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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철학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분야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
입니다. 이른바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중동의 문명은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미약하나마 논의의 씨
앗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중국에
는 당대에 벌써 경교(景敎)라 불리는 그리스도교의 네스토리아 파가 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청진사(淸眞寺)라는 형태로 서역의 풍속과 함
께 유행하였습니다.
이슬람 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라틴명 아베로에스로
알려진 이븐 루쉬드를 연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철학회로서는
처음인 이번 이슬람철학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문명의 다양성을 맘껏 즐
기는 자리가 되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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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기 이슬람의 신학적 철학으로서 칼라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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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절 17절

1. 들어가면서

우리는 왜 이슬람 철학을 연구해야만 하는가? 이슬람과 철학은 서로
배척적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슬람은 정통 신앙에 근거하는 종교
적 도그마라면 철학은 불가지론에 도달할 정도로 종교적 도그마를 해체
하는 학문 방법론이다. 이런 이질적인 두 요소들이 과연 이슬람에서 어
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 또한 왜 이슬람은 정통 신앙의 붕괴를 초래할 수
도 있는 철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변의
단상을 제시하려는 것이 연구자기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요소이다. 연구
자는 이슬람 철학을 연구해야할 긴급한 이유는 그것이 이슬람보다는 철
학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이
슬람 철학은 대체로 이슬람이라는 문화적이며 상대적인 요소에 보편적인
형이상학적 기초를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우리는 이슬람이 이슬람 철학
으로 넘어가는 변환 과정을 살펴보면서 존재에 관한 형이상학적 사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철학적인 사유가 이슬
람에서 요청되는 방식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연구
자는 ‘칼라암’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활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용어가
이슬람 정통 신앙과 철학의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
찰하게 될 것이다.
‘칼라암’(kalām)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이야기’(speech) 또는 ‘말’(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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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말’, ‘이성’, ‘논증’을 나타내는 그리스 말 로고스(logos)의 아랍
어 번역어이다. 한편 ‘칼라암’이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 분야의 학문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그런 특수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옹호자들을 나타낼
때는 복수형 분사로의 ‘무타칼리무운’(mutakallimūn, 단수는 mutakallim)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자연학’(peri physeōs logoi)이란 용어는 아랍어로
‘자연 칼라암’(al-kalām al-ṭabī‘ī)로 번역된다.
또한 ‘자연학자’(physikoi ;
physiologoi )라는 용어는 아랍어로 ‘자연 칼라암의 전문가’(aṣḥāb al-kalām
al-ṭabī‘ī) 또는 ‘자연학에서 무타칼리무운’(al-mutakallimūn fī al-ṭabī‘iyyāt)이
라고 번역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칼라암’과 ‘무타칼리무운’이라는 용
어들은 그리스어의 아랍어 번역에 의해 차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러나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사용되는 ‘칼라암’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철학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슬람에서 자체적으로 발흥한 특정한 종류의 사유 체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인 무타칼리무운은 알 킨디(al-Kindī,
801-873)로부터 시작된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집단과 구분된다.
연구자는 이슬람이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에 적용되는 율법적인 전통
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칼라암’으로 불리게 된 사유체계가 시작
되고 전개되었는지를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단계
마다 칼라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두 명의 무슬림(이슬람 지지자)인
샤흐라스타아니이(Shahrastānī, 1086-1153)와 이븐 할두운(Ibn Ḥaldūn,
1332-1406)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2)

3)

4)

5)

6)

7)

8)

9)

2. 일차 칼라암의 형성

신앙체계로서 이슬람의 발전은 두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 첫 번째 단

1) Averroes, In Metaphysica, Arabic: Tafsir ma ba‘d at-tabi‘at, ed., M. Bouyges, Index D, a,
p. 264.
2)
, 
 I, 8, 990a7.
3) Averroes, In Metaphysica, I, Text. 20, p. 104, l.16.
4)
, 
 XII, 10, 1075b27.
5)
, 
 I, 8, 989b30-31.
6) Averroes, In Metaphysica, XII, Text. 57, p. 1728, ll.11.
7) Averroes, In Metaphysica, I, Text. 19, p. 101, l.11.
8)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p. 1-2.
9)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
Wolfson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이 글은
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재구성하거나 요약하고 있다 원전 번역은
의 글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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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꾸라안(al-qur’ān)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교설들로부터 통일된 신학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이단들(heresies)의 발생과 논
박의 과정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대’(先代, al-salaf)라고 불리는 자들
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무함마드의 동료들(al-ṣaḥābah)과 그들
을 따르는 추종자들(al-tābi‘ūn)을 가리킨다. 이 선대(salaf)가 동의한 것들
이 초기 이슬람으로 불리는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살라프를
초기 무슬림, 즉 초기 이슬람의 추종자들 또는 단순하게 정통 이슬람 또
는 정통 무슬림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꾸라안의 교설들에 기초
해 형성된 종교로서 이슬람은 이븐 할두운에 따르면 두 종류의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육체적인 의무들(al-takālīf al-badaniyyah)이며 다른
하나는 마음의 의무들(al-takālīf al-qalbiyyah)이다. 육체의 의무들은 모
든 무슬림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신이 명령한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것은 피크(fiqh, 이슬람 율법체계)라고 불린다. 이것의 원래적 의미는 이
해(understanding) 또는 지식(knowledge)으로 심리중인 사건에 관련된 아
무런 이전 판례가 없을 때(ijtihād)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율법의 논
점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후대에 피크는 4 가지 전거에 근
거하는 무슬림 율법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가지 전거는 
꾸라안, 순나(전통, sunnah), 유비(qiyās), 공동체의 합의(ijmā)이다.
다른 한편 마음의 의무는 믿음(īmān)과 관련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신
앙은 “혀로 말해진 것과 일치되는 마음의 긍정으로” 정의된다.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무함마드에 의해서 제정된 다음과 같은 6가지 신앙 조항
들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① 신에 대한 믿음, ② 천사들에 대한 믿음, ③
성서에 대한 믿음, ④ 사도들에 대한 믿음, ⑤ 심판 날에 대한 믿음, ⑥ 예
정(al-qadar)에 대한 믿음. 여기서 최초로 율법 체계를 의미하는 피크와
10)

11)

12)

13)

14)

15)

이 용어는 무함마드의 동료들(al-ṣaḥābah)과 그 동
료들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인 추종자들(al-tābi‘ūn)을 가리킨다. 같은 책, p. 36, l.19.
11)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6, l.14. 동일한 분류가 Muḥāsibī, Al-Ri‘āyah li-Ḥuquq
Allāh, p. 43, l.15와 al-Ghazālī, Kitāb Sharḥ ‘Ajā’ib al-Qalb of Iḥyā’, III, p. 40, l.9에서 마
음(al-qulūb)의 행위(a‘māl)와 사지(al-jawāriḥ)의 행위로 기술되고 있다. I. Goldziher,
10)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7, l.2.

12)
13)
14)
15)

Streitschrift des Gazali gegen dei Bātinijja-Sekte, Leiden, 1916, p. 1 09.
Mukaddimah II, p. 386, l.13.
Streitschrift des Gazali gegen dei Bātinijja-Sekte, Leiden, 1916, p. 109.
Mukaddimah III, p. 33, II.15-16.
Mukaddimah III, p. 35, II.9-11.

Ibn Ḥaldūn,
I. Goldziher,
Ibn Ḥaldūn,
Ibn Ḥaldū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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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별된 사유체계로서 칼라암이 등장한다. 이것은 옳은 행위와 구별되
는 영역에 존재하는 옳은 생각으로서 신앙을 의미하며 신앙의 6조항들
(al-‘aqā‘id al-īmāniyyah)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부터 ‘칼라암’
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신앙에 관한 논의’라는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
었는지는 어느 문서에도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샤흐라스타
아니이의 진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칼라암이 사변 신학자
인 와아실 이븐 아타아(Wāṣil ibn ‘Aṭā’, 700-748)가 세운 무타질라 학파
(Mu‘tazilism)의 창설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또한 칼라암이란 학문의 융
성기는 하루운 알 라쉬이드(Harūn al-Rashīd, 786-809)의 통치 기간에 시작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븐 할두운은 무타질라 학파 등장 이전에 무타칼리무운의 존재에 관
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무타칼리무운의 일차 칼라암이 발생했
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무타질라 학파 이전에 이슬람의
종교적 상태들을 다루는 장에서 그는 초기 무슬림들이 신앙조항들을 설
명하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꾸라안과 순나로부터 관련된 구절들을
인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이 신앙 조항들에 대한 세부사항
들에 대한 의견 차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성(al-‘aql)에 의해서
형성된 논증이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증거들에 추가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이런 방식으로 칼라암이 시작되었다.” 이븐 할두운에 따르면 신앙 조항
들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관련된 의견 차이들이 칼라암의 발생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의견차이들은 주로 죄인들의 상태, 자유의지, 그
리고 꾸라안의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에 대한 문제들에 관한 것
들이었다.
이븐 할두운이 일차 칼라암을 형성시킨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텍스트
증거에 덧붙여진 지성에 의해서 형성된 논증”이란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철학적인 학문들과 전통적인 학문들의 구분을 통해서 설명
될 수 있다. 그는 전통적인 학문들안에 피크와 일차 칼라암을 모두 포
함시키고 있다. 그는 피크를 “모든 전통학문들의 뿌리”라고 기술하고 있
16)

17)

18)

19)

이 진술들의 함의는 이 특정한 학문이 칼라암 으
로 불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 즉 정의상 말 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16)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6, l.17.
‘
’
.
,
‘ ’
.
17) Shahrastānī, Kitāb al-Milal wa al-Niḥal, ed. W. Cureton, Book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Sects, London, 1846, p. 19, II.12-13.
18)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6, ll.10-15.
19)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l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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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철학적인 학문들에서 “그 학문들의 주제들, 그
것들이 다루는 물음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
하는 증명 방법들은 모두 사람이 사람을 생각함으로서 사람 안에서 일어
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문들에서는 “지성(al-‘aql)이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성은 전통적인 학문들의 문제들이라는
가지들(al-furū‘)을 그 뿌리들(al-uṣūl) , 즉 ‘일반 전통’(al-naql al-kullī)
과 관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전통적인 학문들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지성의 이런 제한적인 능력 때문에 일차 칼라암은 믿음
의 문제들을 그 뿌리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지적인 증명’(al-adillah
al-‘aqliyyah)으로 간주된다.
이 두 학문들 간의 차이가 함의하는 것은 모두가 알려진 것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을 도출해내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칼라암의 용어들
에 따르면 “존재하는 어떤 것(al-shāhid)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al-ghā’ib)을 도출해낸다.”
철학적인 학문들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탐구되는 것’(maṭlūb) 이며 알려진 것은 ‘전제’(muqaddimah) 이다. 반면
전통적인 학문들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가지’(far‘)이며 알려진 것은 ‘뿌
리’(aṣl), 즉 ‘일반 전통’이다. 철학적 학문들에서 전제는 이븐 할두운에
따르면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해지며 인간의 지성이 감각대상들로부터 추
상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학문에서 “뿌리” 즉 “일
반 전통”은 꾸라안과 순나의 교의들(shar‘iyyāt)라고 말해진다. 그것들
은 신과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명해진 것들이다.” 철학적 학문들과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l.16-p.386, l.13.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ll.5-9.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ll.11-12.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l.13.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p. 386, l.17.
Ghazālī, Mi‘yār al-‘ilm, p. 94, l.10.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110, l.10.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110, l.11.
“
”(muqaddimāt ‘aqliyyah)
.
28) Avicenna, Al-Ishārāt wa’l-Tanbīhāt, ed. J. Forget, Leiden, 1892, French trans., by A.-M.
Gooichon, Ibn Sīnā: Livre des directives et remarques, Beirut and Paris, 1951, p. 65, l.2.
29)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108, l.9-p. 109, l.18.
30)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ll.15-17.
shar‘iyyāt
‘
’
.
‘
’
20)
21)
22)
23)
24)
25)
26)
27)

여기서 이븐 할두운은 어떤 논증들의 기초로서
원자이론과 진공이론에 관한 기술로서 지적 전제들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븐 할두운은
이라는 용어
를 단순하게 율법들 을 의미하는 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샤리아앗이 전통
적인 학문들 의 뿌리라고 이븐 할두운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단지 피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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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학문들에서 다 같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으로부터 나오
게 하는 추론방법으로서 이븐 할두운은 ‘키야아스’(qiyās)라는 동일한 아
랍어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키야아스’는 이 두 학문들에서 각각
다른 의미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학문에서는 꾸라안과
순나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들로부터 추론하는 방식으로서 ‘키야아스’는
피크에서 율법적인 문제들과 처음으로 관련되어 등장한다. 여기서 키야
아스는 ‘유비’(analogia)를 의미한다. 그러나 철학적인 학문들에서 키야
아스는 그리스말 ‘연역’(syllogismos)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논
리학을 의미하며 또한 철학적 학문들에서 가장 첫 번째 학문으로 간주
되는 것이다. 일차 칼라암은 이런 연역 논리와는 다른 것으로 전통과
무관하게 보이는 가지들을 전통이라는 뿌리로 연결해주는 수사학적 기술
로 이해될 수 있다.
이븐 할두운이 신앙 문제들에 관련된 의견 차이들이 발생하면서 “지성
에 의해서 형성된 논증”, 일차 칼라암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는 의
견 차이들에 관한 논의의 참여자들이 피크에서 사용된 키야아스, 즉 유비
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유비는 원래 행위에 적
용되는 율법의 문제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으며 의견 차이들의 논의의
참여자들은 유비를 말과 관련된 신앙 문제들에 직접 적용시키고 있다. 또
한 그가 “이런 방식으로 칼라암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때 ‘칼라암’이라
는 이름은 말로 표현된 신앙 문제들에 실천의 유비 방법이 적용되고 있
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는 이처럼 율법 문제들과 관련해서 피크에서 사용
되는 유비 방법과 신앙에서 사용되는 유비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왜냐하
면 칼라암은 ‘말’을 의미하며 신앙은 정의상 “혀로 말해진 것과 일치된 마
음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크는 ‘행위’를 언급한다. 그래서 그
것은 “의무를 가진 모든 무슬림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신의 율법들”로 구
성되어 있다. 신앙에 관해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참여자들
중에 누가 논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관해서 이븐 할두운
31)

32)

33)

34)

35)

36)

아니라 칼라암도 역시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31) Ibn Ḥaldūn, Mukaddimah II, p. 385, l.14; III, p. 110, l.7.
32) D.S. Margoliouth, “Omar's Instructions to the Kadi”, JRAS, 1910, p. 320; J. Schacht, The
Origins of Muhammadan Jurisprudence, Oxford, 1950, p. 99.
33)
, 
 I 2, 24b18.
34)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108, l.8: p. 110, ll.7.
35)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87, ll.4-5.
36)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 4.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전서

세기 이슬람의 신학적 철학으로서 칼라암에 관한 연구

8-9

7

은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논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혁신
(bida‘)을 도입한 자들뿐만 아니라 초기 무슬림들(al-salaf)의 교의를 따르
는 추종자들도 역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3. 신인동형론과 해석

이슬람에서 일어난 분파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또한 신앙 조항들에 관
련된 의견 차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
차 칼라암과 관련되어 큰 의견차들을 형성하고 있는 신앙 조항들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것은 제1조항과 제6조항이다. 제1조항은 신에 대한 믿음
으로 신에 관한 올바른 개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6조항은
예정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들을 결정하는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다. 신앙의 이 두 조항들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서 의견 대립들이 발생
했으며 의견 차이들은 직접적으로 ‘칼라암’이라고 부르는 논의를 형성하
게 되었다.
올바른 신의 개념에 관련된 의견 차이들은 이븐 할두운에 따르면 주로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의견 차이들은 꾸라
안에 나타난 신에 관한 기술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
었다. 꾸라안의 많은 구절들은 “신이 인간과 유사성을 결핍하고 있는
존재(tanzīh 높이기)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꾸라안은
“인간과 신의 유사성을 제안하는 몇몇 다른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
(tashbīh 유사).” 이분 할두운에 따르면 이 모순적인 구절들에 대해서 일반
적으로 세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해석은 초기 무슬림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인간과의 유사성 보다는 신의 초월을 지시하는 구절들
을 선호하고 그 신념을 정통으로 간주한다. 선호의 이유는 꾸라안에
반-신인동형론적 구절들은 많지만(kathīrah) 신인동형론적 구절들은 적
으며(qalīlah) 또한 반-신인동형론적 구절들은 “명확한 의미를 가지며,
어떤 해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 표현의 형식에서 모두 부정적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실재로 통계상 신인동형론적 구절들의 수와 반-신인동
38)

39)

40)

41)

42)

43)

37)
38)
39)
40)
41)
42)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 3.
Farq, p. 12, ll.2-4.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6, ll.16-17.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7, ll.1-2.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6, ll.17.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6, 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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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론적 구절들의 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 무슬림들은 이런 신인동형
론적 구절들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들은
인간과 신의 유사성의 불합리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인
동형론적 구절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그것들 믿지만 그것들의
의미를 탐구하거나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은 이븐 할두운에 따르면 몇몇 혁신가들
(mubtadī‘ah)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두 번째 해석은 철저하게 축자적으
로 신인동형론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은 인간과 같이 손, 발, 얼굴
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세 번째 해석은 신인동형론 구절들
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좀 더 은유적으로 해석함으로서 반-신인동
형론적 구절들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신체 일부를 직접적으로 신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구절들을 해석
하면서(예, 손과 발과 얼굴) 신은 그것들을 “육체들 같지 않은 육체”(a
body unlike bodies)로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간접적으로 신이 인간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구절들
이(예, 명령하다, 앉아있다, 강림하다, 목소리, 음성) “목소리들 같지 않
은 목소리”, “명령들 같지 않는 명령”, “강림들 같지 않은 강림”을 의미한
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븐 할두운은 이런 식의 조화 방법을 거
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체들 같지 않은 육체”라는 정식은 모순율을 직
접적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식들은 “신이 x와 같다”와 “신
이 x와 같지 않다”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븐 할두운이 극단적인 신인 동형론자들과 “육체
들 같지 않은 육체”를 사용하는 자들을 모두 “혁신자들”(innovators)이라
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이단’(heretics)의 의미로
44)

45)

46)

47)

48)

49)

50)

51)

52)

43)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6, ll.17-18.
44)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6, lI.2-4.
45)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6, l.7. 

46)
47)
48)
49)
50)
51)
52)

꾸라안의 신인동형론적인 구절들에 관련된 새로
운 견해들의 등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무타질라학파의 발생이전에 수니파(Sunnites) 사
이에 발생한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Ibn
Ibn
Ibn
Ibn
Ibn
Ibn
Ibn

Ḥaldūn,
Ḥaldūn,
Ḥaldūn,
Ḥaldūn,
Ḥaldūn,
Ḥaldūn,
Ḥaldūn,

Mukaddimah
Mukaddimah
Mukaddimah
Mukaddimah
Mukaddimah
Mukaddimah
Mukaddimah

III,
III,
III,
III,
III,
III,
III,

p.
p.
p.
p.
p.
p.
p.

36,
36,
36,
36,
38,
38,
44,

ll.8-10.
ll.13-14.
ll.8-9.
ll.14-15.
ll.1-2.
ll.3-4.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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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는 ‘혁신’(bid‘ah, innovation)이
라는 용어를 ‘이단’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무타질라 학파와 관련해서 사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들 같지 않은 육체” 정식에 의한 해
석을 나중에 한발 학파(Ḥanbalites, 수니 이슬람 종교법 학자들) 와 아샤
리 학파(Ash‘arītes, 초기 무슬림 사변 신학자들) 가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븐 할두운의 “혁신가들”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그들이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성서해석에 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육체들 같지 않은 육체” 정식은 철저
한 신인동형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몇몇 수니파 학자들(Sunnites)에 의해
서 사용되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혁신이 일차 칼라
암의 결과물이고 할 수 있다. 성서의 단순한 훈고학적 해석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밖
에서 그 원리들을 차용해서 다시 성서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일차
칼라암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차 칼라암은 “육체들 같지 않은 육
체” 정식을 사용하고 있다.
53)

54)

55)

56)

57)

4. 피크의 유사성

그렇다면 일차 칼라암의 이 정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또 이것이
성서해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zation)
이라는 아랍어 ‘타슈비이’(tashbīh)는 문자적으로 유사성, 즉 신과 인간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꾸라안의 신인동형론적 구절들을 언급하는 아랍어
표현 ‘아아야앗 알 타쉬비이’(āyāt al-tashbīh)는 문자적으로 유사성의 구
절들, 즉 신이 인간과 유사하다고 기술되는 꾸라안의 구절들을 의미한
58)

53)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44, l.3.
54)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 77. 17.
55)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 11.
56)
Shahrastānī(Nihāyat, p. 313, l.15) Ash‘arī


(abdā‘)
.
.
“
”
. Miḥnah
“
”
. Shahrastānī, Kitāb al-Milal wa al-Niḥal,
p. 19, l.20-p. 20, l.1.
57) Maqālāt, p. 31, ll.12ff.
58) Tahāfut al-Falāsifah XX, 20, p. 355, l.21.

주
따라서
는
를 초기 무슬림들과 한발 학파들의 공동
신념으로부터 출발해서 꾸라안 과 관련된 어떤 신념을 혁신시킨
사람으로 기술하
고 있다 그러나 그의 혁신이 이단이라는 주장을 제안하지 않는다 이븐 할두운에게서 아마
도 혁신가들 이라는 용어가 극단적인 신인동형론자들에 적용될 때 이단이라는 의미로 사
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에 등장한 극단적인 신인동형론자들의 집단이 샤흐라
스타아니이에 의해서 성서와 순나의 평범한 의미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사이에 포함되
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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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븐 할두운에 따르면 초기 정통 무슬림들의 일차 칼라암은 이런 구
절들을 “육체들 같지 않은 육체” 정식을 통해서 해석했다. 그들은 이 칼
라암을 피크에서 차용하고 있음을 앞에서 언급되었다. 초기 정통 무슬림
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해석을 다루는 피크(Fiqh)는 유비에 기초하고 있었
다. 이 유비는 일반적으로 사물들 사이의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신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크의 유
사성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을 고찰해보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
떻게 꾸라안의 신인동형론적인 구절들의 해석에 사용된 “육체들과 같
지 않은 육체” 라는 일차 칼라암의 유사성의 기원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피크에 사용된 유비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고찰해보면 유비들이 기초하고
있는 유사성은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 않은 사물들 사이에 발견된 어떤 특
수한 측면들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유사성이라는 점이 밝혀진다. 예를 들어
꾸라안(2:216; 5:92, 93)에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ḥamr)의 음주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피크에서 이 금지는 ‘대추야자로 된 포도주’(nabīah)도 포함되었
다. 그 이유는 하므르(ḥamr)와 나비이아(nabīah)가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이
술 취함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유사성(qiyās)을 갖는다는 논증
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크에서 유비는 동일한 유사성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다른 측면들에서는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들 사이의 어떤 특별한 측면 또는 측면들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타쉬비이’(tashbīh), 즉 꾸라안의 신인동형론적인 구절들을 문자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던 일부 초기 정통 무슬림들은 동시에 그러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전혀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에도 역시 반대했
다. 그들에게 이 구절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
게 제시된 설명은 꾸라안의 신인동형론적 구절들이 함의하고 있는 유
사성은 모든 측면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라안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사성은 모든 측면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들은
59)

59)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288, ll.12-16; F. Rosenthal, The Muqaddimah: An
Introduction to History, New York, 1958, pp. 331-332; D.S. Margliouth, The Early
Development of Mohammedanism, London, 1914, p. 97; J. Schacht, The Origins of
Muhammadan Jurisprudence, Oxford, 1950, pp. 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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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조항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초기 무슬림들이 사용한 방법을 취함
에 있어 꾸라안의 신인 동형론적 구절들이 함의한 유사성은 모든 측면
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유사성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
받침해줄 수 있는 전통적인 증거를 찾게 되었다. 그들이 이런 뒷받침해주
는 증거를 탐색하던 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피크의 유비 방법
에서 이런 제한적 유사성을 떠올리게 되었다. 피크의 유비 방법은 모든
측면에서 발견된 유사성이 아니라 오직 어떤 측면들에서만 발견되는 제
한적인 유사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통 무슬림들은 손, 발, 얼굴, 좌정하심, 강림하심, 목소리
와 같은 술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꾸라안의 구절들에서 신을 수식하고
있는 용어들은 인간을 수식할 때 사용되는 동일한 용어들과 모든 측면
에서 같은 것이 아니고 주장한다. 신을 수식하는 용어들과 인간을 수식하
는 용어들은 오직 어떤 제한적인 측면들에서만 유사한 것이다. 다른 모든
측면들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어떤 측면에서 신과 인간이 유사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밝
히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함의된 유사성이 모든 측면에서 발견된 유
사성이 아니라는 점만을 단순하게 주장하는데 만족하고 있을 뿐이다. 따
라서 몇몇 초기 정통 무슬림의 일차 칼라암 방법은 신인동형론을 설명하
기 위해서 “육체들과 같지 않은 육체” 정식과 같이 피크로부터 사용된 유
비를 단순하게 신앙적인 논의틀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
럼 신의 올바른 개념에 관련된 의견 차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특별히
신인동형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크로부터 차용된 유비를 사용
함으로서 일차 칼라암이 출발하게 된다.
60)

60)

샤흐라스타아니와 이븐 할두운에 따르면 또 다른 의견의 차이는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 이 의견의 차이도 역시 신의 능력에 관한 꾸라안의 진술들의 갈등으로부
터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인간의 삶과 행위들이 신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들을 진술하는 구절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진술하
고 있는 구절들이 존재한다. 이슬람의 최초 견해는 샤흐라스타아니이에 따르면 인간 행위
를 결정하는 능력은 신에게 달려 있음을 진술하는 구절들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 예
정(qadar)과 관련해서 Ma‘bad al-Juhanī(약 699년 사망)과 Ghaylān al-Dimashqī와 Jūnas
al-Aswārī는 예정을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옮겨놓았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
신들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카다르학파(Kadarites, al-qadariyyah)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예정론자들(Predestinarians)과 자유의지론자들(Libertarians)이 존재한
다. 무엇이 초기 무슬림들이 자유의지론적인 구절들보다는 예정론적인 구절들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또한 무엇이 자유의지론 이단의 기슬을 일으켰고 또한 어떻게 예정론자들과 자유
의지론자들이 모두 자신들과 반대되는 꾸라안의 구절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살펴
보자. 따라서 무타질라 학파 이전에 칼라암이라고 부른 것에서 신앙의 조항들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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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타질라 학파의 칼라암

세기 초반에 이슬람 철학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는 무타
질라 학파의 등장으로 촉발되었다. 이 학파의 창시자는 와실 이븐 아타아
(Wāṣil ibn ‘Aṭā, 700-748)이다. 나중에 무타질라 학파는 정통 무슬림으로부
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 그들의 이단적인 주장들 중에는 두 가
지가 신앙의 6가지 조항들과 관련되어 있다. 두 가지 주장들 중에 첫 번
째는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이설이다. 무타질라 학파는 기본적
으로 자유 의지론자들의 전통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의 예지와 예정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은 신의 올바른 개념에 관한 믿음과 관련된 이
설이다. 초기 무슬림들은 인간의 ‘삶’과 ‘앎’과 ‘능력’이라는 용어들에 대응
해서 신안에 삶과 지식과 능력이 실제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신안에 있는 그것들은 존재자들(ma‘ānī, things) 또는 속성들
(ṣifāt, characteristics)이라고 기술되었다.
이 ‘시파아트’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으로 속성들에 대한 정통 무슬림의
믿음으로 꾸라안의 영원성도 역시 신의 속성들의 일부로 간주되었
다. 무타질라 학파는 이 속성들에 대한 정통 이슬람의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 창시자인 와실 이븐 아타아는 그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존재(ma‘nā)와 속성(ṣifah)을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은 두 개의
신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설들, 즉 자유의지의 주장과 속성
들의 부정이 무타질라 학파의 특색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무타질
라’(mu‘tazilah, 분리주의자들)라는 용어는 그 이름이 문자적으로 의미하듯
이 와실 이븐 아타아가 이슬람에서 죄인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
해서 무슬림 공동체의 공인된 정통신학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
다”(i‘tāzal)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의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신의 정의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속성들의 부정은 신의 단일
성(unity)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무타질라 학파는 “정의와 단일
8

61)

62)

63)

64)

65)

의견 차이들이 발생했다. 즉 제1조항 신에 관한 올바른 개념과 제6조항 신의 능력에 대해서
일어났다.
61) Baghdādī, Al-Farq bain al-Firaq, p. 93, l.12-p.94, l.14.
62) ma‘ānī와 ṣifāt의 번역에 대해서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 114를 참조하라. Maimonides의 Guide of the Perplexed 에서는 그것은 attributes
로 번역된다.
63)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p. 241.
64) Shahrastānī, Kitāb al-Milal wa al-Niḥal, p. 31, l.19.
65) Shahrastānī, Kitāb al-Milal wa al-Niḥal, p. 33, ll.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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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지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aṣḥāb al-‘adl wa‘l-tauḥīd).
한편 와실 이븐 아타아 이후에 무타질라 학파는 그리스 철학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철학적인 특성을 갖추게 된다. 샤흐라스타아니이
는 이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66)

그 후 무타질라 학파의 몇몇 선생들은 철학자들의 작품들의 연구에 헌신했다.
그것들은 al-Mā’mūn의 통치기간(813-833)동안 활용 가능해졌다(fussirat, 문자적
으로 ‘해석되었다’, ‘드러났다’). 철학자들의 방법들(manāhij)을 칼라암의 방법들과
혼합시키면서 그들은 그 학문을 칼라암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그들
이 논의하고 씨름했던 주요 문제가 신의 말씀(al-kalām)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
이 논의한 문제들의 전체 범위가 그 특정한 문제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다
른 한편으로 무타질라 학파는 철학자들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은 자신들의 학문 분야를 만티크(manṭiq, 논리학)라로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만
티크와 칼라암은 아랍어로 유의어이기 때문이다(그리스어 로고스처럼 이 두 단어
들은 모두 ‘말’을 의미한다.”67)

샤흐라스타아니이에 따르면 여기서 무타질라 학파의 활동은 비철학적
시기와 철학적 시기로 구분된다. 비철학적 시기는 8세기 초반 무타질라
학파가 등장하던 시점부터 9세기 초반 그리스 철학 작품들이 아랍어로
번역되던 시점까지 약 100년 동안 유지 되었다. 먼저 비철학적 시기에 무
타질라 학파는 “칼라암의 방법들”이라고 기술되는 방법을 차용했다고 말
해진다. 비철학적 시기에 무타질라 학파가 사용하고 있는 칼라암을 우리
는 이차 칼라암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이차 칼라암 방법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무타질라 학파의 등장
이전에 이미 ‘유비’라는 피크의 추론 방법으로서 일차 칼라암이 존재했다
는 사실을 비춰볼 때 샤흐라스타아니이는 무타질라 학파의 이차 “칼라암
의 방법들”도 피크의 유비 추론에 관련짓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피크의 유비에서 제안을 받은 일차 칼라암은 “육체들과 같지 않은 육체”
정식에 따라서 꾸라안의 신인 동형론적 구절들을 해석하는 방법이었
다.
그 후 무타질라 학파의 이차 칼라암은 일차 칼라암과 철학자들의 방법
을 혼용하면서 다른 방식의 칼라암 방법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샤흐라
스타아니이는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은 두 가지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68)

66) Shahrastānī, Kitāb al-Milal wa al-Niḥal, p. 29, l.18.
67) Shahrastānī, Kitāb al-Milal wa al-Niḥal, p. 18, ll.2-6.
68)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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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 철학 작품들의 아랍어 번역을 통해서 무타질라
학파는 ‘키야아스’(qiyās)라는 용어를 ‘연역’(syllogismos)의 의미로 사용하
기 시작했으며 피크에서 사용된 ‘유비’(analogia)를 의미하는 ‘키야아스’를
‘탐시일’(tamthīl)이란 용어로 교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
은 후대의 다른 이슬람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븐 시이나아
(Avicenna, ibn Sīnā )와 가자알리이(Ghazālī)는 모두 ‘키야아스’를 연역의 의
미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탐시일’(tamthīl)을 피크에서처럼 사물들 사이
의 유사성에 기초하는 유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샤흐라스타아니이는 “철학자들의 방법들”을 통해서 철학적
인 무타질라 학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 개념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 개념은 아랍어로 ‘무사아와
아’(musāwāh, equality, 동등성)로 그들은 피크의 유비 개념을 이것으로 대
체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 개념은 피크의 유비 개념과는 달리
사물들 사이의 단순한 유사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정의된 것처럼 “유비(analogia)는 비율들의 동등성(isotēs logōn)이
다.” 그는 이에 대한 예로서 “A:B=C:D”를 제시하고 있다. 유비의 또 다
른 예는 다음과 같다. “‘좋은’이라는 술어는 ‘지성’과 ‘시력’을 서술할 때 유
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력이 육체와 관련하는 것처
럼 지성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비 개념은 아리스
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제시한 “유비에 따른 어떤 것”(kat' analogian)
이라는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타질라 학파가 이 개념
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유비 개념을 잘 알고 있었음을 함의한다. 그
69)

70)

71)

72)

73)

69) Avicenna, Al-Ishārāt wa’l-Tanbīhāt, p. 65, l.4. Ghazālī, Maqasid al-Falāsifah, p. 28, ll.4.
70) Avicenna, Al-Ishārāt wa’l-Tanbīhāt, p. 64, l.16-p. 65, l.1. Ghazālī, Maqasid al-Falāsifah,
p. 43, ll.13-16. tamthīl
Avicenna “it is this which people of our time call
qiyās”
.
Ghazālī “it is this which the masters of the Fiqh and the
masters of the Kalām call qiyās.”
.
71)
, 
 V 6, 1131a31; 1131b5-6.
72)
, 
 I 4, 1096b28-29.
73)
, 
 V 6, 1016b34-35.
“And those which are one
according to equality(musāwāh) are those whose relation(nisbah) is the same as the
relation of one thing to another thing.” Averroes, In V Metaph., Text. 12, Arabic, p.544,
l.15- p.545, l.1. Averroes in his comment upon this passage first explains “one according
to relationship or proportionality(tanāsub)” and then adds: “just as the relation of the
ruler to the state and that of the pilot to the ship are said to be the same relationship.”
Averroes, In V Metaph., Commen., 12, Arabic, p. 549, II.11-12.

