을 찾아보라

소명 召命 [영] calling

소명(=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소명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
심이 있다. ①외적 소명(External Calling)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제시하여 사죄와 영생을 얻기 위
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진실한 권고를 말한다. 여기에
는 반드시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내적 소명(Internal
Calling)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

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유효한 부르심’(Effectual Calling)이
라고 말하기도 한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68.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소제 素祭 [영] grain offering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거나 하나

님 앞에 구별된 삶을 다짐할 때에 드리는 제사로서, 곡식을 태워
드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다. 유향과 소금을 넣은 고운 가루
나 기름을 넣어 구운 무교병이나 구운 곡식으로 드렸는데, 독립된
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이뤄졌다(레 6:14-18).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뜨려짐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드려야 함을 계시하셨다.
cf. 성화와 헌신, 39. → ‘(구약의) 제사’를 찾아보라

속건제

贖愆祭 [영] guilt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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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거나

이웃의 소유에 대한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속건
제는 손해를 입힌 대상에게 반드시 배상을 하여야 했는데 범한 물
건의 1/5을 더하여 배상한 후에 흠 없는 수양을 화제로 드렸다(레
5:15-19). cf. 성화와 헌신, 38. → ‘(구약의) 제사’를 찾아보라

속량

贖良

몸 값을 받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속전(贖錢)을 지불
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한다. cf. 교
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5. → ‘속죄’를 찾아보라

속상 贖償 [영] expiation

구약의 제사에서 헌제자의 죄를 전가

받은 짐승의 희생 효과로 잠시 동안이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제물이 된 짐승이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
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49. → ‘속죄’를 찾아보라

속성적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

을 방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이다. → ‘의’를 찾아보라

속죄 贖罪 [영] atonement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몸

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재
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며 충족하게 종결되
었다.
1. 속죄의 범위와 관련된 견해: ①보편 속죄론(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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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nement).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하셨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
는 사람에게만 이 속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원의 획득과
적용을 분리시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실제로 구
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할 가능성만을 확립해 놓으신 것이며 그
들의 실제적 구원은 자신의 선택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좌절시킬 수 있다는 모순된 결
론을 가져왔다. ②제한 속죄론(limited atonement).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명백하게 선택받은 자만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죽으셨
다는 견해이다.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인 선택과 유기가 한정적이
셨다면 구원 주심도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대속적 사역의 효능을 적용하시는 자만을 구
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할 수 있으며, 선택된 자들 중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본
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을 따르는 견해이다.
2. 속죄의 동인과 관련된 견해: ①가설적(=상대적) 필요론
(hypothetical necessity).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속죄하시기 위해 반

드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필요는 없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견해
이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이러한 견해를 주장
하였다. ②결과적(=절대적) 필요론(consequent absolute necessity). 하
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그리스
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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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견해이다.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견해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3. 속죄의 본질: ①희생(sacrifice). 타인의 잘못에 대해 대신 고
통당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헌제자의 죄 값을 제물이 된 짐승이 대신 치르는 ‘속상’(expiation,
贖償)으로써

헌제자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듯이 죄인인 우리

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②유화(propitiation). 죄를 덮는다(유화의 ‘대상’
은 죄, ‘결과’는 정결함과 용서, ‘장소’는 하나님 앞),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의미다. 즉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하
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기에 죄를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정결한 사람
으로 받아 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다.
③화목(reconciliation).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적의 또는
거리감)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의 주도

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감동시킴으로써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
의 마음 안에 있던 거리감과 적대감을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심으로
써 화목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④구속(redemption). 노
예제도를 배경으로 한 개념인데, 죄로 인해 마귀에게 팔려 간 우
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속전’(贖錢)으로 다시 사신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속량(贖良)이었으며, 속량
의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희생이었다. 그리
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39, 143-144, 14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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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문, 118.

속죄제 贖罪祭 [영] sin offering

부지중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

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신분과 형편에 따라 짐승이나 곡식을 화제
로 드렸다. 제사가 드려지기 전 반드시 헌제자의 진실한 참회가
필요하였다(레 4:13-21). cf. 성화와 헌신, 36. → ‘(구약의) 제사’를 찾아보라

순종(하다)

[헬] 휘파쿠오 ὑπακούω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드러

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대조하며 기쁘게 복종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기울여 듣고 기꺼이 그것을 받들려고 하
는 마음이 동반된 들음을 말한다. 거룩한 신자의 삶은 총체적 순
종이 필요한데, 외적 실천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의도와 생각까
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무제한적이자 전포괄적으로 순종할 의지를 갖는 것
이다. cf. 교리 묵상 순종, 10; 마음지킴, 343;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130; 자기 깨어짐, 244.

(그리스도의)

승귀

昇貴 [영] exaltation of Christ

부활하신 그리스

도께서 언약의 의무로서의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의와 영생의 공로를
세우신 것이며,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기쁨에 참여
하여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심을 가리킨다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 ‘그리스도의 신분’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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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각 위가 완전하시면서도

서로 함께 하는 방식으로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으시며, 세계와 인
간의 창조, 구속, 완성이라는 신적 경륜을 통해 삼위일체를 서술
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재적 삼위일체’, 혹은 ‘경륜적 삼위일체’라
고도 부른다. → ‘삼위일체’를 찾아보라

시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를 가리킨다. 시험은 넓은 의미의 시험과 좁은 의미의 시험으
로 나누어진다. ①넓은 의미의 시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을 말한다. ② 좁은 의미의 시험. 마
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이거나 마음속에서 악을 이끌어내거나, 하나
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혹은 자신의 의무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cf. 존 오웬의 신학, 126; 주기도문, 372.

신령한 자기 깨어짐

인간 본성의 근원이 되는 영혼과 관계

하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하는 참된 자기 깨어짐이다.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옛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오직 거
듭난 신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짐으로서 하나님을 향
한 지순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신비적 연합 [영]

mystical union, principal unity with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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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류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
이에 이뤄지는 ‘원리적인 연합’을 말한다. 멀게는 영원 전부터 하
나님께서 예정하신 연합이며, 가깝게는 중생과 칭의와 함께 이뤄
지는 연합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기인하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시 분리되지 않는다. 이 연합이 신비적인 이유는 하나님
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혼과 연합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
령께서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신자 가
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신비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와의 연합’
을 찾아보라

신생 新生 [영] new birth

칼빈(J. Calvin)이 주장한 넓은 의미의

중생을 일컫는 말이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영혼의 중생
(regeneration)뿐만

아니라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는 인간 갱신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신생’이라는 말은 후대의 학자
들이 좁은 의미의 중생과 구별하여 붙인 명칭이다. cf. 구원과 하나
님의 계획, 178.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신앙 [라] fides [영] faith

일반적인 개념의 신앙(=믿음)은 단순한

지적 확신이나 동의, 또는 확률에 근거한 예측에 대한 신뢰를 의
미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신앙’은 이런 종류의 믿
음이 아니다.
1. 구원 얻는 신앙: 구원 얻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한다. ①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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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적인 포기. ②자신에게 알려진 이 진리를 참된 것으로 인정
하고 확신하는 의지의 동의. ③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
권적인 은혜와 자비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인정
함. ④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 방법에 대한 신뢰와 구원자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이면서도 전적인 의존. 그러므로 신앙이란
신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2. 신앙의 내용: ①선포된 복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for
us)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셨다는 의미이며, 셋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을 ‘내포적 대신’(inclusive substitution)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의 방식과 성격을 지칭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우리 모두를 당신 품에 안고 우리 모두를 대표
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한다.
②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은혜 공급의 약속.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은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를 약속하셨으며, 또 그분께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신
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3. 신앙의 결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에 참여하게 하는 원인
이 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에 함께 연합됨
으로써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게 된다. cf.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32, 34;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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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신앙주의 [영] believism

지성과 이성을 믿음의 방해물인 것처

럼 생각하는 편협한 믿음제일주의적 견해이다. 이런 견해를 따르
는 자들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성과 학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성화의 구원을 무시한 영혼의 즉각적인 구원만을
강조한다. ‘믿음주의’라고도 불린다. cf.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 52.

신자의 영성 [영]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단어가 지닌 내재신

론적 특성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개혁주의
적 신학에 입각하여 이 용어가 지닌 의미를 정의하자면 ‘거룩함’
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획득된 영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말한
다. cf. 마음지킴, 327.

신학 [라] theologia [영]

theology

넓은 의미로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의 체계’를 말
한다. 신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Petrus van Mastricht,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신학을 구분

한다(R.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하나님 자
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념인 ‘원형신학’(theologia archetypa)과 하나
님에 대한 지성적 피조물들의 지식인 ‘모형신학’(theologia ectypa)
이다. ‘모형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지식인 ‘중보자의 모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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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theologia Christi)과 천사들이 소유한 지식인 ‘천사들의 모형신
학’(theologia angelorum)과 인간들이 소유한 지식인 ‘인간들의 모형
신학’(theologia huminum)으로 또 다시 나누어진다. ‘인간들의 모형
신학’은 지상에서의 지식인 ‘순례자의 신학’(theologia viatorum)과
천상에서의 지식인 ‘지복자의 신학’(theologia beatorum)으로 나누어
진다. cf.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1, 90; 자기 깨어짐, 138.

신화(神化)의 교리

[영] doctrine of theosis, deification

성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면 신화는 그 닮음을 온전히 성취하여
완성한 영화의 단계,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창조 시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은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인간 영혼과는 구
별되는 전적인 타자(他者)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신적 본
질 속에 함께 섞여 들어가는 참여가 아니라 신적 본질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상태가 되어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
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극치는 바로 인간이 이
런 신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고대 교부들은 세 단계를 거쳐 인
간이 신화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①카타르시스(catarsis).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 거룩한 상태가 되는 단계이다. ②테오리아
(theoria).

영혼의 머리인 지성이 온전히 순수해져서 지상의 사물들

로 인한 방해와 욕망으로 말미암는 억견(臆見)에서 벗어나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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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지성으로 바라보게 되는 단계이다. ③테오시스(theosis). 예수
께서 교회에 관한 경륜을 모두 성취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셨을
때에 그분께 연합된 인간들이 도달하게 될 상태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신화 상태를 말한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74; 세
계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66.
(그리스도와의)

union

실제적 연합

[영] actual union with Christ, spiritual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

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랑의 연합
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연합을 말
한다. 이 연합은 부활의 날에 변화된 몸을 입어 구원이 최종적으
로 완성되는 영화까지 포함한다. 이 연합은 신자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화의 삶은 이 연합의
신비한 비밀들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찾아보라

실천적 무신론 [영] practical Atheism
실행죄

[영] actual sin

→ ‘무신론’을 찾아보라

원죄(original sin)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실제로 짓게 되는 개별적인
모든 죄된 행위를 뜻한다. ‘자범죄’라고도 부른다. 원죄는 하나지
만 실행죄는 다양하다. → ‘죄’를 찾아보라

심미적(審美的) 사랑

성향적 사랑과 대조되는 사랑으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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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64. → ‘사랑’을 찾아보라

심판적

(마음)

굳어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지게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한다. 강퍅해지는 마음을 억제하던 은혜의 수단들을 제거하심으
로써 스스로 강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가능하다. → ‘마음 굳어짐’를 찾아보라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성숙시키

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감당하게 하는 모든 괴로움과 시련과 환란
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①절대적
십자가(absolute cross). 자신의 죄로 인하여 섭리 속에서 당하게 되
는 모든 고난을 의미한다. ②상대적 십자가(relative cross). 신자 자
신의 죄와 허물과는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56,
죄와 은혜의 지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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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가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agape)

라고 부른다. → ‘사랑’을 찾아보라

아나바시스 [헬] ανάβασις

‘상승’(上昇)을 뜻하는 헬라어로 플라

톤 철학에서는 인간이 진리에 이끌려 참된 것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가리켰다. 이 용어를 기독교 신앙에 적용해본다면 복음을 통
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cf. 그리
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254. → ‘카타바시스’를 찾아보라

아디아포라

[라] adiaphora

‘대수롭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디아포로스(άδιάφορος)에서 온 용어로서, 성경에 명백히 규
정된 바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규제할 보편 타당한 근거가 없는 중
립적인 영역이기에 때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가 허용되는 행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선악의 문제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
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기에 각자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에 달려 있는 사항들이다. cf. 청교도의 주일성수, 그 평가와 계승, 72.
90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란 “존재의 존재에 대한 일치, 어울림,

연합”(consent, agreement, union of being to being)이다(J. Edwards,
The Nature of True Virtue). 즉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의 사이

에서 이런 조건을 갖출 때에 그 사물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두 사물 사이의 한정된 관계 안에서만 아름
다울 뿐이다. 따라서 어떤 사물들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간에 충
돌 없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이 아름다움의 원천이
신 하나님을 향한 일치, 어울림, 연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아름다움이다.
1. 아름다움의 요소: 아름다움은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과 ‘보
편적 질서의 완전성’이라는 두 조건이 필요하다. ①개별적 사물의
완전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보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미학적 목적에 기여하기에 충분한, 개별적 사물들 안에 있는
존재의 완전성이다. 사물이 그 자신을 그 존재가 되게 하는 ‘있
음’(esse)으로 가득한 상태, 곧 전일성(全一性, integritas)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물을 지으신 상태와 조건에
부합할 때에 성취된다. ②보편적 질서의 완전성. 개별적 사물들이
다른 사물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가지는 질서의 완전성이
다. 이 질서의 완전성은 조화, 균형, 절제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난
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신의 위치에 있을 때에 자신
의 고유한 작용을 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의 작용과 어울려 피조세
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룬다. 그런 의미로 보편적 질서의 완전성
은 ‘위치의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학적으로 ‘추함’
은 ‘조화로운 위치 혹은 질서로부터의 이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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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름다움의 분류: ①원형적(=원천적)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근
원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이 아름다움은 원천적이고
독립적이며 무한한 아름다움이다. ②모형적(=파생적) 아름다움. 피조
세계에 투영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서 원형적 아름다움을 본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움은 파생적이고, 의존적이며, 한정적
인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은 다시 ‘도덕적 아름다움’(=일차적,
혹은 상위의 아름다움)과

‘자연적 아름다움’(=이차적, 혹은 하위의 아름다움)

으로 나눠진다. 도덕적 아름다움은 지성적 존재인 도덕적 피조물
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일컫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일
치, 어울림, 연합을 가리킨다. 이는 판단 능력과 사랑의 성향의 아
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참된 미덕이다. 자연적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서 시간과 공간 안에 지정하신 자연적 사물의 법칙(혹은 인간의 본성
과 양심)을

따르는 아름다움으로서 조화와 균정, 비율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연적 아름다움은 도덕적 아름다움의 가시적 모상이다.
3. 아름다움의 경험: 원형적 아름다움은 모형적 아름다움을 통
해 심미되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하고 파편적이다. 둘 사
이를 연결 짓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지닌 무능함과 오류 때문이
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심미
속에서 한정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의 아름
다움은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원형적 아름다움을 바르게 유추할 수
는 없다. 원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중생을 통해 부여받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질서 안에
서, 혹은 질서를 초월하여 심미될 수 있는데, 신자들이 경험하는
원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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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에 대한 경험일 것이다.
4.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음 두 가지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①개별적 위격의 완전성. 삼위 하나님의 무한히
완전하심으로 인하여 각 위격도 무한히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 때
문에 각 위격은 다른 위격에게 사랑을 받는다. ②위격적 질서의
완전성.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다.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하나 됨을 이루신다(consubstantiality). 세 위격 사이
에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한 질서가 있다. 경륜의 측면에서는
서로 구별되게 일하시나 세 위격이 고유하게, 그러나 서로 교통하
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이때 나타나는 각 위격의 고
유함은 그 위격의 다름이 되고 세 위격의 다름이 서로 어울려 아
름다움을 이룬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24-26;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95-100;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82-87.

아콤모다티오

[라] accommodatio [영] accommodation

‘적응’,

‘조절’, ‘조정’, ‘배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로 불변하시고 무한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셔
서 소통하심을 뜻한다. 우리의 부족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된 화법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다.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33.

악 惡 [라] malum

악은 실재가 아니라 선의 결핍(privatio boni)

이다(Augustine, Enchiridion, 3.1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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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셨던 최종적인 목적인 ‘선’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전복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잘못된 사랑의 질
서’라고 불렀다(De Civitate Dei, 15.22). 하나님의 판단기준을 거부
하고 자신이 세운 잘못된 기준을 지성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악’
이다. 그리고 그러한 악을 향하는 지성적 피조물의 조건이나 상태
를 ‘악함’(malitia)이라고 부른다. 인간과 같은 지성적 피조물들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판단 받을 만한 영혼의 올바른 힘과 아름다
움을 결핍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악덕’(vitium)이라고 부른다.
’ 찾아보라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3;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45.. → ‘선을

악덕

惡德 [라] vitium [영] vice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선’을

이탈하려는 영혼의 움직임이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가리킨
다. 지성적 피조물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판단 받을 만한 영혼의
올바른 힘과 아름다움을 결핍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악’을
찾아보라

애성 愛性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안에 주신 기능 중 ‘애성’은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 자체’를 가리킨다. ‘사랑하는 능력’은 자
기 밖에 있는 사물을 사랑하려는 인간 본성의 경향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애호’(愛好)의 능력과 추루한 것을 싫어하
는 ‘혐오’(嫌惡)의 능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것을 봄
으로써만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애성을 이루
는 두 번째 요소인 ‘사랑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최초 인간은 사
랑하는 능력과 함께 ‘지순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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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창조 목적인 선(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자신의 존재
목적을 합치시키며 살게 하는 까리따스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애성의 두 기능 모두를 파괴하였다. 타락
한 후 ‘사랑하는 능력’은 비록 손상을 입었으나 인간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에 충분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순의 사랑’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두 파괴되어 인간
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사랑하는 능력’은 자연적 본성 안에 심겨진 것이기에
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립적이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그를 지배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순의 사랑’이 있다면 그의 사랑하는 능력은 하
나님을 향할 것이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의 사
랑하는 능력은 자신 안에 갇힌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cf.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28;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115. → ‘사랑’을 찾
아보라

양심 [라] conscientia [영] conscience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의식에 부착
되어 있는 선악의 판단을 가리키는데, 율법에 따라 정죄하고 송사
하는 기능을 지닌다. 양심의 심판적 기능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인간 본성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엄위를 발견하게 하며, 율법
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심판을 알게 하심으로 죄인으
로 하여금 자신의 무조력한 상태(helplessness)를 알게 한다. cf. 주
기도문, 196;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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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養子)됨(=자녀됨)

[영] adoption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기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를 말한다.
1. 양자됨의 특징: ①칭의, 화목, 중생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동
시에 나뉠 수 없다. ②양자됨은 우리의 상태나 내적인 성질들을
변화시키시는 행위가 아니라 신분과 관련된 법적인 행위이다. ③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부른다. ④양자됨은 인간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엡 1:10).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
다는 것은 사적이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
위 혹은 권세로써 이루어지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와 탁월함과 권리인 법적 행위를 받는다. 따라서 양자됨은 법적인
신분상승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결코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
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지는 않다. 자녀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
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써 주어진 것이다.
2. 양자됨의 결과: 이중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신분
과 상태의 자유’와 ‘내적인 자유’가 그것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진
노 아래 있던 죄인들을 성도로 삼으신 것이며, 후자는 영혼과 마
음의 자유를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익을 누린다.
①명분. 입양된 아들로서의 이중의 영적 권리를 가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과,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기업들을 충만하게 누릴
권리로서, ‘후사’라고 표현된다(엡 3:6). ②담대함. 그리스도로 말미
96

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기도를 통
해 가장 잘 경험된다. ③징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녀들에게 고
난을 통해 징계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이신다. 이 고난을 통
해 그분의 창조 목적을 따라 다시 살게 하시며, 그들 개인적으로
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36.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영혼의)

어둠

영혼이 진리와 생명의 빛을 결핍하고 있는 상태

로서, 그 효과는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에 대한 전적인 무지와 반
감, 무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관적인 어둠과 객관적인 어둠(J.
Owen,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혹은 영적 어둠과 사

상적(지성적) 어둠과 도덕적(윤리적) 어둠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주관적 어둠(subjective darkness)·객관적 어둠(objective darkness):

①주관적 어둠은 인간 안에 있는(in man) 어둠으로서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 오성의 판단이 어두워지고 영혼은 무기력해져서 복
음의 신비나 교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객관적으로 지성에 비추어
도 쉽게 물러가지 않는 어둠이다(엡 4:17-18). 주관적 어둠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조명과 내적인 쇄신
이 필요하다. ②객관적 어둠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써 밝아질 수 있는 인간 위에 있는(on man) 어둠을 가리킨다(시
119:18-20).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만 하면 물러갈 어둠이다.
2. 사상적 어둠·영적 어둠·도덕적 어둠: ①사상적 어둠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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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속한 것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
는데 진리의 빛이 지성을 비출 때 물러가는 어둠이다. ②영적 어
둠은 지성적 어둠보다 더 본질적인 어둠으로서, 죄로 인해 하나님
께서 주신 본래적 이해(영적인 총명)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마땅
히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 지식이 없어진 흑
암의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써 죄인
들의 영적 어둠을 물러가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지성적 깨달음도
가능하게 된다. ③도덕적(윤리적) 어둠은 영적 어둠과 지성적 어둠
의 결과로 인간들 안에 생긴 도덕적 부패를 의미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1;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72; 그리스도인이 빛으
로 산다는 것, 107; 성화와 헌신, 125; 자기 깨어짐, 123; 죄와 은혜의
지배, 269.

언약

[라] confoederatio [영] covenant

언약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베리트(

1. 용어의 배경과 의미:

)라는

히브리어가, 칠십인역

에서는 디아데케(διαθήκη)라는 헬라어가 사용된다. 이는 ‘언약을 세우
는 행동이나 의식’ 혹은 ‘양자 사이에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유언’을 의미하는 ‘언약’(testament)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베리트는 주로 동사 카라트(
‘자르다’는 뜻임)라는

, 문자적으로

말과 함께 사용되는데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

을 함의하고 있다. 이는 짐승을 갈라 언약 의식을 체결하는 고대
중근동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던 주전 15
세기 경 중근동 지방에서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
나라의 제후(suzerain)와 그에 의해 책봉된 봉신(封臣, vassal)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이다. 이 계약 관계는 대등한 관계일 수 없으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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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으로 불러들임을 받는 것 자체가 봉신으로서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러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이 계약의 구
조는 일곱 개의 부분으로 이뤄지는데 ①발기인이 명시된 전문(前文)
②역사적 서언 ③의무 조항들 ④계약문서의 보관과 공개적 낭독
⑤증거와 징표들 ⑥계약의 준수와 위반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들
⑦짐승을 반으로 쪼갠 사이를 제후와 봉신이 함께 지나가는 계약
체결 의식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의 엄중함과 신
실함을 당대 계약체결 의식을 통해 이해시켜 주신 것이다(창
15:9-17).

2. 언약의 종류: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종류의 계약적
성격을 띤 언약이 있다.
1)행위언약(covenant of works): ①창조의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
님과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할 책임이 있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행위를 담보로 하는 언약이다. ②계약의 내용
은 무조건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
는 생명의 약속이, 어겼을 경우에는 육체적, 영적, 영원한 사망이
형벌로 주어진다. ③행위언약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일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요구가 아직도 유효하지만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에 이 언약은 무력하다. 그리스도
만이 이 법적 요구를 완수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은 신
자들에게 이 언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한
지정된 방법으로서는 행위언약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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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속언약(pactum salutis, covenant of redemption): ①은혜언약의
기초가 되는 언약으로서 스가랴 6장 13절에 나타난 ‘평화의 의
논’,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의 구속을
위한 의논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던 계획이다.
②구속언약의 내용은 첫째, 성부는 성자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성
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계신 동
안에 그와 함께 하시며,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그를 다시 살려내
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다. 둘째, 성자
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
셔서,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셋째, 성령은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동의하셨다.
3)은혜언약(covenant of Grace): ①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으
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택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을 말한다. 아담과 맺으신 행위언약과 대칭을 이루는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
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언약이다. ②은혜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신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이 언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명을 따
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영적 힘의 공급을 약속한다. 그
러므로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단지 능력의 부족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실천하기에 실패하는 자가 없다. ③은
혜언약은 행위언약이 아니므로 공로가 될 만한 어떤 실질적 행위
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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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약을 적용하시는 언약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받을 때에 요
구되는 것이 있다. 언약과 언약 안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
임으로 언약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 속에 있는 새 생
명의 원리에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
한다.
3. 언약의 편무성과 쌍무성: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의 주권
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언약적 의무 중에서 하나님의 일
방적 호의나 주권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언약의 편무성
(unilaterality)이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의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언약의 쌍무성(bilaterality)이라고 한다. cf. 구원과 하
나님의 계획, 125; 청교도의 주일성수, 그 평가와 계승, 61.