에 관해서
는
라고 주장한다 또한
는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아랍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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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말 유비(analogia)는 아랍어로 ‘무사아와아’(musāwāh, 동등성) 또는 ‘타나
아수브’(tanāsub, 관계, 균형)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무카야아사’(muqayāsah,
유비)로 번역되었다.
철학적 시기의 무타질라 학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 개념은 꾸
라안의 신인 동형론적 구절들의 해석과 관련해서 피크의 유비 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주웨이니이(Juwaynī)에 따르면 꾸라안에서 신에
게 귀속되는 손, 얼굴, 강림, 보좌에 좌정하심과 같은 표현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게 된다. 첫 번째 견해는 이 모든 용어들을 축자
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은 손과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아샤리이(Ash‘arī) 학파의 견해로 신은 손과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손들 같지 않은 손이며 얼굴들 같지 않은 얼굴이다. 세
번째 견해는 무타질라 학파의 견해로 손은 능력을 상징하며 얼굴은 존재
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아샤리이 학파의 두 번째 견해는 “육체
들 같지 않은 육체” 정식이라는 일차 칼라암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이것
은 피크의 유비로 단순한 유사성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타
질라 학파의 세 번째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들의 동등성에 기초
한 유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모든 용어들은 동등성의 형식으로 환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능력:신=손:인간, 존재:신=얼굴:인간이라는 유비가 성
립한다. 이런 방식으로 무타질라학파는 철학자들의 방법들을 일차 칼
라암 방법들과 혼합시킴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칼라암을 창출했다.
무타질라 학파가 일차 칼라암에서 벗어났지만 자신들의 체계를 칼라암
이라고 불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흐라스타아니이의 마지막 진술은 다
음과 같은 점을 함의하고 있다. 그들은 일차 칼라암의 옛 방법론을 거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칼라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삼차 칼라암의 의미이다. 샤흐
라스타아니이에 따르면 삼차 칼라암(말)은 더 이상 무타질라 학파에 의해
서 행위를 다루는 피크의 적용과 반대로 말의 문제인 신앙 문제에 유비
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기술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삼차 칼라암은 이제 무
74)

75)

74) Ibn ‘Asākir, Tabyīn Kadhib al-Muftarī, Damascus, 1347, p. 150, ll.2-14. W. Spitta, Zur
Geschichte Abu'l-Ḥasan al-Ash‘arīs, Leipzig, 1876, pp. 106-107.
75) an allusion to this new kind of interpretation of Koranic anthropomorphism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w philosophic conception of analogy may be discerned in a passage
by Juwaynī's pupul, Ghazālī.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Kalam, Harvard, 197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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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질라 학파에 의해서 두 가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것은 무
타질라 학파의 새로운 추론 방법에 대한 기술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무타질라 학파가 지닌 학문 체계가 가진 주제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게
된다. 그들의 새로운 추론 방법의 기술로서 삼차 칼라암은 만티크
(mantiq), 즉 논리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체계의 주제
에 관한 기술로서 삼차 칼라암은 말의 신적 속성, 즉 선재하는 꾸라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말의 영원성의 부정이 무타질라 학파가 가
진 체계의 중요 논쟁점이 되었다.
76)

6. 나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적 철학으로서 칼라암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칼라암은 세 단계를 거쳐서 무타질라 학파의 학문체계와 동일
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무타질라 학파 이전의 일차 칼라암 시기이다.
그것은 신인동형이론, 자유의지와 같은 신앙 문제들에서 그런 문제들의
논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견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꾸라안과 순나로부터 본문들을 단순하게 인용하는 대신 어떤 추론 방
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다. 물론 추리들을 구성하는 내용은
꾸라안과 순나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렇지만 그 추론 방법은 피크의
추론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피크에서 ‘키야아스’(qiyās)로 알려진 유비는
행위들에 적용되는 율법의 문제들에 사용되었다. 이 유비의 방법이 새롭
게 적용되고 있는 신앙 문제는 발화된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비 방법의 새로운 적용은 칼라암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칼라암의 문자
적인 의미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일차 칼라암이 성서 해석의 기초로서
76)

무타질라 학파의 등장과 비철학적 시기와 철학적 시기사이의 무타질라 학파의 활동에 대한
이븐 할두운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Then sciences and arts increased and people were

eager to put down their views in writing and to carry on discussions on all sorts of
subjects and the Mutakallimūn wrote on de-anthropomorphization (al-tanzīh). At that
juncture, the Mu‘tazilite heresy took place. The Mu‘tazilites broadened the meaning of
the de-anthropomorphization (al-tanzīh) which is implied in the negative verses [such as
‘Nought is there like Him’(42:9) and ‘There is non equal with Him’(112:4) and took it to
mean the denial of [the existence of] attributes conceived as things(ṣifāt al-ma‘ānī), such
as knowledge and power and will and life, in addition to [taking it to mean the mere
denial of the literalness of] these terms used as predications(zā’idah ‘alā iḥkamibā) [that
is, used in the form of participles such as knowing and powerful and willing and
living].” Ibn Ḥaldūn, Mukaddimah III, p. 38, ll.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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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게 된다. 몇몇 초기 무슬림들은 꾸라안의 신인동형론적인 구절
들에 이런 유비적 추론 방식을 적용시켜 성서 해석을 시도한다. 이 추론
방식은 “육체가 아닌 육체”(a body unlike bodies) 정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인동형론적인 구절들을 반신인동형론적 구절들과 관련지어
재해석하게 된다. 피크와 일차 칼라암에서 이 유비적인 방법의 중요 특성
은 그것인 단순한 유사함(likeness)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그것은
전통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들로부터 추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철학적인 무타질라 학파가 사용하는 이차 칼라암이
다. 이것은 8세기 초반 무타질라 학파가 등장하던 시점부터 9세기 초반
그리스 철학 작품들이 아랍어로 번역되던 시점까지 약 100년 동안 유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무타질라 학파는 전통적인 일차 칼라암의 유비방식
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이단적인 견해들을 지지하
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일차 칼라암을 조작하게 된다. 이차 칼
라암은 내용상 그리고 형식상 일차 칼라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
만 도출되는 결론이 일차 칼라암은 정통적인 교리들이라면 이차 칼라암
은 이단적인 결론들이었다. 그러나 칼라암의 의미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시기이다.
이 세 번째 시기는 무타질라 학파의 철학적 칼라암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다. 이는 삼차 칼라암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9세기 초반부터
그리스의 철학 작품들이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제시되었다. 철학 작품들
의 아랍어 번역으로부터 무타질라 학파는 단지 어떤 철학적인 견해들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추론의 두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첫
번째는 연역(syllogismos)이며 두 번째는 철학적 유비(analogia)이다. 이 철
학적인 추론 방법들은 일차 칼라암의 유비 방법과 확실히 차별되었다. 왜
냐하면 일차 칼라암의 유비 방법은 전제가 순수하게 무슬림의 종교적 자
료들로부터 추론되는 반면 철학적 유비는 전제가 성서가 아니라 철학적
인 자료들로부터 추론되기 때문이다. 또한 삼차 칼라암의 철학적 유비는
일차 깔라암의 전통적 유비와 차별되었다. 왜냐하면 삼차 칼라암의 철학
적 유비는 관계들의 동등성(isotēs, equality)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일차
깔라암의 전통적 유비는 사물들 사이의 단순한 유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타질라 학파는 이슬람 신학에서 처음으로 그리스 철학의 영
향을 받아 성서 해석과 신학적인 물음들을 다루게 되었다. 이들은 연역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유비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철학적인 추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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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칼라암을 정초하게 된다. 삼차 칼라암이 일으킨
변화는 첫 번째로 전통적인 칼라암의 유비 방식을 철학적인 유비 방식으
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 결과 이슬람 철학적 신학은 철학적 자료들로부터
종교적인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추론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들은 철학적
칼라암을 통해서 신학적 논의의 지평을 훈고학적인 텍스트 해석에서 논
리적인 정합성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슬람은 이제 보편적인 형이상학적 수준의 논의
를 제시하는 이슬람 철학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슬람은 더 이상 한 아랍
의 한 부족의 민간 신앙이 아니라 보편적 절대자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제시하는 보편학으로 등장하게 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철학에 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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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기 이슬람의 신학적 철학으로서 칼라암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논평

박 규 철

*

1. 머리말

77)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말이 있다. “푸른색은 쪽(藍)에서 나왔지만 쪽
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말이다. 철학사에는 이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사례
들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플라톤의 철학, 주자(朱
子)의 사상을 심화시킨 율곡(栗谷)과 퇴계(退溪)의 철학, 그리고 아리스토
텔레스 철학을 계승-발전시킨 이슬람 합리주의 철학 등이 그것이다. 특
히 그 가운데에서도 11세기 아비세나와 12세기 아베로에스로 대표되는
이슬람 합리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의 합리
주의를 극한으로까지 밀고 나가는 ‘대담성’을 보인다. 비록 그들의 ‘대담
한 합리주의’가 최고 경전인 코란과 충돌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종교권
력자들에 의해 철학자들이 이슬람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비운(悲運)을 맞
이하였지만, 그들의 합리주의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는 이름으로 서
구에 소개되고, 이후 서구 기독교 철학의 부흥에 훌륭한 자양분이 된다.
이처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합리주의는 그리스 철학보다
더 그리스 철학다운 특징을 선보이면서 철학사를 장식한다. 마치 한국의
선불교(禪佛敎)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더 강한 ‘선풍’(禪風)을 날렸듯이 말
이다.
김요한 교수(이하 발표자)의 논문 ｢8-9세기 이슬람의 신학적 철학으로
서 Kalām에 관한 연구｣은 이슬람 합리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이
다. 그런데 발표자의 논문은 이슬람 합리주의의 극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
지 않고 그 시작 지점(8-9세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아리스
토텔레스를 연구해 온 정통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인 발표자는 비잔틴
철학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제 우리에게 이슬람 철학에 대한 새로운 연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22

박

규

철

구논문을 선보이고 있다. 사실 중세의 철학이 라틴어 권의 ‘서방철학’과
그리스어 권의 ‘비잔틴 철학’, 그리고 아랍어 권의 ‘이슬람 철학’으로 삼분
된다고 했을 때, 중세철학에 대한 온전한 연구는 이 세 철학에 대한 선행
적인 연구를 기초적으로 수행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는 중세 철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온전하고도 통일적인 시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발표자의 학문적 여정은
그의 전공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훈고학적인 연구에 머물지 않
고 중세 철학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성실성을 보여준다. 만약 발표자의
연구가 온전히 진행된다면, 세계철학사 연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비 개념의 변증법적 변천사를 통해 본 무타질라 학파의 칼라암

‘무타질라 학파’로 대표되는 초기 이슬람 합리주의를 탐구하는 발표자
의 논문은 무엇보다도 초기 이슬람 철학에 나타난 이슬람 신앙과 아리스
토텔레스 논리학 간의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 관계에 주목한다. 1
쪽에서 “왜 이슬람은 정통 신앙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철학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변의 단상을 제시하려는
것이 연구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요소이다.”라는 글에서 나타나 있듯
이, 이슬람 사회는 신앙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철학을 경계하
면서도 “성서 해석의 기초로서”(12쪽) 기능하는 철학과의 조우(遭遇)를 감
행하는데, 그 결과는 극히 고무적이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회가 수용한
그리스 철학은 미시적으로는 “성서의 단순한 훈고학적 해석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밖
에서 그 원리들을 차용해서 다시 성서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6쪽)을 마
련해 주었으며, 거시적으로는 “더 이상 한 아랍의 한 부족의 민간 신앙이
아니라 보편적 절대자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제시하는 보편학”(12쪽)으로
서의 철학을 경험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표자의 논문은 그리
스 철학을 경원시하던 이슬람 사회가 철학과 조우하게 되면서 얻었던 다
양한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자의 학문적 열정은 칼라암 개념의 변증법적 발전사를 다
루는 본 논의에서 빛을 발한다. 2쪽의 “연구자는 이슬람이 왜 그리고 어
떻게 행위에 적용되는 율법적인 전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칼
라암’으로 불리게 된 사유체계가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를 3가지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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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살펴볼 것이다.”에서 나타나 있듯이, 발표자는 무타질라 학파 이
전의 전(前)철학적 칼라암 단계인 ‘1차 칼라암, 무타질라 학파의 비(非)철
학적 칼라암 단계인 ‘2차 칼라암’, 그리고 무타질라 학파의 철학적 칼라암
단계인 ‘3차 칼라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 유비적인 방
법의 중요 특성은 그것인 단순한 유사함(likeness)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과 또한 그것은 전통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들로부터 추론해 나가고 있
다”(12쪽)는 것을 규명하는 1차 칼라암은 “자신들의 다양한 이단적인 견
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일차 칼라암을 조작”(12
쪽)하는데 집중하는 2차 칼라암으로 발전한다. 이 때 2차 칼라암은 “내용
상 그리고 형식상 1차 칼라암과 크게 다르지 않”(12쪽)으나 그것으로부터 도
출되는 결론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1차 칼라암은 정통적인 교리들이라면 2
차 칼라암은 이단적인 결론들”(12쪽)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타질라
학파의 유비 개념의 완성은 3차 칼라암 단계에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무타질라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번역 작품에
힘입어 “연역(syllogismos)”과 “철학적 유비(analogia)”(12쪽)와 같은 “추론의
두 가지 새로운 방법들”(12쪽)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 때 “3차 칼라암의
철학적 유비는 관계들의 동등성(isotēs, equality)”(12쪽)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은 “1차 칼라암의 전통적 유비”(12쪽)와 차별화되는 세련된 것으로 규정
된다.
이처럼 발표자는 “무타질라 학파는 이슬람 신학에서 처음으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성서 해석과 신학적인 물음들을 다루게 되었다”(12
쪽)는 것을 방대한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발표자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차 칼라암

특 무타질라 학파 이전의
징 전(前)철학적 칼라암
- 유비: 사물들 사이의
방 단순 유사성에 근거
법 - 성서 밖에서 원리를
차용해 성서 해석
내 도출되는 결론은
용 정통적인 교리들

2 차 칼라암

무타질라 학파의
비(非)철학적 칼라암

3 차 칼라암

무타질라 학파의
철학적 칼라암
(syllogismos),
유비: 단순 유사성에 근 -- 연역
철학적
전제로부터
거한 유비 개념을 조작 철학적 유비
(analogia)
해 사용
사용
도출되는 결론은
이단적인 견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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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발표자의 논문은 8-9세기 무타질라 학파의 칼라암 연구에 대한
주목할 만한 논문 중의 하나라고 본다. 아울러 이슬람 신앙과 이슬람 철
학, 나아가 신앙과 철학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방
법의 틀 또한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표자의 논문에는 논평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언급들이 존재한다.
이에 논평자는 논문에 보이는 난해한 내용들을 다음 3가지 질문, 즉 “신
인동형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념과 논리로 신의 본성을 파악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차별화되는 이슬람 철학의
특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으로 바꾸어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다.
3.1. 먼저, “신인동형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싶다. 발표
자는 논문의 거의 대부분을 유비와 관련된 개념의 변천사 혹은 유비와
관련된 논리적 방법론 탐구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논평자가 생각
하기에 논문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형이상학적 주제들, 예를 들
어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슬람 공동체에 있
어 카리스마적 신앙의 권력은 가히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해 존재한다. 특
히 “무함마드에 의해서 제정된 다음과 같은 6가지 신앙 조항들”(2쪽), 즉
“① 신에 대한 믿음, ② 천사들에 대한 믿음, ③ 성서에 대한 믿음, ④ 사
도들에 대한 믿음, ⑤ 심판 날에 대한 믿음, ⑥ 예정(al-qadar)에 대한 믿
음.”(2쪽)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도그마로 자리 잡고 있다. 발표자도 이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발표자는 8-9세기 칼라암 논
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6가지 신앙 조항들 중에서 제1조항과 제6조
항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다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즉 5쪽에서 발표자는 “1차 칼라암과 관련되어 큰
의견 차이들을 형성하고 있는 신앙 조항들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것은
제1조항과 제6조항이다. 제1조항은 신에 대한 믿음으로 신에 관한 올바른
개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6조항은 예정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들을 결정하는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신앙의 이 두 조
항들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서 의견 대립들이 발생했으며 의견 차이들은
직접적으로 ‘칼라암’이라고 부르는 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5쪽)라고 언
급하고 있지만, ‘유비’와 연관된 논의와 비교해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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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와 연관하여 발표자의 설
명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5쪽 이하에 나타나 있듯이, 발표자는 이븐
할두운의 견해에 기대어 신인동형론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논평자의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인동형론에 대한 언급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
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자비의 원리’를 동
원해 6-7쪽의 “바로 이 혁신이 일차 칼라암의 결과물이고 할 수 있다. 성
서의 단순한 훈고학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밖에서 그 원리들을 차용해서 다시
성서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1차 칼라암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차 칼라암은 “육체들 같지 않은 육체” 정식을 사용하고 있다.”(6-7쪽)라
는 언급을 이해하자면, 발표자의 입장은 그 네 번째 해석, 즉 “어떤 학자
들은 인간의 신체 일부를 직접적으로 신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구절들을
해석하면서(예, 손과 발과 얼굴) 신은 그것들을 “육체들 같지 않은 육
체”(a body unlike bodies)로서 소유하고 있다.”(6쪽)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
이는데, 그것이 발표자의 입장인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다.
3.2. 다음으로 “개념과 논리로 신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가?”
라는 문제를 묻고 싶다. 사실 이슬람 사회만큼 신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
어려운 사회도 없을 것이다. 발표자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슬람
사회에서 “올바른 신의 개념에 관련된 의견 차이들은 … 신인동형론
(anthropomorphism)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의견 차이들은 꾸라안에 나타
난 신에 관한 기술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꾸라
안의 많은 구절들은 ‘신이 인간과 유사성을 결핍하고 있는 존재(tanzīh
높이기)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꾸라안은 ‘인간과 신의
유사성을 제안하는 몇몇 다른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tashbīh 유사).’”라
는 말이 확인해 주듯이, 코란에 존재하는 신의 본성에 대한 모순된 언
급은, 신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도를 무
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전통적으로 신의 본성에 대한 언급과 연관해 이
슬람 사회에는 크게 2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신에게서 모
든 속성을 제거하는 것, 즉 신을 절대 초월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 그것은 ‘타틸’ 또는 ‘탄지’로 불린다. 다른 하나는
신에게서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확인하는 것, 즉 신을 온전히 내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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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그것은 ‘타슈비’ 또는 ‘타스비트’라고 불린
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 세계와 달리, 이슬람 사회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2
가지 입장 모두 이슬람 신앙과 배척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해되었다. 왜냐
하면 타틸 또는 탄지의 입장에서는 신앙이 ‘무신론’(無神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타슈비 또는 타스비트 입장에서는 신앙이 ‘우상
숭배’나 ‘이교도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
이다. 물론 발표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8세
기 초반에 이슬람 철학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는 무타질라
학파의 등장으로 촉발되었다. 이 학파의 창시자는 와실 이븐 아타아
(Wāṣil ibn ‘Aṭā, 700-748)이다. 나중에 무타질라 학파는 정통 무슬림으로부
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8쪽)라는 언급에서 나타나 있듯이, 발표
자 역시 무타질라 학파가 이슬람 종교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발표자는 무타질라 학파가 지닌 지적 모험을 긍
정적으로 바라본다. 왜일까? 미루어 짐작컨대, 발표자는 이슬람 철학에
관한 한 아직도 한국이 ‘계몽되어야 할 사회’라고 보는 것 같다. 이 점에
관해서는 논평자 또한 발표자와 생각이 같다.
주지하다시피, “와실 이븐 아타아(Wāṣil ibn ‘Aṭā, 700-748)”(8쪽)을 시조
로 하는 무타질라 학파는 이슬람 신앙을 그리스 철학의 합리주의적 사유
방식으로 해석하자는 일군의 신학자 집단이다. 어원적으로 무타질라는
개념은 ‘중립’ 또는 ‘중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그것
은 정통적인 학파들과 대립하는 “분리주의자들”(9쪽)의 면모를 보였다.
즉 무타질라 학파는 실천을 강조하는 ‘하와리즈파’와 신앙심만을 강조하
는 ‘무르지아파’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들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들과 차
별화되는 비(非)정통적 특징들을 선보였던 것이다. 발표자의 표현대로 그
들은 대담하게도 “무슬림 공동체의 공인된 정통신학”(9쪽)으로 자신들을
분리시켰던”(9쪽) 것이다. 비록 발표자는 온건한 입장에서 무타질라 학파
가 “자유의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신의 정의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
으며 또한 속성들의 부정은 신의 단일성(unity)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무타질라 학파는 “정의와 단일성의 지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aṣḥāb al-‘adl wa‘l-tauḥīd)”(9쪽)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논평자가 보
기에 신학과 철학, 그리고 공적 공동체와 준(準)-공적 집단 간의 대립과
충돌의 요소는 이미 무타질라 학파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다. 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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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채 이야기하자면, 신학을 철학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던 12세기
순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아베로에스의 실험 또한 무타질라 학파의 전
략과 무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기에 무타질라 학파의 구성원이었던
아샤리(al-Ash‘arῑ, 935 사망)가 무타질라 학파가 지닌 이런 ‘혁신’을 ‘이단’
으로 인식하고 정통 순니파로 전향하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후 아
샤리의 신학은 순니 이슬람의 정통 신학으로 자리 잡고, 철학자의 부조
리의 저자 알 가잘리(al-Ghazālῑ, 1058-1111)는 그의 신학을 완성한다. 이
러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볼 때, 이슬람 공동체는 무타질라 학파의 철학
을 ‘하나의 분리된 사상’으로 간주함은 물론, 그들이 시도하였던 논리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의
문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다.
3.3. 마지막으로, “그리스 철학과 차별화되는 이슬람 철학의 특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묻고 싶다. 보편학으로서의 이슬람
철학을 규명하면서 그것을 그리스 철학과 연관시키는 발표자의 논문은
이슬람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의 연속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불연속성, 즉 그리스 철학과 차별화되는 이슬람 철학만의 고유한 특이
성을 보여주는 데는 다소 인색한 것 같다. 그럼 이슬람 철학의 특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논평자가 보기에, 아무래도 그것은 논리적 탐구와
개념적 접근을 불허하는 이슬람 종교공동체의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찾아
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의 속성에 대한 ‘초월적 이
해’ 및 ‘내재적 이해’ 모두를 거부하는 이슬람 종교 공동체의 전통은 그
내재적 이해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적 규정화’ 또는 ‘논리적
세련화’의 한 갈래인 ‘유비적 이해’의 길을 정통이 아닌 이단으로 간주하
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물론 여기에서 논평자가 철학
자 집단이 아닌 신학자 집단에서 내려진 이단 판정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가 ‘비판정신’과 ‘저항의
식’이라고 한다면, 이슬람 사회에서 철학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그
러한 비판정신과 저항의식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논
평자는 과연 인간의 개념과 논리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온갖 신비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치인가 하는 보다 궁극적인 질
문을 던지고 싶다. 즉 과연 발표자가 집중적으로 천착한 무타질라 학파의
논리적 방법론은 최선의 대안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도 종교적 전통이 강
한 이슬람 공동체에서 말이다. 비록 정통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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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한 의도, 즉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이슬람의 무타질라
학파의 합리주의적 철학 간의 ‘사유의 연속성’, 나아가 보편학을 매개로
한 서구와 이슬람 세계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숨은 뜻
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개념과 논리를 통한 신 이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슬람 사회 ― 이와 달리 서방사회는 개념과 논리를
통해 신이나 우주를 이해하려는 전통이 강하다 ― 에서 발표자와 같은
논리적 방법론의 추구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신플라
톤주의나 수피즘과 같은 신비주의적 접근이 그들의 ‘취향’(?)에 맞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
4. 맺음말

논평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고전 텍스트에 대한
성실한 분석을 토대로 무타질라 학파의 합리주의를 천착하는 발표자의
노력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발표자의 연구는 아리
스토텔레스 철학과 이슬람 신앙, 나아가 그리스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진
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이슬람 문명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다. 정치, 경제 그리고 문
화 영역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은 크고 강하다. 이미 유럽 사회는 그러한
이슬람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극동아시아 역시 이러
한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초창기 이슬람
철학의 본질을 탐구한 발표자의 논문은 향후 한국에서의 이슬람 철학 연
구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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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서양의 역사에서 중세 유럽은 흔히 ‘암흑시대(Dark Age)’로 묘사된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교회의 권력에 눌려 자유로운 이성의 사용이
억제되었고 그 결과 고대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의 전통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는 사정이 정 반대였다. 7세기 초 거대
한 이슬람 제국을 건설 한 후부터 아랍인들은 인도, 그리스, 페르시아 등
인접한 선진 문명들로부터 지혜를 빌려오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중세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는 압바스조(朝)(the Abbasids, 750-1258) 시
절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당시 압바스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인구 100
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바그다드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연결한 운하를 통해 유럽,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향료, 비단, 도자기 등으로 넘쳐났다. 또한 압
바스조는 문화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아랍인, 페르시아인, 무슬림, 기독교
도, 유대교도 등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했고, 그들의 문화적 유
산을 흡수하는데도 적극적이었다.
8세기부터 13세까지 압바스조가 동서고금의 학문이 교통하는 문화 중심지
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도 ‘번역’이었다. 압바스조 시대의 칼리파들
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 철학, 의학, 천문학, 수학 관련 필사본을 수집하는데
열을 올렸다. 특히 압바스조의 번역 운동은 7대 칼리파 알 마문(al-Ma’mūn,
813-833 재위)의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830년경 알 마문은 그리스 과학
과 철학의 번역과 연구를 위해 바드다드에 ‘지혜의 전당(Bayt al-Ḥikma)’을
설립했다. 지혜의 전당은 연구원과 도서관과 번역국을 합쳐 놓은 것으로 프
톨레마이오스 왕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무세이온’ 이래 최대의
*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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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교육 기관으로 일컬어진다. 지혜의 집은 번역가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갖추었고 식사도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세 기간 동안 이슬람 철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등 다양했다. 그 가운데서도 특
히 플로티누스에 의해 정립된 신(新)플라톤주의(Neoplatonism)는 알 파라
비나 이븐 시나와 같은 무슬림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이슬람식 신플
라톤주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들은 플로티누스의 형이상학 체계를 동
방의 천체이론에 맞게 변형했고, 이를 바탕으로 꾸란에서 언급된 유일
신 알라(Allah)와 세계 창조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해석 하고자 했
다.
하지만 중세 무슬림 철학자들의 새로운 시도는 보수적 신학자들에 의
해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보수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신(神)과 세계 생성 개념이 꾸란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교리를 근본적으
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꾸란의 문자그대로의
해석을 중시했던 아샤리 신학파 출신의 알 가잘리(al-Ghazālī)는 신플라톤
주의 체계를 비판하기 위해 철학자들의 모순을 집필했다. 이 저서에서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이 범한 모순들을 20개 항목에 걸쳐 낱낱이 비판했
다. 알 가잘리는 그 가운데 3가지 항목은 꾸란에 확연히 명시되어 있는
근본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불신자의 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이슬람 세계
에 유입되는 과정’,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에 의해 완성된 이슬람식 신플
라톤주의의 특징’, ‘알 가잘리의 무슬림 철학자에 대한 비판’ 등이다. 그리
고 상기 주제의 논의를 통해 “알 가잘리가 철학자들에 가한 비판의 근본
적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
러 본고는 신플라톤주의의 태동과 발전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
과 더불어 영지주의(Gnosticism)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영지주의는 대개 극단적인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물질은
악(惡) 그리고 정신은 선(善)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최고의 신
(神)은, 영지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궁극의 선(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물질을 창조하거나 주관할 수 없게 된다. 알 파라비를 비롯한 무슬림 신
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은 이 같은 영지주의적 발상에 영향을 받아 우주의
1)

1)

쓰지 유미, 번역사 산책, 이희재 역, 궁리출판, 서울 2001, pp. 54-5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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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보수적 무슬림 신학자들은 이를 꾸란
에 나타난 창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 그리스 철학의 번역과 수용

고대 그리스 학문이 이슬람 지역에 해당하는 동방으로 전파되기 시작
한 것은 4세기 무렵부터였으며 그 중심지는 페르시아였다. 그리스 철학이
페르시아로 전파되어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비잔틴 제국의 철학에 대
한 박해로 부터 비롯되었다. 4세기 이후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교회들은
여러 차례의 공의회 개최를 통해 삼위일체론 비롯한 공식 교리의 정립에
열을 올렸고, 그 결과 종파간의 극심한 이단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리고 이 같은 교리 논쟁은 곧바로 철학에 대한 박해로 치달았다. 정통 교
리를 앞세운 기독교 신학자들은 철학이 교리에 반하는 이단의 논리를 조
장한다고 주장하며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을 폐쇄하고 철학서들을 금하
기 시작했다. 당시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찍힌 기독교도와
철학자들은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페르시아의 사산제국(the Sassanian
Empire, 224-651)으로 이주했고 이로써 고대 그리스 학문은 동방에서 새로
운 터전을 잡게 되었다.
5세기 무렵 비잔틴 제국에 의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도(Nestorians)에
대한 박해는 그리스 철학의 페르시아로의 전파를 더욱 촉진시켰다. 당시
시리아 출신의 성직자였던 네스토리우스(Nestorius, 386-451)는 이단으로
몰려 파문당하였고 그는 안티옥에서 아라비아로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쫓겨났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의 추종자들은 다시 에데사(Edessa)로 이
주했고, 바로 이곳의 학원은 네스토리우스파의 세력 중심지가 되었다.
489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제노(Zeno)는 이단 종파인 네스토리우스파가
번성한다는 구실로 에데사 학원을 폐쇄했다. 에데사 학원에서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논리학 관련 주요 작품들과 포르피리(Porphyry)의 이사고게
(Isagoge) 등이 시리아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곳의 학자들은 학원이 폐쇄
되자 이 작품들을 페르시아의 니스비스(Nisbis) 학원와 준디샤푸르(Jundishapur) 학원으로 가져가서 번역 작업을 계속했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
스와 플라톤의 작품이 페르시아어로 대량 번역되었다.
그리스 철학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로 유입된 또 한번의 계
2)

2) Fredrick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Volume II: Medieval Philosophy Part I,
Image Books, New York 1962,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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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529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 482-565)에 의
한 모든 이교 학파의 금지와 그들이 세운 학교의 폐쇄 명령이었다. 유스
티아누스의 명에 따라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을 비롯한 모든 아테네 철학 학교들이 폐쇄되었다. 이 사건은 서구에서
그리스 철학이 자취를 감추고 암흑의 시대로 들어감과 동시에 동방에서
는 반대로 그리스 철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아테네에서 쫓겨난 신플라톤주의 계통의 철학자들은 페르
시아의 황제 키스라 아누쉬르완(Kisra Anushirwan)의 궁정으로 피신했고,
이들은 그 곳에서 자신들이 가져간 그리스 고전 작품들을 시리아어와 페
르시아어로 번역했다.
6세기 무렵 페르시아의 사산 제국은 비잔틴 제국과 반대로 서방에서
추방된 철학자들을 보호하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특히
키스라 아누쉬르완이라고 불린 황제 코스라우 1세(Khosrau I, 531-579)는
준디샤푸르(Jundishapur)에 학원을 설립하여 그리스 학문의 번역을 적극
장려했다. 준디샤푸르 학원은 에데사로부터 추방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
교도들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안식처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곳에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은 번역작업을 통해 그리스 철학이 동
방으로 전파되어 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여러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번역 작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5세기
무렵 네스토리우스파 교도들은 수학과 의학에 관한 다수의 그리스 작품
을 시리아어로 번역했으며, 6세기부터는 이것들을 다시 페르시아어로 옮
기기 시작했다. 후대에 이슬람 정복 이후 네스토리우스파 교도들은 다시
아랍어를 익힘으로써 그리스 학문이 아랍어로 번역되는데 있어서도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7세기 무렵 이슬람 문명은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시리아와 북아프리
카 일대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토였던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지역
을 정복하면서 급속히 그 지배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중세 이슬람 문명
을 대표했던 우마이야조(the Umayyads, 661-750)와 압바스조(the Abbasids,
750-1258)는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가 어우러진 대제국을 건설하며 주변
의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 받아들였다. 이
를 계기로 고대 그리스 학문은 시리아어 또는 그리스어로부터 아랍어로
3)

4)

3) Eugene A. Myers, Arabic Thought and the Western World in the Golden Age of Islam,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New York 1964, p. 8.
4) Eugene A. Myers,
,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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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되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 학문이 아랍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우마이야조의 통치기였던 8세기 무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마이
야조의 왕자였던 칼리드 이븐 야지드(Khalīd Ibn Yazīd, 704년 사망)는 왕
위 등극에 실패 한 후 그리스 학문의 번역을 적극 후원했던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마이야조 시절 그리스 학문에 대한 관심은 의학, 연
금술, 천문학 등과 같은 실용 학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학에 대
한 번역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이 본격적으로 아랍어로 번역되어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압바스 제국이 등장한 8세기 후반부터였다. 압바스
조의 수도 바그다에서는 대규모의 번역 운동의 진행되어 시리아어, 페르
시아어, 힌두어, 그리스어 등의 작품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주목
할 만한 사실은 당시 아랍어로의 번역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연히 또는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번역은 정부의 후원 하에
잘 조직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다. 압바스조의 번역운동은 칼리파
알 만수르(al-Manṣūr, 754-775 재위) 시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하룬 알
라쉬드를 거쳐 알 마문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8세기 후반 칼리파 알 만수르의 통치 기간 동안 번역되었던 주요 의학
서로는 갈렌(Galen)과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의 작품이 있었으며, 과학
및 수학서로는 프톨레미의 알마게스트(Almagest)와 유클리드의 원론
(Elements) 등이 있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Categories), 해
석론(Hermeneutica), 분석론 전편 (Analytica priora) 등과 같은 논리학 서
적들도 만수르 시대에 아랍어로 번역되었데, 주로 중세 페르시아어인 팔
레비어 저서를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룬 알 라쉬드
(Hārūn al-Rashīd, 786-809 재위) 시대에 활약했던 번역가 야히아 이븐 비
뜨리끄(Yaḥia Ibn al-Biṭrīq, 815년 사망)는 축약본 형태의 플라톤 저서 티
마이오스(Timaeus),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De anima), 동물의 서
(the Book of Animals), 분석론 전편 (Analytica priora) 등을 번역했다.
압바스조 시절 고대 그리스 학문에 대한 번역과 수용이 최고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알 마문(al-Ma’mūn, 813-833 재위)이 통치했던 9세기 전반
이었다. 그는 철학, 과학, 의학 등에 관한 그리스와 기타 외국 서적들의
번역에 많은 정렬을 쏟았고 그것을 일종의 국가사업의 하나로 삼았다. 개
방적인 계몽군주임을 자처했던 알 마문은 830년 바그다드에 ‘바이트 알
5)

5) Majid Fakhry, Islamic Philosophy: A Beginner's Guide, Oneworld, Oxford 1997,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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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크마(Bayt al-Hikma)’ 즉, ‘지혜의 전당’을 설립했다. 방대한 도서관을 갖
추고 있었던 지혜의 전당은 번역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 기관이었
다.
과거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압바스조 시절에 이르러서도
네스토리우스파 교도는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알 마
문이 설립한 ‘지혜의 전당’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초대 원장 이
븐 마사와이흐(Ibn Maswaih), 2대 원장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Ḥunayn ibn
’Isḥāq), 3대 원장 이스하크 이븐 후나인(’Isḥāq ibn Ḥunayn) 등은 모두 네
스토리우스파 교도였다. 이들은 주로 시리아어로 써진 그리스 작품을 아
랍어로 번역했는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슬람 세계는 역동적인 힘을 얻
어 과학, 예술, 문학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네스토리우스파 출신으로서 ‘지혜의 전당’ 2대 원장을 역임했던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와 그의 일가는 오래 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와 그의 아들 이스하크이븐 후나인, 조카 후바이쉬
(Hubaysh), 제자 이사 이븐 야흐야('Isa Ibn Yahya) 등은 모두 번역가로서
명성을 날렸다. 이들은 모두 한팀을 이루어 공동번역을 했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분석론 후편 (Analytica posteriora), 갈렌의 윤리학요약 (Synopsis of
Ethics), 플라톤의 소피스트 (Sophist), 파르메니데스 (Parmenides), 정
치론 (Politicus), 공화국론 (Republic), 법학론 (Laws) 등이 모두 후나인
이븐 이스하끄의 일가에 의해 번역되었다. 특히 그의 아들로서 ‘지혜의 전당’
3대 원장을 역임했던 이스하크 이븐 후나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 번
역에 정통했다. 그는 시리아어에서 아랍어로 범주론(Categories), 해석론
(Hermeneutica), 생성소멸론(Generation and Corruption), 니코마코스 윤
리학(Nicomachean Ethics) 등을 번역했다.
압바스조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에 힘입어 아랍어로 번역된 고대
그리스 철학 작품은 이슬람 신학과 철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슬람 철학 발전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저서는
신플라톤주의 계열에 속한 아리스토텔레스 신학(Athūlūgia Aristotālīs)
과 순수 선(善)에 관한 고찰(Fi'l Khayr al-Mahd)이란 두 권의 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은 9세기 아랍인 번역가 이븐 나이마(Ibn Na'imah)
에 의해 번역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책은 그 제목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
와는 전혀 무관했으며, 오히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였던 플로티누스와
6)

6)

위의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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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었다. 플로티누스의 제자였던 포르피리(Porphyry, 305년 사망)는
스승의 저서인 엔네아데스(Enneads) 4권, 5권, 6권을 재편집하여 요약집
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이 아랍어로 번역된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
란 제목이 붙인 것이다. 순수 선에 관한 고찰 역시 이슬람 세계에서 아
리스토렐레스의 저서로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신플라톤주의 철학서다.
이 책은 원래 프로클루스(Proclus, 485사망)라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가
저술한 신학의 정수(Elements of Thelogy)란 책이었는데, 아랍어로 번역
되면서 ‘순수 선에 관한 고찰’이란 제명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당대의 많
은 아랍학자들은 이 책의 원저자를 아리스토텔레스로 착각했다.
상기한 두 권의 저서는 알 파라비나 이븐 시나와 같은 무슬림 철학가
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유출론(流出論)에 기
초한 우주론과 세계관을 정립했다. 유출론은 원래 신플라톤주의의 형이
상학 이론에서 핵심적인 이론이었지만 무슬림 철학자들은 이것이 아리스
토텔레스의 이론이라고 착각했다. 그 결과 중세의 많은 무슬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철학자들을 비판
하는데 선봉에 섰던 알 가잘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7)

3. 이슬람 세계와 신플라톤주의
3.1.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는 기원후 3세기 플로티누스(Plotinus, 205-270)
를 비롯한 포르피리오스(Porphyry), 프로클로스(Proclus) 등에 의해 정립된
신비주의 사상을 일컫는 현대 용어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사상 가운데
영적이고 우주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이를 고대 중·근동 지역의 신학과
융합함으로써 자신들만의 독특한 체계를 만들었다. 신플라톤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 신(神)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
기서 말하는 초월성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존재론적으로 완전
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해 신플라톤주의에서 최고
의 신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모든 사고와 언어적 표현을 넘어선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고의 신은 그
절대적 초월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이 세계를 창조할 수
7) Majid Fakhry, A History of Islamic Philosoph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3,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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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의 행위이고, 행위는 육체적 속성과 결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신의 절대적 초월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그 결과로서 신의 창조 행위를 부정한다는 점
에서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신의 개념은 기독교의 창조주 개념과 근본
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의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
일신 하느님은 말씀으로써 이 세계와 그에 속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전지
전능한 존재로 묘사된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같은 창조 이론을 ‘엑스
니힐로적 창조(creatio ex nihilo)’, 즉 ‘무(無)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른다. 다
시 말해, 기독교적인 우주론에 따르면, 창조주 하느님은 이 세계와 그 것
을 구성하는 물질을 모두 무로부터 직접 만들어 내었다. 뿐만 아니라 기
독교의 하느님은 인간의 세계에 직접 개입하여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역사를 인도하기도 한다. 유대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직
접 인도하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홍해를 가르는 장면은 역사에 개입
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의
하느님은 내재적인(Immanent)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신플라톤주
의의 신은 근원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개입하지도 않는다. 이 같은 측면에
서 신플라톤주의의 신은 이 세상과 유리되어 고고하게 홀로 있는 초월적
인(Transcendental)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플라톤주의가 강조한 세계를 창조하지 않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개
념은 크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우주론과 영지주의의 이론원적 세계관으
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물질은 신에 의해 만들
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주어져 있었다는 우주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기독교나 이슬람의 교리에서 보여지
는 유일신에 의한 창조(Creation)란 개념이 없었다. 단지 태초부터 영원한
물질이 주어져 있었고, 그 물질이 특정한 변형과정을 거쳐 세계가 생성
(Generation)되었다는 개념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 같은 물질관의 대표
적인 예로서 데모크리토스(Democritus, 약 BC 460-370)의 원자론(Atomic
Theory)을 들 수 있다. 그의 원자론에 따르면, 무(無)로부터는 어떤 존재
도 생겨나지 않는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영속하며, 불변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인데 그것이 바로 원자이다. 그리고 그는 원자
들이 무한한 공간인 허공 속에서 자신만의 일정한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원자들은 자신의 경로를 벗어나 서로 충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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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바로 이런 원자들의 충돌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생성되었
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가 애초
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개념
은 갖고 있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과 세계의 생성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플라톤의 저서인 티마이오스(Timaeus)이다. 플라톤은 이
작품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조물주로서 데미우르고스(Demiourgos)를
소개한다. 데미우르고스는 원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직
인(職人: artisan)이나 장인(匠人: craftsman)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데미우르고스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창조주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말한 데미우르고스는 유일신 종교의
창조주와 달리 물질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부터 물질은 주어져 있었는데 단지 질서 잡히지 않은 원시적
인 혼돈상태(chaos)에 있었을 뿐이다. 데미우르고스는, 마치 목수가 주어
진 재료로 조각상을 만들듯이, 혼돈상태의 세계를 일정한 틀에 따라 질서
잡힌 상태(cosmos)로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 조물주 데미우르고스는 물질
을 혼돈의 상태로부터 질서 잡힌 상태로 변화시킬 뿐 물질 자체를 만들
어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세계의 창조(Creation)란 개념이 부
재했으며 대신 세계의 생성(Generation)이란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생성이란 개념은 ‘영원한 물질’이란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꾸어 말
해, 애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물질이 어떤 이상적인 질서에 의해 변형되
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
은 플라톤의 우주론과 조물주 데미우르고스에 관한 생각은 기원을 전후
로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며 영지주의적인 종교관과 결합되어 새로운 종
교철학의 사조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신플라톤주의이며
이는 다시 중세 이슬람 세계에 영향을 주어 이슬람 종교 철학은 물론 쉬
아파 신학이나 수피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지주의(Gnosticism)는 기원전 4세기 헬레니즘 시대 시작 이후부터 지
중해와 중·근동 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종교 및 철학 사조를 통칭하
는 용어를 가리킨다. 영지주의란 용어는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
8)