영광

[히] 카보드

어떤 물질적 소유나 신분, 혹은 기타

무형의 장점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장점으로 인해 그것을
소유한 인간이나 사물이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는 효과를 가리키기
도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①본체적 영광(essential glory).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영
광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멸되거나 감소될 수 없는 불변하는 영광
이다. ②발산적 영광(radiative glory). 특정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
는 하나님의 장소적 임재인 ‘쉐키나’(shekinah)를 가리킨다. ③효과적
영광(effective glory). 인간을 비롯한 지성적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이 영광의 효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변할 수 있
기 때문에 ‘가변적 영광’(variable glory)이라고도 불린다. 엄밀히 말
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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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엄위와 사랑, 그
리고 자비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는 상태이다. cf.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148; 그리스도인이 빛으
로 산다는 것, 58; 자기 깨어짐, 132; 죄와 은혜의 지배, 426; 주기도문,
119;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00.

영생

[라] vita aeterna [영]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용어는 다

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①고유한 의미. 비록 육신
은 죽지만 그 육신의 껍질을 벗은 후에는 보다 완전한 영혼의 생
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생명은 부활한 육체를 덧입게 되는 것으로 완성되어 불멸의 육
체를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②적용한 의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생명적
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생
명을 누림으로써 인간 존재에 필요한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내적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28;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48.

영속 [라] aevum

영속(永續)은 선적 시간의 끊임없는 지속으로

파악되는 영원이다. 즉, ‘영속’은 시간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한다.
천상세계의 피조물과 지상세계의 인간 영혼은 사멸하지 않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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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無終)의 존재라는 점에서 ‘무상성’(無常性)의 시간에 묶이지 않는
영원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들도 없었던 것으로서 생겨난 ‘유
시’(有始)의 존재이며, 또한 여전히 시간 안에서 영속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절대적 의미로 시간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40. → ‘영원’을 찾아보라

영원

[라] aeternitas [영] eternity

영원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①본체적 영원.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
안에 영원이 있지도 않고 그 영원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합쳐
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
시기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있음’으로 가득 찬 존재
다. 그러므로 본체적 영원은 찰나의 시간들이 연속을 이루어 만들
어내는 선적(線的) 영원도 아니며, 끊임없이 제자리로 회귀하는 원
적(圓的) 영원도 아니다. ②효과적 영원. 인간에 의해 파악되는 영
원으로서, 영원 자체로 말미암아 세계 안에 미치게 되는 효과로서
의 영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유한한 인간에 의해
파악될 수 없지만, 그분이 존재하시는 효과는 인간에 의해 파악되
기에 인간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
영원은 매개물을 통하여 파악되는 영원이니 선적(線的) 시간의 끊임
없는 지속으로 파악되는 영원이다. 천상세계의 피조물과 인간의
영혼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 영원성을 갖지만 시간을 초월하는 것
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들은 효과적 영원에 속한다. cf. 하나
님의 도덕적 통치, 40.

영원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자체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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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혹은 ‘본체론적 삼위일체’ 혹
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른다. 한 분이시면서 셋이신 하나님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신성이신 삼위일
체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하
나님의 존재는 창조세계와 초월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하나님 안
에서 삼위는 서로에게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 현존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서 삼위로서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 자신 안에서 서로 활동하신다. cf. 삼위일체, 33. →
‘삼위일체’를 찾아보라

영적 각성 [영] spiritual

awakening

영적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던 것이나 희미하게 인식하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의, 사랑, 은혜, 죄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한다. cf. 거룩한 부흥, 28.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적극적인 측

면을 일컫는 말이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은혜와 지식의 성장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의 성장으로서 이 둘은 결
코 분리되지 않는다.
1. 사랑(은혜)의 성장(의지적 측면).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이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은
혜로운 작용이 이루어지면 사랑의 정동이 일어나고 이것의 반복적
실행은 사랑의 성향을 만들어낸다. 이 사랑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
는 것이 바로 ‘은혜에서 자라가는 것’이며,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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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J. Edwards, The
Miscellanies, n. 1157). ①힘적인 방식(physical). 신자가 중생 시에

부여받는 하나님 사랑의 성향으로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
입하듯이 당신을 사랑하는 성향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것을 말한
다. ②설복적인 방식(persuasive).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며 설득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지성적으로 설득됨
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의 성장(지성적 측면). 사물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성장만
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앎으로써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게 하는 지혜의 성장까지 포함한다. 지식의 성장
은 ‘믿음’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성’으로써 받아들인
계시의 명제들 사이에 있는 연관성을 부지런히 탐구하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 진리에 굳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cf.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114;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1, 98.

영적 연합 [영]

spiritual union, actual union with Christ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
제하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랑의 연합을 이뤄가는 성화
의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연합을 말한다. 이 연합은
부활의 날에 변화된 몸을 입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영화
까지 포함한다. 이 연합은 신자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화의 삶은 이 연합의 신비한 비밀들
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
리스도와의 연합’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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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어둠 [영] spiritual darkness

지성적 어둠보다 더 본질적

인 어둠으로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 이해(영적인 총
명)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마땅히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 지식이 없어진 흑암의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찬란
한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써 죄인들의 영적 어둠을 물러가게 해 주
셔야만 비로소 지성적 깨달음도 가능하게 된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64. → ‘(영혼의) 어둠’을 찾아보라

영지주의

[영] Gnosticism

고대에 영향을 끼치던 종교적·철학

적·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혼합 종교적 성격을 지닌 사상운동이
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인 영지(靈智, gnosis)를 소유함으로써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논박
한 교부들의 논박서들을 통해서 알려졌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50.

영혼의 싫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기

력해진 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데로 나아가는 전초
단계이다. 싫증은 하나님께 대한 ‘애호’(愛好)의 정동과 ‘오혐’(惡嫌)
의 정동 사이 중간 지대에 위치한 영적 권태감이며, 은혜의 힘으
로 애호의 정동으로 이끌리지 않고 방치하면 하나님을 떠나 악으
로 이끌리게 된다. 1. 싫증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부패성과 불
완전함 때문이며, 실제적인 원인은 ①온전함을 추구하지 않거나,
②은혜로부터 멀어졌거나, ③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싫증이 힘을 얻는 경우는 ①육체가 게으를 때, ②유혹이 빈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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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③염려로 마음을 빼앗길 때, ④죄책감을 상실할 때에 신속하게
번져간다. 3. 싫증의 공격 목표는 ①은혜의 마음과 ②기도의 실천
과 ③말씀의 미각과 ④은혜의 능력과 ⑤개혁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파괴시킨다. 4. 싫증을 물리치는 방편은 ①전심으로 하
나님을 추구하며, ②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③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④싫증의
마지막인 죄의 산출을 생각하며 그 부당함을 기억해야 한다. cf.
성화와 기도, 89; 싫증 전체.

영혼의 아름다움

영혼이 아름답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영혼으로서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창
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힘과 경향성으로 영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영혼은 아름답다. ②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
다는 것이다. 영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를 선의(善意)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美)은 선(善)으로 나타나게 된
다. 선함과 아름다움은 사물의 존재 원리이다. 선은 하나님의 목
적과 관련이 있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된다. 인간이
선한 것을 추구할 때 영혼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영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기 때문이
다. cf.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65.

영혼의 죽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을 가리킨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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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榮化 [라] glorificatio [영] glorification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택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어 영혼과 결합하게 하시고,
살아 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cf. 구
원과 하나님의 계획, 327.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예배 [영] worship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구속 사역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
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
신 일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면전 의식을
가진 채 마음과 행동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표현의 행위이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예배’라면,
‘좁은 의미의 예배’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로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로 나뉜다. ‘사적인 예배’는 가정
예배 혹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을 찬송하는 개인 경건의 실천으로서의 예배를 가리킨다. 이것은
공적 예배의 기초가 된다.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바와 같이
두 가지의 본질적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며, 다른 하나는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여야 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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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cf. 배교적 예배에서 돌이키라, 22;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40; 예
배의 본질적 요소의 회복에 관한 연구, 2.

예정 豫定 [영] predestination

도덕적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

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 이는 선택과 유기로 구성된다. ①
선택(election).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인류의 일정 수를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②유기(reprobation).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어떤 사람들
을 간과하기로 결정하시고, 저들의 죄를 벌하심으로 당신의 공의
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88.

오성

悟性 [라] intellegentia, intellectus [영] understanding

인간

지성(이성+오성)의 작용들 중 ‘이성’이 인과관계에 따른 추론작용을
담당한다면, ‘오성’은 사물과 일에 대한 실재를 직관(直觀)하는 능력
인데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성경에서는 ‘총명’ 혹은 ‘지각’
이라고도 부른다(빌 1:9, 요일 5:20). 인간 이성의 추론 작용은 시간
과 공간 안에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이성을 초월하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사실
들을 추론하는 일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하
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성을 일깨우시는 성령
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오성의 빛을 붙잡는 믿음이 요구
된다. → ‘지성’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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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汚染 [영] corruption

인간의 원죄 가운데 하나로서 타락

한 인간성 안에 물려받은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전적 부패성과 전
적 무능력을 말한다. 이 오염의 문제는 신자의 전 생애적인 성화
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신다. → ‘원죄’를 찾아보라

올곧음 [영] uprightness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

도를 사랑하고 그분께만 붙어 있으려는 꾸밈이 없는 의지의 결단
과 그 결단을 지속하는 힘이나 상태를 가리킨다. 이 올곧음은 타
락과 함께 대부분 상실했으며, 중생과 함께 회복되고, 성화 안에
서 보존된다. cf. 자기 깨어짐, 255.

외식

外飾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얻거나 비난을

피하고자 자신에게 없는 신앙적 정서에 어울리는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cf. 마음지킴, 336.

외재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각 위가 완전하시면서도

서로 함께 하는 방식으로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으시며, 세계와 인
간의 창조, 구속, 완성이라는 신적 경륜을 통해 삼위일체를 서술
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륜적 삼위일체’, 혹은 ‘시간적 삼위일체’라
고도 부른다. → ‘삼위일체’를 찾아보라

외적 부르심(=외적 소명) → ‘부르심’ 혹은 ‘소명’을 찾아보라
용서 [영] forgiveness

용서는 일반적 의미와 기독교적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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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책임 면제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용서를 넘어서서 용서하는
대상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하나님이 베푸
시는 용서와 인간이 하는 용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하나님
의 절대적 용서.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과 사랑의 성품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베푸시는 무한하고 영원한
용서를 말한다. ②인간의 상대적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서를
말한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용서라는
점에서, 또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는 달리
용서하고 난 후에도 사랑이 식으면 다시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는
용서라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cf.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산다, 57; 
주기도문, 349.

(그리스도와의)

union

원리적 연합 [영]

principal unity with Christ, mystical

인류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영혼과 그

리스도 사이에 이뤄지는 원리적인 연합을 말한다. 멀게는 영원 전
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연합이며, 가깝게는 중생과 칭의와 함
께 이뤄지는 연합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기인하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
스도의 몸에서 다시 분리되지 않는다. 이 연합이 신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혼과 연합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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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신자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신비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
와의 연합’을 찾아보라

원시복음 [영] primitive gospel

인류의 첫 조상이 하나님께 불

순종하여 죄를 범한 즉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과 함
께 주어졌다(창 3:15).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른다. cf. 주기도문
, 175.

원의

原義 [라] iustia originalis [영] original righteousness

창조

시 무죄 상태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의(義)를 가리킨다. 이는 ‘참
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내포한다. 이 원의는 죄 때문에 상실되
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획득되었다. cf. 2012 GBS 창조와 하
나님의 사랑, 18.

원죄

최초 인간의 범죄로 인해 죄는

原罪 [영] original sin

시작되었고, 이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이로써 모든 인
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최초 인류로부터 파생되
어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하며,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존재
하며 삶 속에 실제적인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 원죄는 ①하나
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일컫는 죄책(guilt)
과 ②타락한 인간성 안에 물려받은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전적 부
패성과 전적 무능력을 일컫는 오염(corruption)으로 구성된다.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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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인류에게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필멸성이 도입되었
다. 범죄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곧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
시켜야 하는 죄책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는 칭
의로 인해 신자에게서 제거되었으나, 오염의 문제는 신자의 전 생
애적인 성화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신다. → ‘죄’를
찾아보라

원천적(=원형적)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이 아름다움은 원천적이고 독립적이며 무한한
아름다움이다. →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위선

[영] hypocrisy

악한 경향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 계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다
른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얻거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동
기에서 행하는 행동이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위선은 마음 드림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일컫는 말로서 외식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이는 신자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cf. 마음지킴, 336; 인간과 잘 사는 것, 182. → ‘외식’을 찾아보라

유기 遺棄 [영] reprobation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어

떤 사람들을 간과하기로 결정하시고, 저들의 죄를 벌하심으로 당
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 ‘예정’을 찾아보라

유화 [영] propitiation

죄를 덮는다(유화의 ‘대상’은 죄, ‘결과’는 정
113

결함과 용서, ‘장소’는 하나님 앞),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풀어준

다는 의미다. 즉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기에 죄를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
암아 그것을 덮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정결한 사람으로 받아 주
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다. → ‘속죄’를 찾아
보라

유효적 부르심
육체(=육신)

→ ‘부르심’ 혹은 ‘소명’을 찾아보라

성경에서 언급되는 육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 의

미를 지닌다. ①죄와 무관한 중립적 의미로서 인간이 지닌 일반적
인 육체를 가리키며, 때로는 이 육체의 한계를 뜻하기도 한다(마
26:41, 막 14:38).

②죄에 오염된 육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신자의 거

듭난 성품과 갈등을 일으키는 옛 사람의 본성 안에 깃든 죄의 성
향을 의미하기도 한다(롬 8:5). 그러므로 ‘육신을 죽인다’는 표현은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죽인다는 뜻이다(롬 8:13).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142-143, 161.

율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

로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은 물론, 제사와 기타 다른 의식들
과 관련된 명령들을 모두 포함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계명’, ‘법
도’, ‘규례’라고도 한다. cf. 교리 묵상 순종, 138-139.

율법

하나님이 주신 특별계시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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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지의 법적인 표현이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확신하게 하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여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
원받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생활의 규칙이 된다(롬 2:12, 15, 3:20, 13:8, 갈 3:24).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과 좁은 의미의 율법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
의 생각과 의지에 대한 흠 없는 계시의 총체를 말한다(시 1:2,
19:7).

‘좁은 의미의 율법’은 구약에서 완전한 복종을 위해 인간에

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덴에서 주어진 율
법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나눠진다(창 2:17, 요 7:23). 하나
님은 이 율법을 두 곳에 새기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돌비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양심)이다(출 31:18, 롬 2:15). cf.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144; 죄와 은혜의 지배, 248;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61, 173. → ‘계시’를 찾아보라

율법적 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서, 의로워지는 자원을 자기 안에 둔 의를 말한다. 그러
나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적 의는
인간이 획득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아니다.
→ ‘의’를 찾아보라

율법적 회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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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후회나 가책
을 가리킨다.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보다는 죄의 결과인 비참에
대한 자각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심리적 후회일 뿐이다. 이런 회개
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아니며, 비회심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 ‘회개’를 찾아보라

율법폐기론

[영] antinomianism

율법과 양심을 따라 의롭게

살려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을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며, 율법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침으로서도 모두 폐기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
는 대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유지할
수 있다. 신자의 삶은 구원의 열매이며,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
의 외출적(外出的) 열매이다. 중생과 함께 신자 안에 심겨진 은혜는
삶의 원인론적 동기이자 동시에 목적론적 동기가 된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cf. 성화와 헌신, 121.

은혜

[라] gratia [영] grace

은혜는 크게 세 가지 용례로 사용

되는데, 객관적 은혜, 주관적 은혜, 그리스도 자신이다(롬 3:24, 엡
4:29, 롬 5:2).

①객관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를 가리킨다. ②주관적 은혜. 신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내면으로부터 선한 의지
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감화를 뜻한다. ③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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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 자신.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길 자체가 은혜이다. cf.
마음지킴, 147;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203.

은혜 살림 [영]

vivification of grace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주

어진 새 생명의 원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자기 안에 있는 은
혜의 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중생한 신자
들 안에 두신 영적 은혜는 결코 소멸하지 않으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아 갈 때에 성장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은혜가 성장한다는 말은 신자
가 하나님을 향해 변화된 사랑의 성향 안에서 그 성향이 더욱 강
해지고 풍성해져 가는 것을 가리킨다. cf. 인간과 잘 사는 것, 154;
하나님과 동행함, 104. → ‘죄 죽임’을 찾아보라

은혜언약 恩惠言約 [영]

covenant of grace

인간의 구원과 관련

된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택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
이의 언약을 말한다. 아담과 맺으신 행위언약과 대칭을 이루는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
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언약이다.
은혜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
라’라는 신구약의 모든 약속들이다. 이 언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영적 힘의 공급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단지 능력의 부족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실천
하기에 실패하는 자가 없다.
117

은혜언약은 행위언약이 아니므로 공로가 될 만한 어떤 실질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주도하시고 우리에
게 이 언약을 적용하시는 언약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받을 때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 언약과 언약 안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
들임으로 언약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
구한다. → ‘언약’을 찾아보라

의 義 [라] iustia [영] righteousness

의(義)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바를 따라 행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
자신이 옳고 그름에 관한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義)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의 반영으로서, 사람의 내면세계와 외면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합치된 상태’를 가리킨다.
구약성경에는 ‘공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체덱(
)가,

체다카(
(

)가

)과

‘심판’, 혹은 ‘정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쉬파트

사용되었다. 체덱이 존재 안에 있는 내면의 질로서의

‘의’를 가리킨다면, 체다카는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난
행위로서의 ‘의’를 가리킨다. 그리고 미쉬파트는 잘못된 행동을 했
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고쳐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옮음’, ‘허물없음’을 뜻하
는 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라는 헬라어로 나타난다.
이 의는 다음 네 가지의 용어로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①속성적 의(essential righteousness).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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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이다(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②율법적 의(law righteousness). 율법

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서, 의로워지
는 자원을 자기 안에 둔 의를 말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율법
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적 의는 인간이 획득할 수도 없
거니와 설사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아니다. ③복음적 의(gospel
righteousness).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가된 의를 말한다. 이로써 신자들은 하나
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의로워지는 자원
을 그리스도께 둔 의이다. ④자기의(self-righteousness). 원의를 상실
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자원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지는 자원
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양 여기는 의이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정신이며,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의이다. cf. 구원
과 하나님의 계획, 227; 염려에 관하여, 161; 자기 깨어짐, 88.

의존미

→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이성 理性 [라] ratio [영] reason
오성)의

넓은 의미로 이성은 지성(이성+

모든 기능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오성과 대비되어 좁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사물들을 인식하고 거기서 획득된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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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들을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하고 ‘추론’(推論)하는 기능을 말한
다. 이성의 추론작용은 사물의 유사성(類似性)과 이별성(異別性)을 따
라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인간 이성의 추론 작용은 시
간과 공간 안에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기능
을 할 수 있으나 이성을 초월하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사
실들을 추론하는 일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성을 일깨우시는 성
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오성의 빛을 붙잡는 믿음이 요
구된다. → ‘지성’을 찾아보라

이성의 한원성 限元性

인간의 이성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나 사실들을 인식할 때에 이성의 추론
하는 작용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차원의 차이가 주는
제약 때문에 인간 이성의 추론이 직면하게 되는 한계를 가리킨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85. → ‘이성’을 찾아보라

이신론 理神論 [영] deism

하나님의 존재와 과학주의 세계관을

융합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간섭하지 않으시
며, 자연적이고 도덕적 원리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
신다는 사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신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견해를 따르게
하여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오직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
주의 신학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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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선

→ ‘선’을 찾아보라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인간

본성의 4중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De Correptione et
Gratia, 12.33). ①범죄하기 전의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posse non peccare et posse peccare)이며,
②범죄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non posse non
peccare)이고, ③중생한 신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posse
non peccare)이며, ④영화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non
posse peccare)이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45.

인격 人格 [영] person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것. 사

람을 사람이게 하는 ‘내적 실체’, 혹은 주체성을 가진 인격체가 되
게 하는 ‘자립적 본질’을 뜻한다. 이 인격을 지님으로써 공통된 인
간 본성과 함께 자기만의 독특한 본성을 지닌 ‘나’라는 사람이 된
다. 인격이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자유롭고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cf. 『염려에 관하여』,
105..

일반계시

인간의 마음의 기능과 자연 현상과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된 계시이다. ‘자연계시’(natural
revelation)라고도

부른다. 이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창조의 목적과 관련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뿐만 아
니라 하나님과 창조세계와의 일반적 관계를 알게 되기에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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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핑계할 수 없다(롬 1:20). 그러나 일반계시는 참된 종교에 관한
지식,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진리를 전달해 주지는 못한다.
일반계시는 또다시 ‘자연적 질서의 계시’와 ‘도덕적 질서의 계
시’로 나뉜다. ①자연적 질서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시적인
자연적 피조물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계시이다. 자연적 피조
물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법칙에 따라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
로 작용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러내는데 그 조화로운 질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한다. 창조
세계의 자연적 질서는 도덕적 질서를 유추하게 만들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이 둘을 연결시키는 일은 커다란 한계가 있다. ②도덕적
질서의 계시.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덕의지를 보
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수단인 섭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
내신 계시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의지는 개인적 경험이
나 역사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질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
다. → ‘계시’를 찾아보라

일차적 선
있음

→ ‘선’을 찾아보라

[라] esse

어떤 사물이 있다(to be, είναι)는 것, 혹은 존

재한다는 것은 사물의 존재 방식(modus essendi) 혹은 실존하는 양
식(modus existendi)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17세기 개혁
파 정통주의 신학자인 프란시스 튜레틴(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3.9.5)은 사물의 있음과 관련하여 세 가지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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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①한정적으로(circumscriptively) 있는 것. 특정한 공간
에서 일정한 넓이와 부피, 길이와 높이 등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물질적 사물들의 존재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② 제한적으로(definitively) 있는 것. 공간을 점유하
지는 않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말
한다. 인간의 영혼이 대표적인 예이다. ③충만적으로(repletively) 있
는 것.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거
나 제한되어 있는 채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한정적으로 있는 것들
과 제한적으로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벗어날 수 없으면서
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안에 계시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충만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한정적인 방식으
로나 제한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다. cf. 깊이 읽는 주기도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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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자기 깨어짐 [라] paenitentia [영] penitence, self-brokenness

신

자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 곧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自
己義)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깨어짐은 회개

의 경험 안에 있는 마음의 작용인데, 회개가 죄에 대해서 죽어가
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과정이라면, 자기 깨어짐은 죄에 대한
죽음의 실행 과정이다.
1. 자기 깨어짐의 과정: ①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란 성경
의 계시를 깨닫도록 인간 지성을 일깨우시는 것을 말한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영혼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지성의 작용을 일깨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죄의 비참한 결
과를 보게 하신다. ②죄의 확신.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하게 된 죄
에 대해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덕스러움을 알고 도
덕적 책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확신은 네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둘째는 자기가 지은
개별적인 실행죄를, 셋째는 개별적인 죄를 양산하는 원천으로서의
강력한 죄의 경향성을, 넷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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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확신하게 된다. ③자기 부인(self-denial). 신자가 자신의 죄
를 확신한 후, 죄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의를 신뢰하던 묵은 자
아를 비판하고 의지적으로 그 영향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
적 측면에서는 부패한 이성의 추론과 욕망을 거부하는 것으로, 적
극적 측면에서는 자기 사랑을 비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자기 심
판(self-judgement). 죄를 범한 자신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율법
과 양심을 따라 유죄선고를 하는 것인데, 이는 ‘죽음에 대한 확신’
으로 나타난다. ⑤자기 처벌(self-punishment). 자기 심판을 통하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고통을 선취적으
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율법에 따른 양심의 가책이 주는
두려운 고통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반한 것에 따른 고통이다. ⑥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⑦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적 체
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따
르는 것은 자기 깨어짐의 열매의 핵심이다. 자기 깨어짐은 그리스
도와의 실제적 연합을 증진시키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거룩하고도 도덕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2. 자기 깨어짐의 종류: ①본성적 자기 깨어짐. 순수하게 인간
본성과만 관계되는 깨어짐으로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어느 한 본성의 성향이 그가 가진 또 다른 본성의
빛으로 인해 도덕적 판단을 받거나 혹은 그 경향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강한 저항을 받아 본성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자기 깨어짐이 아니다.
삶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인간 본성의 근원인 영혼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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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새로운 성향을 창조하지도 않는다. ②신령한 자기 깨어짐.
인간 본성의 근원이 되는 영혼과 관계하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
사가 함께 하는 참된 자기 깨어짐이다.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옛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오직 거듭난 신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짐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지순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cf. 성화와 헌신, 101, 128, 157; 자기 깨어짐 전체.