9)

8)
9)

앤서니 케니, 케니의 서양철학사 1권, 고대철학, 김성호 역, 서광사, 파주 2008, p. 170.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 김영균 역주, 서광사, 서울 2000, pp. 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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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논리적 또는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직접 얻는 신비주의적 지식을 의미한다. 영지
주의는 초기 기독교도들에 의해 정통 교리를 부정한 기독교 이단 종파로
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하나의 독립된 종파라기보다는 신피고라스
주의, 신플라톤주의,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헤르메스교, 일부 기독교 종파
등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 및 철학 사조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지주의 계열에 속하는 철학파와 종파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과 용어로써 나름대로의 사상을
전개하지만, 신, 우주의 발생, 선과 악, 정신과 물질에 대해 설명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사고관을 공유하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매우 극단적인 이원론(dualism)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
았다. 그들은 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
는 대립적인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신이나 영혼과 같은 정신적
존재는 빛으로 충만한 선(善)의 세계에 속하는데 반해, 물질이나 육체와
같은 감각적 존재는 어둠으로 가득한 악(惡)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여겼
다. 또한 그들은 지고한 최고의 신은 순수한 선의 존재이기 때문에 악의
원천인 물질을 창조하거나 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이원론적 사고관을 지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세계의 창조는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누군가
에 의해 영혼과 육체 또는 형상과 물질이 결합하여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지주의자들은 이신론(二神論, Existence
of two Gods)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신은 물질과 전혀 무관한 초월적인
신과 물질을 조작하여 세계를 만들어낸 조물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물질로 구성된 이 세계는 모순적이고 온갖 악
과 고통의 온상이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따름이다. 그들은 이 세계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함을 지니고 있고 결국 악한 것
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 세계를 만들어낸 조물주는 궁극적인 최고신일 수
없으며 그 보다 열등한 제2 또는 제3의 신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플
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열등한 이 조물주를 직인
또는 장인의 신을 뜻하는 데미우르고스라고 여겼다.
상기한 영지주의적 신과 세계에 대한 개념은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gnosis)’

10)

10)

스티븐 휠러, 이것이 영지주의다, 이재길 역, 샨티, 서울 2006, pp.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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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와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영지주의 계열의 유대교도와
기독교도에게 있어서 구약 성서의 창조주 하느님은 매우 당혹스러운 존
재였다. 순수한 정신으로서 선의 궁극적 실체이어야 할 하느님이 <창세
기>에서는 악의 근원인 물질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모습을 드
러내며 복수심, 분노, 질투, 타민족에 대한 혐오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류 신학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창세기>에
언급된 신은 유일한 참 하느님이 아니며 그 보다 상위의 하느님이 별도
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데미우르고스와 같이 결함이 있는 열등한 신이고 따라서 순종
이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위선자 혹은 강탈자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에 반해 진짜 하느님은 이 세계의 창조와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초월
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영지주의 계열의 유대교와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 열등한 신적 존재를
천사, 로고스(Logos), 누우스(Nous), 성령(Spiri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
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존재들은 궁극적인 최고신과 물질세계의 간극을
메우는 중간 매개자이자 조물주 역할을 한다. 유대인 철학자로서 영지주
의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론(Philo, BC 25-AD 40)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인 “신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에 근거하여 로고스
를 신이 이 세계를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필론은 구약에
나오는 천사를 로고스와 동일시했는데, 이 로고스는 신의 목소리이기도
한 비 육체적인 실체이다. 그리고 필론은 다른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
로 궁극의 신인 여호아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하고, 대신 여호와는 중간적 존재인 로고스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기원후 2세기에 활약했던 기독교 성서학자 마르시온(Marcion, 85-160)
역시 영지주의적 시각에서 구약과 신약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를 보낸 지고하신 선한 하느님과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열등한 율법의 하느님은 완전히 다른 두 신이라는 이신
론(二神論)을 주장했다. 마르시온의 우주론에 따르면, 선한 하느님은 첫
번째 하늘에, 열등한 율법의 하느님은 두 번째 하늘에, 그리고 율법의 하
느님의 천사(아르콘)들은 세 번째 하늘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하늘들
11)

12)

11)
12)

위의 책, pp. 56-57.
코플스톤, 그리스 로마 철학사, 김보현 역, 철학과현실사, 서울 1998, pp. 6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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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힐레(Hyle), 곧 ‘물질’이 있다. 세계는 중간 매개자인 율법의 하느님
과 힐레의 공동 창조물이다.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등장한 신(新)피타고라스주의와 중기 플라톤주
의 학파에 속한 티야나의 아폴로니우스, 아파메이(시리아)의 누메니우스,
카에로네아의 플루타르코스, 알비누스, 켈소스 등과 같은 철학자들도 영
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의 전적인 초월성을 강조했으며 물질적인 것이
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들은 초월적인 신과 이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중간 매개자로서 천사에 해당하는 데몬
(demon), 지성, 데미우르고스, 세계영혼 등 다양한 명칭의 영적 존재들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기원후 2세기 무렵에 활약한 시리아 출신의 누메니
우스는 신을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1신은 존재
의 원리이자 순수 사유 활동이자 선(善) 자체로서 이 세계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제 2의 신은 데미우르고스로서, 질료에 작용하여
이 세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누메니우스는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어낸 생
산물을 제3의 신이라고 불렀다.
기원후 3세기 무렵 이집트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활약했던 플로티누스
와 그가 정립한 신(新)플라톤주의는 상기에서 언급한 영지주의 계열의 신
학과 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금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영적 수련을 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신과의 합일을 경험했던 신비주의자
이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은 영지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말한 영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물질을 악의 근
원으로 보고 구약성서의 창조주를 조악한 조물주로 묘사하는 극단적 형
태의 자세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볼 때, 플로티누스는 비록 물질을 악의 근원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것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겼고, 물질세계와 접촉하는
조물주를 초월적인 지고의 신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영지주의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플로티누스는 궁극적인 지고의 신을 ‘일자( 一者, the One)’라고 불렀다.
일자는 지극히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또는 물질세계와는 완전
히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플로티누스의 표현에 따르면, 일자는 모든 사
고와 모든 존재를 넘어서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인간 이성에 의해 파
13)

14)

13)
14)

스티븐 휠러, 같은 책, p. 166.
코플스톤, 같은 책, pp. 603-604.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의 철학과 종교 간의 갈등

41

악될 수 없다. 플로티누스는 다른 영지주의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초월
신 일자가 무로부터 물질과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주 역할을 한다는 생
각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일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
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이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창조는 하
나의 행위이고, 행위를 초월 신에게 귀속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변
화불가능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로
티누스는 초월신 일자 대신 물질을 주관하고 이 세계의 생성을 담당하는
매개자로서의 영적 존재를 상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우스(Nous)와
세계영혼(Soul)이다.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초월신 일자는 누우스나 세계영혼과 같은 영적
매개자를 직접 창조하지도 않는다.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듯이
영적인 존재가 필연적 과정에 따라 일자로부터 흘러 나올 뿐이다. 플로티
누스는 이러한 과정을 유출(流出, emanation)이라고 표현했다.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유출된 영적 존재는 누우스(Nous)이다. 누우스는 플라톤의 대
화편 티마이오스에 등장하는 데미우르고스와 같이 우주의 생성을 담당
한다. 일자로부터 유출된 두 번째 영적 존재는 세계영혼(Soul)이다. 세계
영혼은 누우스(Nous)의 대리자로서 자연 세계에 내재하면서 이를 지배하
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세계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비가분적이지만, 초
감성적인 예지계와 감성적인 자연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 위로는 누우스를 우러러보고 아래로는 자연계를 굽어본다.
상기한 플로티누스의 신과 우주에 대한 설명은 주류 기독교 신학자들
이 주장한 유일신 하느님에 의한 엑스 니힐로적 창조관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었다. 플로티누스의 설명에 따르면, 일자는 세계의 창조를 원하
지도 않았고 창조 이후에도 세계를 직접 움직이거나 다스리지 않는다. 단
지 일자는 하위의 영적 존재인 누우스와 세계영혼에게 창조 행위를 허락
할 뿐이다. 그리고 이때 세계의 생성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세계
영혼이 맡게 된다. 세계영혼은 일자로부터 유출된 영적존재로서 본질적
으로 시간의 탄생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자이다. 하지만 세계영혼은 세계
를 만들고 작동시키면서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플로티누스는 “세계영혼은 질서 잡힌 세계(Cosmos)를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영원성을 포기하고 스스로 시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했다. 다
15)

16)

15)
16)

위의 책, p. 627.
코플스톤, 같은 책, pp. 629-630; 앤서니 케니, 같은 책, pp. 49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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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다른 영지주의 계열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플로티누스의 사상 체
계에서 지고의 신인 일자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세계의 창조와 무관하며,
대신 세계영혼이 이 세계를 직접 형성하고, 질서지우며, 다스리는 조물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7)

3.2.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이슬람식 신플라톤주의

세기 이슬람의 등장 이후 신플라톤주의를 비롯한 영지주의 계열의 종
교와 철학은 이슬람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 세계에서 탄생한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우주론, 수피주의, 쉬아파 철학, 조명철학 등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지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바는 이슬람 세계에서 이 같은 영지주의 계
열의 철학과 신학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무슬림들은 대부분 페르시아 출
신이거나 페르시아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역사
적으로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가 탄생한 지역이었는데, 이
두 종교는 동방의 대표적인 영지주의 계열의 사상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
다. 또한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이후부터 그리스
학문을 꾸준히 접해왔고, 기원후 5세기 사산조 시절에는 시리아지역에서
추방된 기독교도들을 주축으로 번역 학교를 세워 그리스 철학을 적극 수
용했다. 그 무렵 아마도 페르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영지주의 계열의 철학은 자신들의 전통 종교에서 엿보여지는 세계관과
너무나 잘 부합되었기 때문에 매우 친근감을 느꼈고 선호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랍의 정복 이후 페르시아인들은 많은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체험했
다. 그들은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꾸란을 자신들의 경전
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랍어도 익혀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계
승되어온 영지주의적 사고관은 페르시아 출신 무슬림들에게 여전히 신과
우주를 바라보는 틀로서 작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꾸란을 기존
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바꾸어 말
해, 전통적인 꾸란 해석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영지주의에 입각한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써 유일신 알라, 창조, 계시, 예언자 등에 대한 개념을 정
7

17) Ian Richard Netton, Allah Transcendent: Studies in the Structure and Semiotics of
Islamic Philosophy, Theology and Cosmology, Routledge, London New York 1989,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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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신플라톤주의의 용어와 도식을 차용하여 자신들
의 지적 환경에 맞게 변용하고 새로운 종교철학의 정립을 시도하게 되었
는데, 그 대표적인 선구자가 바로 알 파라비(al-Fārabī, 870-950)와 이븐 시
나(Ibn Sīnā, 980-1037)였다.
알 파라비는 870년 무렵 트란스옥시나 지역에 위치한 파랍(Farab)지역
에서 태어났다. 그는 원래 튀르크 계통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튀르크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했지만, 당시 그의 고향은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지역이었다. 알 파라비는 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분석론
전편(Analytica Priora), 분석론 후편(Analytica Posteriora), 범주론
(Categories), 해석론(On Interpretation) 등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저서들
에 대해 방대한 주석서를 저술했다. 그리고 그는 독창성을 발휘하여 이슬람
철학사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우주론과 형이상학론을 정립했는데, 그의
이 같은 시도는 대표작인 덕의 도시(al-Madīnah al-Faḑīlah)와 시민 정
치론(al-Siyāsah al-Madaniyyah)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알 파라비는 덕의 도시에서 우주의 기원과 생성, 제일존재(al-Awwal)
로 부터의 유출론(emanation), 정치적 집단의 이상적 행동양식, 인간 영혼
의 궁극적 운명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었다. 알 파라비가 이 작품에
서 다루고 있는 국가와 정치적 이론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형이상학과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로부터 많은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이 저서에서 알 파라비는 플로티누스가 궁극적인 초월적 신
을 ‘일자(the One)’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하게 이슬람의 유일신 알라
(Allah)를 ‘제일존재(the First Being)’를 뜻하는 아랍어 단어인 ‘알 아우왈
(al-Awwal)’이란 용어로 불렀다. 알 파라비는 제일존재는 절대적으로 완
벽하고 유일한 존재로서 그와 유사한 다른 존재물이 있을 수 없다고 강
조하며 덕의 도시 본문의 첫 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시작한다.
18)

제일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들의 첫 번째 원인이다. 제일존재는 모든 종류의 결
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에 반해 그 밖의 만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점을 가
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일존재는 그 모든 결점들을 갖고 있지 않다. 따
라서 제일존재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훌륭한 존재이다. 그 어떤 것도 제일존
재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오래될 수 없다. 따라서 제일존재는 그 능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며 그 완벽성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다. 따라서 제일존재는 결코 그
존재와 본질이 비존재에 의해 더럽혀질 수 없다. 즉 제일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가능태적 존재를 지니고 있을 수 없고, 어떤 경우든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
18) Majid Fakhry, Al-Fārābi, Founder of Islamic Neoplatonism, OneWorld, Oxford 200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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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제일존재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항상 영원하며, 자신에게 영원성을 부여해주
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19)

영지주의자 또는 신플라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알 파라비는 제일존재
(al-Awwal)의 초월성을 매우 강조한다. 제일존재는 물질(질료)을 완전하
게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순수한 영적존재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수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만을 사유와 인식 대상
으로 삼을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일존
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자신의 절대적인 미와 완벽함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일존재의 모습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창조주 알라의 개념과 매우 다르
다. 왜냐하면 제일존재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자신 이외의 것을 알거
나, 사유하거나, 사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들거나 창
조해야할 필요성이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과 무관하고 심지어 창조의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제일존
재가 어떻게 우주 삼라만상의 제일원인자가 되었을까? 바로 이 같은 모
순을 해결하기 위해 알 파라비는 플로티누스로부터 유출(Emanation)이란
개념을 빌려와 이를 우주와 만물의 생성 원리로 삼았다. 알 파라비는 유
출을 ‘알 파이드(al-faiḑ)’란 아랍어 용어로 번역했는데, 이는 ‘홍수’ 또는
‘물이 차고 넘친다’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하고 완벽한 제
일존재에 깃든 선(善)이 자연의 섭리처럼 흘러넘쳐 흐르게 되었고, 그 결
과 모든 삼라만상의 생성을 촉발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
해야할 바는 제일존재는 유출을 자신의 행동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제일존재는 이미 스스로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다. 알 파라비는 저서 덕의 도시에서 모든 삼라만상이 제일존재로부터
유출되었지만 정작 제일존재 자신은 그것을 원하거나 의지(意志)하지 않
았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유출로부터 생성된 것들은 제일존재가 존재해야하는 동인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인간의 경우 자식이 생겨난다는 것은 부모가 부모로서 존재해야하는 목적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성된 타 존재물이 제일존재가 존재해야하는 되는
동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의 경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그 결과가 행위자에
게 어떤 완벽성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19) Abū Naṣr al-Fārābī, Al-Farabi on the Perfect State: Abū Naṣr al-Fārābī's Mabādi'
rā' al-Madīna al-Fā ila, tr. Richard Walzer, London Press, Oxford 1985,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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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존경이나 기쁨을 얻거나 또는 선(善)을 쌓음으로
써 자기 자신에게 완벽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일존재는 남을 위해 존
재하지 않으며, 자기로부터 다른 존재물들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다.
20)

알 파라비의 도식에 따르면, 우주적 세계는 크게 예지계와 감각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지계는 제일존재와 이로부터 유출된 10개의
예지체(Intellect, 'aql)와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존재로부터 유출 과
정을 통해 생성된 예지체는 제일존재보다 완벽성이나 순수성이 떨어지
고, 이 같은 퇴화는 유출과정이 진행되면서 더욱 심해진다. 다시 말해 나
중에 생성된 예지체일수록 그 완벽성이나 순수성이 떨어져 저급한 존재
가 되는 것이다. 제일존재로부터 가장 처음 유출된 것은 제1예지체(the
First Intellect)이다. 제1예지체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근원인 제일
존재를 사유대상으로 삼는다. 제1예지체가 제일존재를 사유하는 순간 제
2예지체가 생성되며, 자기 자신을 사유할 때 제일하늘(the First Heaven,
al-Samā' al-Ūlā)의 영혼과 몸체가 생성된다.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제
2예지체로부터 제3예지체와 항성(Fixed Stars)이 생성된다. 그리고 다시
제3예지체로부터 제 4예지체와 토성(Saturn)의 영혼과 몸체가 생성된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제5예지체부터 제10예지체가 생성되며,
각각에 상응하는 목성(Jupiter), 화성(Mars), 태양(Sun), 금성(Venus), 수성
(Mercury), 달(Moon) 등이 생성된다.
플로티누스는 일자와 물질세계 사이에 누우스나 세계영혼과 같은 영적
매개자를 상정함으로써 일자에게 초월성의 위치를 확보해 주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상은 최고의 신이 물질세계를 직접 창조하거나 관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영지주의로 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이 세계와 무관한 초월신과 세계를 만들고 주관하는 조물주는 완
전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기한 알 파라비의 우주론에서도 제일존재(=알
라)는 물질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초월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중간에
서 예지체와 천체들이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알 파라비의 설명에 따
르면 예지체는 그 순수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제일존재와 마찬가지로 물
질과 전혀 무관한 순수한 영적존재들이다. 각 예지체에서 유출된 천체 역
시 신령한 존재이다. 알 파라비에 따르면, 천체는 영혼과 함께 몸체를 지
니고 있긴 하지만, 그 몸체는 비물질적인 어떤 특수한 것으로서 천체의
20) Abū Naṣr al-Fārābī,

같은 책,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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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신 또는 예지계를 직접 관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에 반
해 인간의 육체는 인간영혼이 예지계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로써
인간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알 파라비는 초월신인 제일존재(=알라)를 대신하여 가장 마지막 예지
체인 제10예지체가 이 세계를 생성시키고 주관하는 조물주의 역할을 하
고 있다고 설명한다. 알 파라비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세계를 월하세계
(月下世界, the Sublunary World)라고 불렀는데, 제10예지체는 월하세계의
질료에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4원소, 광물질, 식물, 동물, 인간 등과 같은
존재물을 생성시킨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제10예지체를 ‘능동 예지체
(Active Intellect, al-'Aql al-Fa''āl)'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 제일존재인 유
일신 알라는 유출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간접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세계를 직접 생성시키고 주관하는 조물주 역
할은 능동예지체가 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알 파라비가 설명한 알라
의 개념은 꾸란에서 언급된 전통적 의미의 창조주보다 신플라톤주의
또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초월신 개념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능동예지체는 인간의 영혼이 예지계로 돌아가 구원을 얻는데 있
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알 파라비에 따르면, 인간의 영
혼의 고향은 원래 예지계에 속해있었으나, 월하세계로 떨어져 육체에 갇
히게 되었다. 그리고 영혼은 원래 예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
이 있었으나 육체의 방해로 인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
이게 되었다. 능동예지체는 인간에게 잠재된 예지의 능력을 깨워 예지의
세계로 다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마치 어둠에 갇혀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태양이 빛남으로써 비로소 대상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바는 능동예지체가 인간에게 예지능력
그 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은 예지계
로부터 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지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능동
예지체의 역할은 단지 그 능력이 진짜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이
다. 이는 마치 태양의 빛이 시력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어
둠을 이기고 대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같다.
알 파라비는 인간의 영혼 속에 깃든 이성이 욕망하고 선택하는 것 가
운데 최고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물질적 혹은 육체적
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능동예지체와 연결(ittisal)되고 이를 통해 영혼이
21)

21) Ian Richard Netton,

같은 책, pp. 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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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계를 관조할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알 파라비
는 저서 덕의 도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통치자로서 철학자 또
는 예언자를 언급했는데, 이들이야말로 최고 인식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
이다. 철학자와 예언자는 능동예지체로부터 깨달음의 빛(illumination)을
받아 진리를 얻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의미
에서 예언자의 계시란 능동예지체로부터 얻는 깨달음의 빛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알 파라비의 사상은 후대에 이르러 쉬아파,
수피즘, 조명철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알 파라비가 정립한 유출론적 우주관은 11세기 무렵 페르시아 출신의 무
슬림 철학자 이븐 시나(Ibn Sīnā)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져 발전되
었다. 이븐 시나는 21세부터 저술 활동을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276권에 달
하는 저서를 남겼는데, 그의 저서들은 철학, 과학, 의학, 언어학 등 제 학문
분야를 총 망라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그의 철학 작품들 가운데 우주
론과 형이상학 이론을 담은 대표적인 저서는 치유의 서(Kitāb al-Shifā’),
구원의 서(Kitāb al-Najāt), 지시와 충고의 서(Kitāb al-Ishārat wa alTanbīhāt)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서는 15권 시리즈로 이
루어진 가히 철학대전이라 할 만한 치유의 서이다. 치유의 서는 11세
기 당대 이슬람 세계에서 연구되었던 논리학과 수학을 포함한 그리스 학문
전반을 다룬 백과사전에 해당한다. 한편 구원의 서는 방대한 분량의 치유
의 서 가운데 주요 부분만 간추린 일종의 요약서로서 치유의 서보다 대
중적으로 훨씬 많이 읽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세권의 대표작에서 이븐 시나는 알 파라비의 유출론을 그대로
답습하며 우주의 체계를 설명했지만 기존의 신플라톤주의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능동예지체와의 연결을 통한 깨
달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신비주
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신비주의적 깨달음을 내용으로 하는 이븐 시
나의 주요 작품으로는 새의 서한(The Epistle of the Bird), 사랑의 서한
(The Epistle of Love), 깨어있는 자의 살아있는 아들(Hayy ibn Yaqzan)
등이 있다.
이븐 시나는 알 파라비가 언급한 제일존재, 예지체, 물질세계가 존재론
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연적 존재(the
22)

23)

24)

22) Majid Fakhry, 1997,
23) Majid Fakhry, 1983,
24) Majid Fakhry, 1997,

같은 책, pp. 54-57.
같은 책, pp. 131-132.
같은 책,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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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연적 존재(the Contingent Being)’란 개념을 사용했
다. 그는 제일존재(=알라)를 필연적 존재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반드시 존
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우연적 존재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든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든, 전혀 아무런 모
순을 동반하지 않는 존재이다. 물질세계에서 생성소멸하는 모든 것은 우
연적 존재에 해당한다. 한편 필연적 존재(=알라)의 순수한 자비심으로부
터 예지체(Intellect)가 유출되는데, 예지체는 필연적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연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븐 시나는 필연적 존재(=알라)는 대상을 보편적인 방식(Universal
Way)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시나는 필연적 존재
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어떤 사
물을 보고 그 결과물로써 지식을 얻게 되며, 따라서 관찰 대상인 사물이
많아지거나 변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변
하게 된다. 그러나 필연적 존재는 사물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자이기 때문
에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관찰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필연적
존재의 지식은 관찰 대상을 보고나서 증감하거나 변화하지도 않는다. 필
연적 존재는 그 대상이 예지계에 속해있든 또는 생성소멸의 세계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항상 보편적인 방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그의 설명은 후대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
이 되었다. 왜냐하면 필연적 존재(=알라)가 대상을 보편적인 방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개별자에 대
해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알라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모순에서 이 문제를 중요한 비판 대상 가운데 하나로 삼았
다.
Necessary Being)’

25)

26)

4. 알 가잘리의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에 의해 정립된 유출론과 우주론은 정통주의를
고집하는 이슬람 신학자나 종교학자들에 의해 비판이 대상이 되었다. 왜
냐하면 철학자들이 주장한 담론들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꾸란에
25)
26)

위의 책, pp. 64-65.
위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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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방식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신
학은 기독교 신학과 마찬가지로 ‘엑스 니힐로’적 창조관을 공식적인 교리
로 인정해 왔다. 다시 말해 신학자들은 알라가 전지전능한 창조주임을 인
정하였고, 따라서 알라가 물질세계를 직접 만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시·공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역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
실제로 꾸란에서는 알라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피조물을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여 선지자들을 돕는 장면
이 수차례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라께서 일곱 개의 하늘을
창조하사 땅도 그와 같이 창조하셨다(65:12)”와 같은 구절은 엑스니힐로
적 창조관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
라였으며, 너희가 그들에게 던졌을 때 너희가 던진 것이 아니라 알라가
던지셨다(8:17)”와 같은 구절은 알라가 전쟁과 같은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무슬림 신학자들이 꾸란
에 나타난 알라의 모습을 이해한 방식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알라는 엑스니힐로적인 창조주이다.
알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분명히 활동한다.
③ 알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인류를 인도한다.
④ 피조물은 어떤 식으로든 알라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
①
②

27)

하지만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와 같은 철학자들이 정립한 유출론과 우
주론은 전통적인 꾸란의 이해 방식과 전혀 달랐다. 이들은 알라를 초월
적 신으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물질세계의 생성과 주관은 조물주에 해당
하는 능동예지체의 몫으로 돌렸다. 바꾸어 말해,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
에 의해 알라는 시·공간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혼자 유유자적
하며 또 이 세계도 창조하지 않는 신으로 그 개념이 변화한 것이다. 그리
고 이 같은 알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전통적인 꾸란 해석보다는 신
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정통주의를 자처했던 보수 이슬람 신학자들은 이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저히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결과 그들 중 일부는 철학자
들을 배척했으며 심지어는 박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
27) Ian Richard Netton,

같은 책,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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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 가잘리(al-Ghazālī, 1058-1111)가 집필한 철학자들의 부조리(Tahāfut
al-Falāsifa)라는 작품이다. 1095년 바그다드에서 탈고한 이 작품은 이슬
람 세계의 철학 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알 가잘리는 신학 혹은 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철학자들이 범한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상기 작품을 저술했다고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가 극치에 달했음을 발견 했고, 이때 고대 철학가들
반박하기 위한 저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는 신학과 관련하여 그들이 범한
사상과 말의 모순을 밝히고, 그 폐해와 약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을

28)

알 가잘리는 총 20개 항목에 걸쳐 철학적 주제들을 낱낱이 비판했고,
그 중 세 가지 항목을 근거로 철학자들을 불신자로 단죄했다. 그가 지적
했던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철학자들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
장한다.”, ② “철학자들은 알라가 보편적인 사실만 인식할 뿐 개별적인 사
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③ “철학자들은 육체의 부
활을 부정한다.” 그리고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부조리를 다음의 말로
써 끝맺는다.
상기한 세 가지 문제는 결코 이슬람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
언자들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이란 단지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명백히 불신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슬림 가운데 그 것을 믿었던 자는 아무도 없다.
29)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알 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부조리를 집필하고
철학자들의 모순을 비판한 것은 전통적인 신학과 신플라톤주의 간의 신
과 우주에 대한 해석의 패러다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알 가잘리가 상기 저서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든 철학자가 아니라,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와 같은 신플라톤주의 계열
의 철학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부조리
제1서문에서 모든 철학자들을 일일이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
학자의 대표자격인 제일 스승 곧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겠다고 언급했
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최고 권위자인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에
28) Al-Ghazālī, Tahāfut al-Falāsifa. Bairūt, Dār al-Fikr al-Lubnānī, 1993, p. 28.
29)
,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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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바는 이때 알 가잘리가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 플로티누스였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
했다시피, 플로티누스의 저서 엔네아데스의 4권, 5권, 6권에 대한 요약
집은 9세기에 아랍어로 번역된 바 있었는데, 이 저서는 번역가에 의해 엉
뚱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란 제명이 붙게 되었다. 그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으로 잘못 알려지
는 경우가 많았다. 당대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알 가잘리 역시 플로티
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따라서 알 파라비
와 이븐 시나의 유출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착
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실제로는 플로티누스)의 계승자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를 비판하겠다고
제1 서문에서 밝혔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했던 원의를
변형하고 왜곡했다. 추종자들은 마음대로 주석하고 주해했던 것이다. 그들은 서
로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다. 이슬람 세계의 철학자들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의를 바로 잡고 전달한 인물이 두 명 있었는데, 바로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다.
…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본인은 오직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 두 인
물이 전하는 바에만 의거해서 철학자들의 의견들을 반박할 것이다.
30)

알 가잘리가 저서 철학자들의 부조리에서 실제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신플라톤주의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알 가잘리의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은 알 파라비 보다 이븐
시나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알 가잘리가 굳이 이븐 시나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가 당시 이슬람 세계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플라톤
사상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자들의 부조리에서 주제를 다룰 때마
다 철학자들의 견해를 먼저 소개한 후 반박 이론을 제시하는 서술 방식
을 취했는데, 그가 인용한 철학자의 견해들은 이븐 시나의 것이 압도적으
로 많았다. 특히 불신자 선언의 근거로 삼은 3가지 주제는 모두 이븐 시
나의 저서인 치유의 서와 구원의 서에서 거의 그대로 발췌한 것들이
었다.
알 가잘리가 3가지 핵심논쟁을 근거로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와 같은
30)

위의 책,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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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들을 불신자라고 선언한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철학자들
이 전통적인 이슬람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알 가잘리
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가 영원하다”라는 주장은 알라가 물질세계의 창
조주라고 말하는 엑스니힐로적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알라
가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알라의 물질세계에 대한 인식능
력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부활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은 알라의 육체에 대한 창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알 가잘리와 같은 보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철학자들은 전지전능
한 알라를 지상의 어떤 사건에도 전혀 개입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
락시키고 만 것이다.
아래에서는 상기한 3가지 핵심 논쟁이 왜 알 가잘리로 하여금 철학자
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 보고
자 한다.

① 제1 논쟁: “세계는 영원하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철학자들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신플라톤주의의 유출론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출론에 따르
면, 알라는 초월적인 신으로서 물질을 직접 만들지 않으며 이 세계를 창
조하지도 않는다. 대신 제10예지체가 유출의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에 형
상을 부여할 따름인데, 이는 이 세계의 시·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물질
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의 탄생 이전에 물질이 있
었다면, 세계의 구성 요소인 물질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철학자들이 부조리에서 알 가잘리는 순니파 이슬람의 입장을 대변한
다. 전통적인 이슬람 교리는 알라가 세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
하지 않는다. 알 가잘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의 영원론’은 알라의 창조
능력을 부정할 뿐이다. 알라는 원할 때 물질의 창조를 의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알 가잘리는 다음과 같이 단호한 어조로 철학자들의 주
장을 반박한다.
당 세계 영원 지
터 창조
장
떻
할 수 겠 세계 존재 할 영원 지 세계 존재
명
거
속
알 세계 존재 지 지 않았
세계 창조 지 않았
나 세계 창조 바
점 알 영원
지 세계 존재 지
세계 창조
나 각 틀 잘못
누 감히 할 수 겠

과연 신은
가
한 의 에 의해 무(無)로부
되었다는 주 을
어 게 부정
있 는가?
가
해야 때,
한 의 는
의
를 한다. … 과 의 시간 에서는 라가
의
를의 하
고, 따
라서
는
되
다. 그러
로 그 시 에서, 라의
한의 는
의
를 의 했고 따라서
가
되었던 것이다. 과연 이러
한 의 생 이 리고
되었다고 가
말
있 는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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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 논쟁: “알라는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하며 보편자만 인식한다.”

철학자들은 개별자에 대한 알라의 인식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이 주제
와 관련하여 알 가잘리가 인용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주장은 이븐 시나의
저서인 치유의 서, 구원의 서, 지시와 충고의 서 등에 나타난다.
논쟁도 앞서 설명한 제1논쟁과 마찬가지로 유출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
다. 유출론에 따르면 초월신인 알라는 지상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데, 그 단절이 창조 과정뿐만 아니라 인식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초월신인 알라는 너무도 순수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어떤 대상도 인식하거나 사랑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물질적인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주장이 결국 전지전능한 알라의 능력을 부정
한다고 보았다. 알 가잘리는 왜 철학자들이 알라의 무한한 인식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지 반문 한다: “왜 철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영원
자 알라는 중개자를 통해 피조물을 창조한다. 피조물이 창조될 때 영원자
는 그 것에 대해 지식을 얻는다.” 이와 더불어 그는 꾸란도 개별자에
대한 알라의 인식능력을 증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꾸란에는 하늘과 땅
에 있는 미립자의 무게조차도 알라의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적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븐 시나는 알라가 보편적인 지식으로써
만 사물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32)

33)

34)

③ 제3 논쟁: “육체적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알 가잘리가 소개하는 철학자들의 의견은 모두 이
븐 시나의 것이다. 이븐 시나는 영적인 부활만 가능하며 육체적 부활은
위의 책, p. 42.
개별자(the Individual)와 보편자(the Universal)의 문제는 현대 인식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
뤄지는 철학 주제다. 개별자란 일반적으로 오감(五感)을 통해 감지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
칭한다. ‘인간’이란 말을 예로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언어적 개념으로서 살아있는 ‘갑’ 혹
은 ‘을’과 구분된다. 살아 숨 쉬는 생명체로서의 ‘갑’과 ‘을’은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육체적 존재다. 철학에서는 흔히 이를 개별자 혹은 개체라고 부른다. 이
와 달리 ‘인간’이란 말은 구체적 개별자들의 종적 속성만을 추출한 종개념인데, 바로 이것
을 보편자라고 부른다. 개별자는 물질과 결합되어 구체화된 존재인데 반해, 보편자는 개별
자에게서 물질적 속성을 제거하고 남은 관념적 개념에 해당한다.
33) 위의 책, p. 149.
34) 위의 책, p. 142.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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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부활이 가능하려면 육체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븐 시나는 육체의 구성물인 물질은 애초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항상 일정하다고 보았다. 알라는 새로운 육체를 창조할
수 없고 따라서 육체적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알 가잘리는 꾸란이 천국에서의 육체적 쾌락과 지옥에서의 육체적
고통을 언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육체적 부활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었
다. 아울러 그는 알라의 무한한 능력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물질을 새롭
게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 부활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알 가
잘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븐 시나의 주장은 결국 알라의 무한한 창조 능
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알라
는 물질을 재창조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은 무(無)로부터 세계를 창조하는 알라의 능력을 부정할 뿐이다.”
35)

5. 결론

세기 이후 이슬람 문명은 주변의 선진 문명인 그리스와 페르시아로부
터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동·서양의 여러 철학과 종교
적 전통이 무슬림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이슬람의 교
리와 꾸란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게 만들었다. 중세 이
슬람 시기에 무슬림 철학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리스의 사상
체계 가운데 하나는 신플라톤주의였다. 신플라톤주의는 심층적 차원에서
영지주의적인 세계관과 신에 대한 개념을 상당 수 받아들인 후 이를 철
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사상이었다. 그리고 신플라
톤주의는 이슬람의 도래 이후에도 영지주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페르시아 지역 출신의 지식인들에게 강한 영감을 심어 주었고, 이는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에 의해 정립된 이슬람식 신플라톤주의 전통으로 이
어졌다.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가 정립한 이슬람식 신플라톤주의는 신, 세계,
창조 등과 같은 주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슬람 교리와 매우 다른 새로
운 해석을 내 놓았다. 이들은 세계가 창조가 아닌 유출의 작용에 의해 생
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알라가 이 세계의 직접적인 창조주가
아니며, 예지체와 같은 대리자가 이 세계를 생성시키고 주관한다고 설명
8

35)

위의 책, pp.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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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아울러 이들은 인간의 영혼은 원래 하늘에 있는 예지계에 속해 있
지만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간 영혼이 진정
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능동예지체로부터 깨달음의 빛을 얻어 예지계
와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영지주의 계통의 종교와 철학
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슬람식 신플라톤주의는 이슬람 세계 내에서 보수적 신학자들에 의해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와 같은 철
학자들은 불신자로 취급받기도 했다. 11세기 무렵 당대의 순니파 신학을
대표했던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부조리를 통해, 철학자들이 범한 오
류를 20개 항목에 걸쳐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철학자들이 주장한 “세계는
영원하다”, “알라는 보편적인 사실만 인식할 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
는 인식하지 못한다.”, “육체적 부활은 불가능하다” 등 3가지 항목은 불신
자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알 가잘리의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은 신플라톤주의의 신의 개념과 유출론 그리고 전통적인 유일
신관과 창조론 간의 패러다임 충돌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가 제기한 담론과 주제들은 알 가잘리 이후에도
찬반양론의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켰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슬람 세계에
서의 사상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알 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부조리를 출
간한지 약 한 세기가 지난 1180년에 안달루스의 철학자 이븐 루쉬드(Ibn
Rushd, 1126-1198)는 부조리의 부조리(Tahāfut al-Tahāfut)란 반박서를
출간했다. 제목 자체가 암시하듯, 이 저서는 알 가잘리가 범했던 오류들
을 비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술되었다. 하지만 이 저서에서 이븐 루쉬
드는 무조건적으로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입장을 두둔하지는 않았다.
스스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정통 후계자임을 자처했던 이븐 루쉬드는
오히려 무슬림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잘못 전달
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븐 루쉬드가 알 가잘리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그의
불관용적인 극단적 태도였다. 이븐 루쉬드는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의
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불신자라고 단죄 하
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이론적 논쟁
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불신자 선언과 같은 율법적 잣대를 휘두르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븐 루쉬드는 알 가잘리의 불신자 선언이
꾸란에 의해 뒷받침 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븐
루쉬드는 알 가잘리가 문제 삼고 있는 3가지 핵심 논쟁은 사실 해석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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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대상일 뿐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과 관련하여 꾸란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사상체계는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쉬아파, 수피즘, 조명철학 등이 이론
적으로 정립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주목해
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들이 주장한 ‘능동예지체로부터 부여받은 깨
달음의 빛’, ‘영혼의 구원과 해방’,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철학
자=예언자’ 등은 페르시아 문화권 출신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
러일으켰다. 쉬아파와 수피즘의 경우, 율법에 대한 준수보다는 영적인 깨
달음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 이후에도 그에 필
적할만한 영적 후계자가 등장할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는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원래 예지계에 속해있었으나 육체의 방
해로 인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모든 인
간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준하
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이론의 근
간이 되었다. 쉬아파가 주장하는 “예언자의 빛이 이맘에게 전승되었으며,
이맘은 이로써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다”는 교의나 수피즘이 강조하는
“파나(fanā', 탈아 또는 망아)를 통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은
모두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사상체계에 녹아있는 영지주의적 요소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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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신플라톤 철학과 전통적 창조관 간의 충돌 에 대한 논평
홍 미 정

*

1. 서론

1)

요약 1: 본 논문은 서양 중세를 암흑시대로 규정하고, 대조적으로 이슬
람 세계를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로 규정하였다. 특히 압바스 조 시대
(750-1258)에 문화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아랍인, 페르시아인, 무슬림, 기
독교도, 유대교도 등을 고루 등용하면서, 이들의 문화유산을 흡수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질문 1: ‘서양 중세 암흑시대’라는 정의가 동로마 제국을 포함하는가?
일반적으로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반도가 그 중심지이며, 동로마 학자
들은 그리스 학자들의 서적과 문서 수집하고, 분류, 편찬 등 연구에 몰두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갈렌, 유클리드, 히
포크라테스,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등은 동로마 제국을 통해 이슬람 문명
권으로 전달되었다. 동로마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이념 ·제도를 이어받고,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을 기조로
한 중세의 로마제국으로 15세기 중반까지 이슬람세계와 문명을 교류하며
때론 충돌하며 병존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건축된 성 소피아 성당(532-537년 건축)은 그
리스 과학과 건축을 계승한 동로마 문명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건축 기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수되었고, 우마이야조(661750)는 동로마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메디나,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등의
모스크 등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를 동로마(395-1453)와 서로마(395-476)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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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본 논문은 “이슬람 철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 고대 그리스 철학
자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204년-270년) 등 다양했다.
특히, 플로티누스가 정립한 신플라톤주의가 알 파라비(950년 사망)나 이
븐시나 (980-1037)와 같은 무슬림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이슬람식 신
플라톤주의’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질문 2: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이해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
누스의 차이점과 이 세 이론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2. 그리스 철학의 번역과 수용

요약 1: 이슬람 문명 형성 이전에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가 페르시아에
전파되어 수용되었다. 그리스 철학이 페르시아로 전파된 계기는 비잔틴
제국(동로마제국)의 철학과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한 박해다.
- 489년 비잔틴(동로마제국)의 제노 황제: 이단 종파로 규정한 네스토
리우스파 번성 구실로, 에데사 학원 폐쇄, 에데사 학원(그리스어->시리
아어로 번역)-> 니스비스 학원. 준디샤푸르 학원(페르시아어로 번역)
질문 1: 철학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반대파인 네스토리우스파
를 탄압한 것 아닌가? 네스토리우스파가 탄압을 받은 이유는 동로마의
황제권을 위협한 세력이었기 때문 아닌가?
페르시아의 야즈데저드 1세는 409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였으며, 410년
에 마르 이삭이 총 대주교로 선출되었다. 에페소스 공의회(431)와 칼케돈
공의회(451)가 네스토리우스와 그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후, 동
로마 제국에서 추방당한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들은 사산조 제국에서 자리
를 잡았으며, 사산조 제국 황제들을 사산조 제국내에서 네스토리우스파
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친 로마적인 기독교인 성직자들을 네스토리우스
파로 대체시켰다. 사산조 제국 교회는 486년 2월에 네스토리우스파 신학
의 주요권위자인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를 올바른 신앙의 수호자로
인정했다.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로마 에데사(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 신학교에 모이자, 동로마 황제 제노는 489년에 그 신학교를
폐쇄했고, 남아 있던 열렬한 네스토리우스 신봉자들은 사산조 제국으로
2)

2)

네스토리우스 (콘스탄티노플 총주교 재위:4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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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였다. 5세기 말에 이르러서 사산조 제국에는 7개의 대주교 관구가
생겼고, 아라비아와 인도에도 여러 개의 주교 관구가 설치되었다.
3)

요약 2: 529년 비잔틴(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플라톤의 아카데
미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을 비롯한 모든 아테네 철학 학교들 폐
쇄: 서구에서 그리스 철학이 자취를 감추고 암흑시대로 들어감과 동시에,
동방에서는 반대로 그리스 철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결정적인 전환점
이 됨-> 페르시아의 황제 코스라우 1세(키스라 아누쉬르완, 531-579)는
준디샤프르 학원 설립하여 그리스 고전 작품들을 시리아어와 페르시아어
로 번역,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안식처
제공.
압바스조 시대인 8세기 후반부터 그리스 과학과 철학을 시리아어와 그
리스어 번역-> 아랍어 번역. 특히, 칼리파 마문(재위: 813-833)의 “지혜의
전당” 운영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후나인 가문과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도의 역할
질문 2: 동로마 제국 황제들의 탄압으로 어떤(누구의) 그리스 철학이
자취를 감추었는가? 동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 철학은 네스토리우스파
이외의 기독교도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발전된 것 아닌가?
- 1971년에 출판된 Baghdad: Metropolis of the Abbasid Caliphate에서
Gaston Wiet는 “마문이 ‘지혜의 전당’에서 번역 사업을 위해 동로마 황제
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 저술들을 사왔다.”고 주장한다.
- 1454년 1월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드 2세는 제나디우스(Gennadius
Scholarius)를 콘스탄티노플 교회 총대주교로 임명한 이후 모든 오스만 통
치자들을 이 관례를 따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임명하였다. 그는 동
로마 최후의 탁월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다.
3. 이슬람 세계와 신플라톤주의
3.1.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요약: 신플라톤주의: 세계를 창조하지 않은 신의 초월성 강조, 물질(데
모크리토스-기본 단위 원자)은 그냥 주어진 것.
세기 경에는 이 지역에 15개의 거대 기독교 도시 존재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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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데미우르고스(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 물질 자체를 만들지
않음, 단지 혼동의 상태에 질서 부여.
데미우르고스+영지주의 => 신플라톤주의=> 이슬람 종교 철학
-영지주의: 신비주의적 지식, 극단적인 이원론: 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선과 악 대립:
유대인 영지주의 철학자 필로(BC 25- AD 40): 로고스는 신이 세계를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 그는 구약에 나오는 천사를 로고스와 동일시, 이
로고스는 신의 목소리이기도 한 비육체적 실체다.
영지주의 기독교 성서학자 마르시온(85-160)의 이신론(두 개의 신): 초
월적인 신과 조물주(데미우르고스)
- 플로티누스(204-270)의 신플라톤주의: 초월자(일자-the One)와 창조주
(누우수, 세계영혼Soul) : 물이 차면 흘러넘치듯이 영적인 존재가 필연적
과정을 따라 초월자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과정이 유출이다. 가장 먼저
유출된 존재가 누우스(데이우르고스)고, 두 번째로 유출된 존재가 세계영
혼이다. 초월자는 세계 창조와 무관하며, 대신 세계영혼이 이 세계를 직
접 형성하고, 질서지우며, 다스리는 조물주로서 역할.
- 주류 기독교 신학자: 하나님의 엑스 니힐로적 창조관-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일신은 ‘엑스 니힐로적 창조’, 즉 ‘無로부터 창조’, 창조주는 이
세계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을 모두 ‘무’로부터 직접 만들었다.
기독교와 이슬람: 창조론 無로부터 세계를 창조 그리고 역사에 개입
질문 : 본 논문은 주류 기독교 신학자와 신플라톤주의자, 영지주의자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류 기독교 신학자는 누구인가? 이들은 그
리스 철학과 무관한 사람들인가 ? 네스토리우스파는 신플라톤주의자들과
어떤 관계였나?
-

3.2. 알 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이슬람식(?) 신플라톤주의

요약: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영지주의적 사고관은 신과 우주를 바라
보는 틀로 작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꾸란 해석 패러다임을 버리고, 영지
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일신, 알라, 창조, 계시, 예언자 등
에 대한 개념 정립.
알 파라비(878-950): 알라는 초월적 신: 아리스토텔레스 저서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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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대한 주석서 저술, 제일 존재의 초월성 강조, 알 파라비는 플로티누
스로부터 유출이란 개념을 빌려와 이를 우주와 만물의 생성 원리로 삼았
다. 덕의 도시에서 부모와 자식 비교.
초월신인 제일 존재(알라)는 유출과정의 출발점으로, 간접적인 모든 존
재의 근원, 이 세계를 직접 생성시키고 주관하는 조물주 역할은 능동 예
지체가 담당. 알 파라비는 덕의 도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통치
자로서 철학자 또는 예언자를 언급함. 이들은 최고 인식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 철학자와 예언자는 능동 에지체로부터 깨달음의 빛을 받아 진리를
얻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 -> 시아파, 수피즘, 조명 철
학에 영향을 줌.
이븐시나(980-1037): 알라는 초월적 신: 알파라비의 유출론 답습: 구원의
서, 지시와 충고의 서, 치유의 서. 신비주의적 깨달음: 새의 서한, 사
랑의 서한, 깨어있는 자의 살아있는 아들 등
질문 : 본 논문에서 말한 “전통적인 꾸란 해석 패러다임을 버리고 …
영지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 ”에서 전통적인 꾸란 해석
은 누구의 해석을 말하는가? 이 당시에, ‘이슬람 전통’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확고한 어떤 것(학파 혹은 종파)들이 존재했는가? 혹시 전통이 만들
어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4. 알 가잘리(1058-1111)의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

요약: 정통주의 이슬람 신학자: ‘엑스 니힐로’적 창조관 -알라가 전지전
능한 창조주임. 알라가 물질세계를 직접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역사에 개입.
① 알라는 엑스니힐로적인 창조주이다.
② 알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분명히 활동한다.
③ 알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인류를 인도한다.
④ 피조물은 어떤 식으로든 알라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
알 가잘리가 집필한 철학자들의 부조리는 알 파라비와 이븐시나 비
판하면서 이들을 불신자로 선언
총 20개 항목에 걸쳐 철학적 주제들을 낱낱이 비판했고, 그 중 세 가지
항목을 근거로 철학자들을 불신자로 단죄했다. 그가 지적했던 세 가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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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창조론 부정: 철학자들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
한다. ② 전지전능한 알라의 능력 부정: 철학자들은 알라가 보편적인 사
실만 인식할 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③ 알라의 창조 능력 부정: 철학자들은 영적인 부활만 가능, 육체의 부활
을 부정한다.
5. 결론

요약: 알파라비와 이븐시나의 이슬람식 신플라톤주의는 신, 세계, 창조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이슬람 교리와 매우 다른 새로운 해
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세계가 창조가 아닌 유출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
었다고 설명.
알 파라비와 이븐시나의 사상체계는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쉬아파, 수피즘, 조명철학 등이 이론적으로 정립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들이 주장한 ‘능동예지체로부터 부여받은 깨달음의 빛’,
‘영혼의 구원과 해방’,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철학자=예언자’
등은 페르시아 문화권 출신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쉬아파와 수피즘의 경우, 율법에 대한 준수보다는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
질문: ‘신플라톤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
는데, ‘신플라톤주의’와 ‘이슬람식 신플라톤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렇다면, 당시에 ‘기독교식 신플라톤주의’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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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로에스와 내세의 문제

―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재 경

*
4)

1. 문제 제기

아베로에스(Averroes: 1126-1198)라는 라틴어로 음차해서 부르는 이름으
로 더 잘 알려진 ‘아불 왈리드 마호메트 이븐 아흐마드 이븐 루슈
드’(Abu’l Walīd Muḥammad Ibn Aḥmad Ibn Rushd)는 그 자신이 활동하던
12세기는 물론 이슬람철학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대표적인 철학자로 손꼽
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역사상 가장 충실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가(Commentator)’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종교
보다 철학을 우위에 두는 합리주의자의 면모로 인해 이슬람 세계를 넘어
서 그리스도교 세계에까지 불온한 사상가라는 오명을 입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는 유럽 지성사에 미친 아베로에스의 영향을 추적한 19세기 프랑
스 사상가 르낭(Ernest Renan, 1823-1892)의 아베로에스와 아베로에스주
의 가 한몫했다. 르낭에 따르면, 아베로에스의 영향을 받은 13-14세기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 교수들, 즉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그리스도
교 교리와 모순되는 주장들을 개진함으로써 1270년과 1277년 두 번에 걸
친 단죄의 주요대상이 되었으며, 그 영향은 사라지지 않고 14세기 말엽
북부 이탈리아 대학들에 유입되어 17세기 초반까지 성행했다는 것이다.
종교를 초월해 그리스도교 세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근대 계몽주의 종
교비판의 선구자라고 평가받기까지 하는 아베로에스의 어떤 입장이나 이
론이 그런 꼬리표를 달게 한 것일까? 모르긴 해도 그것은 소위 ‘이중진
리’(double truth)론이라는 불리는 종교와 철학의 관계문제에 대한 이론 때
문일 것이다. 이중진리론은 텅피에(Tempier) 주교가 1277년 3월 6일에 219
1)

2)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에 대한 국내연구물로는 김(2011), 서병창(2011), 손은실(2011), 이경재
이재경
등이 있다.

*
.
1) Renan(1925).
2)
(2011),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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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명제를 단죄한 문서의 서론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다.
마치 상반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서의 진리가 저주받은
교도들의 주장의 진리와 상반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철학에 따르면 참이고
톨릭 신앙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가

3)

예컨대, 운동의 절대적 시작은 설명될 수 없기에 세계에는 시초가 없다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수용하여 세계의 영원성을 철학적으로 입증
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성경이나 꾸란을 통해 세계
가 창조되었으며 시초가 있다는 종교적 주장을 참이라고 주장한다면, “상
반되는 두 가지 진리, 즉 종교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
고 동시에 타당할 수 있다”는 이중진리론을 주장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기실 아베로에스는 결정적 논고에서 스스로 이중진리론자가 아님을
천명한다. 꾸란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한
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진리는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다. 그럼에
도 이런 신념은 내세의 문제를 둘러싼 아베로에스 입장의 모호성으로 인
해 학자들 사이에서 의심 받고 있다. 그 모호성이란 철학적 저술들에서
는 내세에 대한 부정이 결론으로 도출되는 데 반해, 종교적 저술에서는
내세에 대한 긍정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아
베로에스가 이중진리론자인지 여부와 그의 진의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세의 문제는 당시 알가잘리(Abū Ḥāmid al-Ghazālī, 1058-1111)가 제기
한 아랍철학자들에 대한 비판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이슬람교에 모순된
다고 생각하는 스무 가지의 철학적 오류들을 다루는 철학자들의 모순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에서 특히 세 가지 철학적 주장들을
강력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세계는 시초가 없고 영원하다고 보
는 입장, 신은 보편자들을 인식할 수 있지만 지상 세계의 특수자들에 대
해서는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인간의 신체가 부활
4)

5)

6)

7)

3) Denifle and Chatelain(1889-1897), 1, 543: “Dicunt enim ea esse vera secundum philosophiam,
sed non secundum fidem catholicam, quasi sint duae contrariae veritates, et quasi contra
veritatem sacrae scripturae sit veritas in dictis gentilium damnatorum ….” 1270
1277
Wippel (1977)
.
4)
(2003)
.
5)
Zedler(1954), Leaman(1988), Mohammed(1993), Taylor(1998), (2012)
.
6) Al-Ghazālī(2002), 47-54.
7) Al-Ghazālī(2002), 134-143.

의 단죄에 대한 소개로는
참조
이 문제에 대한 국내문헌으로 이재경 참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년과

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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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는 주장 이 그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내세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연관된다. 내세의 존
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죽음이 인간 존재의 영속적인 끝으로
이해하며, 사후에 더 이상의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또는 인
간 영혼)이 신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단지 신체의
죽음만을 의미할 뿐 인간(또는 인간 영혼)이 사후에 또 다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도 내세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 종교적 교리로 인정된다. 더
욱이, 알가잘리는 사후에도 신체가 부활하여 신체를 지닌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꾸란의 구절 을 예로 들어 신체의 부활을 부정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한다.
8)

9)

철학자는 인간의 신체가 마지막 날에 조합되지 않을 것이지만 단지 신체 없는
영들만이 보상과 처벌을 받을 것이며, 보상과 처벌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일 것
이라는 점을 주장함에 있어 모든 무슬림에 반대한다.
10)

전능한 신에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신체까지도 부활시켜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 비판의 이유다.
알가잘리의 비판을 염두에 둔다면 ‘철학자’ 아베로에스는 응당 내세에
서 신체의 부활을 부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아
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을 주해하는 ‘철학적 저술들’에서 내
세를 부정하는 듯하다. 하지만 ‘종교적 저술들’에서는 내세의 존재에 대해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아베로에스
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 내세의 부정

― 철학적 입장

중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인된 ‘철학자’(Philosophus)였으며 그의
저술들에 대해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다양한 주해서들이 집필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베로에스는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가
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며 그리스도교 세계에서까지 ‘주
8) Al-Ghazālī(2002), 208-225.
9) 
 32 : 17.
10) Al-Ghazālī(2002), C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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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그렇다고 ‘주석가’라는 표현이 단지 아리스토
텔레스의 견해를 본뜨고 설명할 뿐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다는 뜻
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유한 생각을 드
러내기 위해 문헌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논변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아베
로에스의 노력이 바로 ‘철학함’이었기 때문이다.
내세의 문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 또는 영혼과 신체의 관
계에 대한 설명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 아베로에스의 이해방식은 신체의
‘완성’(perfectio) 혹은 ‘현실태’라는 영혼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를 받아들이는 데서 잘 드러난다. 영혼이 신체를 완성한다는 것은 영혼이
나 영혼의 부분들(또는 능력들)이 신체 안에 존재하며 신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혼은 물론 감각과 같은 영혼의 능력들도
반드시 신체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작용을 수행해야 하며 신체에서 분리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정의가 지성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론에서 지성을 감각들과 달리 신체와 섞일 수
없고 작용과정에서 신체기관을 사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분리될 수 있다
고까지 설명한다. 이 물음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답변은 무엇인가?
11)

12)

13)

토텔레
나 지성 사변 인 력 등 즉
대 명 된
현실태
지성 현실태
지성
완성
력 영 인지 닌지 직 명 지지 않았
력 영
력
함
도 사
같 않
마찬 지
언급된
지성
완성인지 닌지 명 지 않
형상 료
완성
같 식 완성
든 필
영
그리고 그<아리스
스>는 말했다: “그러
과
적 능
.” ,
다른 리들에 해 분 하게
것처럼,
로 있는
과
로 있는
을 통해
되는 능 이 혼
아
아 분 해
다. 왜냐하
면 그 능 은 혼의 다른 능 들처럼 작용 에 있어서 신체의 구를 용하는
것 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 로 위에서
논의에서 <
이>
<신체의>
아
는분 하
다. 왜냐하면
이 질 를 통해
되는 것과 은 방 으로
되는 … 모 것은 연적으로 혼이기 때문이
다.14)

원

11)
12)

이 해석에 대해서는 Talyor(2012), n. 54 참조.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는 곳에서 형상(forma)이나 현
실태(entelechia)보다 아비첸나에게서 유래된 ‘완성’(perfectio)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만,
그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태’ 개념과 동일한 의미다. Cf. Averroes(1953), 2.5,

137.11-4: “…ista perfectio precedit in esse secundam perfectionem, et propter hoc debet
adiungi in diffinitione quod anima est prima perfectio corporis naturalis habentis vitam in
potentia.”
,
‘
’
‘
’

게다가 아베로에스는 완성 과 함께 현실태 라는 용어 역시 영혼을 기술할 때 사
용한다. Averroes(1953), 2.26, 166.9-12; 2.25, 165.4 참조.

13) Averroes(1953), 2.11, 147.18-21.
14) Averroes(1953), 2.21, 160.9-19: “Et dixit: Intellectus autem et virtus speculativa, etc.
Idest, intellectus autem in actu, et vitus que perficitur per intellectum in actu, adhuc non
est declaratum utrum sit anima aut non, sicut est declartum de aliis principiis, cum ista
virtus non videatur uti in sua actione instrumento corporali sicut alie virtutes an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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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모든 능력이 신체를 필요로 하는 작용을 수행하는 데 반해 지
성의 작용은 비물질적인 작용이라면 영혼의 정의가 지성에 적용될 수 없
다는 것이 아베로에스의 답변이다. 결국 지성은 인간 영혼도 아니며,
인간 영혼의 일부분도 아니게 된다. 지성이 신체로부터 분리될 뿐 만
아니라 생장적 부분과 감각적 부분이 뿌리내리고 있는 인간 영혼의 일부
분일 수 없다면, 영혼과 신체로 구성된 개별적인 인간 안에 내재할 가능
성은 없게 된다. 따라서 그는 지성을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뿐인 실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성이 자연적 종 안에
서 수적 다수성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뿐인 지성은 비물질적인 실체인데 반해, 인간 영혼
은 신체(질료)에 의해 개체화되는 물질적 형상이다. 결국 인간 영혼은 지
성을 소유하지 않는 감각적 영혼일 뿐이다. 비물질적인 지성은 신체 없이
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불사성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속성이 없는 인간
영혼의 경우 신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
러하다면 아베로에스는 개별적 인간 영혼의 불사성은 물론 신체의 부활
까지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아베로에스는 사후에 신체를 가지
는 삶은 물론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부정해야 할 것이다.
15)

16)

17)

3. 내세의 부정

― 종교적 입장

앞서 지적했듯이, 알가잘리와 같은 신학자들은 철학 연구가 신앙을 약
화시키고 또 종교의 지반을 흔들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목소리 높여 주
장하고 있었다. 아베로에스는 그런 비판에 맞서 철학 연구의 정당성을 밝
히고자 한다. 이런 작업의 결과물들은 종교적 저술로 분류되는데, 결정
적 논고(Faṣl al-maqāl), 종교적 믿음들의 증명 방법에 대한 설명(Kitāb
al-kashf) , 그리고 모순의 모순(Tahāfut al-tahāfut) 모두 세 가지다. 그
18)

19)

utuntur. Et ideo non fuit manifestum ex predicto sermone utrum sit perfectio aut non.
Omne enim … quod perficitur secundum quod forme perficiuntur per materias necessario
est anima.”
15) Averroes(1953), 2.21, 160.6-9.
16) Averroes(1953), 2.32, 178.33-35.
17) Averroes(1953), 3.5, 402.
18)
(Ash‘arites)
,
.
19)

아샤리파
신학 특히 알가잘리의 스승인 알주와이니(Al-Juwaynī)의 이론을 비
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 가지 저술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으며, 알가잘리의 철학자들의 모순에 대해 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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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결정적 논고는 이슬람 율법이 철학에 대한 연구를 금하지 않으
며 오히려 그 연구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이들에게 철학 연구를 의무로
부과한다는 주장을 통해 철학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정당화를 추구하
는 작품이다. 종교와 철학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떻게 신학자들에
게 확신시키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을 토대로 추론의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
는 아베로에스는 그 구분을 지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에 따라 세 부류의
사람들에 결부시킴으로써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세 가지 방식이란 논리
적으로 참인 전제들에서 출발하는 논증적 추론,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
된 견해, 즉 통념들에서 출발하며 단지 개연적이라고 평가되는 변증술적
추론, 평범한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의견에 기초하지만 비판에 맞서지
않는 수사학적 추론이다. 그런데 논증적 추론은 일반 대중에게 적합하고,
변증술적 추론은 신학자들에게 걸맞고, 그리고 논증적 추론은 철학자들
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나아가 아베로에스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추론에
상응하는 꾸란의 세 가지 유형의 텍스트들을 구분한다.
첫째, 꾸란에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평
이한 텍스트들이 들어있다. 신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담긴
텍스트가 그러한 예다. 그런 믿음은 철학자들에 의해 입증될 수도 있고
신학자나 일반 대중에 의해서도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한 텍스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용인될 수 없다.
둘째, 실제로 꾸란에는 이해하기 쉬운 ‘외면적 의미’(ẓāhir)를 지닌 단
어나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쉽사리 진의를 파악하기 힘든 ‘내
면적 의미’(bāṭin)가 들어있는 단어나 구절도 적잖이 있다. 이런 구절들을
놓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또는 일반 대중)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신에 대한 신인동형설적인 개념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그러하
다. 이런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물을 그것과 닮은
것이나, 그것의 원인, 결과나 부수적인 것으로 부르던가 아니면 각종의 은유
적 표현들을 설명할 때 열거되는 그 밖의 것들로 부르는 것처럼, 아랍어의
표준적인 은유적 관행들을 버리지 않은 채 표현의 의미를 실제적 의미에서
은유적 의미로 확장하는” 우의(寓意)적인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
20)

21)

으로 논박하는 저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해석을 소개하는 문헌으
로
참조

20) Averroes(2005), 41-42.
21) Averroes(2005), 26.
Hyman(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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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텍스트들을 우의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류는 누구인가?
우의적 해석은 철학자들만의 몫이다. 꾸란에 등장하는 논란이 있는 구
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이 알
라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것을 간주되는 ‘불신앙’(kufr ) 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철학자의 임무다. 따라서 논증적 추론을 사용하는
철학자들만이 내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변증술적 추론
이나 수사학적 추론을 사용하는 이들은 우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외면적인 의미만을 이해할 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꾸란에는 논증적 추론에 의해 입증될 수 없는 불확실한
텍스트가 있다. 그럴 경우 텍스트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
면 우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는 분명하지 않다.
ta’wīl)

22)

23)

또한 나머지 두 부류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위치하고, 의심이 가는 세 번째 부
류의 성서 텍스트가 있다. 자신들을 이론적 연구에 헌신하는 이들의 집단은 우의
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외면적인 의미의 텍스트에 애착을 가지게 되며, 다른
이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외면적 의미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내면적인 의미를 지
닌 텍스트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는 이런 부류의 텍스트가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부류에 대해 오류를 범하는 학자는 누구나
용인될 것이다.
24)

이런 세 번째 부류의 텍스트를 놓고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
치가 없다는 이유로 설령 신학자든 철학자든 오류를 범하더라도 비난받
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베로에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내세의 문제가 이런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너희는 내세와 그것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이 세 가지 등급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이 문제는 분명 의견 차이가 있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 나의 답변이다.
25)

한편 이단적 혁신’(bid’a)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위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순나
에 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스러운 것으로 간주된
다 이단적 혁신’의 경우 이슬람 공동체에서 추방되지 않는 데 반해, ‘불신앙’의 경우는 추
방된다
23) 변증술적 추론과 수사학적 추론에 의해 참이라고 여겨지는 주장이 논증적 추론에 의해 참
으로 여겨지는 주장과 모순된다면, 그 텍스트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우의적 해석 모두 가
능하다. 일반 신자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따를 경우 생기는 오류는 용인된다. 하지만 철
학자들에게는 그런 오류는 용인되지 않는다.
22)

, ‘
(Sunna)
. ‘
.

24) Averroes(20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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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의 문제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어떤 해석
을 내리더라도 용인된다면 내세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단 말인가?
물론 아니다.
래
오류
인 반 오류
지않
내세 존재 인
즉 내세 존재 대
인
지
않 내세 존재 니 내세 형태 대 우
더 도사
謝意 표 지거나 보상 받 될
보인
지
존재 대
앙

그 서 이 문제에서
를 범한 학자는 용 되는 면,
를 범하
은
이가
의
를 정하는 한,
의
에 한 부정적 해석을 하
는 한,
의
가 아 라
의
에 한 의적 해석을 하 라
의(
)가 해
을 게
것처럼
다. 이 문제에서는 단 그것
의
에 한 부정만이 불신 이다.26)

아베로에스의 대답은 흥미롭다. 철학자들이 내세의 형태, 즉 영혼의 불
사성만을 인정하든 신체의 부활까지도 인정하든 크게 상관없고 또 용인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내세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모두 용인되
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베로에스는 내세가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는 부정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입장은 어느 누구라고 용인되지 않은 오류에 대해 설명하
는 다음 대목에서 확인된다.
성 럽 귀 예언 사명
예증
세 지원
세 지 류 징표
득될 수 데
든
예외 없 인식 도록 명 진
수
내
수사 변증술
증 징표 굵 글 필 강조

스 고 고 한 신,
적
, 그리고 내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긍정들
이그
들이다. 왜냐하면 이
가
리들은
가 부 의
에 의해
있는 , 그것을 통해 모 이들이
이
하
해 동의에
이를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적,
적, 그리
고 논 적
이다.< 은 씨는 자
>27)

획

내세를 긍정하는 것을 포함한 세 가지 사안은 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부류의 사람에 의해 동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부정하
는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게 된다고 한다.
4. 영혼의 불사성, 그리고 신체의 부활

아베로에스는 종교적으로 내세가 있다는 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철학
적으로 내세가 없다는 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그는 결정적 논고에
모순되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
한다.
25) Averroes(2005), 44.
26) Averroes(2005), 44.
27) Averroes(20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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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참이고 진리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하는 연구를 요구하기 때
우 슬림 공동체는 논증적 연구로는 성서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과 상충
결론
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에
반대 지 않 오히려 그것과 일치하며, 그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는
문에, 리 무
되는
에 이르
되
고

28)

종교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된다는 뚜렷한
신념에 드러나듯이, 진리는 하나지만 서로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
다. 그렇다면 내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아베로에스의 주장이 뜻하는 바
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맞물려 있는 사후의
삶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구별된다는 주장 을 따른다면, 신체는 죽으면 소멸되지만 신체
와 판이하게 다른 비물질적인 영혼은 불멸하며 영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현세에서 영혼과 신체로 이루어진 ‘아
무르’의 신체가 죽고 부패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된 영혼으로 영
적인 삶을 영위한다. 이와는 달리, 내세가 영혼만의 삶이 아니라 어떤 식
으로든 ― 소멸된 신체가 부활하여 재결합하든지 아니면 그 신체와 유사
한 신체로 대치되든 ― 신체를 가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
장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아베로에스에게 적용해 보자. 영혼이 불사적이라
는 주장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신체에서 분리될 경우에도 홀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의 죽음 이후에도 분리되어 존재하는 인간
영혼들은 비물질적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영혼이 물
질적인 형상이라는 아베로에스의 설명에 주목한다면, 영혼의 불사성은
도출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모순의 모순에서 이와는
반대의 주장을 한다.
29)

종교적인 증명에 의해 입증되듯이 영혼이 불사적이라는 점이 인정

합리적이고
되어야 한다.30)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실마리는 영혼의 불사성이 과연
28) Averroes(2005), 25.
29)
.
.
.
(2010b)
.
30) Averroes(2012), 457.

이것은 인간이 영혼과 신체라는 두 가지의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영혼의 불사성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장으로 실체이원론을 꼽는
다 중세 이슬람철학의 경우 아베첸나가 이런 입장을 따라 영혼의 불사성을 입증하고자 했
다 이재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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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불사성을 지시하는지를 따져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세에서
서로 구별되는 자이드의 영혼과 아무르의 영혼이 내세에서도 서로 구별
될 수 있는가? 현세에서 자이드의 영혼과 아무르의 영혼이 개체화되는
것은 신체, 즉 질료를 통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세에서 질료에서 분리
된 각각의 영혼의 개체성은 설명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영혼의 불사성
을 인정하는 아베로에스는 모순의 모순에서 영혼이 질료 없이는 개체
화될 수 없다고 한다.
‘

료없 도수
수 영 상
대
사람
론 알려지지 않
수
여럿
원인 료
수 수성 일 원인 형상
지
사물
료없 도수
여럿
형상
나 존재
질
이
적으로 다 의 혼을 정하는 것에 해, 이것은 ‘
들’<철
학자들>의 이 에
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적으로
의
은 질 이기 때문이다. 적 다
안에 치의
은
이다. 하 만
들이 질
이
적으로
이면서
적으로 하 로
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31)

여기서 아베로에스는 영혼의 개체화 원리는 질료이며, 질료가 없을 경
우 영혼이 수적으로 여럿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삼 확인
한다. 그렇다면 영혼의 개별적 불사성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런 입장은
다음 구절에서 더욱 강하게 표현된다.
수
지 형상
일 예컨대
듯
영
영 수
영
영 수
둘 지 형상
나며
영 소 할
므 필 결론
영
형상
일
일 형상 료 수성
즉 나눌 수
수성 내재 영
죽 죽지
인 소 소
영
떠날 수 일성 형성
지
런 지식
발설
된

자이드와 아무르는 적으로 다르 만
적으로 동 하다.
, 자이드와
아무르가 적으로 다르 이 자이드의 혼과 아무르의 혼이 적으로 다르다
면, 자이드의 혼과 아무르의 혼은 적으로 이 만
에 있어서 하
,
혼은
다른 혼을 유 것이다. 그러 로 연적
은 자이드의 혼과
아무르의 혼이
적으로 동 하다는 것이다. 동 한
은질 의다
을
통해서만 적,
있는 다
에
한다. 혼이 신체가 을 때
불 적 요 를 유한다면, 혼이 신체를
때 적단
을
해야 한다. 하 만 이 자리에 이
을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다.32)

수
영 또
영
수
않거나 사

다시 한 번 영혼의 개별적 불사성은 부정된다. 그렇다면 영혼의 불사성
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베로에스는 단지 내세에 무언가가 생존
하거나 불사적이라면 그것은 형상이나 종일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죽음 이후에 생존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개체
화된 종이 아니라 수적으로 하나뿐인 영혼이다. 그렇다면 인간 영혼의 개
별적 불사성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영혼의 종적 보존을 말
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3)

31) Averroes(2012), 47.
32) Averroes(2012),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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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체의 부활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입장으로 가보자.
종교 인 증명

입증 듯 영
사
점 인
런 현세
니 조
사
소멸
개별
살 나지 않
일
니 소멸된 닮
살 날
살 나
수
니 종
나 될수

합리적이고
적
에 의해
되 이 혼이 불 적이라는 이 정
되어야 하고, 부활되는 것은 이
의 신체들 자체가 아 라 모 품이라는
을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것은
적으로 되 아
기 때문
이다.
것과 동 한 것이 아 라
것과 은 것으로서만 되 아
있다.
하고 다시 아 는 것은 적이 아 라 적으로만 하 가
있다.34)

실
소멸된
수 소멸

아베로에스는 영혼의 불사성 뿐만 아니라 신체의 부활까지도 인정한
다. 그렇다면 소멸된 신체 자체가 부활하여 재결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체와 유사한 신체로 대치되는 것인가? 아베로에스는 소멸한 것이 개별
적으로 되살아날 수 없다는 원리를 고수한다. 따라서 아무르가 죽고 아무
르의 신체가 소멸되었다면, 그 신체와 동일한 것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베로에스는 불사적인 영혼이 아무르의 영혼이 아니
라 종적으로 보존되는 인간 종의 영혼을 말하듯이, 부활되는 신체도 아무
르의 신체가 아니라 종적으로 보존되는 인간 종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보인다.
내세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논의를 따르면, 아무르의 영혼이 죽음 이후
에도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세
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영혼의 종적 보존 또
는 인간의 종적 보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필자의 해석은 아베로에스의 종교적 믿음들의 증명 방법에 대한
설명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과 잘 들어맞는다.
35)

36)

존재
점 든 종교 견 일 보며
입증
지 종교
런 존재 양태 대
실상 종교 일반 대중 보 지 않 상태 상징

증
표

부활이
한다는 은 모
가 의 의 치를
철학자들이 논 을
통해
한 문제다. 하 만
들은 이
의
에 해서는 의 이 다르
다.
들이
에게 이
는
를
하기 위해 용한

견
사

중세 이슬람에서 개별적 영혼의 개인적 불멸성을 옹호한 철학자는 아비첸나가 유일하다.
Black(2005), 310-311 참조.
34) Averroes(2012), 457.
35) 인간의 종적 본성으로서의 불사성에 대한 설명은 Taylor(1998) 참조.
36)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종(species)만이 불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아베로에스의 우주
론에도 드러난다. 인간은 천체의 운동에서 비롯되는 현세적 특수자들이며 소멸될 수 있는
데 반해, 단지 종만이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 Averroes(2012), 390-391: 여전히 검토될 필
요가 있는 물음은 천체의 운동에서 기인하는 현세적인 특수자가 자신을 위해 의도된 것인
지 아니면 단지 종의 보존을 위해 의도된 것인지의 여부다. 그것은 확실히 개별자들에 관해
섭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재로는 이것은 종과 연관된 섭리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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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들만큼 그렇게 종교들은 그 존재의 양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는 않다. 그것
을 영혼에만 속하는 영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종교도 있고, 신체와 영혼 모두에게
속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종교도 있다. 이 점에서의 합의는 그것을 입증하는 필연
적 증명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한 계시의 합의이기
도 하다. 그렇다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두 종류의 행복, 즉 내세의 행복과 이승
의 행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가 있다.
37)

여기서 아베로에스는 부활, 즉 내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종교적인 측면
은 물론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세가 어떤 방식
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
떤 이들은 죽은 아무르의 신체와 부활한 아무르의 신체가 수적으로 동일
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단지
질적으로 또는 종적으로 동일한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는 달
리 신체의 부활을 부정한 채 단지 인간 영혼의 불사성만을 주장하는 이
들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내세의 존재만을 인정한다면
그 존재의 양태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베로에
스의 논지다. 그렇다면 철학의 입장과 종교의 입장을 모순되지 않고 일치
한다는 그의 신념은 내세의 문제에서도 부합된다.
5. 철학과 종교의 관계

내세를 인정하는 아베로에스의 진의가 사후 개별적 인간이나 개별적
영혼의 존속이 아니라 인간 종의 보존이라는 필자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에 따르면, 영혼과 재결합된 신체가 죽음
이전에 신체와 동일한 신체가 아닌 경우, 인간의 자기 동일성은 파괴된다
고 한다. 즉, 사후의 부활은 과거의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나되, 동
일한 영혼과 동일한 신체로 살아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슬람교에서도 내세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아베로에스에
대해 동일한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 과연 이슬람교에서는 그리스도교와
비슷한 ‘교리’라는 것이 없는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교에서 정통과 이단의 여부는 그
리스도교처럼 교회의 위원회나 종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슬람은 임명된 성직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나 종교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통과 이단을 결정하는
37) Averroes(20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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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무엇일까? 정통은 이슬람 공동체(umma)의 합의(ijmā )에 의해 결
정되며, 이단은 그 합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기실 합의는 궁극적으로 이
슬람에서 꾸란과 전승에 이어 율법해석을 최종적으로 재가하는 절대
적 권위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놓고 모든 무슬림들
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합의란 현실적으
로 학자들(ulamā’)사이의 의견의 일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합의가 단지 실천적인 문제들에만 입증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합의에 이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베로에스
의 주장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합의를 이
끌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또 합의에 의해 선택된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식에 관해 결정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아베로에스는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슬람에서 실제로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c

38)

론
점
떤
사실 보일 수
인지 우
엄격
우
알려지지 않
며
대
승 지않
또
외 인
내
대 지식 누 테
성
식
지않

실천 인
달 결코 확실 결 될 수 없
떤
대 결 될수없
나 점 보일 수 경우 지
언
지않
존재
든
며즉
개
수 도 알려지지 않
각각 론 난공 락 권
우
든 외 도 당 존재
성
인 둘
지않 점 떤 든
도 비밀 지켜져
된 점
사람
나뿐
점
사실 우
입증

이 적 문제들의 합의가
적 문제와 리
하게 정
다
는 은 합의가 어 특정한 시기에 어 특정한 문제에 해서 정
다
는
로
있다. 그러 이 이
있는
는 단 그 시기가
제
리에게
하게 제한되어 있
고, 그 시기에
하는 모 학자들
이 리에게
으 ( 그들은 체로 그리고 전체 로
으 ), 그 문제에 한 그들
의 이 이
불 의 위자를 통해 리에게
전 되
는다면, 한 이 모 것 에
시에
하는 학자들이 서 안
에는 면적 의미와 면적 의미
다가 있
다는 , 어 문제 그것
에 한
이 구한 서
로
서는 안 다는 , 그리고
들이
서를 이해하는 방 은 단 하
이라는 에 동의했다는
이 리에게
되
는 때에만 가능하다.39)

사정이 이러하다면 철학자들이 내세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한 어떠
한 해석을 내리더라도 그들의 시도는 탓하기 힘들게 된다. 한편, 이슬람
교 세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꾸란
자체가 대부분 은유적이고 서사적이기 때문이다. 아베로에스는 이러한 
꾸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므 성서의 제1의 목적은 … 대다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 로

38) Bello(1989), Averroes(1967), 28-32
39) Averroes(2005),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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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종교적 표현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개념과 판단을 형성하게
하는 공통적인 방법이다.
40)

꾸란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꾸란의 텍스트
를 통해 논증적 제일 원리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소위 ‘신학’과 같
은 학문은 이슬람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해, 이슬람 철학자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신학’(sacra doctrina)과 같은 논증적 학문
의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성의 영역을 초월한 ‘계시된
진리’라는 개념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와 철학은 갈등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둘은
서로 보완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41)

종교
보 인 지혜 끌
므
침 반 추

떤 점에서 모든 인류에
떤 지 사람들을 행복의 인식
데 반해, 종교들은 대중들

철학자들에 따르면
들은 의무적이다. 그것들은 어
게 편적
로 이 기 때문이다. 철학만이 어
적
으로 이르게 하 로 철학자들은
를
야만 하는
을 위한 가르 전 을 구한다.42)

지혜 배워

철학과 종교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보편적인 지혜를 추구하도록 한다
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종교는 소수의 지적 엘리트 집단
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들의 행복을 추구하므로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해
야 한다는 것이 아베로에스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내세의 문제는 대중들을 덕스러운 행위를 하도록
하는 종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특히 철학자들은 … 이 <내세의> 교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또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 하여금 의존하도록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고유한 최대의 행복을 획득하도록 하는 인간들 사이의
질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그리고 사변적인 덕의 존재
와 실천적 학문에 필수적이다.
43)

내세의 교리는 인간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행복의 획득을 가능하게
40) Averroes(2005), 49.
41)
Deborah L. Black, “Reason Reflecting on Reason: Philosophy, Rationality
and the Intellect in the Medieval Islamic and Christian Tradition”(
)
.
42) Averroes(2012), 455.
43) Averroes(2012), 454.