자기 부인

[영] self-denial

자기 깨어짐의 과정 가운데 하나

로 신자가 자신의 죄를 확신한 후, 죄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의
를 신뢰하던 묵은 자아를 비판하고 의지적으로 그 영향을 거부하
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측면에서는 부패한 이성의 추론과 욕망을
거부하는 것으로, 적극적 측면에서는 자기 사랑을 비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
도 하다(마 16:24, 막 8:34). →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자기 사랑 [라] amor sui [영] self-love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된 자기’가 아니라 ‘그릇된 것을 욕망하는 자기’ 혹은 ‘옛 성품의
부패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사랑은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의지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지성의 일치에서 생겨난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릇된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날마다 부인 되어야 할 것들이다.
cf. 염려에 관하여, 36; 자기 깨어짐, 24. →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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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심판 [영] self-judgement

→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자기 처벌 [영] self-punishment
자기의 自己義 [영]

→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self-righteousness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원의(原義)를 상실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자원도 능력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자기의(自己義)는 의롭게 되는 자원을 인간 자신에게 둔 의를 말한
다. 이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정신이며(눅 18:9), 자신의 의로
움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자기의는 교만이라는 죄의 성향과 일치
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정신이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정신이다.
인간은 구원 받아야 할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맞서는 정신이며,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온전히 의존하지도 않는 불순종의 마음이다.
신자의 자기의는 소극적인 자기의와 적극적인 자기의로 구분하
여 설명할 수 있다. ①소극적 자기의.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도
록 충분히 순종하였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 혹은 혼
자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거나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의존의 마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에 도
달하였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②적극적 자기의. 하나님을 충분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넉넉
히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선’을 이룰 수 없는데,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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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에서 악덕스럽다. ①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떠난 의이
다. ②하나님 사랑에 종속되지 않은 의이다. ③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결핍된 의이다. ④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의이다. cf. 자
기 깨어짐, 88. → ‘의’와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하나님의)

자기충족적 사랑

[영] self-sufficient love of God

사

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교통의
본질이 사랑이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원인이자 목적이며 주체
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 사
랑이다. 하나님 자신에 의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만
의 사랑이며, 이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인 분이 아니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기충족적 사랑은 인간과
만물을 향한 사랑을 포함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온 우주를 휘
돌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귀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
에게는 한없는 사랑이 되고, 만물에게는 선의가 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랑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cf. 2012 GBS 창
조와 하나님의 사랑, 11. → ‘사랑’을 찾아보라

자연계시

[영] natural revelation

인간의 마음의 기능과 자연

현상과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된 계시이
다.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라고도 부른다. 이 계시를 통해 모
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창조의 목적과 관련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세계와의 일반적 관계를 알
게 되기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롬 1:20). 그러나 일반계시는
참된 종교에 관한 지식,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진리를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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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는 못한다.
일반계시는 또다시 ‘자연적 질서의 계시’와 ‘도덕적 질서의 계
시’로 나뉜다. ①자연적 질서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시적인
자연적 피조물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계시이다. 자연적 피조
물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법칙에 따라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
로 작용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러내는데 그 조화로운 질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한다. 창조
세계의 자연적 질서는 도덕적 질서를 유추하게 만들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이 둘을 연결시키는 일은 커다란 한계가 있다. ②도덕적
질서의 계시.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덕의지를 보
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수단인 섭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
내신 계시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의지는 개인적 경험이
나 역사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질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
다. → ‘계시’를 찾아보라

자연적

(마음)

굳어짐

[영] natural hardness of heart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말한다. ‘본성
적 굳어짐’이라고도 불린다. → ‘마음 굳어짐’을 찾아보라

자연적 선의

善意

인간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결심을 통해서 촉구되는 선의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까리따스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의와는 다르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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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중심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을 향해 확장된 자기
사랑이다. cf. 성도의 공동생활(2007 온가족 여름수련회 GBS), 9.

자연적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지정하신

자연적 사물의 법칙(혹은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따르는 아름다움으로
서 조화와 균정, 비율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연적 아름다움은
도덕적 아름다움의 가시적 모상이다. →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자연적 질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자연적 피조물들에게 자

연의 법칙을 부여하셔서 그것들이 각각 고유한 존재로 작용하여
창조의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다.
이는 ‘존재의 질서’이자 ‘가치의 질서’이기도 하다. 창조세계에 존
재하는 사물들은 네 부류로 나눠지며 존재의 질서를 이룬다. 첫째
는 존재하기만 하는 무생물들, 둘째는 존재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들, 셋째는 존재하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감각할 수 있는 동
물들, 넷째로는 존재하고 살아있고 감각할 뿐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다. 무생물과 동·식물은 자연적 질서 안에만 있지만
인간은 육신에 속한 자연적 질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도
덕적 질서가 함께 존재한다. 인간 안에서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자연적 질서는
도덕적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14. → ‘질
서’를 찾아보라

자연적 필연성 [영] natural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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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의 전건(前件)과

후건(後件)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이는 사물의
자연적 성질에 기인한다.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230
(구속의)

자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중의 자유가 있다(J. Owen, A Treatise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첫째는 신분과 상태의 자유이며, 둘째는 내적인 역사의 자

유, 곧 마음과 영혼의 자유이다. ①신분과 상태의 자유. 인간은 죄
를 지음으로써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의 신분은
죄인이다. 복음이 그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 전까지 이것은 인간
에게 숙명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죄의
종, 마귀의 자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며,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롬 8:1-2). ②
마음과 영혼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들이 생명의 성
령의 법 아래 있게 됨으로써 영혼과 마음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
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지, 불신앙, 편견, 악한 행
실이라는 내적 어둠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사단의 모든 행실과 유
혹과 지배로부터의 자유이다.
신자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공로적 원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는 이 자유를 가져온 공로가 된다(벧전
1:18-19).

둘째, ‘성령 하나님’이라는 효과적 원인이다. 우리 안에

죄의 위력과 권세를 파괴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며, 죄를 죽이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분
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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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셋째, ‘신자의 순종’이라는 적용적 원인이다. 이 자유의 중

요한 근원에는 죄를 죽이는 신자의 의무가 있다. 성령께서 신자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시는 주체가 되시나 거기엔 언제나 신자의 순종
을 요구하신다. cf.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73; 죄와 은혜의 지
배, 294.

자율 [영] autonomy

인간 주체로서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선택

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인간 정신의 기능과 능력을 뜻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율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삶의 원천
이자 목표로 삼는 독립의 자율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삶의 주체
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율을 가리킨다. 진정한 인간의
자율은 신적 자율을 따라 사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사랑에 붙들
려 살아감을 뜻한다. 인간의 자유로운 주체성은 그 안에서 확보된
다. cf. 그리스도인의 아우라, 125.

작정 [영] divine decrees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한 지

혜로써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미리 의지하신
영원하고도 불변하며 절대적인 경륜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와 함께 시작되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 전체를 포함한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 288.

재창조 [영] recreation

태초에 행하신 하나님의 첫 창조와 대

조되는 개념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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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구속을 통하여 세계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한다. 구
속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재창조 계획은 지상의 나라와 천
상의 나라를 하나로 묶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것이다.
cf. 2006 새해말씀사경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전일성 全一性 [라] integritas [영] intergrity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로서의 완전성, 곧 통일적인 일체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그 존재의 본질과 다른 이질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고유한 순수성을 말한다. cf. 자기 깨어짐, 45.

전제 奠祭 [영] drink offering

액체로 드리는 제사 방법으로 ‘관

제’라고도 한다.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기
전에 포도주 등의 액체를 붓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킨
다. cf. 교리 묵상 기쁨, 78. → ‘(구약의) 제사’를 찾아보라

절대적 (마음) 굳어짐 [영] absolute hardness of heart

전적이고

총체적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굳어짐’
과 ‘심판적인 굳어짐’으로 나누어진다. ①자연적 굳어짐(natural
hardness of heart).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
어 있는 것을 말한다. ‘본성적 굳어짐’이라고도 불린다. ②심판적
굳어짐(judicial hardness of heart).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
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지게 내버려 두신 것
을 말한다. 강퍅해지는 마음을 억제하던 은혜의 수단들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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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써 스스로 강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것은 불신
자와 신자 모두에게 가능하다. → ‘마음 굳어짐’을 찾아보라

절대적 십자가
절대적 용서

→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찾아보라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무한한 자비와 긍

휼과 사랑의 성품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베푸시는 무한하고 영원
한 용서를 말한다. → ‘용서’를 찾아보라

절대적 필요론

→ ‘속죄’를 찾아보라

정동 情動 [영] affection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감정의 강한 작

용’이지만, 저자의 책과 설교에서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에 대한 지성의 인식에 뒤따르는 감정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이
는 도덕적인 정동과 자연적인 정동 모두에 해당된다. 정동은 영혼
의 활동으로서 지성이 파악한 어떤 사물이나 사실, 또는 관념에
대해 끌리거나 멀어지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J.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이것은 애호(愛好)의 정동과 오혐(惡嫌)의 정동으

로 구별된다. 지성의 인식이 이미 있는 마음속의 어떤 성향과 만
날 때, 그것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자 하
는 강한 성향을 표출하게 된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76.

정사 精査 [영] scrutiny

신자가 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고자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성경 진리와 양심의 빛을 가지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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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엄정하게 살피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의 인격과 삶의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다. cf. 마음지킴, 346.
(인간)

정신의 크기

인간 정신의 크기는 지성과 감성의 크기

인데 이는 곧 지식과 사랑의 크기이다. 참된 것을 아는 지성과 진
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성의 크기를 말한다. 이 지식과 사랑이
충만하여 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견고하고 굳센 삶이
나온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55.

정신의 훈련

[라] exercitus animi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표상에 매여 일부만 보지 않고 그 모두를 포괄하는 질서 안에
서 전체를 보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137-138.

정욕

情慾 [라] concupiscentia [영] lust, passion

넓은 의미에서

의 정욕은 인간의 모든 부패한 욕망의 원천을 가리키고(롬 7:5), 좁
은 의미에서의 정욕은 그릇된 성적 욕구를 가리킨다(고전 7:9). cf.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47.

(구약의)

제사 [영] offering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된 인간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제도이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
는 길을 보여주며, 또한 죄로 인해 진노 아래 있게 된 인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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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보
자를 통한 구원의 길을 계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제사를 통해 이
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용서와 성결의 회복,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
통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적 연대라는 은총을 입게 된다.
1.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①번제(burnt offering):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헌신과 순종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로 흠 없는 소
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모두 불태워 드리는 화제로 드렸다. 매
일 드리는 ‘상번제’와 원하는 때에 필요에 따라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수시번제’가 있다. 번제는 소제나 전제와
함께 드려졌다(레 23:18). ②소제(grain offering):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다짐할 때에 드리는 제사로 곡
식을 태워 드리는 피 없는 제사였다. 유향과 소금을 넣은 고운 가
루나 기름을 넣어 구운 무교병이나 구운 곡식으로 드렸는데, 독립
된 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이뤄졌다(레
6:14-18).

③화목제(peace offering):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제와 요제와 거제로 드렸다
(레 7:11-14, 레 3:1-17).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등이 있다. ④속

죄제(sin offering): 부지중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신분과 형편에 따라 짐승이나 곡식을 화제로 드렸다. 제사
가 드려지기 전 반드시 헌제자의 진실한 참회가 필요하다(레
4:13-21).

⑤속건제(guilt offering):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거나 이웃

의 소유에 대한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속건제는
손해를 입힌 대상에게 반드시 배상을 하여야 했는데 범한 물건의
1/5을 더하여 배상한 후에 흠 없는 수양을 화제로 드렸다(레
5:15-19).
136

2.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 ①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레
3:11)

②거제: 높이 떠 바치는 제사 (민 15:20) ③요제: 흔들어 드리

는 제사(레 7:30) ④전제(=관제=drink offering): 포도주나 독주, 기름
이나 피 등을 제물에 부어 드리는 제사 (레 23:37, 민 228:7). cf. 성
화와 헌신, 20.

제한 속죄론
조명

→ ‘속죄’를 찾아보라

→ ‘성령의 말씀 역사’를 찾아보라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자체를 다루

는 방식으로서 ‘내재적 삼위일체’ 혹은 ‘본체론적 삼위일체’ 혹은
‘영원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른다. 한 분이시면서 셋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신성이신 삼위일체
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하나
님의 존재는 창조세계와 초월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하나님 안에
서 삼위는 서로에게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 현존하신다. 셋
째,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서 삼위로서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삼
위 하나님 자신 안에서 서로 활동하신다. → ‘삼위일체’를 찾아보라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울림

참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써 선포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 참 사람으로 현존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의도와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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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울림은 사
랑의 울림이요, 윤리의 울림으로써 은혜는 이 둘을 묶어준다. cf.
그리스도인의 아우라, 16.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를 지니시고,
비교될 수 없이 위대하시며 무한하고 영원하시다는 의미이다.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적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은 단지 티끌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종교명령

[영] religious mandate

→ ‘거룩함’을 찾아보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 인

간에게 내리신 명령 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라”는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건과 약속을 가진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55. → ‘문화명령’을 찾아보라

죄

罪 [라] peccatum, poena [영] sin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의지

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인간의 반항이며, 동시에 하
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인간의 무능이다. ①작
용적 측면에서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악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일관된 자기 사랑의 감화력을 가리킨
다. ②본질적 측면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를 떠
나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이 최종적
인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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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ine)는

죄의 지성적인 원인은 ‘교만’(superbia)이고, 의지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amor sui)이라고 요약한다.
1. 원죄(original sin)와 실행죄(=자범죄, actual sin): 최초 인간의 범
죄로 인해 죄는 시작되었고, 이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이로써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①원죄. 최초 인
류로부터 파생되어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하며,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존재하며 삶 속에 실제적인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원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일컫는
‘죄책’(guilt)과 타락한 인간성 안에 물려받은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전적 부패성과 전적 무능력을 일컫는 ‘오염’(corruption)으로 구성된
다. 죄책으로 인해 인류에게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필멸성이 도
입되었다. 범죄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곧 하나님의 공의
를 충족시켜야 하는 죄책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
암는 칭의로 인해 신자에게서 제거되었으나, 오염의 문제는 신자
의 전 생애적인 성화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신다.
②실행죄. 인간 안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실제로 짓게 되는 개별
적인 모든 죄된 행위를 실행죄(actual sin)라고 한다. 그래서 원죄는
하나지만 실행죄는 다양하다.
2. 죄의 원인: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지순한 사랑의 결핍
에서, 적극적으로는 자기애에 대한 부패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3. 죄의 정체: 죄의 정체는 인간 마음 안에 작용하는 성향으로
서 하나님을 향한 ‘적의’(enmity)이다(J. Owen, A Treatise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이 적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영혼 자체는 물론 영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전
기관에 총체적으로 끈질기게 나타난다. 이 적의는 하나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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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과 대적으로 이루어진다. ①반감(aversion). 신자의 마음의 생각
과 감정의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적극
적으로 싫어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싫증 내는 것을 말한다. ②대
적(opposition). 신자 안에 있는 죄가 마음과 삶의 모든 방면에서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본질인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4. 죄의 특성: 죄는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성의 판
단을 뿌리치고 역사하는 미친 기운인 광기(madness), 자신의 정욕
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맹렬함(rage), 죄의 성향이 그
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는 가지게 되는 담대함(boldness)이다.
5. 죄의 수단: 죄가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속임과 강압이 있다.
①속임(deceit)은 어떤 도덕적 행위나 판단에 있어서 전건과 후건,
원인과 결과 사이에 명백한 사실을 숨겨 인식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죄가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
법인데, 이는 신자의 마음이 죄와 친숙해짐으로써 생겨난다. ②강
압(force)은 신자의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끔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
의 힘을 가리키며, 이는 신자가 죄의 욕구에 대항하거나 습관적인
죄에 항거할 때에 느끼는 집착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4, 41; 성화와 기도, 50;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55; 존 오웬의 신학, 97; 죄와 은혜의 지배, 92;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50.

죄 죽임 [영]

mortification of sin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옛 사

람의 성품인 죄의 경향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죄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생기, 활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을 악한 행위로 이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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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남아 있기에 잔존하는 죄를 죽이지 않
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성장할 수도 없으며 창조의 목
적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다. cf. 존 오웬의 신학, 153; 하나
님과 동행함, 106. → ‘은혜 살림’을 찾아보라

죄에 대한 각성

진정한 의미의 죄에 대한 각성은 단지 마

음이 죄에 대한 인식의 예민함을 비상하게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자가 마음의 변화로 인해 죄에 대한 공정
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cf. 마음지킴, 190. → ‘영적 각성’
을 찾아보라

죄에 대한 태만

마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는 데 드는 수고를 마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은 부주의하고, 정서는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며, 의지는 죄
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굳셈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또
한 죄의 속이는 작용으로서 죄의 실재와 작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cf. 싫
증, 69.

죄의 지배

[영] domination of sin

‘죄의 우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죄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J. Owen, A Treatise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죄의 지배는 ‘절대적 지배’와 ‘상대적 지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절대적 지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절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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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받는다. 그들은 신분에 있어서는 죄의 종이며, 마음과 영혼
의 상태에 있어서도 죄의 법에 매여 있다. 따라서 죄는 그들의 신
분과 영혼과 마음과 외적인 삶 전체에 총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②상대적 지배. 거듭난 신자들은 죄의 상대적
인 지배를 받는다. 중생과 함께 신자 안에 심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파멸시켰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제 더 이
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죄의 지배력은 궤
멸 되었지만 죄는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 죄를 죽이고 은혜를 강화하는 일에 힘
쓰지 아니하면 이 불법적인 죄의 영향력은 급격히 증대될 수 있으
며, 신자는 은혜의 통치가 아닌 죄의 상대적 지배를 받게 된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생명의 법과 불법하게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
사이의 싸움은 일생동안 감당해야 할 신자의 의무이다. cf. 죄와 은
혜의 지배, 33.

죄의 확신 → ‘자기 깨어짐’을 찾아보라
죄책 罪責 [라] reatus [영] guilty

인간의 원죄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법적인 책임을 가리킨다. 이는 죄의
책임(reatus culpae)과 벌을 받아야 할 책임(reatus poenae)으로 구분
된다. 죄책으로 인해 인류에게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필멸성이 도
입되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신자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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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문제를 제거하였다. → ‘죄’를 찾아보라
(영혼의)

주관적 어둠

인간 안에 있는(in man) 어둠으로서 본

성의 타락으로 인해 오성의 판단이 어두워지고 영혼은 무기력해져
서 복음의 신비나 교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객관적으로 지성에 비
추어도 쉽게 물러가지 않는 어둠이다. 주관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조명과 내적인 쇄신이 필요
하다. → ‘(영혼의) 어둠’을 찾아보라

주관적 은혜

신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도

록 내면으로부터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
한 감화를 뜻한다. → ‘은혜’를 찾아보라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이 내가 행하고

싶은 바가 되는, 주님과 나 사이의 일치를 의미한다. 주님과 우리
가 한 방향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감을 의미한다. cf. 아이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 184.

중생

重生 [라] regeneratio [영] regeneration

인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
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일방적인 역사를 가리킨다(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거듭남’이라고도 불린다. 중생의 본질은 다

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① 근본적 변화: 인간의 영혼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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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겨짐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던 영혼의 지
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영혼
의 변화는 전(全) 인격(지정의)과 삶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한다. ②즉각적 변화: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자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없다. 중생은 점진적인 것이 아닌 즉각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잠재 의식적 변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그 작용 자체는 인간에게
감지될 수 없고, 그 결과가 의식 생활 속에 감지됨으로써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71; 하나님의 도덕적 통
치, 205.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지복 至福 [라] beatitudo [영]beatitude

인간이 누리는 최상의 행

복한 상태를 가리킨다.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는 하
나님의 복된 상태를 가리키나, 이를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
의 은총에 덕을 입은 영혼(지성)의 활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행복한
상태를 가리킨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09; 인간과 잘 사
는 것, 94.

지성

知性 [라] mens [영] mind

지성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지식 자체’를 가리킨다. 지적 능력은 ‘이성’과 ‘오성’(혹은 총명)으로
이루어지며, 지식 자체는 인간 창조 시 부여받은 원지식(notitia
originalis)이다. 그러나 타락한 후 인간은 여전히 지성을 가지고 있

으나 타락 전의 순수 지성은 상실하였으며 그 능력에 있어서도 한
계를 지닌다.
1. 이성(ratio, reason)과 오성(=총명, intellegentia,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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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 이성은 지성의 모든 기능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오
성과 대비되어 좁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사물들을 인식하고 거기
서 획득된 개별적인 지식들을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하고 ‘추론’(推
論)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성의 추론작용은 사물의 유사성(類似性)과

이별성(異別性)을 따라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반면 오성은
사물과 일에 대한 실재를 직관(直觀)하는 능력인데 ‘판단’하는 기능
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총명’ 혹은 ‘지각’이라고도 부른다(빌 1:9,
요일 5:20).

인간 이성의 추론 작용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인과관계를 파
악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이성을 초월하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사실들을 추론하는 일에는 한계를 지
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성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오성의 빛을 붙잡는 믿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성과 믿음은 하
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물과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는 두 능력이
다. 이성의 추론 작용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진다.
2. 지식(scientia):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란 감각을 통해 지
각한 대상들을 재료로 하여 이성의 추론을 통해 얻은 정보, 혹은
배움이나 실천을 통해 인식하거나 이해한 정보를 말한다. 혹은 합
리적으로 쌓아 올린 인식체계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조나
단 에드워즈는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을 잘 설명하였는
데, 인간의 지식을 ‘사변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으로 나누었다(J.
Edwards, The Importance and Advantage of a Thorough Knowledge of

Divine Truth). ①사변적 지식(speculative knowledge). 인간의 이성

안에서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사색으로 연관 짓는 지식으로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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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 지식’ 혹은 ‘이론적 지식’이라고도 불린다. ②실천적 지식
(practical knowledge).

마음의 감각으로 아는 ‘영적 지식’ 혹은 ‘경

험적 지식’으로서 사물의 관념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이해력이라
할 수 있다. 사변적 지식은 실천적 지식의 구조 안에 함께 있다.
사변적 지식이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라면, 실천적 지식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획득하여 자기화된 지식이다.
3. 신자가 소유하게 되는 지식의 두 범주: 계시를 이해함으로써
신자는 두 범주의 지식을 갖게 되는데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
이 그것이다(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1.3.3). ①믿음의 규칙
(regulae credendi).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이다. ②생활의

교훈(praecepta vivendi).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식이다. cf.
자기 깨어짐, 140;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92;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27;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78.

지성의 눈멂 [영] intellectual

blindness

영적인 어둠의 결과로

사물들 사이에 있는 원인과 결과 관계나, 사물 전체가 가진 존재
와 가치의 질서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를 가리킨다.

지식 [라] scientia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란 감각을 통해

지각한 대상들을 재료로 하여 이성의 추론을 통해 얻은 정보, 혹
은 배움이나 실천을 통해 인식하거나 이해한 정보를 말한다. 혹은
합리적으로 쌓아 올린 인식체계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조
나단 에드워즈(J. Edwards)는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을
잘 설명하였는데, 인간의 지식을 ‘사변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으
로 나누었다(J. Edwards, The Importance and Advantag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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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ough Knowledge of Divine Truth). ①사변적 지식(speculative
knowledge).