이런 해석은
것이다

미발표원고 에서 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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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그리고 내세의 교리 모두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종교를 필수적인 정
치적 기술로 여기는 아베로에스의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요약하자면, 철학자들은 종교적 율법이 필수적인 정치적 기술이며 그 기술의
원리들은 자연적 이성과 영감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철학자들은
내세의 행복과 그 가능성과 같은 일반적인 종교 원리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사후의 또 다른 존재의 용인에 대한 의견을 일치
를 보며, 모든 종교는 내세의 행복에 공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 때문이다.<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44)

내세의 교리는 인류로 하여금 덕스러운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므로 덕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기술로서의 종
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종교관에 비추어 볼 때, 아베로에스가
내세의 존재에 대해 인정한 것은 공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불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거짓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더욱이, 철학은 공적일 수 없고 전문가 집단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반
해, 종교는 모든 대중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아베로에스의 일관된 주장
을 감안한다면, 그가 개별적 불사성이나 수적 동일성에 대한 철학적 입장
을 드러내지 않은 채 종교적 저술들에서 내세에 대한 여러 입장에 대해
수긍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우
의적 해석이나 논증적 추론을 발설하는 것은 그 대중을 더 큰 혼란에 빠
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이슬람의 종교적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철학
을 수용하기 위해 그 믿음의 폭을 넓히고자 할 뿐이다. 철학의 정당화는
신앙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신앙을 위해 철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두고 이중진리론이라고도 반종교적(反宗敎的)이라고
도 하기 힘들지 않을까?

44) Averroes(2012),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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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로에스와 내세의 문제

―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평
정 현 석

*
45)

꾸란에 따르면 죽음은 신 이 모든 인간들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어떤
인간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꾸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논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즉 죄인이건
선한 사람이 되었건 상관없이 맞게 되는 사후의 삶을 논하기도 한다. 그
리고 꾸란은 사후의 삶이 부활의 날에 이루어지며 선한 자는 낙원에서,
그리고 악한자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공표한다. 이런 면에
서 내세는 축복받은 자에게는 물론 저주 받은 자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꾸란은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도저히 이
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잘 것 없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창조한 신이 흙으로 되돌아간 자를 살려내지 못한다
고 믿지 못할 이유나 그들, 즉 죽은 자들과 유사한 것을 만드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부활과 그에 따른 내세의 존
재를 꾸란은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다.
한편 많은 무슬림 사상가들은 우리말로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는 꾸
란의 두 개념, 즉 개별적인 차원에서 재귀대명사로 지칭하는 자아로부터
개별적 인격까지 의미의 외연을 가진 nafs(복수형은 anfus)와 본래 바람
혹은 숨결에 해당하는 의미를 품고 있지만 ｢복배의 장｣, 9에서 신이 흙에
1)



2)

3)

4)

5)

6)

가톨릭대학교.
꾸란에는 “알라(Al-lah)”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편의상 “신”으로 통칭할 것이다.
꾸란, 김용선 역, 명문사, 2002(이후 인용되는 모든 꾸란의 쪽수는 이 번역판에 따르며
인용문은 경우에 따라 인용시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 판본을 활용하였다), ｢여인의 장｣, 4:78,
125쪽; ｢예언자의 장｣ 21:35, 347쪽; ｢사건의 장｣ 56:60, 561쪽 참조.
3) 꾸란, ｢카프의 장｣, 50:21-35, 539쪽.
4) 꾸란, ｢순례의 장｣, 22:19-25, 356쪽.
5) 꾸란, ｢카프의 장｣, 50:2-3, 537쪽.
6) 꾸란, ｢타하의 장｣, 20:55, 337쪽; ｢야스윈의 장｣, 36:78-81, 462쪽.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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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을 빚을 때 불어 넣은 rûh(복수형은 arwâh 바람 혹은 숨결의 의미
를 품고 있다)를 통해 설명하곤 했다. 이 둘 사이의 관계 혹은 둘 사이의
구분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까지 영혼에 대한 물음은 꾸란은 물론 무슬
림 사상가들 사이에서 ‘신만이 아는 것’이라고 할만큼 많은 이견이 존재
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견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사상가들은 인간
의 사후 신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이 따로 정신적인 실체로서 자립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영혼은 신체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지거나 신
에게로 되돌아 간다. 그래서 이들은 꾸란을 통해 한 인간의 죽음을 그
야말로 본질적으로 통합적 전체인 인간이 산산히 흩어지는 것이라고 이
해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신은 이를 (부활할
때) 되돌려준다.
죽음과 부활의 사이의 기간 동안 신에게 되돌아간 영혼의 상태는 종종
‘잠든 상태’로 표현된다. 이에 대한 해석은 무슬림 사상가들 사이에서 다
양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신에게 되돌아가 휴지 상태에 머무는 죽음 이
후의 영혼에 대한 언급은 무슬림 사상가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인간관 및 영혼관을 이해할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꾸란과 무슬림 사상
가들은 영혼과 신체 사이의 구분은 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된 영혼을 ‘잠
든 상태’로 표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영혼이 신체 없이 독립적
인 자존이나 활동(예컨대 지적인 활동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 면에서 꾸란은 신체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신의 의지
에 따른 보존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제대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래
서 신체에 철저하게 의존적인 영혼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
라 꾸란의 부활 및 내세관은 기독교의 교리에 따른 부활 및 내세관, 즉
본성적으로 자립하면서 신체의 재구성을 기다리는 영혼관에 기초하는 부
활 및 내세관과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꾸란은 신에게 되돌아간 영혼이
신체 없이 개별적인 자존성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
7)

8)

9)

10)

11)

12)

꾸란, ｢밤 여행의 장｣, 37:85, 311-2쪽.
꾸란에 등장하는 naf와 ruh에 대한 과거로부터 오늘날의 무슬림 사상가들의 이해방식에
대해서는 Mohammed, O.N., "Averroes, Aristotle, and the Qur’an on Immortality", in
International Philosophical Quarterly 33, 1993, no.1, pp. 42-6참조.
9) Mohammed(1993), p.46; 꾸란, ｢사바의 장｣, 34:7, 445쪽 참조.
10) 꾸란, ｢집단의 장｣, 39:42, 482쪽 참조.
11) Mohammed (1993), p. 44-45 참조.
12) 한편 사후 신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의 자존성은 전승(hadis)에 따라 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각주 14 참조)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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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물론 ‘무덤에서의 징벌’과 같은 무슬림 전
승(hadis)은 자립하는 개별 영혼에 대한 논의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
만 ‘무덤에서의 징벌’은 꾸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
다. 더 나아가 12세기까지 독립적인 자존성과 활동의 주체로서 자존하
는 개별 영혼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베로에스에 따르면 아비첸나 외에 거
론한 사람이 없으며 알가잘리가 아비첸나를 비판한 경우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이 반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 까닭은 이와 같은
입장이 근본적으로 신체의 부활의 필연성을 배제하고 정신적 실체로서의
영혼만의 내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상당수의 무슬림 사상가들은 꾸란을 통해 제시하는 부활관과 내세
관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교리와는 달리 개별 인간 영혼의 본질적 자존성
과 그에 따른 불사성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이들에게 부활은 창조
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전능한 신의 의지와 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
‘영혼과 신체의 합으로서의 인간’, 즉 통합체로서의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 이외에 선행적인 조건이나 원리를 요구하지 않는
다.
이런 면에서 꾸란에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혼이 그 본성에 따라
자립하며 신체의 재구성을 기다리는 기독교적 부활관과 그에 따른 내세
관과는 다른, 즉 영혼과 신체가 함께 통합체로서의 ‘인간’이 전능한 신에
의해 다시, 그래서 새롭게 창조 되는 부활관과 내세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13)

14)

15)

16)

17)

18)

19)

무슬림의 전승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덤에서의 징벌(ʿAdhāb al-Qabr)에 따르면 사후 천사가
주검이 묻힌 곳 주변에서 영혼을 불러 “너의 주는 누구냐?”, “네 선지자는 누구냐?” 그리고
“네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데 이 때 제대로 답한자는 부활의 그날까지 행복을 누리
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날까지 벌을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죽은 뒤에 무덤 곁에서
천사의 부름을 받아 질문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 혹은 벌을 논한다는 면에서 이 전승은 사
후 개별 영혼이 유지에 대한 논의를 열어 둔다고 할 수 있다.
14) 그래서 무타질라파의 일부는 이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기도 했다.
15) Averroes,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 p.396.(internet version, 정확한 페이지 넘버링
필요)
16) Al-Gazali, The inchoherence of the philosophers, A parallel English-Arabic text, tr. by
M. Marmura, Provo. Utah: Bringham Young Univ. Press, 2000, ch. 20: “철학자는 인간의
신체가 마지막 날에 조합되지 않을 것이지만 단지 신체 없는 영들만이 보상과 처벌을 받을
것이며, 보상과 처벌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일 것이라는 점을 주장함에 있어 모든 무슬림
에 반대한다.”(발표문 2쪽 참조)
17) Mohammed(1993), p. 46.
18) 꾸란, ｢사바의 장｣, 34:7 참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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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로에스의 인간관과 부활 및 내세관은 이와 같은 꾸란의 부활관
및 내세관, 그리고 영혼관 및 인간관과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그의 영혼론 대주석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단일지성론은 지성을 영혼
의 부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플라톤주의적인 영혼의 자존성이나 영혼을
인간의 요체로서 그 자체에 개별성 및 인격성을 부여하는 인간관을 배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베로에스는 하나의 실체로서 통합체인 인간
의 두 측면으로 영혼과 신체를 제시하는 즉, 통합적 단일체로서의 인간관
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아베로에스의 철학적 인간관은 13세기의 기독교 사상가들,
특히 사멸하지 않는 개별적 인간 영혼의 자립성을 매개로 인간의 부활을
논하고자 했던 사상가들에게 사후의 삶을 부정하는 논의로 읽히곤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까지도 아베로에스의 사상을 다루는
연구자들에게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물음은 주로 이렇
게 던져진다.
자존하는 개별적 영혼의 불멸성 혹은 불사성이 보장되지 않는 아베로에스의
사상에서 내세관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이 질문은 아베로에스의 모순의 모순, 결정적 논고 등에서
아베로에스가 내세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부분과 맞물
려 이것이 아베로에스가 철학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위험한 줄
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이어지기도 한다. 발표자인 이재
경 교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아베로에스의 철학관
과 종교관을 검토함으로써 이와 같은 질문이 아베로에스에 대한 오해에
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정당화 하였다. 논평자 역시 이와 같
은 발표자의 입장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개별적 영혼의 자존
성을 거부하는 아베로에스의 입장이 과연 개별적 영혼의 불사성이나 불
멸성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함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
는다. 특히 논평자에게 사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언급 중
죽음과 수면을 비교하는 부분이 개별적 영혼의 불사성을 논할 공간을 열
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논평자는 이 부분이 아베로에
스가 꾸란을 철학적으로 읽는 부분으로 보인다.
19) Mohammed(1993),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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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수면의 비교는 영혼이 <죽음 이후에>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한 명백
증거다. 왜냐하면 영혼의 활동은 수면 중에 기관이 활동하지 않음에 따라 멈
추지만 영혼의 존재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상태와 비슷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명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바와 일반 대중이 믿는 바에 부합하며 학식있
는 자들에게도 영혼이 <신체의 죽음 이후에> 살아 남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
을 보여준다. 이는 신성한 가르침의 말씀인 “신은 그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영
혼을 그 앞에 부르시며 죽지 않고 잠든 자의 영혼도 그렇게 하신다” 라는 말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

한

20)

21)

22)

아울러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과 같은 논의를 언급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약 노인이 젊은이의 눈을 갖게 된다면 젊은이만큼 잘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의미는 노인의 시각에 찾아오는 노쇠는
<영혼의> 능력이 쇠약해지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를 감각지각을 쇠약하게
만드는 수면, 술에 취함, 질병 중에 신체기관 혹은 신체기관의 상당부분이 활동하
지 않는 반면 이런 조건 하에서도 그 능력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증명
하려 한다.
23)

24)

이렇게 아베로에스는 상기한 꾸란의 죽음과 수면상태에 대한 비교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인이 취한 젊은 이의 눈에 대한 설명과 연결시키며
다음과 같이 영혼의 불멸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밑바탕으로 삼는다.
마치 형상이 기체의 한 부분 혹은 그 이상의 부분들의 손실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형상은 전체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체로 인
해 <드러나는> 형상이 수행하는 활동의 쇠함은 도구가 망가짐으로써 기술자가
<수행하는> 활동이 쇠하는 것과 비슷하다.
25)

일단 이와 같은 아베로에스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흔히 단일
지성론을 논하는 아베로에스에게 던져졌던 의심이나 확신과는 달리 아베
로에스가 영혼의 불사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럴만한 의도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베로에스는 비록 죽음으로 인해 신체가
20)
21)
22)
23)
24)
25)

Averroes,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

, ｢
｣ 39:42, 482
.
Averroes,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
Aristoteles, De anima I, 4, 408 b 21-22.
Averroes,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
Averroes,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

꾸란 집단의 장

쪽 참조

p. 447.
p. 446 - 447.
p. 447.
p.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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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더 나아가 인간이 그와 같은 활동을 멈춘다할지라도 이것이 필
연적으로 인간 영혼의 사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죽
음과 수면상태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려 한다. 그렇다면 이 영혼은 개별적
인 상태를 유지하는가?
이재경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영혼이 아비첸나가 말하는 자존하는 개별적인 인격성을 가진 영혼
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아베로에스가 이와 같은 입장
을 거부하는 까닭은 꾸란이 드러내는 바와는 달리 내세에서의 삶을 이
렇게 살아 남는 영혼이 신체와 떨어져 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아
베로에스는 알가잘리의 경우와 딱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면
에서 아베로에스는 자신의 고유한 사상에 ‘자존하는’ 개별적 영혼의 불사
성을 받아들일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로부터 이재경 교수는
아베로에스가 논하는 불사의 영혼을 종적인 차원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원리로서 마치 개별 인간에 대한 보편자처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
를 바탕으로 아베로에스가 영혼의 개별적 불사성을 배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재경 교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평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8쪽의 첫번째 인용문에 있는 아베로에스의 주장, 즉 “영혼이 신체가 죽을
26)

27)

때 죽지 않거나 불사의 요소를 소유한다면, 영혼이 신체를 떠날 때 수적
단일성을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지식을 발설해서는 안

라는 말을 단적으로 영혼의 개별적 불사성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의 전승(hadis)에 근거한 내세에 대한 아베
로에스의 언급은 이재경 교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론의 여지를 남기는
것처럼 보인다.
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신성한 가르침의 말씀, 즉 “신을 두려워 하는 자
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모양이라 하면 그 아래에 냇물이 흘러”처럼 상기
한 물질적인 차원의 그림들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표상보다는 더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선지자께서도, “어떠한 눈도 본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
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28)이라 말씀하셨
26)
27)

발표문 8쪽.
각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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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븐 아바스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즉 내세] 사이에는 이름
들 외에 어떤 유사성도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는 새로운 창조가 이 세계를 훌쩍 뛰어 넘으며 우리의 지상적인 삶을 훌
쩍 뛰어넘는 다른 국면이라는 것이다. … 알가잘리가 이들[=영혼의 불멸
을 거부하거나 인간의 내세가 오로지 감각적 즐거움을 찾는데 있다는 이
단들]에 거슬러 말한 것은 옳다. 알가잘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
이고 종교적인 증명에 의해 입증되듯이 영혼이 불사적이라는 점이 인정
되어야 하고 부활되는 것은 이런 현세의 신체들 자체가 아니라 모조품이
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멸한 것은 개별적으로 되살아
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멸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것과 닮은
것으로서만 되살아 날 수 있다. 소멸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수적이 아
니라 종적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29)

8쪽에서 이재경 교수는 자이드와 아미르의 영혼의 종적 동일성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언급을 부활에 대한 그의 언급(위 인용문의 밑줄친 부분)과
연결시켜 아베로에스를 해석하며 자이드의 죽음 이후 자이드의 영혼은
보편적인 종적인 영혼으로 되돌아가며 이에 따라 새롭게 내세에서 부활
하는 혹은 재창조되는 인간은 자이드와 종적으로만 동일하다는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해석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꾸란 역시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해줄 수 있다. 하지만 과
연 개별적 영혼의 자립성에 대한 아베로에스의 거부가 과연 개별적 영혼
의 불사성이나 불멸성에 대한 논의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인지는 불
분명하다. 예컨대 아베로에스의 죽음과 수면상태 사이의 비교를 염두에
둘 경우, 특히 아베로에스가 개별적인 차원의 인지(individual perception)
능력의 수면상태를 논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때 일단 아베로에스가 본성
상 ‘자존하는’ 개별적 영혼의 불사성은 불충분한 이론으로 봤다 할지라
도 최소한 신에 의해 보존되는 개별적 영혼의 불사성까지 아베로에스
가 거부했다고 볼만한 이유나 그에 따른 논의를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
렵다.
30)

31)

전승에서는 꾸란, ｢복배의 장｣ 32:17과 종종 연결짓고 있으며, 표현 자체는 신약의 고린
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 2:9와 유사하다.
29) Averroes,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 pp. 469-470.
30) 아베로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비첸나는 대중이 영혼에 대해 들은 바와 익숙한 것을
말함으로써 대중이나 만족시키는 것을 원했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론은 충분한 이
론과는 거리가 멀다.”(Averroes,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 p. 4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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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면에서 논평자는 위에 인용한 텍스트가 죽은 자이드의 영혼
은 신에게 불려가 개별적으로 수면상태에 들어갔다가 부활의 날에 이전
의 신체와는 다른, 그래서 “어떠한 눈도 본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새로운 신체를 입고 되
살아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되살아
난’ 자이드는 죽기 전에 그 자이드가 아닌, 그래서 죽기 전의 자이드의 모
사품이자 이름 외에는 어떤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자이드로서 죽기 이
전의 자이드와 종적인 동일성으로만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
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은 꾸란의 ｢마리아장｣,
95절, 즉 ”그들은 각각 부활의 날에 홀로 알라의 곁으로 온다“와 같이 개
별적인 차원에서 사후의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과 아베로에스의 입장을
무리없이 일관적인 토대 위에서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래서 만약 논평자의 해석이 옳다면 아베로에스의 영혼론과 내세관은
꾸란은 물론 당대에 알려져 중요한 전승, 예컨대 무덤에서의 징벌과 같
은 전승과 이와 충돌할 수 있는 이븐 아바스 등의 수적 동일성이 아닌 종
적 동일성을 통해 보장되는 죽음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한 논의를 조화
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
게 볼 때 그의 사상을 종교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를 따로 주장하는 이중
진리론이 아니라 믿음과 합리성을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는 입
장이라고 평가하는 데 더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1)

이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 비확정적인 아베로에스의 태도 역시 꾸란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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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이성의 자율성과 한계 의식
― 보에티우스 다치아를 중심으로

김 율

*

1. 문제 제기

32)

년 과학계 주변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교진추)’라는 명칭의 개신교 계열 단체가
과학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진화론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 청원을 제기
했고, 그 청원을 수용한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일부 출판사들이 관련 내
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서 네이처 인터넷 판에는 이 사건을
‘진화론 반대자들이 한국에서 거둔 승리’로 비꼬는 기사가 실렸고, 이 기
사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과서 수정 문제는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교진추는 교과서 수정 청원이 종교와 무
관한 학술적 문제제기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 이 청원의 직접적
인 배경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
무도 없다.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전문가 협의회가 “진화론은 과
학적 반증을 통해 정립된 현대 과학의 핵심 이론으로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수정 청원은 말 그대로 작은 에피
소드로 끝나고 말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과학과 종교의 갈등이 우리
시대에서 여전히 불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과학과 종교의 갈등이 조금 더 학술적인 방식으
로 표출된 근간의 사례가 또 있다.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유력한 대중
과학저술가들의 종교 비판 서적들이 잇달아 번역된 것이다. 무신론을
2012

1)

2)

3)

4)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7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6529.html
2) 국민일보, 2012년 7월 26일자; 크리스천투데이 8월 21일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282746&cp=du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7689
3) 교수신문, 2012년 9월 10일자.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8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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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입증하려 시도하는 ‘종교 비판서’들은, 저자의 명성에 힘입어,
또는 서구에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는 출판사의 대대적 광고와
신속한 마케팅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무
신론 신드롬을 촉발시켰다. 이 책들은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박으로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진지한 종교 비판이
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함량 미달의 내용적 수준 때문에,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불러오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학술적으로는 난
삽한 면이 있더라도, 과학이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다는 그 주장의 과단성
만으로도, 그 책들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새롭게 환기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가 교리를 근거로 과학에 도전장을 내밀고, 과학이 ‘과학적 이유에
서’ 종교의 교리가 허위라고 단언하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이 갈등의 사례에 직면하여, 섣부른 해결의 시도를
하기에 앞서 ― 어떻게 보면, 언급한 사례들 그 자체가 이미 ‘갈등 해결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먼저 그 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
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학(또는 자연과학을 연상시키는 이 용어 대신
에, 자연과학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 인식 체계 일반을 더 포괄
적으로 가리키기 위해 ‘학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도 좋으리라)의 명제와
신앙의 명제가 충돌할 때, 우리는 두 명제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가? 우리는 두 명제가 하나의 동일한 진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가정해도 좋은가?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진리에 대한 신앙의
발언(종교적 발언)과 이성의 발언(학문적 발언)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상충되는 방식으로 발언된 두 명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수정함으
로써 갈등의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는 신
앙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심적 상태에 연결되는 상이한 진리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종교와 학문의 상대적 자율성과 각자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의
태도를 더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다. 관용이라는 덕목에서 보더라도, 후자
가 더 성숙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후자의 태도를 선택한다
고 하더라도 질문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관점에 따라
4)

다음이 대표적인 책들이다.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 알마, 2008; 데이비드 밀스, 우주에는 신이 없다, 돋을새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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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태에 대해서도 두 개의 진리가 가능하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종교와 학문의 상이한 발언을 아무 주저 없이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진리의 절대성에 관심이 없는 안일한 학문 또는
철저하지 못한 피상적 신앙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비판받을 여지는 과연
없을까? 만일 그러한 비판이 옳지 못한 것이라면, 신앙과 이성이 서로에
대해 지닌다고 가정되는 자율성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왜 가정
되는 것일까?
철학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반성을 이미 수행했다. 이 반성의 가장
인상 깊은 선례 중의 하나는 중세의 라틴아베로에스주의에서 발견된다.
특히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의 대표자 보에티우스 다치아(Boethius Dacia,
ca.1240-1280/90)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13세기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을 뿐 아니라, 중세 후기와 근대를 여는 새로운 형태의 이성의 자율
성을 방법론적으로 확립한 인물로 평가된다. 필자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
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방법론적 성찰이, 앞서 언급한 오늘날 종교-학문
간 갈등 사례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본 논문에
서 일차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보에티
우스 핵심 문헌, 세계영원성론에 대한 해석학적 명료화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보에티우스의 이 문헌을 둘러싼 이중진리론의 논란에 대해 살펴
보고(2장), 이 문헌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비판적 해석의 가능성
을 검토해볼 것이다(3장). 그리고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보에티우스의 이
론이 어떻게 방어, 변호될 수 있는지 필자 자신의 해석을 시도하고, 그 과
정에서 보에티우스 이론의 철학사적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4장). 본
논문이 주장하게 될 핵심적 결론은, 이성의 한계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신
앙에 대한 이성의 새로운 자율성을 열어놓은 것이 보에티우스의 역사적
공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거쳐 밝혀진 보에티우스의 관
점에서, 앞서 소개한 현실의 종교-학문 간 갈등 사례들에 대해 비판적 언
급을 덧붙이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2. 세계영원성론과 이중진리론

우리가 주목하는 문헌 보에티우스의 세계영원성론에 대한 연구사는
짧은 편이지만, 이 저작에 대한 연구물은 이미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
다. 이 저작이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는, 이 저작을 발견하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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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한 사조(G. Sajo)가 1954년 이 저작을 간행하며 이 저작이 저 악명 높은
이중진리론의 실제 전거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사조의 이러한 주
장 이후, 이 저작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저작이 정말 이중진리론을
담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초점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중진리론이 무엇인지 살펴보
아야 한다. 이중진리론은 1277년 파리주교가 당시 파리대학 인문학부에
유포되고 있던 이단적 학설을 219개 명제로 간추려 단죄할 때, 그 단죄목
록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비판했던 바로 그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파리주
교는 인문학부의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다음과 같이 공격한다.
5)

오류 승인 도
언
인상 지
않 려
대답 식 粉飾 데
초 피 려 소 돌
빠져 마 꼴 즉
마 개 상반된 진 존재 도
죄 받 교도
침 성 진 반
또 진 존재 도
장 오류
관점
참 지 톨릭 앙 관점
참 니
나 교도
침 대
지혜롭
지혜 없애버
쓰여 뿐 니 참된 지혜 거짓 지혜 녕 없애버

그들은 이러한 [이단적
를]
하면서 그것을 단 한다는
을주
는 으 고 자신들의
을분 (
)하는 , 이는 암 를 하 다 용 이
에
들고 는 이다. , 그들은 치 두 의
리가
하기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단
은 이
들의 가르 안에 서의 리에 하는
[ 다른] 리가
하기라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주 하는]
들이 철학
의
에서는 이 만 가
신 의
에서는 이 아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 이
들의 가르 에 해서는 ‘
다는 자들의
를
리리
라’6)라고
있을 이 ,
는
를정
리고 말기 때문
이다.7)

즉, 이중진리론이란 “서로 상충되는 두 명제가 각각 철학과 신앙의 관
점에서 동시에 참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한다. 이처럼 1277
년 단죄 목록의 서문에 언급되어 있을 뿐 정작 실질적 정체는 밝혀져 있
지 않았던 이중진리론의 전거를 드디어 발견했다는 사조의 보고는 중세
철학사 연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중진리론은 검열
자의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아무
도 없었다는 권위자 질송의 견해는 중대한 도전에 봉착한 듯 보였다. 그
러나 이후 이 저작에 대한 연구는 사조의 해석이 성급한 오해였다는 것
5) G. Sajo, Un traité récemmemt découvert de Boèce de Dacie De mundi aeternitate,
Budapest 1954.
6) I
, 1, 19.
7) R. Hissette(ed.), Enquête sur les 219 articles condamnés
Paris le 7 mars 1277,
Publications Universitaires, Louvain 1977, p. 13. “Ne autem, quod sic innuunt, asserere
videantur, responiones ita palliant, quod, dum cupiunt vitare Scillam, incidunt in
Caribdim. Dicunt enim ea esse vera secundum philosophiam, sed non secundum fidem
catholicam, quasi sint duae contrariae veritates, et quasi contra veritatem sacrae
Scripturae sit veritas in dictis gentilium damnatorum, de quibus scriptum est: ‘Perdam
sapientiam sapientium’, quia vera sapientia perdit falsam sapientiam.”

고린도

à

13

세기 이성의 자율성과 한계 의식

95

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마우러와 스텐베르겐 이후, 보에티우
스의 이 저작이 이중진리론을 담고 있지 않다는 해석은 거의 모든 연구
자들이 동의하는 정설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 역시 이러한 정설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
문헌의 문제적 구절들과 1277년의 단죄 목록을 주의 깊게 비교해보면, 두
텍스트가 내용상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8)

최초 운동과 세계가 새로운 것이다”[라는 명제]와 “그렇지만 자연적 원인과 자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듯이, 주의
깊 헤아려본다면, “세계와 최초 운동이 새로운 것이다”라는 명제와 “세계와 최
초 운동이 새롭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연학자는 참을 말하고 있다”라는 명제는 동
시에 성립한다. 왜냐하면 자연학자는 세계와 최초 운동이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
을 자연학자로서(sicut naturalis) 부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세계와 최
초 운동이 자연적 원리로 말미암아(ex principiis naturalibus) 새로운 것이라는 사
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연적
게

9)

여기서 보에티우스는 “최초 운동과 세계가 새로운 것이다”라는 명제를
최초 운동과 세계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최초 운동
과 세계가 새롭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연학자는 참을 말하고 있다”라는
명제와 양립시키고 있다. 물론 이것은 보에티우스가 세계가 창조되었다
는 신앙의 명제와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연학자의 권리를 동시에 인
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진리론이 아닌 까닭은, 보에티
“

8) A. Maurer, "Boethius of Dacia and the Double Truth", Medieval Studies 17, 1955, pp.
233-239; F. van Steenberghen, Thomas Aquinas and Radical Aristotelianism, CUA Press,
Washington D.C., 1980(
: 
,
,
, 2000); J. Wippel, Medieval Reactions to the Encounter between Faith und
Reason, Marquette University Press, Milwaukee 1995.
, ｢
｣, 
 58
(2010), 55-77
.
9) Opuscula De aeternitate mundi, De summo bono, Se somniis, ed. N. G. Green-Pedersen,
Boethii Daci Opera, vol VI, pars II, Gad, Copenhagen 1976, p. 353(461-68)[303]. “Dicendum
ad hoc quod simul stant motum primum et mundum esse novum [per causas superiores], et
tamen non esse novum per causas naturales et principia naturalia, sic simul stant, si quis
diligenter inspiciat, mundum et motum primum esse novum et naturalem negantem
mundum et motum primum esse novum dicere verum, quia naturalis negat mundum et
motum primum esse novum sicut naturalis, et hoc est ipsum negare ex principiis
naturalibus esse novum.” (
Green-Perderson
1954 Sajo
,

 17
.
,
.)

국역본 토마스 아퀴나스와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재룡
역 성바오로
연구사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제
공하고 있는 국내 연구물로는 이재경 보에티우스 다치아와 이중진리 범한철학
이 있음

페이지 숫자 뒤 괄호 안의 숫자는
편집본이 기초
로 삼은 년 판본에 따른 행수를 표시하며 꺽쇠괄호 안의 숫자는 중세철학 호에
실린 한국어 번역본 쪽수를 표시함 이하 인용하는 구절은 그 번역본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되
경우에 따라 경미한 수정을 가했음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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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가 자연학자의 권리에 다음과 같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제한을 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학자는 신앙의 명제를 ‘단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자연학자인 한에서’ 부정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졌다. 그러므로 자연학자는 “세계는 창조되었다”는 신앙의 명제에
상충되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명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세계
는 자연적 원리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은 아니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설사 자연학자의 이 발언이 “자연적 원리로 소급하는 한,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적극적 어조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달라
질 것이 없다. 자연학자의 명제는 기껏해야 가언적 필연성을 표현할 뿐이
므로, 그 역시 단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명제와 상충되는 관계에 놓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보에티우스의 이 문헌이 1277년 단죄목록의 서문에서 언급된
이중진리론의 실체를 담고 있다는 해석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이 문헌과 검열자의 서문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열자가
이런 서문을 쓰게 된 동기가 다름 아닌 보에티우스의 이 문헌에서 비롯
되었을 가능성은 어쨌든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서문에서 검열자는
보에티우스 ― 또는 보에티우스에 동조하여 자연학자의 발언권을 강조하
는 인문학부 교수들 ― 를 겨냥하고 있되, 다만 그의 진의를 정확히 옮겨
놓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즉, 단죄목록 서문에 등장하는 이중진리론은,
검열자가 보에티우스의 사상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좋은 방식으로 단
순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분명히 보에티우스를 겨냥하고 있되,
어구를 살짝 바꿈으로써 비판의 대상을 비판하기에 더 손쉬운 대상으로 왜
곡하는 경우는 또 있다. 단죄목록의 90번째 명제가 대표적인 예다.
자연학자는 마땅히 세계의 새로움을 단적으로 부인해야 한다. 그는 자연적 원
인과 자연적 논거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는 세계의 영원성을 부정할
수 있다. 그는 초자연적 원인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10)

이 명제는 보에티우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지만, ‘자연
학자로서’라는 말을 ‘단적으로’라는 말로 살짝 바꿔놓고 있다. 일견 사소
해 보이는 이 수정에 의해, 보에티우스는 자신의 본의와 달리 꼼짝없이
10)

강조는 인용자. R. Hissette(ed.), Enquête sur les 219 articles, p. 284. “Quod naturalis

philosphus debet negare simpliciter mundi novitatem, quia innititur causis naturalibus et
rationibus naturalibus. Fidelis autem potest negare mundi aeternitatem, quia innititur
causis supernatural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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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진리론자로 비춰지게 된다. 이러한 수정 또는 곡해가 단순히 부주의
때문이었는지 또는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277년 단죄목록 자체가 졸속으로 급조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록에 포함된 적지 않은 명제들은 당시
실제로 퍼져 있던 이단적 학설을 어구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보다 오히려
검열자의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당시 정황 상 검열
당국이 보에티우스의 텍스트를 주의 깊게 분석할 여유가 없었으리라는
추측도 충분히 개연적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여유를 누릴 의도를 검열 당
국이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 어차피 개별 학
설들에 대한 엄정한 학문적 비판이 아니라, 그 학설들에 내재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여 말썽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단죄목록의 본래 의도
였기 때문이다. 그럼 점에서, 보에티우스에 대한 검열자의 왜곡은 미필적
고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에티우스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에티우스는 적어도 서로 상충되는 명제가
관점에 따라 동시에 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인식론적 상대주의자는 아니
다. 보에티우스에게서 이중진리론의 혐의를 정당하게 벗겨내는 이상의
해석 ― 마우러와 스텐베르겐 이후 정설로 굳어진 해석 ― 을 필자는 ‘구
제적(救濟的) 해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적 해석이
맞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구제적 해석에 의해 온당
하게 드러나는 보에티우스는 여전히 문제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구제적 해석이 밝혀낸 보에티우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자. 그의 주장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세계의 창조는 자연학의 원리에 따라서는
11)

불가능하지만 신의 전능함에 의해 가능하다. ② 그러므로 자연학자가 그
리스도교 신자로서 “세계는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연학자로서
“자연적 원리로 소급하자면 세계는 영원하다”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 얼마
든지 가능하다.