인간의 이성 안에서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사색으로

연관 짓는 지식으로서 ‘자연적 지식’ 혹은 ‘이론적 지식’이라고도
불린다. ②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마음의 감각으로 아는
‘영적 지식’ 혹은 ‘경험적 지식’으로서 사물의 관념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이해력이라 할 수 있다. 사변적 지식은 실천적 지식의
구조 안에 함께 있다. 사변적 지식이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이라면, 실천적 지식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획득하여 자기화된
지식이다. cf.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92;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81.
→ ‘지성’을 찾아보라

지역교회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갖

춘 개(個)교회를 의미한다. 지역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망하기도 하
고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 박해를 받아서 폐쇄되기도 한
다. → ‘교회’를 찾아보라

지혜

[라] sapientia [영] wisdom

진리의 빛을 통하여 인식대상

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성
령의 조명을 받은 오성은 진리를 밝히 보게 되며, 그렇게 얻게 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에게 지혜를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지
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영혼
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한다. 그런 이유로 지혜는 ‘파생적 광
명’(=암체적 광명)이다. 이것이 자연과 관련될 때는 ‘자연적 지혜’라
고, 도덕과 관련될 때는 ‘도덕적 지혜’라고 부른다. cf. 하나님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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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통치, 181.

진리 [라] veritas [영] truth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다. 하나님

을 안다는 것이 곧 진리 자체를 안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진리
는 인간 이성의 추론을 통해 파악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인간 내
면을 비추는 빛이다. 진리는 인간이 ‘참’(verum)이라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만드는 근원이자 ‘참’이라고 파악하게 하는 능력
의 원천을 가리킨다. 그런 이유로 진리는 ‘원초적 광명’(=발광적 광
명)이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80.

진실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진리와 합치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하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177.

질서 秩序 [영] order

사물 사이에 있는 존재와 작용의 관계를

질서라고 부른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
었기에 그 사물 사이에 있는 존재와 작용의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모상이다. 또한 이 질서는 그들이 지음 받은 창조의 목적, 곧 하
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세우신 질서이기
도 하다. 이것은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로 나누어진다.
1. 자연적 질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자연적 피조물들에게 자
연의 법칙을 부여하셔서 그것들이 각각 고유한 존재로 작용하여
창조의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다.
이는 ‘존재의 질서’이자 ‘가치의 질서’이기도 하다. 창조세계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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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사물들은 네 부류로 나눠지며 존재의 질서를 이룬다. 첫째
는 존재하기만 하는 무생물들, 둘째는 존재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들, 셋째는 존재하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감각할 수 있는 동
물들, 넷째로는 존재하고 살아있고 감각할 뿐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다. 무생물과 동·식물은 자연적 질서 안에만 있지만
인간은 육신에 속한 자연적 질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도
덕적 질서가 함께 존재한다. 인간 안에서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자연적 질서는
도덕적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2. 도덕적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성적 피조물, 곧 천사와
인간과 관련하여 지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다. 하나님이 지
으신 천상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며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
게 하셨고, 지상세계는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직접 다
스리게 하셨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분여받은 지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알
고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
나님의 도덕적 질서는 당신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대리자
인간을 통해 지상세계에 구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질서이다. 이
질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적극적으로는 하
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구현되고, ②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종
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안에, 또 외적 환경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보이심으로써 구현된다. cf. 인간과 잘 사는 것
, 57;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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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천지창조의 목적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

실 때 가지셨던 목적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
적이다(J.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이것은 ‘본래적이고 독립적인 목적’(original, independent
end)과

‘결과적이고 의존적인 목적’(consequential, dependent end)으

로 구분할 수 있다. ①독립적인 목적.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성으
로 말미암아 창조세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확장하시고, 시공간 안
에 있는 피조물들과 교통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과 교통
하시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②의존적인 목적. 본래
적인 창조의 목적 안에서 누리는 피조물들의 행복이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1;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79.

초자연계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계시’를 말한다.

이는 특별은총의 계시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에 대한
계시이다.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라고도 부른다. 특별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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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사건의 계시이다. 계시된 말씀과 발생한 사건은 함께 엮여
있는데,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의지를 가지
고 시간 속에 개입하신 것이기에 말씀은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은 말씀을 구체화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전
달한다. 성경 계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①율법(law). 율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의 법적인 표현이다. 율법의 기능은 인
간으로 하여금 죄를 확신하게 하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여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
할을 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생활의 규칙이 된다(롬 2:12, 15, 3:20, 13:8,
갈 3:24).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과 좁은 의미의 율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
님의 생각과 의지에 대한 흠 없는 계시의 총체를 말한다(시 1:2,
19:7).

좁은 의미의 율법은 구약에서 완전한 복종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덴에서 주어진 율법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나눠진다(창 2:17, 요 7:23). 하나님은
이 율법을 두 곳에 새기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돌비이고, 또 하
나는 인간의 마음(양심)이다(출 31:18, 롬 2:15). ②복음(gospel). 고유하
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복음
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복음은 좁은 의미의 복음을 기초로
수립된 복음 교리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또한 적용적으로는 인간
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소식을 가리킨다. → ‘계시’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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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 ‘오성’을 찾아보라

총체적

(마음)

굳어짐

[영] total hardness of heart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굳어짐’과
‘심판적인 굳어짐’으로 나누어진다.
hardness of heart).

①자연적 굳어짐(natural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
어 있는 것을 말한다. ‘본성적 굳어짐’이라고도 불린다. ②심판적
굳어짐(judicial hardness of heart).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
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지게 내버려 두신 것
을 말한다. 강퍅해지는 마음을 억제하던 은혜의 수단들을 제거하
심으로써 스스로 강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것은 불신
자와 신자 모두에게 가능하다. → ‘마음 굳어짐’을 찾아보라

추론능력 [라] ratiocinatio [영] ratiocination

시간이나 공간의 개

입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되는 전건(前件)과 결과가 되는 후건(後件)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작용이 감추어져 있을 때, 이미 알려진 다
른 법칙들을 통하여 그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대조
가 되는 사물이나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종합하거나 분석하는 이성
의 능력, 혹은 작용을 말한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85. → ‘지
성’을 찾아보라

(교회의)

치리권

治理權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내에 실현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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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이 있는데, 질서유지권과 순결유지권이다. ①질서유지권. 그
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을 교회가 효과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교
회의 특권을 말한다(고전 14:33).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명백하게
계시된 성경에 입각하여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들을 제시하
고, 교회의 여러 규칙들을 정하고 시행하는 권세이다. ②순결유지
권.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과 도덕적 순수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주
어진 권세이다(마 18:15-17). 권징은 이런 권세의 구체적인 시행을
가리킨다. 권징은 그 일에 연루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참회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
권징은 ‘작은 출교’와 ‘큰 출교’로 나눠진다. 교회는 누차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교리를 믿거나 바르지 않은 신앙생
활을 하는 자들을 ‘작은 출교’할 수 있는데, 이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예배참여, 회의, 성도간의 교제)은 허락하되 그가 회개하
고 돌아올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성찬’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
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 번 권고하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
속해서 교회의 질서에 현저히 항거할 때에는 그 사람을 교회의 모
든 모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 이는 사실상의 출교,
곧 큰 출교이다. 만일 출교를 당한 사람이 후에 진정으로 참회하
고 뉘우치면 교회는 징벌을 그치고 다시 입교 절차를 거쳐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전의
잘못을 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cf.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140.

칭의

稱義 [라] iustificatio [영]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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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온

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 선언이다(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
리의 죄를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다. 스가랴 3
장 4-5절은 이러한 칭의의 양면성을 ①더러운 옷을 벗기시고(죄과
를 벗겨주시는 용서하심)

②새 옷을 입히시는 것(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심)

이라고 묘사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완전한 의를 근
거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데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 ①그리스도
의 내포적이고 대신적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②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재수립이다. 이러한 화목
한 관계 속에서 하늘 자원을 힘입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
는 기초가 되기에 그리스도의 칭의는 우리의 구원이 된다. 따라서
칭의의 본질을 명확히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
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29. → ‘구원의 서
정’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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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카발리즘 [영] kabbalism, cabbalism

12세기 경 스페인과 프랑

스에서 시작된 중세 유대교의 신비주의와 이 사상을 따르는 성경
해석의 경향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형태와 개념 너머에 있는 하나의 지혜로부
터 계층화된 일련의 신적인 속성들을 통해 신이 세계 안에서 자신
을 성취해 간다는 교리를 지지한다. cf. 개혁신학과 관상기도, 19.

카타바시스 [헬] κατάβασις

‘하강’(下降)을 뜻하는 헬라어로 플

라톤 철학에서는 진리에 이끌려 참된 것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나
바시스’(ανάβασις)를 경험한 자들이 여전히 진리를 모른 채 동굴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내려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를 기독교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복음
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신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라고 적용해 볼 수 있다. cf.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254. →
‘아나바시스’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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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뤼그마

[헬] κήρυγμα

‘선포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케뤼소(κηρυσσω)에서 온 명사형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중적(公衆的)으로
선포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가리킨다. cf. 교회의 갱신과 설교의 회복
, 44;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73;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177. →

‘디다케’를 찾아보라

코나투스

[라] conatus

스피노자(B. Spinoza)의 철학에서 주요

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노력, 충동, 경
향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단어를 ‘모든 사물들이 자
기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사
용한다(Ethics, III. P.6). 말하자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결합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 육체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신의
욕구’를 의미한다.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우연적이고 역동적인 힘
으로서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혹은 정신의 창조적 자기 행위에 의
해 가하고 감할 수 있는 기쁨이나 쾌락의 감정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간관은 성경의 사상과 배치(背馳)된다. 성경은 인간
이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
를 맺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였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
이다. cf. 인간과 잘 사는 것,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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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토투스 크리스투스

[라] totus Christus

토투스 크리스투스의 문

자적인 뜻은 ‘전체 그리스도’(whole Christ)이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184.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신자들 안에 남아 있는 마

음의 완고함을 제거하는 자기 깨어짐의 마음이다. ‘으깨어지다’라
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다카(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통회

하는 마음은 뉘우치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얼마
나 하잘것없는지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는 마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cf. 마음지킴, 205; 자기 깨어짐,
24, 207. → ‘상한 마음’을 찾아보라

특별계시(=초자연적 계시)

특별계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계시’를 말한다. 이는 특별 은총의 계시이며 그리스도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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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는 구원의 길에 대한 계시이다. ‘초자연적 계시’(supernatural
revelation)라고도

부른다. 특별계시는 말씀과 사건의 계시이다. 계

시된 말씀과 발생한 사건은 함께 엮여 있는데,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시간 속에 개입하신 것
이기에 말씀은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은 말씀을 구체화함
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전달한다. 성경 계시는 율
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 ‘계시’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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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파생적(=모형적) 아름다움

피조 세계에 투영된 하나님의 아름

다움으로서 원형적 아름다움을 본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
움은 파생적이고, 의존적이며, 한정적인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
움은 다시 도덕적 아름다움(일차적, 혹은 상위의 아름다움)과 자연적 아
름다움(이차적, 혹은 하위의 아름다움)으로 나눠진다. → ‘아름다움’을 찾아
보라

패역 [히] 메슈바

지속적이고 완고한 도덕적인 타락을 종

교적인 관점에서 적용한 표현이다. 지속적으로 범죄를 되풀이함으
로써 인격 안에서 불순종과 악한 삶을 고집하는 성향이 굳어진 것
을 가리킨다. cf.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산다, 27.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 자원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데, 그 핵심은 풍성한
진리와 풍성한 은혜이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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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하나님과의 동행

참된 신자의 결정적인 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
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
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고도의 영적 삶이며, 신자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
다(J. Owen, Of Walking Humbly with God).
1. 하나님과의 평화와 일치.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에서 오는 온
전한 평화와 기쁨이 있으며,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합치된 시야를 가지고 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의 강렬한 소원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재편하는
자이며, 자신의 안팎에서 그러한 열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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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새 생
명의 원리가 심겨진 자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영적 생명
이며 그 능력으로 죄를 죽이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된
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은 순종과 헌신과 그리스
도를 닮은 인격이라는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cf. 염려에 관하여,
211; 하나님과 동행함, 전체.