11)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동시대 신학자들로부터 결코 환영

보에티우스가 자신이 밝히고 있는 세계영원성론의 집필 의도가 바로 ‘철학자들의 견해를
구제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하자. Green-Perderson, p. 335(15-19)[285] “… ut etiam sententia
philosophorum salvetur, quantum ratio eorum concludere potest, ― nam eorum sententia
in nullo contradicit christianae fidei nisi apud non intellig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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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다. 당시 스콜라신학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프란치스칸 신학자들의 입장 ― 검열 당국의 태도 역시 이들과 유사했다
― 은, 철학은 원칙적으로 고차적인 신앙의 진리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철학자는 신학의 발언 영역에 끼어들 자격을 본래 가지
고 있지 않다. 물론 철학이 신앙의 명제와 내용적으로 동일한 명제를 증
명해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철학적
지식은 결코 신앙의 진리에 온전히 닿을 수는 없으며 더구나 철학이 신
앙의 진리에 ― 설사 가언 명제의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 어긋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설사 동시대
신학자들이 보에티우스의 주장을 이중진리론과 같은 속류적 방식으로 곡
해하지 않고 그의 진의를 있는 그대로 이해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에
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구제적 해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출발점이
다. 보에티우스는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본격적인 비판과 검증을 이겨내
야 할 때가 되었다. 보에티우스에게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판은
그의 이론이 단지 형식적, 논리적 진리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다. 주지하다시피, 보에티우스는 자연학자로서 자신이 도달한 “자연적 원
리로 소급하는 한, 세계는 영원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세계
는 창조되었다”는 고백을 세계의 실상에 대한 궁극적 설명으로 선택한
다. 그가 힘써 주장하듯 두 명제가 양립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양
립은 현실에 대한 학문적 명제의 설명력을 포기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
는 양립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바, 무릇 학
문의 목적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마땅히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 어떤 학자가 이러한 원리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다는
추론의 필연성을 아무리 엄정하게 설명한들, 정작 ‘그래서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도출해낸 결론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면 ― 게다가 그러한 ‘말 바꿈’에 잠시의 거리낌조
12)

13)

14)

특이하게도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명제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나벤투라와 그의 제자
들은 생각했다. 김율, ｢철학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 중세철학 17 (2011), 272-326, 274쪽
참조.
13) 아래(4장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보나벤투라 같은 보수파와 달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2)

14) Green-Perderson, p. 357(585-88)[317]. “Dicimus ergo quod mundus non est aeternus, sed
de novo creattus, quamvis hoc per rationes demonstrari non possit, ut superius visum
est, sicut quaedam alia etiam quae pertinent ad f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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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다면(!) ― 그 학자의 학문이란 애초에 현실에 대한 설명과는 무관
한 공론에 불과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구절을 보자.
세계 최초 운 새 운
니
거짓
나
근거 원
결론 관련 킨
실
나온

결론 절대
끌 내 성
터 결론

와
동은 로 것이 <아 다>라고 하는 자연학자의
은,
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다. 그러 자연학자가 그러한
을이 어 는이
적
와 리에 그
을
시 다면, 그러한
와 리로부 그
이
[ 제로] 따라
다.15)

결론
근거 원

이처럼 “절대적으로 이해하자면 거짓”일 뿐인 학문적 결론에 집착하는
보에티우스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것은 ― 보에티우스가 자
신의 정당성을 장황히 변호하듯 ― 모순율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분열적인 태도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 학문의 참된 본질을 한갓 추론의
논리적 정당성 차원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
도라고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
신앙의 원리에 대한 그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에티우스가 자신의 학문적 결론과
무관하게 “세계는 창조되었다”는 명제를 유보 없이 인정하는 까닭은, 자
연보다 더 상위적인 원인 ― 즉 전능한 창조주의 작용 ― 을 바라보는 그
의 특유한 관점 때문이다. 그는 그 상위의 원리가 애초에 이성적으로 접
근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어떤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
다. 세계라는 현실의 실상에 대한 물음에 철학과 신앙이 다른 대답을
한다는 딜레마 앞에서, 그는 딜레마의 내용적 해결을 고민하는 대신, 딜
레마로 나타나는 이 사태 배후에 애초에 서로 통약할 수 없는 상이한 원
인이 놓여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딜레마 자체를 부정하고 만다. 신앙의 명
제는 따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신앙은 그 자체가 현실에 대한 설명이
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을 집요하게 탐구하지만, 자연이라는 현
실의 실상은 결국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로의 계시에 의해
밝혀지고 만다. 이런 한에서 보에티우스는 ― 신앙과 철학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 신앙과 이성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조화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16)

15) Green-Perderson, p. 352(470-71)[303]. “… conclusio in qua naturalis dicit mundum et
primum motum non esse novum, accepta absolute, falsa est, sed si referatur in rationes
et principia ex quibus ipse eam concludit, ex illis sequitur.”
16) Green-Perderson, p. 357(588)[317]. “si enim demonstrari possent, non esset fides, sed
sci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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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마(G. Klima)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에티우스가 성취했다
고 평가되는 철학의 자율성이 사실은 거짓 자율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보에티우스에 대한 클리마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앙 조항
결론 할 권
지
보
우
장
원
앙 상반 결론 나올 수 음
인
상도 도 니
결론 진 성 허 성
보 우
도달 결론 앙 상반 므 거짓
인
일 결론
원
터
당 도출된
결론
거짓
도 원 중 나 거짓
터보 우
거짓된 원
내포
점 본원
흠결
떤

① 자연학자가 신 의
과 다른
을말
리를 가 고 있다는 에티
스의 주 은, 자연학의 리에서 신 과
되는
이
있 을
정하는 것 이
이하 아 다.
②
의 리 과 위 이 문제되는 한, 에티 스는 자연학자로서 자신
이
한
이 신 에
되 로
이라고 정한다.
③만 그
이 철학적 리들로부 정말 타 하게
것이라면,
이
이라는 말은 적어
리들
하 가
이라는 의미이다.
④ (②와 ③으로부 ) 에티 스에게 철학은,
리를 자신 안에
하고 있다는 에서
적으로
이 있는 어 것이다.17)

이처럼 철학이 본래 흠결을 지닌 어떤 것이라면, 철학이 누리는 자율성
은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자율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철학의 원리와 그
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신학적 진리의 권위에 의해 언제든지 기적적으로
“기각”(overruled) 또는 “무효화”(invalidated)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리마는 보에티우스 같은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신앙과 이성을 분
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철학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일반적인 통념
이 잘못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클리마에 따르면, 13세기라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앙과 이성의 적극적 조화를 추구하는 토마스 아퀴
나스가 철학적 탐구의 자율성 증대에 훨씬 더 기여를 했다. 토마스는 이
성이라는 자연적 원리와 계시라는 초자연적 원리는 같은 근원에서 유래
했으므로 양자 사이에 진정한 갈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원칙
하에서, 양자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그 갈등을 인간 이성의 실수
로 돌리고 그 실수를 교정하여 양자의 진정한 조화를 이루려한다. 이것은
보에티우스가 택하는 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것
이 철학의 자율성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길이라고 클리마는 해석한다.
갈등의 원인인 실수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것은 결국 이성 자신의 일이며,
18)

19)

17) G. Klima, "Ancilla theologiae vs. domina philosophorum. Thomas Aquinas, Latin Averroism
and the Autonomy of Philosophy", Miscellanea Mediaevalia 26, ed. J. Aertsen, Walter de
Gruyter, Berlin 1998, 393-402, p. 399.
18) G. Klima(1998), p. 395.
19) G. Klima(1998),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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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철학의 원리가 절대적 타당성(validity)과 가치를 지닌다는
관점 ― 보에티우스가 포기했던 그 관점 ― 은 포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이성의 한계 의식과 자율성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보에티우스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대
략 다음의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① 보에티우스는 학문적 명제의 진
리성을 오로지 추론의 논리적 필연성 차원에서 판단할 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 ② 보에티우스는 신앙과 이성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조화에 만족하고 있다. ③ 보에티우스는 철학의 자율성을 증대
시키지 못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필자는 두 번째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만, 첫 번째 비판과 세 번째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
째 비판 역시 그 자체가 아주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지만, 철학사에서 보
에티우스가 수행한 긍정적 기여를 고려한다면 이 비판으로부터 보에티우
스를 변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하에서, 위
에서 살펴본 비판적 해석을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에티우스 이
론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보에티우스의 객관적인 입장을 토마스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파악해보도록 하자.
신앙과 이성의 일치: 토마스 vs. 보에티우스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이 완수 단계에 들어선 13세기에, 교권과 결합해
있던 보수적 신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신학과 철학의 위계적 영역 분리를
통해 철학을 ‘관리’하는 데 있었음에 비해, 토마스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
으로 철학의 활용을 도모한다. 적어도 신앙과 이성의 ‘조화’ 또는 ‘일치’라
는 모토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토마스와 보에티우스는 당시 프란치스칸
신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앙과 이성
을 조화시키려는 중세철학의 유구한 기획을 13세기적 정점에 올려놓은
토마스의 방법론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략 다음과 같다: 신앙의 진리
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성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영역과 소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구별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성은 “신앙의 서문”(praeambula fidei) 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
연적으로 그러하다는 적극적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계시의 고차적 명제에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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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후자에 대해서는, 그 명제의 필연성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그 명제의 부정이 필연적으로 참은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는 있다는 의미에서 그 명제의 개연성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
인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 적어도 이성이 신앙의 가
르침에 내용적으로 어긋나는 결론에 도달하는 일은 ― 이성이 추론에서
기술적 오류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토마스의 입장에 대해 보에티우스라면 어떤 말을 할까? 보에티
우스는 두 영역을 구별하려는 노력 자체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
이다. 철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신앙을 지원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원리에 충실하게 추론을 하는
일이다. 신앙의 진리는 이성적 논거를 통해 더 존중받게 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이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 보에
티우스는 “철학자는 감히 신학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고 그 입을 다물라”
는 완고한 보수파에 맞설 뿐 아니라, “철학으로 신학을 지원하라”는 진취
적인 토마스의 강박 또한 벗어던진다. 이것이 보에티우스가 이룩하는 13
세기판 철학자의 권리장전이다. 따라서 보에티우스가 주창하는 신앙과
철학의 일치는 ― 그 자신이 아마도 예견했을, 자신에게 가해질 ‘이중진
리론’이라는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 일종의 수사적 장치에 가
깝다. 그가 표방하는 ‘신앙과 이성의 일치’는 토마스가 추구하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적 비교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신앙이 “S는 p이다”라는 명제를 가르친다면, 토마스와 보에티우스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의 발언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21)

토마스: “S는 p이다.” 또는 “S는 p일 수 있다(‘S는 ~p이다’가 필연적으로 참은
아니다).”
보에티우스: “이성적 근거에 따르면, S는 p이다.” 또는 “이성적 근거에 따르면,
S는 ~p이다.”

이러한 차이는 세계의 창조와 영원성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쟁에서 어
떻게 드러날까? 토마스는 세계의 창조가 필연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
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세계의 창조를 주장하는 논거와 세계의 영원성
을 주장하는 논거 모두를 검토하면서, 그것들 모두가 필연적 논거로서는
부족함이 있음을 분석해내는 데 주력한다. 세계 영원성 논거의 필연성
22)

20) Super de Trinitate, pars 1, q.2, a.3, c.
21)
,

이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비판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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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판하는 작업이야 그 자신의 신앙과 이성의 조화 기획을 위해 필요
한 것이겠지만, 토마스는 왜 세계 창조의 필연성을 힘겹게 증명해내는 시
도를 굳이 비판하는가? 그 이유는, 그의 말을 빌자면, 허약한 논거들로 창
조의 필연성을 증명하려는 섣부를 시도들이 오히려 반대자들의 주장에
힘들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개연적 논거
로 만족해야 할 곳에서 자중하지 못함으로써, 혹시라도 반대자들이 신앙
을 얕볼 빌미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신앙의 품위에 누를 끼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에티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토마스가 주의를 요구하는 이 위험성은 애초에 가공의 것에 불과하
다. 이성은 어차피 가언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성
의 명제가 결국 가언 명제 이상일 수 없는 한에서, 이성이 신앙을 지원하
겠다는 희망도 무의미하며, 섣부른 지원으로 ― 또는 심지어 내용상 상반
되는 결론으로 ― 신앙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걱정도 무의미하다.
세계의 창조와 영원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문제되는 것은, 입증되어야 할
명제가 개연 명제냐 필연 명제냐가 아니라, 신앙이 말하는 정언 명제와
무관하게 이성의 독자적 가언 명제를 어떻게 입증해내느냐이다. 보에티
우스가 말하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명제는 바로 이러한 가언 명제이다.
23)

학문의 가언적 성격
보에티우스는 자연학 뿐 아니라 모든 학문의 명제들이 근본적으로 가
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 자신이 재삼재사 강조하듯
이, 모든 학문적 지식은 각 학문에 고유한 특정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2)

그 어떤 학예의 대가(artifex)도 자기 학문의 원리들로부터가 아니라면 아무 것
도 근거 짓거나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24)

따라서 모든 학문의 명제는 그 학문에게 주어진 ‘특정 원리가 참이라
면’, ‘특정 원리에서 출발한다면’과 같은 조건절을 ― 명시적으로는 아닐
22) Summa thologiae I, q.46; Summa contra gentiles II, cc.31-37.
23) De aeternitate mundi, “Aliae etiam rationes sunt a quarum responsione supersedeo ad
praesens … tum quia quaedam earum sunt adeo debiles quod sua debilitate contrariae
parti videntur probabilitatem afferre.”
24) Green-Perderson, p.347(334-336)[289]. “nullus artifex potest aliquid causare, concedere
vel negare nisi ex principiis suae scient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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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언정 적어도 암묵적으로 ― 언제나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학문적 진리는 단적인 진리가 아니라 조건적 진리다. 그리
고 모든 학문적 지식은 자신의 원리와 근거들로 돌아간다(referri)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relative)이라고 해야 한다.
보에티우스가 주장하는 학문의 가언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
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학문의 가언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각 분
과 학문의 제한성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식
은 세계영원성론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 수면론에서 가장 인상적으
로 표현되고 있다. 수면론에서 보에티우스는 특정 내용의 꿈을 꾸게 한
신체의 상태가 꿈이 깬 후에 다른 요인의 방해를 받아 본래의 결과를 낳
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면서, 원래 자연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
신의 소관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자신이 아는 원인
들로부터 진단을 내리는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생리학자는 소
화불량 상태의 담즙이 인체 안에 과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원리에서
출발해, 지금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으니 그는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탕약을 복용해서, 또는 어떤 천체의
영향이 개입해서, 담즙 과다 상태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생리학자의 결론만 들을 뿐, 이 사태를 정확히 간파하
지 못한다.
25)

26)

바로 이것이, 자연학자들이 어떤 결론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사실 자연학자는 [어떤 제한적인] 원인
에 의해서 결론을 증명하거니와, 반드시 그 결론 그대로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로지] 그 원인에 관련된 한에서 그리고 그 원인이 가정되는 한에서[일
뿐]이다.
27)

따라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학문적 결론을 발언하는 당사자, 곧
Ü

25) J. Pinborg, "Zur Philosophie des Boethius de Dacia. Ein berblick", Studia Mediewistycne 15,
1974, 165-84, p. 177; P. Wilpert, "Boethius von Dacien, Die Autonomie des Philosophen",
Miscellanea Mediaevalia 3, ed. P. Wilpert, Walter de Gruyter, Berlin 1964, 135-52, p. 144.
‘
’
‘
’
.
26) Green-Perderson, p. 387(159-176).
27) Green-Perderson, p. 387(176-180). “Et ista est causa deceptionis multorum qui credunt
physicos velle simpliciter demonstrare conclusiones aliquas, cum demonstrant eas per
causas respectu quarum sive ex quarum suppositione impossibile est illas comclusiones
aliter se habere.”
.

그
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보에티우스는 상대적 이라는 표현에서 흔히 연상되곤 하는 상대주의
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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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라면 모름지기 자기 학문의 제한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의식이 다른 분과 학문을 존중하는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보에티우스
는 분과 학문의 제한성에 대한 의식을 이성적 학문 일반의 제한성에 대
한 의식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그가 신앙의 진리를 승인할 수 있는 이성
의 반성적 근거로 삼는다.
자연학자는 자기 학문의 원리들이 신적 진리의 그토록 고상하고 그토록 비의
인 작품에 닿지 못하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열거한] 이러한 진리들을
근거 지을 수도 없고 알(scire)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리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한 학예의 대가가 다른 대가가 지닌 학문의 진리들을 자신
의 원리로부터 근거 지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진리들을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

28)

철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탐구 가능한 근거에 의해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또는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는 의미다. 어떤 사람이 근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철학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학은 계시나 기적에 의
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만일 어떤 것을 참이라고
긍정하는 일이 오로지 인간적 이성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한에서만 가
능하다면 그대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었을 많은 것을, [실제로는] 참
이라고 말하며 또 마땅히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
29)

학문의 가언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
는 일종의 학문적 겸손함 또는 정직성(Redlichkei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태도는 무반성적 독단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
28) Green-Perderson, p. 351(427-433)[299]. “quamvis naturalis istas veritates causare non
possit nec scire, eo quod principia suae scientiae ad tam ardua et tam occulta opera
sapientiae divinae non se extendunt, tamen istas veritates negare non debet. Licet enim
unus artifex non possit causare vel scire ex suis principiis veritates scientiarum aliorum
artificum, non tamen eas negare debet.”
29) Green-Perderson, p. 364(805-812)[319] “philosophum dicere aliquid esse possibile vel
impossibile, hoc est illud: dicere esse possibile vel impossibile per rationes investigabiles
ab homine. Statim enim quando aliquis dimittit rationes, cessat esset philosophus, nec
innititur philosophia revelationibus et in miraculis. Cum ergo tu ipse dicis et dicere
debes multa esse vera, quae tamen, si non affirmes vera nisi quantum ratio humana te
inducere potest, illa nunquam concedere de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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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즉, 시각을 달리 해서 보자면, 이 태도는 현실에 대한 궁극적 설
명의 과제를 언제든 자신 아닌 타자의 권위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이성
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은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앞 장에서
언급한 첫 번째 비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은 단적인 진리가 아니라
고작 ― 본래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언제든지 그 자체가 자동적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 상대적이고 형식적인 진리를 구하는 태도가
아닐까?
학문의 가언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할 두 번째 요점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무관하지 않다. 그 두 번째 요점은, 보에
티우스가 주목하는 학문의 가언적 성격 ―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학문적
명제의 가언적 성격 ― 은 엄격히 말해서 학문적 명제를 구성하는 전제
와 결과의 실존에 해당될 뿐이지 학문적 명제로써 형성되는 앎의 성격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문의 명제는
학문의 원리나 결과가 필연적으로 실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언
적일 뿐이지, 명제의 진리성이 원리나 결과의 실존에 달려있다는 의미에
서 가언적인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에티우스의 다
음 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
30)

인식된 원인 및 원 사물 관계 바
식 앎
존재
식 일식 日蝕 나 물 또 식물 실존 지 않 경우
존
재
앎 존재 지 않
나
각각
일 도대
겨난
떤 원인 떤 원
떤 원소 터 겨날 수밖 없
터 겨날 수 없 지
앎 영
여 히 존재

리에
이
하는 로 그 방 이 (scientia)이
하
는 방 이다.
(
)이 동
는
이
하
는
, ‘그것들이
한다’는 것을 아는 은
하
는다. 그러 ‘그것들
이―만
체생
다면 ― 어
과어
리와 어
로부 생
에 고
다른 것들로부 는 생
는 ’를 아는 은 혼 안에 전
한다.31)

여기서 보에티우스는 어떤 사물이 실존하지 않을 경우 그 사물의 존재
에 대한 앎은 불가능하지만, 사물의 원인과 속성에 대한 앎은 여전히 존
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학문이란 본래 대상의 실존에 대한 앎이 아니
라 대상의 원인과 성질에 대한 앎이다. 학문은 대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30) J. Pinborg(1974), p. 177.
31) Sophisma, “Illo modo, quo res habet causas et principia cognita, illo modo habet
scientiam. Eclipsi enim non existente vel animali vel planta, de eis non est scientia, qua
scitur quod ipsa sunt, sed est scientia de eis remanens in anima, qua scitur, ex quibus
causis et principiis et elementis habet fieri unumquodque illorum, si fiat, ita quod ex aliis
unumquodque illorum impossibile est fieri.”(Pinborg, p.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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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힐 뿐,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를 밝히지는 않는다. 대상의 실존은 학문이 증명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학문이 다만 전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학문이 전제하는 대상의 실존
이 설사 부정된다 하더라도, 만일 그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 대상은 어떻
게 생겨났을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존재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학문
적 앎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의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그
대상에 대한 학문적 앎은 ― 적어도 그 앎이 도출된 원리가 허위이거나
그 앎의 증명 과정에 오류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 그 자체로
필연적 진리성을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적 명제의 가언성은 학
문이 다루는 대상들의 필연적 실존을 유보하는 것일 뿐, 학문적 앎이 지
니는 필연적 앎으로서의 성격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에티우스가 현실에 대한 궁극적 설명이라는 학문의
과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은 보에티우스가 말하는 학문의 가언성의 의미
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해야 한다. 보에티우스는 학문을 통한
현실에 대한 설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학문이
가언적 성격을 지닌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학문을 통한 현실 설명이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
실과 그 현실의 원리들이 필연적으로 실존하는 것인 아니라는 것을 안다.
중세철학자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
실은 적어도 그것의 비실존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필연적
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현실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실정적인 어떤 것이되, 현실의 실정성은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조
건 지어진 어떤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현실 자체의 이 조건성에서 앎의
가언성이 유래한다. 어떤 의미에서, 조건적(조건 지어진) 현실 자체가 이
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적 또는 제한적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가언적 앎)을 넘어서는 또 다른 궁극적 현실의
차원을 가정하든지 가정하지 않든지, 그리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정하는지는, 이 조건적 현실에 충실한 조건적 발언이 그 조건성 안에서
필연적이고 궁극적인 발언이라는 사실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학문의 보편성과 이성의 자율성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학문의 가언성과 제한성에 대한 의식은 단순한 지
적 겸손함이나 정직성의 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에티우스의 이 의
식이 학문적 앎의 필연적 성격에 대한 유보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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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의식이 ― 언뜻 보기에는 겸손함이나 정직성과
는 정반대의 태도로 보일 수도 있는 ― 학문의 보편성에 대한 권리 주장
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로
써 보에티우스 학문이론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된다. 다음 구절을
보자.
이성적 근거에 의해 논의할 수 있는 문제 치고 철학자가 그 문제에서 진리가
떤 것인지를 ― 그것이 인간 이성(ratio)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한 ― 논의하
거나 결정지어서는 안 될 문제는 없다 는 사실이다. 그 까닭을 설명하자면 다음
과 같다.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성적 근거는 사물에서 취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성적 근거란 [한갓] 지성의 구성물일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철
학자는 모든 사물의 본성에 대해 가르친다. 형이상학 4권에 쓰여 있고 그 자
체로도 명백하듯이, 철학은 존재자에 대해 가르치고 철학의 부분은 존재자의 부
분에 대해 가르치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근거에 의해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진리]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에 의해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물음은
존재자의 특정한 부분에 속하며, 철학자는 모든 존재자, 곧 자연적 존재자, 수학
적 존재자, 신적 존재자를 사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근거에 의해 논
의할 수 있는 모든 물음[에서 진리]를 결정해야 한다.
어

32)

33)

34)

철학이 인간에게 탐구 가능한 이성적 근거의 한계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보에티우스의 말은, 그 한계 안에서는 철학이 독자적인 판단의 권
리를 유보 없이 보장받으며 오로지 철학이 보편적인 발언권자 한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이성이 자기의 한계를 예리하게 의식하는 것은 그가 그
35)

년 단죄목록 중 번 명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32) 1277
145
. “Quod nulla questio
disputabilis per rationem, quam philosophus non debeat disputare et determinare, quia
rationes accipiuntur a rebus. Philosophia autem omnes res habet considerare secundum
diversas sui partes.”(R. Hissette, Enquête sur les 219 articles, p. 23.)
33) Metaphysica IV, c.2, 1104a2-9.
34) Green-Perderson, p. 347(314-328)[287]. “nulla quaestio potest esse, quae disputabilis est
per rationes, quam philosophus non debeat disputare et determinare, quomodo se habeat
veritas in illa, quantum per rationem humanam comprehendi potest. Et huius declaratio
est, quia omnes rationes per quas disputatur, ex rebus acceptae sunt: aliter enim essent
figmentum intellectus; philosophus autem omnium rerum naturas docet: sicut enim
philosophia docet ens, sic partes philosophiae docent partes entis, ut scribitur IV
Metaphysicae, et de se patet; ergo philosophus omnem quaestionem per rationem
disputabilem habet determinare: omnis enim quaestio disputabilis per ratione cadit in
aliqua parte entis, philosophus autem omne ens speculatur: naturale, mathematicum et
divinum; ergo omnem quaestionem per rationes disputabilem habet philosophus
determinare.”
3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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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내에서의 무제한적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철학
은 이성의 원리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권을 지니지 못하지만, 바
로 그런 까닭에 이성 외적인 권위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도 없다. 적어도
자신이 지닌 원리의 한계를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한, 철학자는 자신의
원리에 상치되는 진리들에 맞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설사 부정해야 할 그것이 신앙의 진리라 하더
라도, 그 부정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이성적 학문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에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렇지
원 터 근거 지 수도 없 알 수도 없 데
원 상 거나 앎 괴 진
런진
원 터 귀결된 인
원
상충
죽
장
마땅히
렇 장
소멸
수
일
살 난 믿
도교
장 대 죽
즉각
살 나
성 사물 성 없 겨난
원인
외
떤
도인 지않

그
만, 자연학자가 자신의 리로부
을
고
는
그의 리와 치되
그의 을 파 하는 리들, 그
리들은 그가 부정해
야만 한다. 왜냐하면 리로부
것이 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 리와]
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 이의 부활을 주 하고 ―
이 게 주 해야 한다 ―
한 것이 적으로 동 하게 다시 [ 아 다]고
는 그리스
신자의 그 주 그 로, 은 이가
적으로 다시 아 고 생
되는
이생
이생
다는 것, 이것을 자연학자는 부정해야 한다. 왜냐
하면 자연학자는 자연적
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것 에는 그 어
것
정하
기 때문이다.36)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 신앙에 자신을 부합시키려는 이성의 자율
성은 이제 신앙과 무관하게 자신의 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성으로 대체된다.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겠다는 중세
적 이성의 유구하고 고귀한 사명은, 신앙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의 보편적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성의 의욕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당시 교권이 아리스토
텔레스주의의 도전에 맞서 철학을 통제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관심에서 신앙과 이성의 위계적 분리를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
음을 염두에 두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분리의 요구가 이성 편에서 터져
나오는 이 반전 드라마를 교권이 얼마나 당혹스러워 했을지는 어렵지 않
게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학문의 보편적 발언권에 대한 보에티
36) Green-Perderson, p. 351-52(445-53)[301]. “Veritatem tamen illam quam ex suis principiis
causare non potest nec scire, quae tamen contrariatur suis principiis et destruit suam
scientiam, negare debet, quia sicut consequens ex principiis est concedendum, sic
repugnans est negandum: ut hominem mortuum immediate redire vivum et rem
generabilem fieri sine generatione ― ut ponit christianus, qui ponit resurrectionem
mortuorum, ut debeat et corruptum redire idem numero ― ista debet negare naturalis,
quia naturalis nihil concedit, nisi quod videt esse possibile per causas natu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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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의 주장이 글자 그대로 단죄 목록에 오르게 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에티우스가 표방하기 시작한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분리주의, 이성의
분리주의는 그러나 곧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 된다. 이 정신을 대
변하여 근대적 이성의 탄생을 본격적으로 예비하는 인물이 바로 저 윌리
엄 오캄이다. 보에티우스는 오캄이 구가했던 이성의 자율성을, 오캄에 앞
서 13세기 철학의 한복판에 명료한 방법론적 원리로 확립해놓는다. 보에
티우스 자신이 하나의 뚜렷한 증언인바, 13세기 철학은 13세기 철학에 의
해 종언을 고한다. 이것은 그 종언으로 도래한 14세기의 오캄과 그의 동
료들이 여전히 중세철학자이되 중세철학을 지양한 주역인 것과 마찬가지
다. 감히 더 말하자면, 스콜라철학이 17세기의 데카르트 안에 살아남듯이,
근대철학은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미래처럼 이미 중세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역할과 미래의 역할, 종언과 예비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점에
서, 보에티우스가 확립한 이성의 자율성은 당연히 양쪽 모두로부터 ‘거짓
자율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당연히 보에티우
스 학문이론의 핵심, 즉 이성의 한계 의식과 자율성이 서로를 조건 짓는
다는 그 사고방식을 겨냥한다. 이미 말했듯이, 보에티우스에게서 자기 한
계에 대한 이성의 의식은 이성의 자율성이 확보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런
데 이와 더불어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한계에 대한 의식, 곧 신앙
에 대한 경계 설정 자체가 이미 이성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
라는 사실이다. 보에티우스적 의미의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클리마의 비
판은 이 후자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 즉, 클리마에 따르면, 이성의 참된
자율성은 자기 한계를 설정하여 신앙을 배제하고 자신 안에서 자족하는
이성의 자율성이 아니라,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 신앙과 함께 가는 통합적
자율성이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통합적 자율성만이 신앙의 발언에 주어
지는 절대적 타당성을 이성의 발언 역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리마의 이런 해석은 결국 그 자신이 철저히 13세기적
의미의 자율성 개념, 더 정확히 말하면 토마스적 의미의 자율성 개념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클리마가 ― 그리고 사실상 토마
스가 ― 주장하는, 신앙과의 조화 안에서 신앙에 의해 내용상 기각될 수
없는 진리를 찾기 위해 자기 교정을 추구하는 이성의 자율성 역시 자율
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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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아니라고 할 까닭은 없겠으나, 그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전
적 중세’의 특수헌 자율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토마스의 관점에서 보면
보에티우스적 의미의 이성의 자율성은 당연히 거짓 자율성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겠지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에티우스의 새로운 자율성이 역사적으로 더
발전한 ― 철학사에서 발전의 관념이 용인된다면 ― 자율성인 것은 분명
해 보인다.
한편 다른 방향에서의 공격 또한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보에티우스
가 확립한 이성의 자율성이 불완전하다는 근거로서, 이성의 자율성을 조
건 짓는 이성의 특수한 한계 의식을 지목할 것이다. 이성의 한계 의식은
신앙의 명제를 단적인 진리로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나타나거니와, 신앙
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수세적 한계 설정에 의해 이성의 참된
자율성 발현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달리,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발언을 수용하는 태도가 중세 뿐 아니라 근대,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아주
이상하고 낯선 태도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신앙고백을 한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적 사유에 작동하는 이성의 자율성
을 불완전한 자율성으로 깎아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아니다. 보에티우
스는 이성의 한계 외부에 이성의 명제와 무매개적으로 양립하는 신앙 명
제들의 차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성 외부의 신앙이 이성의 발언에 대해
규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다. 바로
이것이 보에티우스 이론에서 우리가 응당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평가 지
점이다. 자율성이란 타자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상태, 더 정확히 말해 자
기 규제를 뜻한다. 그리고 자기 규제는 당연히 그 규제의 준거로서 자기
한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 한계 설정의 동기가 무엇이든, 한계 외
부에 가정되는 이성의 타자가 무엇이든, 적어도 우리가 이성의 자율성의
이 근본 의미에 동의한다면, 보에티우스에게서 나타나는 이성의 한계 의
식이 이성의 참된 자율성을 가로막는 불순한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할 이
유는 없다.
38)

38)

필자가 보기에, 보에티우스에게서 이성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게 된 동기가 다름 아닌 ― 외
적 권위로서 존재하던 ― 신앙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바로 이 점에서 그가 구현하는 이성
의 자율성과 근대 이후 이성의 자율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이성의
자기 한계 인식이 이성 자신의 관심에 의해서, 즉 자신의 고유한 활동인 인식의 가능 조건
을 이성 스스로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근대의 특징으로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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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다시 오늘로 돌아오자. 우리가 머리말에서 살펴보았던 오늘날의 과학종교 간 갈등 사례들에 대해 보에티우스는 과연 어떤 이해의 빛을 던져
주는가? 신앙과 이성의 분리주의를 확립한 그는 틀림없이, 과학과 종교
각자가 자기 한계를 예민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평화선으로 삼는다면 얼
마든지 양립할 수 있으리라고 가르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의 결
론과 종교의 가르침을 발언의 액면 그대로 대립시키고 그 중 하나를 기
각하려는 태도는, 보에티우스의 눈에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
도일 뿐 아니라 이성의 자율성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보에티우스의 눈으로 현대를 해석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교진추나 도킨스 류의 사례가, 신앙과
공존해온 이성의 오래된 자율성으로부터 아무런 지적 자양분도 얻지 못
한 정신적 불임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질주
상도에 나타나는 ‘진화의 틈새’를 연구함으로써 창조를 입증하겠다는 태
도나, 질량에너지 보존 법칙을 근거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비판하겠다는
태도나, 보에티우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 지젝
(S. Zizek)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종교적 진술과
과학적 진술을 같은 종류의 실증적 지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한 바 있
다. 일부 근본주의 종파가 자신의 이름에 과학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사실
― Christian Science나 Scientology 등 ― 이야말로 신앙이 실증적 지식의
차원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지라고 그는 해석한다. 사이
비과학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소위 ‘창조과학론’이
나 앞서 언급한 교진추의 청원 사건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겠거니와, 이들에 대해 보에티우스가 취했을 입장이 근
본적으로 지젝의 통찰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굳이 보에티우스의 분리주의까지 끌어오지 않더라도, 보에티우스보다 훨
씬 더 고전적인 방식으로 신앙과 이성의 일치 기획을 고집했던 토마스조
차 이들에 대해 경책의 말을 했을 것이다. 반대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급한 논증을 자제하라고.
39)

때문이다.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54-55쪽; 테리 이글턴, 신을 옹호하다 강주헌
역, 모멘토 2010, 151-52쪽에서 재인용.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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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킨스 같은 과학주의자들의 속류적 종교 비판에 대해서도, 보에티우
스적 의미에서 이성의 한계나 신앙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유물
론자라면 아마 비슷한 질책을 가할 것이다. 인간은 앎 때문에 믿음을 포
기하지 않는다. 증명된 사실에 의해 교정되는 것은 대개 앎이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니라 헌신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비평가 이글턴(T. Eagleton)이 지적하듯, 앎에 대해서 자율적인 신앙의 이
러한 속성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설사 신앙의 내용
이 증명된들 없던 믿음이 생겨나리라는 보장 역시 전혀 없지 않은가.
만일 신앙의 본질이 그러하다면, 그리고 이성이 자기 한계에 대한 의식으
로 신앙의 그 본질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면, 소위 과학적 증명에 의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모종의 신념 체계를 비판의 대상으로 세
워놓고 과학적 비판의 포화를 퍼붓는 과학주의자들은, 사실상 참된 의미
의 종교 비판과도 거의 상관이 없고 한계 의식에 기초한 이성의 자율성
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중세의 신
존재 증명에서 문제되는 그 ‘존재’의 의미 자체도 파악하지 않은 채 신 존
재 증명의 허구성을 입증해내고 마는 도킨스 식의 그리스도교 비판이, 기
껏해야 자신의 거울 쌍에 해당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이
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필자는 중세의 보에티우스가 확립한 ― 그리고 이글턴 같은 현대
인 역시 정확히 통찰하고 있는 ― 신앙과 이성의 분리주의 및 그에 기초
한 상호 자율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이
해’(intellectus fidei)라는 중세철학의 유구한 기획이 가진 가치를 깎아내릴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신앙을 가능한 한에서 이해해보겠다는 중세철
학의 고귀한 기획은, 중세를 관통해 인간 이성의 가능성이 풍요로운 열매
를 맺을 수 있도록 했을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이 맹목적이고 의심 없
는 신앙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다. 그렇
다면 중세철학이 사라지지 않는 유산으로 남겨준, ‘신앙의 이해’ 또는 ‘이
해 가능한 신앙’이라는 정신은 오늘의 종교-과학 간 갈등에 대해 무슨 말
40)

40)

그의 표현을 빌면, “하느님이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무
신론이 번창하는 데 화가 나서 내일이라도 하늘에다 가로세로가 몇 km나 되는 거대한 글
자로 ‘이 멍청이들아, 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말을 새긴다고 해도 믿음을 둘러싼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아서 C. 클라크의 소설에서 외계인들이
모두의 눈앞에 나타나지만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거의 무
시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신을 옹호하다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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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까? 필자는 중세철학의 이 고전적 기획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들려
주는 전언 역시, 보에티우스의 전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오늘날 ‘신앙의 비합리성’이 단순히 앎과 상관없이 믿는다는
태도 ―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의 태도 ― 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
려 앎과 믿음의 상호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비합리적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내
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기보다, 진화론을 비판하
는 교진추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믿음이 앎을 부정하고 방해한다는 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이해’의 첫 걸음은 신앙 교의의 이성적 이해
가 아니라, 신앙과 이해의 차이에 대한 인식, 즉 신앙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한계 인식은, 일견 신앙의 과제로 보이지만 사실
은 그 자체가 이성의 자율성을 표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은 단
순하다. 이성적 존재자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신
앙의 전제는 결국 이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신앙이 이성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것 ― 중세에 덧씌워진 흔한
편견 ― 이 근본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사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이성은 본래 신앙에 의해 마비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에티우스와 토마스가 보여주듯, 신앙은 이성의 자
율성에 특수한 역사적 형태를 부여할 뿐이다. 그리고 예컨대 교진추나 창
조과학운동이 보여주듯, 신앙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성숙한 자율적 이성이 신앙을 비합리적이고 무반성적인 신앙으로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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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에티우스 다치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평

계시에 대립하는 학문의 명제가 현실을 옳게 규정할 수 있는가?
서 병 창

*
41)

먼저 필자의 논지를 정리해보자.
보에티우스는 자연학의 차원에서 운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어떤 운동이든 앞선 운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계
의 최초의 시작이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세계가 시작되
었다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다.
자연학의 차원이지만 세계의 최초의 시작이 없다는 결론은 최초의 시
작이 있다는 신앙의 진리에 어긋난다. 이점에서 시제와 보에티우스는 유
사하지만 다른 태도를 취한다. 시제는 인간 이성은 유한하고, 제한된 원
리를 통해서 학문의 주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주장이 신앙의 진리에 어긋나면 그
주장은 옳지 않으므로 더 이상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보
에티우스는 신앙의 진리는 상위의 원리에 따라 그 자체 존재를 다루므로
옳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학의 주장도 자연의 원리라는 한정된 원인과
조건 아래서 이끌어낸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앙의 진리와 학문의 주장이 대립할 때 시제는 학문의 주장을
포기해야한다고 하지만 보에티우스는 한정된 범위에서 여전히 진리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뿐 아니라 당시 보수신학자들은 보에티
우스 입장을 이중진리론이라고 단죄하게 된다. 보에티우스가 계시된 신
앙의 진리와 다른 주장을 다른 차원이라는 명목 아래 진리라고 하기 때
문이다. 보에티우스는 이중진리론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의 원리에 따른 자연학과 상위의 원리에 따라 단적으로 규
1)