하나님과의 소원 疏遠

죄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과의 불화의

결과로서 거리감(alienation)과 낯섦(unacquaintendness)이라는 고통을
가져온다. cf. 죄와 은혜의 지배, 184.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친교의 상태를 말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한 것이며, 성령의 유
효한 역사 안에서 신자의 믿음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누리
는 것으로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평화이나, 실제적으로는 신자 안
에 있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질 수 있다. 마치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나 하나님께 불순종
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양심의 송사와 율법의 정죄를 경험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신자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
화는 깊은 참회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으로써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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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세게 지키며 사는 것이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cf. 
하나님과 동행함, 36.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①하나님의 속

성 혹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과 ②그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지닌 분이신지를 알고, 그 성품
이 인간과 만물 사이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아는 지식이다. 그
분의 성품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 주신 바가 성육신하신 그
리스도시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f.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70;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42, 47; 목회자의 본질적 사명, 18; 신학적 성경
읽기, 103; 인간과 잘 사는 것, 154.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권에 의해 온전히 지

배되는 나라를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직접 통치하심으로써 구현하셨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곧 육적
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
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
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
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의 은혜로운 통치로 주권을 삼으
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세 차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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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으로써 이미(already) 임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복음과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영적인 나
라, 그러나 아직(but not yet) 성취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①현
재적 차원.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지상에 침투한 ‘이미 임한 하
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이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과 성령을 심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현재
적으로 임했다. ②미래적 차원.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
인 차원과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③영원적 차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만물이 하나님의 영
광과 위엄을 송축하는 사랑의 나라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
한다. cf. 염려에 관하여, 140; 주기도문, 146.

하나님의 단순성

[라] simplicitas Dei [영] simplicity of God

순

결한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 구성요소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의 섞임과 혼합이 없음을
가리킨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21.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governance of God

[라] gubernatio morali Dei [영] moral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

간을 포함한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를 말한다. 그들이 행하
는 선악 간의 모든 일을 관여하고 판단하시며, 특히 인간으로 하
여금 지성과 의지로써 창조목적에 이바지하며 살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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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 대상에 따라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신자들은 은혜로 통치하시고 불신자들은 율법으로 통치하
신다는 점이다. 전자는 신자들 안에 심으신 은혜의 경향성을 따라
하나님의 도덕의지를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며, 후자는 성경 계시
로서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율
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율법인 양심으
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치에 있어서 신자의 경
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율법과 은혜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목적을 따라 살도록 통치하심에 있어서
그 성취를 담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법적 행동이 반드시 뒤따
르는데, 현세와 내세의 상급과 형벌이다. 계시가 하나님의 도덕의
지의 공표라면 상벌은 공표된 의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
를 따라 인간에게 내리는 보상과 징벌이라 할 수 있다. cf. 하나님
의 도덕적 통치, 23, 199, 213. →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보라

하나님의 뜻

[헬] 뗄레마 θέλημα [영]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적 용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 ①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묘사한다(살전 5:18). ②하나님의
의지. 세계와 인간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킨다(고전 1:1). ③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목적을 뜻한다(행 4:27-29).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러 용
례로 사용되지만 오직 하나로 집약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
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본래 목
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인간을 그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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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모두 수렴된다. cf. 주기도문, 212.

하나님의 불변성

[라] immutabilitas Dei [영] immutability of God

물질과 같이 정지된 실체(substance)로서의 불변성뿐만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소유하고 계신 성향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
의 능력과 지혜의 일관성을 뜻한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피조
물에 의해 결코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
하시기 때문이다. → ‘가변성과 불변성’을 찾아보라

하나님의 속성

屬性 [영]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엇이심’(whatness)
와 ‘누구이심’(whoness)으로서, 인간에게서 그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유적(혹은 상대적, 의존적) 속성과 비공유
적(혹은 절대적, 독립적) 속성으로 구별된다. ①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성품 중

일부분 함께 공유하도록 나누어주신 것으로써 하나님의 지식, 지
혜, 선, 사랑, 거룩하심, 의, 진실성, 주권 등을 말한다. ②하나님
의 비공유적 속성(incommunicable attribute).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자신만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을 말한다. cf. 구원과 하
나님의 계획, 260-261.

하나님의 아름다움

神美 [라] pulchrum Dei

하나님의 아름다

움은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개별적 위격의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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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 하나님의 무한히 완전하심으로 인하여 각 위격도 무한히 아
름답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각 위격은 다른 위격에게 사랑을 받
는다. 2)위격적 질서의 완전성.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다.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하나 됨을 이루신다
(consubstantiality).

세 위격 사이에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한 질

서가 있다. 경륜의 측면에서는 서로 구별되게 일하시나 세 위격이
고유하게, 그러나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이때 나타나는 각 위격의 고유함은 그 위격의 다름이 되고 세 위
격의 다름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움을 이룬다. cf. 교회와 하나님의 사
랑, 24;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95;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82. → ‘아
름다움’을 찾아보라

하나님의 자연적 통치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체와 자연만물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하며 서로 관
계를 맺고, 작용하고, 생성하고, 사멸하도록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
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보라

하나님의 지식

[라] scientia Dei

하나님의 지식은 피조물의

지식과 구별된다. 그 지식은 대상과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무한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로써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
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구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대표적인 실례로 하나님의 단순지와 현견
지가 있다.
1. 단순지(單純知, scientia simplicis intelligentiae):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사물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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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보실 때에 시공간이나 인과관계에 매이지 않고 단번에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말한다. 인간처럼 사물들의 전건과 후건의 원인
-결과 관계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지성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것이다. ‘오성단순지’, 또는 ‘단순한 아심’, 또는 ‘초시간적 보심’이
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식으로써 인간과 만물들에
대해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全知性)을 가지신다.
2. 현견지(見現知, scientia visionis):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해 인간의 지각 수준에서 바라보시는
시간적 보심이다. 인간처럼 사물의 전건과 후건의 원인-결과 관계
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
의 현견지는 어떤 미지나 무지도 동반하지 않는다. 현견지는 ‘오
성현견지’, 또는 ‘현재적 아심’, 또는 ‘시간적 보심’이라고도 불린
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단순한 아심뿐 아니라 시간적 보심으로도 상황을 보시기 때문
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에 대한 당신의 교훈을 인간에
게 정동(情動, affection)의 방식으로 전달하신다. cf. 바랄 수 없는 날
의 믿음, 190; 염려에 관하여, 100; 주기도문, 337.

하나님의 통치 [라] gubernatio Dei

[영] governance of God

피

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자연적 통치’와 ‘도덕적 통치’가 있다. ①자연적 통치. 자연
만물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작용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운동하고,
생성하며, 사멸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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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통치. 인간을 포함한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로서 그들
이 행한 선악 간의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판단하시며, 특히 인간
으로 하여금 지성과 의지로써 창조목적에 이바지하며 살도록 다스
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킨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는 그 대상에 따라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신자들은 은혜로 통
치하시고 불신자들은 율법으로 통치하신다는 점이다. 전자는 신자
들 안에 심으신 은혜의 경향성을 따라 하나님의 도덕의지를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며, 후자는 성경 계시로서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
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율법인 양심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
나 실제적인 통치에 있어서 신자의 경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율법과 은혜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목적을 따라 살도록 통치하심에 있어
서 그 성취를 담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법적 행동이 반드시 뒤
따르는데, 현세와 내세의 상급과 형벌이다. 계시가 하나님의 도덕
의지의 공표라면 상벌은 공표된 의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
부를 따라 인간에게 내리는 보상과 징벌이라 할 수 있다. cf. 하나
님의 도덕적 통치, 23, 199, 213.

하나님의 형상

[히] 첼렘

[라] imago Dei [영] image of God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고유한 의미와 적용된 의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고유한 의미. 창조 시 하나님께로부터
분여 받은 영적인 특질들 곧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엡 4:24). 이
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②포괄적 의미. 인간은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존재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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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위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이며 도
덕적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 cf. 창조와 하나님
의 사랑, 26.

행위언약

恩惠言約 [영] covenant of works

창조의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할 책임이 있는 인류의 대표
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행위를 담보로 하는 언약이다. 계약
의 내용은 무조건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는 생명의 약속이, 어겼을 경우에는 육체적, 영적, 영원한
사망이 형벌로 주어진다.
행위언약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일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요구가
아직도 유효하지만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
시킬 수 없기에 이 언약은 무력하다. 그리스도만이 이 법적 요구
를 완수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은 신자들에게 이 언약
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한 지정된 방법으로
서는 행위언약은 폐기되었다. → ‘언약’을 찾아보라

향유

享有 [라] frui [영] fruition

어떤 대상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더 이상 상위의 목표가 없는 최종적인 사랑
에 고착된 마음의 즐거움을 말한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교부 아
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존재에 대한 가치 질서를 다음과 같이
세웠다(De Doctrina Christiana, 1.3.3.). ①절대적인 향유(frui)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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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하나님 ② 상대적인 향유의 대상인 인간 ③사용(uti)의 대상인
자연세계가 그것이다. cf. 인간과 잘 사는 것, 88.

현견지 見現知 [라] scientia visionis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지와

현견지로 구별할 수 있다. 현견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
간과 교통하시기 위해 인간의 지각 수준에서 바라보시는 시간적
보심이다. 인간처럼 사물의 전건과 후건의 원인-결과 관계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견지
는 어떤 미지나 무지도 동반하지 않는다. 현견지는 ‘오성현견지’,
또는 ‘현재적 아심’, 또는 ‘시간적 보심’이라고도 불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한 아
심뿐 아니라 시간적 보심으로도 상황을 보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에 대한 당신의 교훈을 인간에게 정동(情動,
affection)의

방식으로 전달하신다. cf.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 190;

주기도문, 337. →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보라

호산나

[히] 호쉬아-나

[헬] ὡσαννὰ

신약성경 헬라어

본문의 호산나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를 음역한 것이다. cf. 깊이 읽는 주기도문, 151.

화목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적의 또는 거리감)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
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감동시킴으로써 우리가 먼
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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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던 거리감과 적대감을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심으로써 화목하
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속죄’를 찾아보라

화목제 和睦祭 [히] 쉘렘

[영] peace offering

하나님과의 화

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제와 요
제와 거제로 드렸다(레 7:11-14, 레 3:1-17).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
제 등이 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은 평화가 이
웃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cf. 성화와 헌신, 35. → ‘(구약
의) 제사’를 찾아보라

회개

[헬] 메타노에오 μετανοέω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후회나 가책과 같은 마음의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중생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변화에서 비롯되며, 개별
적인 죄를 포함한 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그 죄로부터
돌이켜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삶의 갱신까지 수반하는 마음의 변
화이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 작용으로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적인 요소와 그 죄를
범한 것을 슬퍼하는 정서적인 요소,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회개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구별된다. ①율법적 회
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
에 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후회나 가책을 가리킨다.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보다는 죄의 결과인 비참에 대한 자각이 작
용하여 일어나는 심리적 후회일 뿐이다. 이런 회개는 구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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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된 회개가 아니며, 비회심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②복음적 회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신학
적 깨달음이 동반된 회개이며, 영혼과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참
된 회개이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95;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
는 것, 46.

회심 回心 [라] conversio [영] conversion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

람으로 하여금 의식생활(意識生活)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성령으로 말미
암아 영혼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중생은, 인간의 의식적인 활
동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즉각적
이고도 근본적이며 유효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바로 ‘회
심’이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죄인들
을 위한 중보자적 용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말한
다.
회심은 ‘넓은 의미의 회심’과 ‘좁은 의미의 회심’으로 구별되어
사용된다. ①넓은 의미의 회심. 신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회심으로서 은혜의 원리를 강화하는 성령의 반복적인 역
사를 의미한다. ②좁은 의미의 회심. 거듭난 영혼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회적
인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회심은 두 가지의 뚜렷한 변화를 가
져다준다. 존재론적으로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며, 인식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영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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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93; 돌이킴,
27. → ‘구원의 서정’을 찾아보라

효과적 영광

인간을 비롯한 지성적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도

덕적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이 영광의 효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변할 수 있
기 때문에 ‘가변적 영광’(variable glory)이라고도 불린다. 엄밀히 말
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
재는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효과적 영원

→ ‘영광’을 찾아보라

[영] effective eternity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이

‘본체적 영원’이라면,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 안
에 미치게 되는 효과로서의 영원이 ‘효과적 영원’이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유한한 인간에 의해 파악될 수 없지만, 그분이 존
재하시는 효과는 인간에 의해 파악되기에 인간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 영원은 매개물을 통하여 파
악되는 영원이니 선적(線的) 시간의 끊임없는 지속으로 파악되는 영
원이다. 천상세계의 피조물과 인간의 영혼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
영원성을 갖지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
들은 효과적 영원에 속한다. cf.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40. → ‘영원’
을 찾아보라

희생

타인의 잘못에 대해 대신 고통당하거나 대가를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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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희생이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헌제자의 죄 값을 제물이 된
짐승이 대신 치르는 ‘속상’(expiation, 贖償)으로써 헌제자가 하나님
께 용서함을 받게 되듯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의미이
다. → ‘속죄’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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