*
1)

가톨릭대학교.
서병창, ｢신앙과 이성의 관계와 이중진리론｣, 중세철학 제17호,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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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계시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중진리론이라는 혐의
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의 영원성이라는 자연학의 주장과 세계가 시간의 시작을 갖는다는
계시 진리가 서로 다른 차원이므로 모순이 아니며, 이중진리론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 분야라는 한정된 원
리에 따라 필연적 결론을 이끌어내되 더 이상 신앙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설령 논증된 결론이 신앙에 어긋나더라도 상
관없이 자기가 이끌어낸 학문적 주장을 적극 개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시
제가 학문적 주장이 계시 진리에 어긋나면 옳지 않으므로 폐기해야 한다
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다.
이런 보에티우스 입장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르는 클리마는 다
음과 같이 비판한다. 자연의 원리라는 한정된 조건에 따라 이끌어낸 결론
이 그 자체 존재에 대한 올바른 규정에 어긋난다면 그만큼 불완전한 이
유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불완전한 조건과 원리에 따라 이끌어진
결론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제한된 원리
에 따른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것이 입증되는 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진리에 어긋난 학문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야한
다는 보에티우스 입장을 비판한다. 이러한 보에티우스에 대한 비판은 시
제도 동의한다고 볼 수 있고, 토마스 역시 그 이유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보에티우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필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보에티우스를 옹호하려고 한다. 필자는 보에티우스에 대
한 세 가지 비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① 보에티우스는 학문적 명제의 진리성을 오로지 추론의 논리적 필연성 차
원에서 판단할 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 ② 보에티우스는
신앙과 이성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조화에 만족하고 있다. ③ 보에티우스는
철학의 자율성을 증대시키지 못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필자는 두 번째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비판과 세 번째 비판은 옳지 않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의 두 번째 비판 역시, 그 자체가 아주 부당한 비판은
아니되 철학사에서 보에티우스가 수행한 긍정적 기여를 부정하게 하는 비판
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2)

김율, ｢13세기 이성의 자율성과 한계 의식 ― 보에티우스 다치아를 중심으로｣, 大同哲學會
2012년 추계 학술대회 대회보, p. 8(개별논문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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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따르면 필자는 첫째와 셋째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며, 둘
째 비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에티우스가
말하는 학문의 주장이 단지 논리적 필연성만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보편
적 규정을 내리고 있으며, 철학의 자율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신앙과 이성의 형식적 조화에 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의 영
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필자는 이런 주장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상위의 원리에
따라 존재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신앙의 진리에 대립하는 자연
의 원리에 따른 자연학의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자체를
규정하는 절대적 필연성에 대해 한정된 원리나 조건에 따른 가언적 필연
성(혹은 가설적 필연성 )이 실제 존재에 대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학문의 가언적 성격의 의미를 밝히기 전에 필자는 보에티우스와 토마
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비교한다. 양자는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결정적 차
이를 보인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관련한 이성의 역할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먼저 계시된 진리를 논증할 수 없지만 계시된 진리의 의미
를 해명할 수 있다. 이런 해명은 논증의 차원이 아니므로 철학이나 자연
신학이라기보다는 계시신학의 차원이라고 해야 한다. 물론 계시신학도
신학인한 이성적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 이 역시 이성의 역할이다. 둘
째로 계시된 진리라 하더라도 이성에 의해서 논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
다. 예를 들어 신존재증명이나 신에 대한 속성에 대한 규정 등은 이성에
의해서 논증될 수 있다. 이런 명제들은 철학적 명제이면서 동시에 신학적
명제라고 하겠다.
셋째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의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는 계시진리에
어긋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고 본다. 계시진리에 반대하는 주
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성이 입증할 수
3)

3)

이재경, ｢보에티우스 다치아와 이중진리｣, 범한철학 제58집, 2010, p. 63.
“자연철학과 모든 이론 학문의 결론들은 ‘가설적 필연성(hypothetical necessity)’에 의해서
참이다.” 그리고 “가설적 필연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200a13-14에서 유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설적 필연성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톱이 무언가를 자르
려면 필연적으로 쇠를 질료로 가져야 한다. 그런데 톱이 무언가를 자르는 성질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가? 만약 톱이 필연적으로 자르는 성질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쇠를
질료로 가져야 한다면 톱은 톱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쇠를 질료로 가져야 한다. 이럴 경우
다른 실재적 필연성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라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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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설령 계시진리 자체를 입증할 수 없지만 계시진리를 부정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인 계시를 어기는 주
장은 필연적 진리일 수 없으며, 그렇다는 점을 이성이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계의 시간적 시작이라는 계시진리를
어기는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명제가 필연적 진리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적 시작이라는 계시진리를 입증할 수 있다
는 것은 아니다. 대립되는 두 명제 모두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의 차원에서는 두 명제 모두 필연적 진리
가 아니고 개연적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신의 계시에 의해서 세계의 시
간적 시작이 알려졌으므로 세계의 시작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필자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런 토마
스 입장에 따르면 보에티우스는 신앙의 진리에 어긋나 그 자체로 필연적
일 수 없는 주장을 가언적 필연성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스가
보기에는 이성에 의해 이끌어진 필연적 진리는 신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는 여럿일 수 없고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논평자가 보기에
는 보에티우스가 가언적 필연성이라는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필연적 진
리를 인정하고 또 이와 대립되는 계시 진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중진
리론의 혐의를 벗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에티우스가 보기에 이런 토마스 입장은 신앙과 이성이 구분
되지만 여전히 이성이 신앙에 독립하지 못한 차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 신앙과 분리된 이성은 자기 근거에 따라 필연적 결론을 논증하는 것
인데 왜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는 계시진리에 대한 부정을 반박하는데 나
서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앙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은 오직
신앙으로 믿는 것일 뿐이다.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계시진리에 대한 이
성적 반성이나 해명이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다시 필자가 밝히는 ‘(2)학문의
가언적 성격’(p. 9)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문의 주장이 갖는 가언적 성격은
무엇인가? 어떤 학자이든 자기 분야의 특정 원리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생리학자의 경우 “소화불량 상태의 담즙이 인체에
과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는 원리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상태이니 죽
4)

4)

김율, ｢13세기 이성의 자율성과 한계 의식 ― 보에티우스 다치아를 중심으로｣,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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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탕약을 복용하거나 다른 원
인이 작동하게 되면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
는 제한된 분야의 원리에 따라 결론을 추론한다. 이런 점에서 추론된 결
론은 그 분야의 원인과 관련되는 한에서, 그 원인이 가정되는 한에서 옳
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된 원리에 따라 추론된 결론이므로 다른 원리나 원인이 개
입해서 언제든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제한된 원리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이 모르는
다른 차원이나 영역의 원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가언적 필
연성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학문의 결론이 현실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원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른 원인의 개입에 의해 방해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다.
필자는 가언적 필연성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
다. 현실에 대한 적극적 규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영역의 원인이 개입해
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한된
원인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다른 원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너무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가언적 성격의 두 번째 요점을 제시한다. “보에티우스가
말하는 학문의 가언적 성격은 학문적 명제를 구성하는 전제와 결과의 실
존에 해당할 뿐이지 학문적 명제로서 형성되는 앎의 성격 자체에 해당되
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학문의 명제는 학문적 원리나 결과가 필연적
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언적일 뿐이지, 명제의 진리성이
원리나 결과의 실존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가언적이 아니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보에티우스 텍스트를 인용한다. “인식된 원인 및 원리에 사물
이 관계하는 바로 그 방식이 앎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일식이나 동물 또
는 식물이 실존하지 않는 경우,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앎은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이 -만일 도대체 생겨난다면- 어떤
원인과 어떤 원리와 원소로부터 생겨날 수밖에 없고 다른 것들로부터는
생겨날 수 없는지’를 아는 앎은 영혼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5)

6)

5) ibid., 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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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이 실존하지 않을 겨우 그 사물의 존재에 대한 앎은 불가능
하지만 사물의 원인과 속성에 대한 앎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문이란 대
상의 실존에 대한 앎이 아니라 대상의 원인과 성질에 대한 필연적 앎이
다. 이런 성질을 표현하는 학문적 명제는 대상의 실존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연적 진리성을 지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학문적 명제의 가언
성은 학문적 앎의 성격 자체가 유보적, 제한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힌다.
학문적 명제의 가언적 성격이 이렇다면 학문적 명제는 현실과 관련 없
는 논리적 필연성만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존
재하는 대상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존재여부를 필연적
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상들이 존재하는 한 필연적 성질을 갖
는다. 앞에서 언급한 예에서 보듯이 소화불량의 상태의 담즙이 과에게 있
다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른 원리의 개입 없다면 이에 따른
결론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현실 자체가 제한된 필연성을 갖
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적 명제는 이런 제한된 필연성을 갖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문적 명제의 가언적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학문적 명제가 현실
과 유리된 논리적 필연성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신앙이 분리된다고 해도 신앙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렇게 학문적 명제는 특정한 조건에 제한함으로써 설
령 신앙의 진리에 어긋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제를 폐지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이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이러한 가언적 성격을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에 적용할 수
있다. 어떤 학문이든 자기 분야의 한정된 원리에 따라 가언적 필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가언적 필연성을 갖는 학문적 명제는 한정된
필연성을 갖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원리나 차원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 서로 다른 차원끼리 모순될 리
도 없다. 따라서 이중진리론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세워지면 이성과 신앙은 확실한 분리의 길을 걷는다. 학문
은 자기 원리에 따른 논증만 신경 쓸 뿐 신앙의 진리를 의식할 필요가 없
다. 이렇게 이성이 자기 연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이성의 독립성은 14세기 오캄에서 더 분명해지며 근대 자율적
6)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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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길로 나가게 된다고 본다.
필자는 보에티우스가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신앙에 독립적
인 자율성을 확보한다고 본다. 이성이 제한된 원리를 근거로 삼아 결론을
추론한다. 이렇게 추론된 명제는 그 자체로 진리는 아니지만 근거를 전제
로 삼아 필연적 진리라고 한다. 그렇지만 제한된 원리와 상위의 원리라는
근거가 다르므로 이성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을뿐더
러 이중진리론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가언적인 학
문적 명제가 현실을 규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자체가 제한된 필
연성을 본질적으로 갖기 때문이다. 이런 가언적 명제는 제한된 현실을 규
정한다는 것이다.
가언적 필연성을 갖는 학문적 명제는 신앙의 진리와 대립하면서도 현
실에 대한 적극적 규정성을 갖는다. 필자가 이성의 한계에서 자율성을 갖
는 것으로 보에티우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장이 성립해야 한다.
이 주장이 성립하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한정된 원리에 따
른 필연적 명제로서 가언적 명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정된 원리에 따르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적이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각 차원을 넘어선 판단활동을 한다. 이런 결론은 필연적 진리
다. 물론 다른 원인의 개입에 의해서 실제적인 인간들이 판단이라는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본질이라는 한정된 원리에 따르
기 때문에 제한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
단을 내린다는 필연적 진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례는 필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 같다. 물론 필자가 보기에 허
술한 사례로 자기 논지를 대변하거나 강화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거부
할 수도 있다. 어떻든 이 경우가 필자의 논지를 강화시킨다고 해보자. 그
런데 이와 같은 가언적 필연성을 신앙의 진리로서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다른 차원의 원인이 개입하여 구체적 인간이 판단기
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의 특별한 의
도 아래 인간의 판단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실제적 반례가 있다고 해서 인간 본질에 따른 필연성을 거부하
겠냐는 것이다. 다른 어떤 학문이나 신앙의 차원에서 인간 이성이 판단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겠냐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가언적
필연성을 갖는 학문적 명제는 구체적 개별사례에서 실현되지 않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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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우가 있을지라도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특정한 원인에 따라 추론된 결론인 가언적 명제가 존재 그 자체를 규
정하는 신앙의 진리에 대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특정한 원인이 존재한
다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이 있고, 그것이 현실성을 갖는다면 이에 대
한 규정이 존재 그 자체에 어긋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수학적 진리가
제한된 본질에 따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과
어긋날 수 없다. 1=1=2라는 규정이 어떤 다른 상위의 원리에 따른 규정이
라고 하더라도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겠는가? 특정한 본질이 자신의
본질 안에 실존을 포함할 수 없지만 자기 본질에 따른 필연적 성질을 포
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이 이런 본질에 따라 특정한 성질을 추론한다
고 할 때 그런 필연성이 존재 자체의 성질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가?
예를 들어 물체는 무게를 갖는다. 물체는 떨어진다. 불은 어떤 것을 태
운다 등은 불이나 물체의 본질에 대한 규정들이다. 이런 본질에 따른 현
상들이 실제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
들의 본질에 따라 그런 성질들을 필연적으로 갖는다. 이들을 가언적 필연
성을 갖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명제들이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과 어긋날 수 있는가이다. 상위의 원리를 다루는 신앙의 진리
에서 이런 명제를 부정하는가? 물체가 존재하는 한 무게를 갖고, 불이 존
재하는 한 다른 것을 태우는 성질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는가? 그렇
다면 특정 본질에 따른 규정이라고 해서 가언적 필연성이라고 하고, 존재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상위의 원리에 따른 절대적 규
정인 계시 진리에 어긋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와 관련된 토마스 아퀴니스 입장을 살펴보자. 이 세계는 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무에서 창조되었다. 피조물은 원천적으로 그 자체로 필
연적일 수 없다. 신의 자유의지에 걸린 우연적 존재다. 그런데 신은 피조
물에 본질을 부여하여 본질에 따른 필연적 성질이나 우연적 성질을 갖게
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이런 본질을 갖고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이지
만 인간이란 본질을 갖는 한 필연적으로 이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키에 몸무게를 갖는 것은 우연적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갖는 필연적 성질은 신의 섭리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아무리 학문적 명제를 가언적이라고 하더라도 계시 진리에 어긋날
수 없는 것이다.
7)

7)

서병창, ｢신의 섭리와 제2원인자에 관한 고찰｣, 중세철학 제2호,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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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조물의 제2원인자의 질서 아래 필연적인 것이지 그자체로 필
연적인 것이 아니므로 신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있다. 자연 법칙이 신의 특별한 개입으로 지켜지지 않는 기적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2원인
자에 따른 질서를 파악하는 학문적 명제가 계시 진리와 대립한다고 할
수 없다. 자연의 질서 역시 섭리 아래 있고, 신의 특별한 개입 역시 섭리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질서는 그자체로 옳지만 신의 특별한 개입으
로 자연질서를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자의 대립은 대립이 아니라 상위의 원리에 의해서 종
합된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섭리에 따라 직접 최종 사태를 일으킬 수 있
고, 피조물의 본질에 따라서 필연적이거나 우연적인 사태로 일으킬 수 있
다. 학문에서 밝히는 제한된 원리에 따른 규정은 피조물의 본질에 따른
필연적 성질을 밝힌 것이다.
보에티우스는 특정한 본질에 따른 필연적 성질이기 때문에 가언적 필
연성이라고 한다. 특정한 본질에 따른 성질이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성질을 규정하는 신앙의 진리에
어긋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한 본질을 갖는 현실에 대한 규정을 내린
다. 이런 주장이 모순인 것 같다. 특정한 본질에 따른 필연적 성질을 규정
한다면 존재 자체의 성질에 어긋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절대적
규정인 신앙의 진리에 어긋날 수도 없다.
이런 문제 제기에 보에티우스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가? 물체가 있고
물체의 원리에 따라 운동은 항상 운동의 수용체가 있고 이런 수용체에
앞선 운동자의 작용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운동이 생기기 위
해서는 앞선 운동체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선 운동체의 운동
역시 또 앞선 운동체의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어떤 운
동도 새로운 시작일 수 없고 앞선 운동체의 운동의 산물이다. 이런 방식
으로 또 다시 앞선 운동체의 운동을 요구하게 되면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질료를 갖는 물체라는 자연의 원리에서 세계의 영원성을 이끌어낸다
면, 이러한 세계의 영원성은 가언적 필연성이 되고, 세계의 시작이라는
계시 진리는 존재 그 자체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가언적 필연성을 갖는 학문적 명제는 신앙의 진리와 대립되지만 한정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필자의 논지에 부합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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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새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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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
최초
일수

어
로
동이 되는 다른 동이 그 로
동에 선 하
는다면,
자연은
어
로
동 야기
다. 그
동에 다른 동
이선
는 다. 다른 동이 선 한다면
동은
동이 아
말이다. 그러 로 자연을 제
리로 는 자연학자는
동이 로
것이라고 자신의 리에 의 하 주
다. 전제는 분 하다. 질 적 자
연은
타자에 의해 작용을
고서는 로 그 어 작용
기
때문이다. 질 적 자연은
의 동자
다.
체생
자가 어 게
의 동자
있는가?8)

질료적 자연은 운동이 새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앞선 다른 운동이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생성된 존재자는 앞선 운동자에 의존하므로 최초의 운동
일 수 없다. 이렇게 생성된 존재자가 시간의 시작을 가질 수 없다. 질료적
자연을 제일 원리로 삼을 때 시간의 시작을 가질 수 없고 세계의 영원성
을 주장하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자기 아닌 것에 의해 새로운 운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선 운동자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질료를 갖는
자연적 사물의 원리에 따른 필연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계열이 무한히 진행될 수 없으므로 제1동자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로부터 명백히 드러나는바, 새로운 운동의 원인에 해당하는 어떤 운동이 그
새로운 운동에 선행하지 않는다면 자연학자는 그 어떠한 새로운 운동도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세계 안에 [새로운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어떤 최초 운동을
가정할 수밖에 없기는 하므로-하나가 다른 것에 대한 원인인 그러한 운동들에서
[운동의 원인을 찾는 일이] 무한히 나아가는 일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자
연학자는 자기 학문과 자신이 사용하는 원리로부터 최초의 새로운 운동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9)

이 최초의 운동은 더 이상 새로운 운동일 수 없다. 최초 운동이 새로운
운동이기 위해서는 앞선 다른 운동에 의존해야 하므로 새로운 운동일 수
없다. 자연학에서 사물의 운동은 앞선 운동에 의존하면서 궁극적으로 영
원한 제1동자에 의존한다. 이러한 명제가 자연학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으
로 이끌어지는가?
이러한 명제가 필연적으로 이끌어져도 계시 진리에 의해 부정될 수 있
다고 보에티우스나 필자는 간주한다. 그런데 논평자는 특정한 원리에 따
라 이끌어진다고 해도 필연적이라면 존재 자체의 진리에 어긋날 수 있는
김율 철학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 중세철학 제17호, p. 291.

8)
, ｢
9) ibid.,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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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정한 원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필연적 명제라
면 존재 자체에 부합하므로 신앙의 주장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학에서 사물의 운동은 다른 사물의 운동에 의존하면서, 궁극적으
로 영원한 제1동자에 의존한다. 과연 이 명제가 필연적으로 성립하는가이
다. 만약 운동의 의존계열에서 무한퇴행이 불가능해서 운동의 제1원인자
가 있다면, 사물은 다른 선행하는 사물의 운동 없이 제1운동자에게 직접
의존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물의 새로운 운동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앞선 사물의 운동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운동의 제2원인자 없이 제1운
동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물이 운동하기 위해서 제1운동자에 직
접 관계를 맺는다면 반드시 앞선 운동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이다.
그리고 한 사물의 운동이 있기 위해서 앞선 사물의 운동이 필수적이라
고 한다면, 이것은 무한퇴행을 허용해야 하지 않는가? 제2원인자의 계열
이 무한히 진행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사물의 새로운 운동이 있기
위해서는 앞선 사물의 새로운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
는다. 이 원리와 무한퇴행의 불가능성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양
립할 수 없는 원리들을 갖는 자연학의 명제들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없
지 않는가? 자연학의 영역에서 운동의 영원성이 필연적인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자연학의 차원을 넘어선 형이상학의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존재의 가
장 보편적 원리를 따진다는 형이상학에서도 세계의 영원성이 필연적이라
는 것을 확정할 수 없으며, 세계가 시간의 시작을 갖는다는 것도 필연적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무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과정에서 둘 모
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입장 모두 필연적이
지 않다는 것을 논증한다. 물론 형이상학의 차원에서는 자연의 제일 질료
를 전제하지 않고, 질료의 발생 자체를 문제 삼게 된다. 그럴 경우 제1원
인자에 의해서 시간의 시작을 갖게끔 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시작이 없이 창조될 수도 있다고 본
다.
10)

10)

창조와 세계의 영원성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은 위에서 사물의 운동이 다른 사
물의 운동에 의존하면서 제1운동자에 의존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가는 비판에 어긋난다.
다시 말해서 무한퇴행의 불가능성과 세계의 영원성이 양립할 수 있는가이다. 양자의 양립
가능성은 자연학의 영역이 아니라 형이상학 차원에서 반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수평적
의존계열과 수직적 의존계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서는 무한퇴행을 허용하지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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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정한 원인 아래 이루어지는 학문의 가언적 명제들이 필연
적이라면 존재 자체의 관점에서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였
다. 그런 가언적 명제들이 실제 존재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서 가언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의 성
질을 규정한다면 신앙의 진리에서도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는 학
문이든 신앙이든 하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에티우스가 한계 내에서 이성과 학문의 자율성을 확보한 것
으로 평가한다. 특정 학문이 자기 분야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끌어
낸 결론은 외적 권위에 상관없이 진리라는 것이다. 더 이상 학문이 외적
권위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학문은 한정된 원리
나 조건에 따른 필연성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성에 의해 이끌어진 학문의 진리와 신
앙의 차원을 분리해서 양자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오늘날 신앙을 내세워 학문의 진리를 억압하거나 특정 과학이론
을 절대화하여 신앙의 차원까지 적용하여 왜곡하는 행태를 비판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다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양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될 때 생긴다. 학문의 명제와 신앙의 진리가 서로 어긋나게 보일지라
도 다른 차원이므로 상관없다는 것은 이성적 인간을 혼돈스럽게 만든다.
제한된 원리에 따라 참이지만 상위의 원리에 따라 거짓이라는 것이 합리
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차원이므로 모순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왠지 깨름칙하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런 혼돈은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해명을 누가 해
야 하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이다. 철학의 정신은 자기 학문의 원리나
전제에 갇히지 않는다. 자기 전제까지도 반성을 하는 것이 철학이다. 자
기를 부정하는 작업에서까지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철학적 활동이
다. 다른 학문의 연구자와 달리 철학자는 자기 경계를 뛰어넘어서 진리가
문제되는 상황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서론에서 제기
한 진화론과 소위 ‘지적 설계론’ 같은 유사 과학이론을 과학 교과서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 종교와 심리학, 미학까지도 진화론의 관점
에서 규정하려는 문제 등을 누가 정리하고 해명하겠는가? 철학은 철학
자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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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차원이 있으면서도, 경계를 넘어선 영역에 대해서까지도 탐구하
지 않을 수 없다. 철학은 진리 일반을 따지고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은 부정하기 어렵다. 진화론이 제시됨으로써
혁신적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이로 인해 생기는 변화는 클 것이다.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크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양자
가 모순인가? 아니다. 보에티우스 주장대로 생물학의 원리에 따라 진화론
은 필연적이고 상위의 원리에 따라서 진리가 아닌가? 이것도 아니다. 종
교에서도, 존재 그 자체에 따라서도 진화론은 상당히 유력한 필연적 진리
다. 반증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과학 이론 못지 않는 유력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 진화론과 창조론이 모순 대립하지 않고 양자 모두 진리라고 한다
면 역시 혼돈을 낳는다. 이런 혼돈을 정리하고 해명할 책임이 철학자에게
있지 않는가? 존재와 생명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는 관점에서 진화론이 맞
다면, 존재와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가는 관점에서 창조론이 맞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종교와 신앙의 차원에서
말하는 창조론이 진화론과 어떻게 양립가능한 지를 해명할 수 있다고 본
다. 보에티우스처럼 특정한 원인에 따른 해명이라는 점에서 가언적 필연
성이지만 그자체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주장은 과학과 신앙이 다른 차원
이므로 양자가 모순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특정한 원리에 따른 한계와 그 자체로 성립한다는 것 이외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양자의 대립이 해소되고 혼돈에서 벗어난
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철학자라면 이런 혼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만약 보에티우스 주장이 진리는 하나라는 입장을 포기한다면 그런 관
점에 따라 보에티우스의 주장이 갖는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자연학의
관점에서 이끌어진 결론이 다른 학문이나 종교의 관점에서 이끌어진 결
론과 다를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대상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는 것
이다. 관점에 따라 구성된 대상이 다르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모순에 빠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관주의적 상대주
의적 입장이라면 보에티우스 주장에 비판을 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
나 보에티우스가 ‘절대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보에티우스가 모든 학문을 특정한 원리에 따른 추론이고, 그런
한에서 가언적 필연성이라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존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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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신앙이나 계
시진리만이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한다면 말이다.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규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오직 계시로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학문의 차원에서는 다른 분야와 대립되어도
모순이 아니며,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르면 각 학문
이 규정하는 대상이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다른 관점에 따라
구성된 대상이 동일한 대상일 수 없다. 그럴 경우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해
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학문의 영역에서 서로 대립되는 명제를 상위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통합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상대주의에 빠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보에티우스 입장을 실제적으로 학문적 명제가 진리며, 근
거 없이 계시로 주어진 진리는 단지 믿음의 차원일 뿐이라고 간주했을
가능성이다. 학문적 명제만이 실제로 진리이고 종교의 교리는 어쩔 수 없
이 인정해야만 하므로 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종교가 세력을 갖는 그
당시에는 겉으로 드러나게 계시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학문적 명제만이 실제적 진리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학
문 간에 대립적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른 다른 원리에 따른
주장이므로 모순이 아니고,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할 일이 아
니라고 할 것인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원리에 따라 다른 규정을
내리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현대적 관점에서 보에티우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필자의 주장대로 이성의 한계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에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관점이나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철학의 차원에서는 보에티우스의 주장이 소극적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가언적 필연성이 존재 그자체로서는 진리가 아니지만 존재
에 대한 실질적 규정을 내린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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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진리론과 전제의 차이

: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립

이 경 재

*
11)

1. 서론

이중진리론(twofold truth)이라는 용어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
는 두 명제 모두를 진리로 주장하는 입장을 의미한다면, 과연 그런 입장
을 취한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싶을 만큼 그것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입
장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이러한 이중진리론을 주장했
다고 일컬어지는 일군의 사상가들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양 중세 스콜
라학의 전성기인 13세기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라틴 아베로에
스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13세기의 단죄들에서 이미 이들이 이중진리를 주장
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발견할 수 있다. 1277년 단죄는 그 서두에서 이들
이 “가톨릭 신앙에 따라서가 아니라 철학에 따라서 참되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두 개의 모순적 진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를 이어받아 오늘날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이중진리
론자로 각인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회자되는 것은 망도네
(Mandonnet)인데, 사실상 이들에 대한 망도네의 평가는 보다 더 극단적
인 것일 수도 있다. 신학과 철학이 충돌할 경우 신학의 진리를 따라야 한
1)

2)

3)

백석대학교 교수.
이것이 ‘이중진리’에 대한 유일한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병창은 이중진리라
는 용어의 의미가 적어도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병
창, ｢신앙과 이성의 관계와 이중진리론｣, 중세철학, 2011, 153-154 참조.
2) J.F. Wippel, "The Parisian Condemnations fo 1270 and 1277", A Companion to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ed. J.J.E. Gracia & T.B. Noone, Blackwell Publishing, 2003, p. 68; 방
스텐베르겐, 토마스 아퀴나스와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재룡 옮김, 성 바오로출판
사, 2000, 124.
3)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이중진리론자로 평가하는 망도네(Mandonnet)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는 박승찬, 서양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사, 누멘, 2010, 280-281쪽; 이재경, ｢시
제 브라방과 이중진리론｣, 226쪽; 서병창, ｢신앙과 이성의 관계와 이중진리론｣, 152-15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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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시제 브라방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중진리론자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이 고백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의심은 곧 이중진
리 주장이 사실상 신학의 진리에 우선하는 철학적 진리의 절대성 주장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책으로 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망도네 식의 해석은 이미 극복되었다고도 보고된다. 라틴 아베로
에스주의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중진리론을 주장하는데 까지 나아
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이러
한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왜곡을 바로잡았다고 평가되는 인물이
페르낭 방 스텐베르겐(Fernand Van Steenberghen)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최근의 연구들 역시 이들이 이중진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또한 탁월한 토마스주의자이자 중세철학 연구가인 질송
(Etienne Gilson) 역시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철학의
결론과 신학의 결론이 동시에 서로 모순되면서도 둘 모두 진리라고 주장
한 사람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질송은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이중진리를 주장했다는 평
가가 역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철학적으로는 정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 중 그 누구도 이중진리를 주
장한 사람은 없지만, 그들이 주장은 사실상 이중진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철학적으로 옳다’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주
장이 신학이나 그리스도교 진리의 확실성에 대한 반대를 명시적으로 포
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은 철학과 신학 사이의
갈등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철학적으로 필연적인 결론
들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가르침과 모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질송의 이러한 지적은 매우 흥미롭게 보인다. 이중진리 주장은 곧 신학
과 철학, 신앙과 이성 사이의 화해될 수 없는 충돌을 함의하는 만큼, 이중
진리의 철회는 곧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사이의 화해와 질서를 함의
4)

5)

6)

7)

4)
5)

방 스텐베르겐, 토마스 아퀴나스와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106-109 참조.
이재경, ｢보에티우스 다치아와 이중진리｣, 범한철학 58, 2010, 55-77; ｢시제 브라방과 이중
진리론｣, 중세철학 9, 2003, 221-245; 서병창, ｢신앙과 이성의 관계와 이중진리론 ― 시제
와 토마스를 중심으로｣, 중세철학 17, 2011, 145-183 참조; 김율, ｢철학의 진리와 신앙의 진
리｣, 중세철학 17, 2011, 272-325.

6) E. Gilson, Reason and Revelation in the Middle Ages, Charles Scribner's Sons, 1966, p.
58.
7) E, Gilson, History or Christian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PIMS, 1955,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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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아무도 이중진리를 주장하지 않
았다는 것은 아무도 신학과 철학의 충돌과 갈등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
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한 충돌과 갈등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
으로부터 실제로 아무런 충돌과 갈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
다. 이중진리를 의도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중진리를 내포하는 문제의
식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논문은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실제로
이중진리를 주장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중진리 혐
의의 배후에서 그것을 일으키게 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 즉 그 배후에 놓
인 세계관적 갈등 내지는 전제의 대립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중진리 공방
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어서 이들을 둘러싼 이중진리
공방이 과연 어떤 전제들 혹은 세계관들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인지
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문제상황

세기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처한 어려움은 자신들이 철학적 혹
은 학문적 방식에 따라 확립한 결론들 가운데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에는 진
리가 하나이며, 신앙과 이성은 서로 조화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모
든 진리는 동근원적으로 신에게서 유래되는 것이며, 따라서 신이 자기모
순을 범하지 않는 한 서로 병립할 수 없는 복수의 진리가 존재할 수는 없
다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한 명인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잘 정리되어 표현되고 있다. 우선
동일한 진리를 여러 학문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한다.
13

8)

… 동일한 진리,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진리를 천문학과 자연학이 모두
증명할 수 있다. 천문학은 수학적으로 다시 말해 질료로부터의 추상에 의해 증명
하고, 물리학은 질료 그 자체에 의해 증명한다. 그러므로 자연이성에 의해 알려질
수 있는 한 철학적 학문들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이, 동시에 계시의 영역에 해당하
는 한 다른 학에서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9)

와이스헤이플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 이재룡 역, 성바오로, 1998, 421쪽 참조.

8)
, 
9) ST., I, q.1, a.1, a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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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서로 다른 학들은 제 각각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서로 다른 관점과 방식에 따라 표현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문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저마다의 목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인용문은 오직 자신이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영역 내의 사안에 대해서만 자기 방식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러 학문에서의 진리 주장이 서로 충돌
하거나 모순될 수 없음도 명시한다.
앙 오류 성 없 진 근거
결코 증명될 수 없
앙 맞
일 수 없 지 대답될 수

진

반대
증명
명

신 은
가능 이 는 리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에
되는
것은
기 때문에, 신 에 서 제시되는
(proof)들은
(demonstration)
는 고 단
있는 논 들이라는 것이 분 하
다.10)

증

입증

이 인용문은 우선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진리는 둘일 수 없다는
것과, 신앙의 진리보다 더 진리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인용문은 진리가 아닌 것 혹은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
는 것과, 따라서 신앙의 진리와 불일치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임이 증명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므로 위의 두 인용문에 나타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일 진
각
론 내릴 수
여
진 반대
앙 진
앙 진
일수없

여

루
절히 룰 수 대상 대
식대 결
루 지 진
순될 수 없
증명
최 진
양립할 수 없
진 장 실
증명된

ⓐ 동 한 리를 러 학문에서 다 는 것이 가능하다.
ⓑ
학문은 자신이 적
다
있는
에 해서만 자기 방
로
을
있다.
ⓒ 러 학문에서 다 어 는 리들은 서로 모
다.
ⓓ 리에
되는 것은
이 불가능하다.
ⓔ 신 의 리가 고의 리다
ⓕ 신 의 리와
는 다른 학문의 리주 은 제로는
것
다.

이 기준을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었던 세상의
영원성 문제에 적용해 보자.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으로서 시간적 시작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의해 진리로 긍정된다. 그런데 세상에 시간적 시작이
없다는 세상의 영원성 주장은 이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정리
중 ⓔ를 인정하는 한 ⓒ에 의해 거부되어야 하며, 그것이 증명될 수 있다
10) ST., I, q.1, a.8,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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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주장 역시 ⓕ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진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중진리를 주장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자신
들의 주장이 신앙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포기하
거나 폐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 와이스헤이플의 표현대로 하
자면 — 자신들의 결론이 설령 “신앙의 진리에는 모순된다 하더라도 참된
철학에 필요한 결론들이라고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
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결론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맞서는 또 하나의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모습 — 위
정리 가운데 ⓕ를 위배하는 듯 보이는 — 을 보이고 있다. 13세기의 대표
적인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인 보에티우스 다치아(Boethius of Dacia)와
시제 브라방(Siger of Brabant)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
자.
11)

1) 보에티우스 다치아

보에티우스의 주요 저작들을 번역·출판한 위펠(J. F. Wippel)에 의하면,
자연학자가 세계의 시작을 증명할 수 없다는 보에티우스의 주장은 “특정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는 오로지 그 학문의 원리들로부터만 어떤 것을 근
거짓거나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바로 이 원리의 연장선에서 보에티우스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철학적 증
명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세상에 시간적 시초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에티우스는 자연학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의 진
리에 대해서는 설령 자신이 알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을지라도, 단순
히 모른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모르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단순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진리는 하나이므로 두 학문 가운데 어느 하나는 증명을 하고 다른 하나
는 증명하지 못할 경우, 중명하지 못하는 학은 증명하는 학의 결론을 수
12)

와이스헤이플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

쪽

11)
, 
, 421 .
12) J.F. Wippel, "Introduction", in Boethius of Dacia: On the Supreme Good, On the Eternity
of the World, On Dream, PIMS, 198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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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읽힐 수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보에티우스
가 하나의 진리에 대한 견해를 확고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에티우스는 자연학지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결론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렇지
원 상 거나

원 터 근거지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앎 괴 진리들, 그런 진리들은 그가 부정해

그
만 자연학자가 자신의 리로부
그의 리와 치되
그의 을 파 하는
야만 한다.13)

자신의 진리를 파괴하는 다른 진리주장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이 인용
문의 주장은 곧 ‘하나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가 자연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학의 진리를 파괴하는 진리의 예로서
보에티우스 스스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
의 주장을 들 경우, 자연학은 부분적으로나마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에
우선하여 자신의 결론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자연학은 그 자신의 원리에 의해 진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한에
서는 자신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학자는 자신이 확립할 수 없는 영역인 신앙의 진리에 관한 한 그
것을 그저 수용해야 하되, 단지 신앙의 진리가 자신의 진리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래야 한다는 이러한 태도는 다소 자기 모순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연학은 세상의 시작이 있다는 신앙의 진리를 그저
수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시작이 있다는 진리주장은 자연학 자신
의 원리에 따르는 결론 즉 세상에 시작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파괴하
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이중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모순적 태도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둘 모두를 진리로 인정하는 소위 이중진리일 수 있다. 실제로 보
에티우스는 ‘동시 성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후에 이중진리론이
라는 혐의로 단죄되는 다음의 진술을 한다. 하지만 이 진술이야 말로 그
가 이중진리를 주장하려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텍스트이기
도 하다.
대
렇지
성립 듯

음 같
최초 운 세계 새 운
원인
원
새 운
니
깊 헤 려 본 세계 최초 운 새 운

이에 해서는 다 과 이 말해야 한다. “
동과
가 로 것이다”
와 “그
만 자연적
과 자연적 리에 의해서 로 것은 아 다”가 동시
에
하 이, 주의 게 아
다면 “
와
동이 로 것이다”라
13)

보에티우스, 세계의 영원성에 관하여, 351, 김율 역, ｢철학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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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계 최초 운 새롭
참
명
성립
세계 최초 운 새
운
사실
세계 최초 운
원
새 운
사실
세계 최초 운 새
운
니
결론 절대
거짓

는 제와 “
와
동이
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연학자는 을 말하고
있다”라는 제는 동시에
한다. 왜냐하면 자연학자는
와
동이
로 것이라는
을 자연학자로서(sicut naturalis) 부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그는
와
동이 자연적 리로 말미암아(ex principiis naturalibus)
로 것이라는
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와
동은 로
것이 <아 다>라고 하는 자연학자의
은,
적으로 이해하자면
이
다.

한 마디로 자연학자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시작이 있지만 자연
학의 원리에 따라서는 세상의 시작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단적으로는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 천동설자는 천동설의 원리에 따
라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다. 그러므로 위 인용문에서 ‘동시에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돌하는
두 명제가 아니라 충돌하지 않는 두 명제이다. ‘지구가 돈다’와 ‘지구가 돌
지 않는다’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와 ‘천동설에
서는 지구가 돌지 않는다’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의미다. ‘세상의 시작이
있다’와 ‘자연학의 원리에 의하면 세상의 시작은 있을 수 없다’ 역시 마찬
가지다. 보에티우스의 이 저작을 번역하고 해제한 김율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자연학자의 부정은 단적인 부정이 아니라 ‘제한적 부정’이며, 자연학
의 원리 안에서의 부정일 뿐 자연학의 원리에 갇히지 않는 단적인 현실
전체의 견지에서는 창조 관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자연학의 원리라는 한계 내에서 신앙의 진리에 위배
되는 진술을 하는 것이 곧 신앙의 진리의 단적인 진리치를 부인하는 것
이 아닌 한, 서로 충돌되는 듯 보이는 이 두 영역의 진술은 사실 충돌되
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둘 모두를 지지한다는 것이 이중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2) 시제 브라방

자연학자로서’라는 한계 안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신앙의 진리를 우선
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연학의 원리라는 제한 속에
서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는 보에티우스와 마찬가지로 시제 브라방 역시
우선적으로는 신앙의 진리가 진리로서의 우선성을 지니며, 이성은 단지
자신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

14)

김율, ｢철학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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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다. 우선 그는 13세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성단일성론 관련 저작인
지성적 영혼에 관하여 제7장 서두에서 자신의 의도가 진리 자체보다는
철학적 체계에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우
인
대

착수
성 경험
악될 수 도록
도 탐 함 써 상세히 찰

속

리는 철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철학자의 문제에 하는 한,
그리고 간 이 과
에 의해 파
있
, 그것은 리 다는 이 문제
에 한 철학자들의 의 를 구 으로
고 되어야 한다.15)

진 보

다시 말해 시제 브라방은 지성단일성에 관한 자신의 탐구가 진리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기보다, 이 문제와 관한 철학자의 논변들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저작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맺는다.
이런 어려움들과 다른 문제들 때문에, 나는 앞서 말한 문제에 관해 자연적 이
성의 견지에서 주장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오랫동안 나 자신 스스로 의심해 왔음을 말한다. 그러한
의심에 대해 인간의 모든 추론을 넘어선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
16)

이런 어려움들과 다른 문제들”이 단순히 외부의 공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 마지막 구절에서 시제가 철
학적 견해와 충돌하는 경우 신앙의 손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시제의 다음 글은 신앙의 진리에 맞서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를
더 분명하게 명시한다.
“

17)

우

지성 영 육 결 대
장
견 성 운 앙 믿음 순된 우
대 도 마찬 지 성 운 앙 믿음 호

리는 철학자가
적 혼과 체적 합에 해 이것을 주 했다고 말한
다 — 그러 철학자의 의 이 스러 신 의
과모
다면, 리가 타
의 문제들에 해서
가 로 그 스러 신 의
을 선 한다.18)

나

여

이재경 역, ｢시제 브라방과 이중진리론 ― 지
성적 영혼에 관하여 제 장 쪽
위글 쪽
세기에 전개된 지성단일성론 논쟁의 흐름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스톤(M.W.F. Stone)은
시제 스스로가 자신의 이론이 지니는 난점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
다. 또한 필자 역시 다른 글에서 시제의 이 어려움은 사실상 “인간 개개인은 사유하는 존재라
는 경험적 사태와 인간은 육체와 감각을 포함한다는 경험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론이 제시된다면, 이론을 위해 경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을 위해 이론을 수
정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이론을 택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이고 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M.W.F. Stone, "The soul's relation to the body", History of the
Mind-Body Problem, T. Crane & S. Patterson ed., Routledge, 2000, pp. 44; 이경재, ｢시제
브라방과 13세기 지성단일성 논쟁｣.

15) Siger of Brabant, De anima intellectiva, 7,
 7 ｣, 229 .
16)
, 243 .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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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성과 철학에 대한 신앙과 신학의 우위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
하고, 시제 역시 보에티우스와 마찬가지로 이성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 한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한 논문은 계시와 철학이 상충할 경우 시제 브라방은
계시가 진리이고 철학은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철학
의 결론이 계시에 어긋나기 때문일 뿐이지 철학 자체의 내적 이유 때문
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철학은 신앙이나 신학에 의해 외적으
로 간섭받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진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신학의 진리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조차 그 굴복이 자신의 내적 결함 가능성을 인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시제는 신학과 철학이 충
돌할 경우 신앙의 진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중진
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중진리를 주
장한다는 혐의를 끊임없이 받는다.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 진리이지만, 신
학의 진리가 철학 자체의 고유한 논증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주장
하기 때문이다.
19)

3. 가설적 상황에 비추어 본 신앙의 진리 인정
(신앙의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

1) 진리 주장의 대립들

이상에서와 같이 보에티우스와 시제 모두 신학과 철학이 충돌할 경우
신학에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철학이 자신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는 자신의 결론을 주장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 안에
서’ 자신의 결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말 그대
로 ‘단적으로’는 신앙의 진리가 참이지만, 그러한 신앙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학의 원리 안에서 혹은 철학의 한계 안에서는 ‘필연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시제의 주장 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20)

이재경,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과 13세기 지성단일
성론 논쟁 가톨릭철학
에서 재인용.
서병창 신앙과 이성의 관계와 이중진리론｣, 161쪽 참조.
시제는 철학의 주장이 필연적이지만 계시에 어긋나서 진리가 아니”며, 인간이 이끌어낸 필
연적 진리도 계시에 어긋나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신학의 진리 앞에서 자
신의 진리주장을 철회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학의 결론은 철학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병창, ｢신앙과 이성의 관계
와 이중진리론｣, 161 참조.

18) De Anima Intellectiva 3, 88.50-4.
｣, 
 3, 174
19)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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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느 한 학문에서의 결론이 보다 상위의 학문에 의해 부인
될 경우, 그 결론은 물론이고 그 결론을 산출한 학문의 원리와 관점 자체
가 상대화되면서 조정과 변화를 겪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에티우스와 시제의 경우 철학은 신학과 충돌하 경우 신학에 진리를 양
보하는 것 같으면서도 외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신학에 의해 아무런 내적
변화를 겪지 않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해 철학은 신학의 힘에 굴복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이중진리를 주장했는가의 여부와 별도로 신학의 진리에
대한 이들의 인정이 과연 진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든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상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① 기원전 2세기 이후의 천동설-지동설 대립
② 16세기 천동설-지동설 대립
③ 현대의 천동설-지동설
④ 빛의 입자설-파동설 대립
①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르쿠스(Aristarchus)에 의해 지동설이
제시되어 천동설과 대립했다. 이 대립에서의 최후 승자는 기원후 2세기
프롤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었다. 당시 이 두 입장은 모두 자신들의 견해
를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험적 확인이 가능한 문제이
지만 당시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지구와 태양의 운동을 관찰할
제3의 시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입장에서 이 문
제는 토마스 쿤이 지적하는 것처럼 패러다임의 문제 즉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방식의 문제였다. ② 16세기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패러다임
대립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이를 넘어선다. 한 쪽에서 자신의 결론이 옳다
는 데 대한 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③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에는 이 문제는 더 이상 패러다임의 문제가 아니다. 관찰을 통한
확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입자설-파동설의 대립은 경험적 사실에 의
해 그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날 수 있는 관점들의 대립이 아니다. 빛이라는
사태 자체가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둘
사이를 판가름해 줄 보다 근원적인 사실 혹은 사태라는 것이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이 경우는 천동설-지동설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입장들 사이의 대립이라는
점에서는 ①의 경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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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③의 경우를 제외하면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진리의 자리를 내주면서도 여전히 내적으로는 진리가 상대방보다 자신에
게 있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모두 상대방이 진리임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④의 경우는 두 입장 모두 자신의 결론이 주어
진 문제에 대한 조건적인 대답일 수 있을 뿐 최종적 대답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①과 ②의 경우에는 입증이 원
칙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이나 증거의 확보 여부에 따라 그
시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진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②의 경우 갈릴레오는 경험적 증거들에
의해 자신의 견해가 입증된다는 생각에 따라 표면상으로는 자신의 지동
설을 후퇴시키면서도 여전히 진리는 자신 쪽에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2) 신앙의 진리에 대한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인정 혹은 무관심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신학과 철학이 충돌할 때 신학과 신앙의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까? 신학적 결론이 ‘단적으로’ 진리라는 그들의 인정이, 만약 ③의 경우에
서 지동설에게 인정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세상이 그렇다는 것 — 예를
들어 세상은 정말로 시작이 있다는 것 — 에 대한 인정일 수 있을까? 만
약 그렇다면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잘 아는 21세기의 누군가가
‘천동설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심각하
게 주장하는 모습이 다소 의아하게 마련인 것처럼, 이들이 ‘자연학의 원
리 안에서’ 혹은 ‘철학적으로’라는 조건 하에서 자신의 결론이 제한적으로
나마 필연적이거나 이유가 있음을 굳이 주장하려는 까닭이 의아해진다.
자신의 체계 안에서는,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결론이 필연적
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이자 참이라는 것을 실
제로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 우주의 어느 한 점에서 관찰할 경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관찰하게 되리라고 실제로 생각한다면, 천동설을 버리
고 지동설 내지는 지동설과 일관성을 이룰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문적 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①이나 ②의 경우처럼 신앙 혹은 신학이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확립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앙의 진리는
계시에서 비롯된 것일지언정 실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진리라는 것을 라
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인정하는 한, 굳이 제한적으로나마 그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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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신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결론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
장하려는 이유는, 갈릴레오의 경우에서 그 가능성을 헤아려 볼 수 있듯
이,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진리임을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실재에 관한 진
리가 신앙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설득
력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리가 자신에게 있
음을 얼마나 유효하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진리가
사실은 실재의 사실에 관한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
는 것이다. 이 가운데 더 핵심적인 사안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사실 이들의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논리적 가능성을 헤아려 볼 때,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자신들의 결론을 내세우
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견해는 적어도 다음 두 경우 중 하나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신앙의 진리를 인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
리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견해는 세상에 관한 진리나 결
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패러다임 또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데 만족하는 것이다. 만약 후자라면 그들은 자
신들의 철학적 작업이 세상에 대한 설명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데, 이들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다. 좀 더 개연적인 것은 전자의 경우인
데, 이 경우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이중진리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
주장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진리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
다. 망도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앙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
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무관하
게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적어도 신앙의 진리는 실재
의 사실에 관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가져온다. 라틴 아베로에
스주의자들이 이중진리를 주장했다는 평가는 역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지만 철학적으로는 정당할 수 있다는 질송의 말도 바로 이런 맥락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낳는 것은 바로 신앙의 진리가 실재의 사실에 관한
진리라는 것 때문이다. 이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비로소 라
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인다. 바로 이 점에서는 라틴 아
베로에스주의자들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앞서 ⓕ에
서 언급한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진리와 양립할 수 없는 다
른 학문의 진리주장은 참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명된 것일 수 없
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들은 신앙의 진리와 양립할 수 없는 자신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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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필연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를 거스르려 하기 때문이
다.
신앙의 진리가 실재의 사실에 관한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보되지 않는 한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철학은 허위의 영역으로 내
몰리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처방은 신앙의 진
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신앙에 공세
를 취하기보다 그것에 무관심을 내비쳤다. 어쩌면 이러한 무관심은 신앙
의 억압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이들의 실제 의도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들은 진리가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탐구에만 관심을 가졌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신앙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신학과
철학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앙과 이성의 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주장했다는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신앙의 진리에 대한 이
들의 인정이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들이 실
제로 추구한 것은 신앙의 진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또는 신앙의 진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영역에서의 진리탐구를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들은 신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추구했던 것이다.
21)

4.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혹은 새로운 사고방식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이러한 기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안 신학과 구별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분리된 이성과 철학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성과 철학이 신앙과
신학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세상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
어야 한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러한 학문적 태
도가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 당시에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가 중세 스콜라학계에 근본
적인 지각변동을 가져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번역·소개의 직접적 산
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유입으로 인해 중세 스콜라학계는 근본적인 지
각변동을 겪게 되는데, 이 변동의 구체적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21)

서병창, ｢신앙과 이성의 관계와 이중진리론｣, 157,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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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플라톤주의적 사고방
식과 새로운 아리스토렐레스주의적 사고방식의 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다.
전통적으로 중세를 지배했던 학문방법론은 잘 알려진 것처럼 플라톤아우구스티누스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이 사고방식의 특징은 참여론적, 즉
열등한 것은 항상 최고의 것과의 관계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 그
리고 최고의 것은 열등한 것들의 질서 안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참여론적 사고방식이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참여론적 사고방식은 세상에 대한 모든 언급이
신에 대한 혹은 신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으로 자리잡는다. 존재의 질서 즉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모두 신을
지시하는 신의 흔적들이자, 따라서 신과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가 근거지
워질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곧 신에 대
해 말하는 것이며, 세상에 대해서보다는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임무였다. 신의 존재는 자명한 것이었으며, 소위 말하는
신존재 증명 자체가 사실상 필연적 근거들(rationes necessariae)의 추구 즉
우리가 신앙에 의해 받아들여 알고 있는 진리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근거들’
을 찾는 것 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한 마디로 전통적인 중세의
플라톤-아우구스티누스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세상에 대한 언급이 항상
신에 대한 언급을 포함했다. 세상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무 의
미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세상 즉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로서의 세상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질서와 가치를
부여받은 세계로 이해된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신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도 하고 또 신과의 관계에서는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세상은 단순히 신을 지시하는 표식이나 증거들의 모음집이 아니
며, 신의 존재는 암묵적일 뿐 자명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은
신과 무관하게 인간의 지성이 그로부터 나름대로 진리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질서와 가치를 지닌 독자적 대상세계이다. 이 세상은 시간성
과 운동·변화의 세계이자, 육체들과 물리적 원인들의 세계이고, 자신들에
게 형상적으로 부여된 내적인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본성들
22)

중세 스콜라 철학, 김진태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202쪽 참조.

22) Josef Pi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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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철된 세계다. 세상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신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지 않게 되었다.
경험적 자연세계 자체의 위상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 철학의 의미도 변
했다. 철학은 여전히 믿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
부는 아니었다. 철학은 이제 세상에 대해 말하기 위해 신앙을 반드시 전
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전에 이성의 역할은 신앙이 세상에 대해 하
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제 철학은 세상에 대한
신앙의 진술과 무관하게, 그러면서도 유효하게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진리
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스콜라학계가 마주한 갈
등의 사태는 바로 이것이다. 주어진 특정한 명제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
이전에,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해와 진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신이나
신앙의 진리를 더 이상 참조할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한 것
이다.
불완전한 세상에 대한 이해와 언급은 반드시 완전한 신에의 언급을 포
함해야 하며,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의미 있는 모든 언급은 반드시 신과의
연관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참여론적 사고방식과 달리, 신에 대한 언급이
나 신의 도움 없이 세상 자체 안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
텔레스적 사고방식이 대두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성은 그러한 세
계 안에서 독자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되
었다. 요셉 피퍼는 이러한 이성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 유입의 관문에 서
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게서야 비로소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것
이 바로 현대적 이성 개념 즉 “인간이 마주하는 실재 현실을 파악해 내는
인간 능력”으로서의 이성개념의 등장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신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진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곧 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포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
가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던 사고방식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왜
신의 존재까지를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다. 12세기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서구 그리스도교계 유입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초래한 근본적인 계기이다.
23)

23) Josef Pieper,

윗책,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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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마스 아퀴나스와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이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당시에 이미 인식
하고 있었다고 안톤 페지스는 지적한다. 그가 ‘동시대인’ 혹은 ‘현대
인’(moderni) 용어에 의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으
로 수용된 이후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인정하면서 이에 따라 ‘그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해 나가기도 했다. 그가 존재인 한에서의 존재(being qua
being)를 학적 대상으로 하면서 신은 단지 존재의 원인으로서만 다루는
형이상학 혹은 자연신학을 말하면서 이를 계시신학과 구별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이에 비해 참여론적 사고에서는 — 토마스의 계시신학의 경
우처럼 — 존재가 항상 신의 피조물로서만(being qua creature)로서만 다루
어질 뿐이다.
그러면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전히 신앙과 이성의 조화 및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주장한다. 이것은 진리를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의 진리 가운데는 이성으로 접근 불가능한 계시진리가 있다는 생각
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그 자체로서 진리를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기는 하지만, 진리를 위한 유일한 능력이거나 최고의 능력
은 아니라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이성과 진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서 이성이 독자적으로 진
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 주로 경험적 자연세계로 이
해되는 — 이 근본적으로는 그 자체만으로 충족된 세상이 아니라는 데 대
한 인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전체적이고 적절한 이해를 위
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이 인과적 질서에 의해 설명되는 이 세상은 존
재의 위계적이고 참여론적인 질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것과 그것을 원리적으로 연
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적어도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원리가 제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esse다. 그가
말하는 esse는 이성의 독자성 하에서 세상을 그 자체로 설명하는 아리스
토텔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 참여적 성격을 더해주는 원리, 다시 말해
인과관계에 있는 것들 사이에 인과적 유사성 뿐 아니라 완전성과 의존성
24)

24) Anton C. Pegis, "St. Anselm and the Argument of the ‘Proslogion’", Mediaeval Studies
28,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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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계적 관계까지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일 수 있다. esse가 자신
의 본질인 존재 즉 신과 esse와 자신의 본질이 구별되는 존재 즉 피조물
사이의 원리적 구별은 곧 후자인 세상의 독자적 질서를 말하면서도 동시
에 후자가 전적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전자에게 원리적으로 의존해 있다
는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독립성과 초월적 의존성을 동시에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형이상학적 원리이다. 유한한 esse는 자신의 원천인 무한한
esse 자체(Ipsum Esse) — 혹은 그 자체로서 자립존재하는 esse 그 자체
(ipsum esse per se subsistens) — 인 신에게 철저하게 의존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유한한 esse 자체가 또한 자신에 대해 가능태에 있는 본질질서에
대한 존재의 현실태(actus essendi)이므로, 초월자와의 간계를 언급하지 않
고도 그 자체의 질서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일 수 있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질에 대한 현실태로서의 esse를 말하는 맥락은
분명히 질료-형상, 실체-속성, 가능태-현실태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철학의 근본원리들의 연장선에서이다. 이 원리들 안에서 사물의 ‘무
엇인가’와는 구별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이미 아랍 사상가인 아비첸나
(Avicenna)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형상을 그 완전성의 최정점으로
하는 질료형상론의 구조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체계로 이 문
제를 확장시킨 사람은 오직 토마스 아퀴나스 뿐이다.
아비첸나는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그것의 본질에서 필
연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esse(to be, be-ing)는 우유성(accident)이라고 이해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뿐 아니라 시제 브라방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
스와 시제 브라방 모두 아비첸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와는 달리
esse는 우유성일 수 없다고 이해한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물의
esse가 사물의 본질이나 우유성이 아닌라 그들 모두에 앞서는 가장 현실
적인 원리라고 함으로써, 형상 혹은 본질을 가장 현실적 원리로 이해해
온 이제까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질료형상론 체계를 넘어선다. 반면에
시제는 여전히 그 체계 안에서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한다. esse가 우유
성일 수 없음을 인정한 시제는 esse를 다시금 사물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
로 이해하려 한다. 그렇기 위해 시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esse와 본질 사이의 실제적 구별(real distinction)을 말하는 것과
는 달리 사물이 esse와 본질의 실제적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부
인하고, esse가 사물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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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질보다 현실태에 있는 원리로 이해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근
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의 체계를 넘어서는 모험을 감행하지만, esse와 본
질의 실질적 복합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esse와 본질의 구별이라
는 아비첸나의 문제제기까지를 외면하는 시제는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
의 체계 안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플라톤주의의 참여론적 사고방식과 아
리스토텔레스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나의 전체 안에서 조화시키려는,
그럼으로써 이성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잃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수 있고, 그 배후에는 진리가 하나 —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신에게서 기원하는 — 이어야 한다는 당위가 자리잡고 있
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를 비롯한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새
로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사고방식의 충실한 제자들로서 이 새로운 사
고방식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신앙의 진리에 — 적어도 — 무관심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그것의 독자적 영역
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의 진리와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esse

6. 마치며

13세기의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중심에 놓고 벌어졌던 이중진리
론 논쟁은 신에 대한 언급 없이는 세상에 대해 적절하게 말할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다는 전통적인 플라톤주의적 사고방식과, 이성이 독자적으로
세상에 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주
의적 사고방식의 충돌을 근본적인 배경으로 한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는 진영은 다시금 이성의 독자적 길을 신앙의 진리와 분
리시키려는 라틴 아베로에수주의자들과, 이성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진리라는 신념 하에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토마스 아퀴
나스로 구별될 수 있다. 결국 이중진리론 공방의 배후에는 신과 무관하게
세상을 말하려는 사람들과 신과 무관하게는 세상을 말할 수는 없다는 사
람들, 그리고 신과 무관하게 세상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과의 관계
에서 보완되어야 온전할 수 있다는 사람들 사이의 사고방식 차이가 놓여
있다.
25) E. Gilson, History or Christian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p.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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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 아베로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립 에 대한 논평

손 은 실

*

1. 이중진리론은 ‘끈질긴 전설’인가?

26)

세기에 활동한 라틴아베로스주의자들이 ‘이중진리’를 주장했다는 혐
의에 대해서 Van Steenberghen은 치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들이 ‘이
중진리’를 주장한 어떤 텍스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음을 밝히고, 그들에
게 씌운 이중진리혐의를 ‘끈질긴 전설’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
세철학사가들은 이 입장을 수용하고, ‘이중진리’는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
들을 단죄한 에티엔느 탕피에의 ‘해석학적 발명품’ 으로 본다.
1277년 파리의 주교 탕피에가 이들의 주장 가운데 219개 조항을 단죄하
면서 붙인 서문에 바로 ‘이중진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것들이 철학의 관점에서는 참이지만, 보편 신앙의 관점에서
는 참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치 두 개의 상반된 진리(duae contrariae
veritates)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인용문에서 실제로 탕피에
는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이중진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의미는 그들이 철학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가 대립되는 것이 가능하다
고 보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중세철학사가들은 이 같은 탕피에의 해석을 라틴아베로스주의
자들의 텍스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들의 텍스트가 이중진
리를 주장했다는 혐의를 두는 학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2004년에
보에티우스의 De aeternitate mundi를 불어로 번역한 프랑스 학자 시릴 미
13

27)

28)

장로교신학대학교

*
.
27) La condamnation parisienne de 1277. Texte latin, traduction, introduction et commenaire
par D. Piché, Paris: J. Vrin, 1999, p, 208; C. Michon, Thomas et la controverse sur
l'Eternité du monde, Paris: GF Flammarion, 2004, p. 178.
28) "Dicunt enim ea esse vera secundum philosophiam, sed non secundum fidem catholicam,
quasi sint duae contrariae veritates", Chartularium Universitatis Parisiensis, t. I, éd. H.
Denifle et . Ch telain, Paris, Delalain, 1889, p.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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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은 이 작품을 분석한 후, 저자가 이 작품에서 “이중진리의 암초를 피했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경재 선생님(이하 발표자)도 발표 논문에서 미숑과 마찬가지로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에게서 이중진리 주장의 혐의를 벗기는 것이 어려움
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발표자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이
중진리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주장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진리는 자신들에
게 있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8쪽)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발표자의 주
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문의 요지를 짚어 가면서 살펴보자.
29)

2. 논문 요약

발표자는 논문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자들이 실제로 이중진리를 주장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
라, 이중진리 혐의의 배후에서 그것을 일으키게 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
즉 그 배후에 놓인 세계관적 갈등 내지는 전제의 대립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라틴아베로에스주의의 중심적
인 두 인물인 보에티우스 다치와 시제 브라방이 이중진리를 주장한다는
혐의를 받는 주장들을 검토하고, 끊임없이 그런 혐의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2절 4쪽, 6쪽) 이어서 발표자는 라틴 아베
로에스주의자들이 신학의 주장과 철학의 주장이 충돌할 경우 전자에 진
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철학이 자신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는 자신의
결론을 견지할 때, 그들이 신앙의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
지 규명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상황에 견주어 설명한다. ①기원전 2세기
이후 천동설-지동설 대립, ②16세기의 천동설-지동설 대립, ③현대의 관
찰을 통한 지동설의 확증, ④빛의 입자설-파동설 대립을 예로 들어 설명
한다. 이 네 가지 상황 가운데 ③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장이 진리임
을 확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의 진리
를 인정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 발표자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이중진리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주장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진리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3절 8쪽)라고 주장하고, “이들이 실제로 추구한 것은...신앙
의 진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영역에서의 진리탐구를 추구한 것”이며, “신
29) Cyrille Michon, Thomas d'Aquin et la controverse sur l'Eternité du monde.
présentations et traudctions, Paris: GF Flammarion, 2004,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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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추구했던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8쪽)
그러면 이렇게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던 13세기에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기획할 수 있었던 원인
은 무엇이었을까? 발표자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중세를 지배했던 플라톤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사고방식과 충돌을 일으켰던 아리스토렐레스주의
적 사고방식의 유입이며, 이를 통해 이성의 자율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
고 해석한다.(4절 9쪽) 플라톤-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참여론적 사고방식
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모든 언급이 신에 대한 혹은 신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루어져야”(9쪽)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자
연을 나름대로의 고유한 질서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아리스토
텔레스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신에 대한 언급이나 신의
도움 없이 … 세계 안에서 독자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9쪽)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킨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
들의 입장과 이성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리와 진리가 상충될 수 없
다는 신념하에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모색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시제와 토마스가 각각 esse를 이해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한
다.(5절 10-11쪽)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발표자는 “13세기의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중
심에 놓고 벌어졌던 이중진리론 논쟁은 신에 대한 언급 없이는 세상에
대해 적절하게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전통적인 플라톤주의적 사
고방식과, 이성이 독자적으로 세상에 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는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사고방식의 충돌을 근본적인 배경으로
한다.”(11쪽)라는 결론을 내린다.
3. 몇 가지 질문

위의 요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발표자는 논문에서 13세기 라틴아베로
에스주의가 이중진리를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상사적 배경과 맥
락에 대해 큰 밑그림을 그려 보여 주고자 시도했다. 이 같은 논문의 목표
설정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얼마나 성공적인 전략을 사용했는가를 따
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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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중심에 놓고 벌어졌던 이중진
리론 논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발표자는 논쟁의 전선을 어디에 설
정하고 있는가? 이중진리론 논쟁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이중진리를 주장했다는 해석과 그 반대의 해석 간
의 논쟁을 떠올리거나 혹은 13세기 당대 상황에서는 라틴아베로에스주의
자들의 입장과 이들의 입장을 이중진리라고 단죄한 파리주교 간의 갈등
을 상기할 것이다. 그런데 발표자는 라틴아베로스주의자들과 토마스 아
퀴나스 사이에 주된 전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간
의 쟁점은 이중진리인가 아닌가 보다 오히려 신앙과 이성의 조화냐 분리
냐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발표자는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토마스를
단일 진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둘을 분리시키는 라틴아베로에스주
의는 이중진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대립시키고자 한 것인가?
2) 발표자는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신앙과 이성의 분리 기획은 역
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철학적으로는 이중진리론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동설-천동설 대립 등의 예를 드는데, 과연 적절한 예인지 의문이
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의 철학적인 성격을 그들의 텍스트에 대한 바른
역사적 해석과 별도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과연 정당한가도 의문이다. 왜
냐하면 이들 주장의 철학적 성격도 일차적으로 이들의 텍스트 분석으로
부터 이끌어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논평자가 보기에 발
표자는 특히 보에티우스의 세계의 영원성에 관하여가 명백히 보여 주
는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서로 상이한 원인, 즉 각각 초자연적인
원인인 신과 자연적 원인에 의존하고, 따라서 두 개의 진리는 상이한 차
원에 속한다는 점을 해석할 때, 두 진리를 같은 차원에 놓고 해석하는 것
으로 보인다.
3) 발표자는 한편으로는 라틴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이중진리 혐의를
여전히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속으로는
이성의 진리만 옳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발표자는 결국에는
이들에게서 이중진리를 주장했다는 혐의를 벗겨 내는 것인가?
4)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 추구를 토마스 아퀴나스
의 시도와 둘의 분리를 추구한 라틴아베로에스주의의 세계 이해 방식 가
운데 어느 입장이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데 더 유효하다고 보는가? 질
문의 의도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근대는 라틴아베로스주의자들이 시
도한 신앙과 이성의 분리로부터 자신의 기원을 끌어내었다. “이성과 신앙
의 분리가 절정에 이르렀던 계몽주의(Aufklärung) 시대에 이성은 중세의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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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시녀로서의 옛 위상을 내던져 버리고 자신의 절대적 자율성을 주
장하고 더 이상 신앙의 조명에 열려있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이성은 자
주 우상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성과 신앙의 단순한 분리
는 이 둘 모두를 빈약하게 만들 뿐이며 매우 축소된 인간 이해로 인도할
뿐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라틴아베
로에스주의자들이 신앙과 이성을 상호 무관하게 분리시키려고 했던 시도
는 현대에도 세계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반면에 토마스가 이성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앙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것은 단지 13세기의 불가능한
‘꿈’ 혹은 ‘실패’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 개념 없는 직관이 맹목적인 것처
럼 이성 없는 신앙은 맹목적 신앙주의(fideism)에 빠지고, 직관 없는 개념
이 공허한 것처럼 신앙 없는 이성은 공허한 이성주의(rationalism)에 빠지
는 문제를 계몽주의의 한계와 더불어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된 오늘날
토마스의 시도는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30)

30)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루터의 신인식론 비교｣, 선교와 신학,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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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룡 (한남대)
“인문학의 위기와 구조 변경”
J. E. Faulconer (Brigham Young University)
“교육 정책의 구조 연관에 대한 지식학적 논의”
최우원 (부산대)
“ ‘인문학 위기’ 담론의 기본구조와 인문학 공동체”
임재진 (조선대)
“한국인문학의 위기극복과 생존전략”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정책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의수 (전북대)
▌2001년 10월 20일 제8차 학술대회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대강의실
주제: “인간과 사회의 존재방식에 관한 논의”
․ 발표논문
“최근 러시아 철학에서 ‘유라시아’문명 논쟁”
이성백 (서울시립대)
“H. Bergson에 있어서 대화의 논리와 관계적 이성”
박치완 (한국외국어대)
“한국학문의 정체성과 학자들의 아비투스(Habitus)”
홍성민 (동아대)
“휴머니즘과 하이데거의 존재사유”
이선일 (한국외국어대)
“모던-포스트모던의 문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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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서울대)
▌2002년 5월 25일 제9차 학술대회
장소: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강의실
주제: 인간 공동체를 위한 사유문화
․ 발표논문
“동아시아적 사유구조”
오이환 (경상대)
“J.S. Mill과 근대중국”
양일모 (한림대)
“Nicklas Lumann에 있어 System과 인간”
서도식 (경기대)
“이익사회의 기획으로서의 공동사회?”
이재성 (계명대)
▌2002년 10월 4-5일 '2002 국제철학대회 및 제10차 학술대회
장소: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
주제: 아시아 공동체의 문화와 철학
․ 발표논문
“현대 터키 사회에 있어서 샤만적 문화요소”
에르한 아타이 (주한 터키 이스탄불 문화원장)
“존재 사유를 통하여 본 아시아 공동체로의 길”
최우원 (부산대)
“21세기의 문명전환 : 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이대우 (부산대)
“How to encounter beyond the death”
우까이 사또시 (일본 히토츠바시대)
“인류어문(人類語文)역사철학사상(歷史哲學思想) 어떻게 되었나”
임균택 (대전대)
“Foundation or anti-foundation”
팽 봉 (중국 북경대)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유교적 禮현의 의미”
이희재 (광주대)
“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이상훈 (대진대)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문화정책 : 벨기에와의 비교”
이와모토 가즈코 (일본 고베대)
“지역에서 세계 읽기 : 동아시아 연대와 그 가능성”
김태만 (한국해양대)
“Forming culture and letting go : humainty's survuval dance”
마크 탐타이 (태국 Chulalongkorn대)

부

록

년 5월 3-4일 제11차 학술대회
장소: 성륜사 (전남 곡성군 소재)
주제: “문명간의 대화 : 세계평화를 위한 철학과 종교의 역할”
․ 발표논문
“인간의 미래를 위한 불교의 가르침”
청 화 (성륜사 조실)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기독교 정신”
Rene DUPONT (전 가톨릭 안동교구장)
“The Divine Love in Islamic Mysticism”
Suleyman Derin (Marmara 대학)
“‘문명의 충돌’과 인정투쟁”
서유석 (호원대)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이념적 지향”
송재국 (청주대)
“한국 근대의 종교․사상적 동향과 대순사상의 대두”
윤재근 (대진대)
“禪修行과 인간의 意識활동”
박선자 (경상대)
“아우구스티누스와 용수의 존재론에 대한 일 고찰”
주광순 (부산대)
“문화 다원성의 종교철학적 함의”
신승환 (가톨릭대)
▌2003년 10월 18일 제12차 학술대회
장소: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제: “사이버 스페이스의 공공성과 지식의 위기”
․ 발표논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성의 상품화에 대한 윤리적 고찰”
이희재 (광주대)
“사이버생활양식 개념의 정립”
이상훈 (대진대)
“사적 영역 ― 지식과 정보의 변형”
권용혁 (울산대)
“사이버윤리 ― ‘익명성’, ‘정체성’, ‘프라이버시’”
홍영두 (성균관대)
▌2004년 5월 8일 제13차 학술대회
장소: 충남대학교 문원강당
주제: “21세기 세계전망과 인문학의 향방”
․ 발표논문
“인문학 연구의 바탕으로서의 역사”
이일봉 (한배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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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계 전망과 철학의 대응”
최우원 (부산대)
“21세기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인문학의 역할”
이대우 (부산대)
“지구화시대의 역사학 ― 성찰과 전망”
이영석 (광주대)
“과학주의와 인문학의 재정위”
황희숙 (대진대)
“왜 새로운 소설이었나?”
김남향 (경상대)
▌2004년 11월 6일 제14차 학술대회
장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주제: “여성시대와 철학”
․ 발표논문
“한국정치와 여성참여”
김형준(국민대)
“女主의 역사 ― 그 이미지와 실제”
김인숙(한남대)
“페미니즘과 노장사상”
정세근(충북대)
“기술과 여성”
박진희(가톨릭대)
“한국영화와 여성”
주유신(중앙대)
“서사 윤리와 여성철학의 방법”
김혜련(천안대)
▌2005년 5월 21일 제15차 학술대회
장소: 안동대학교 어학원 시청각실
주제: “도덕교과서 어떻게 볼 것인가”
․ 발표논문
“도덕과 내용체계와 개선방향”
김연숙(충북대)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윤리교과 및 전통윤리”
윤찬원(인천대)
“중등학교 돋거(윤리)과 교육과정의 쟁점과 대안 모색”
박병기(한국교원대)
“도덕․윤리 교과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손철성(경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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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9일 - 10월 2일 아시아철학회(ICAPA) 창립대회 및 제1차 학
술대회 (터어키 이스탄불 파티 대학) 공동 주최
▌2006년 10월 26일 - 10월 29일 아시아철학회(ICAPA) 제2차 학술대회 (부산
대학교) 공동 주최 및 주관
▌2008년 5월 31일 창립 10주년 기념 및 제16차 학술대회
장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주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철학교육”
․ 발표논문
“법학 적성시험은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도구인가:
LEET, LSAT, PSAT의 비교연구”
여영서(동덕여대)
“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김한승(서울시립대)
“법적 사고와 철학교육”
이창우(가톨릭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논술”
이진남(동덕여대)
“법학 적성시험의 사회적 기능”
김명석(이화여대)
“법학 적성시험과 철학의 역할”
이창우(가톨릭대)
▌2008년 10월 24일 - 10월 27일 아시아철학회(ICAPA) 제3차 학술대회 (카자
흐스탄 알마티) 공동 주최
▌2009년 5월 22일 제17차 학술대회
장소: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
주제: “철학사의 오독을 말한다”
․ 발표논문
“서양근세철학 읽기”
박완규(충북대)
“왜 이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불리지 않는가?”
김 헌(서울대) / 논평: 김재홍(관동대)
“성리학과 심기학 ― 조선 유학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
손영식(울산대) / 논평: 조남호(뇌교육종합대학원대)
“과학적 철학의 꿈 ― Wittgenstein 오독의 유산”
황희숙(대진대) / 논평: 연효숙(아주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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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31일 제18차 학술대회
장소: 신라대학교 사범관 605호
주제: “철학의 번역, 번역의 철학”
․ 발표논문
“열하일기를 통해 본 박지원 사상의 근대성과 번역의 근대성 문제”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 논평: 정세근(충북대)
“번역과 철학 ― 동아시아 고전 번역과 삶의 중첩성”
김시천(인제대) / 논평: 황희경(영산대)
“‘왜’ 그리고 ‘무엇’을 번역하는가?”
김재홍(관동대) / 논평: 김 헌(서울대)
“번역의 고고학 ― 우리 상고사 연구를 위한 철학적 試論”
이승종(연세대) / 논평: 이윤일(관동대)
▌2010년 5월 28일 제19차 학술대회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관
주제: “평화와 생명”
․ 발표논문
“아이히만 재판과 인류에 대한 범죄”
김선욱(숭실대) / 논평: 양길현(제주대)
“불교의 평화관 재구성 ― 요한 갈퉁의 평화개념을 중심으로”
이병욱(고려대) / 논평: 이찬훈(인제대)
“제주섬에서 보는 생명․생태․평화의 삼중주”
윤용택(제주대) / 논평: 양방주(제주대)
“칸트의 영구평화론”
정태일(충북대) / 논평: 이 엽(청주대)
“느린 것이 아름답다! ― 느림의 미학”
김현돈(제주대) / 논평: 박준건(부산대)
▌2010년 10월 22일 제20차 학술대회
장소: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주제: “한국 인문학의 길을 묻다”
․ 발표논문
“로컬리티와 인문학”
류지석(부산대) / 논평: 박영균(건국대)
“철학상담을 통해서 본 인문치료”
최희봉(강원대) / 논평: 최현덕(부산대)
“시공간의 교류지, 인문학의 좌표와 가능성”
김남이(부산대) / 논평: 이진남(숙명여대)
“분단과 통일, 그리고 한국의 인문학”
김성민(건국대) / 논평: 장세룡(부산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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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인문, 그리고 학”
김경호(전남대) / 논평: 이종성(충남대)
▌2011년 5월 13일 제21차 학술대회
장소: 경성대학교
주제: “조선 유학사의 해석과 반성”
․ 발표논문
“타카하시 토오루의 황도유학”
권인호(대진대)
“타카하시 토오루의 조선유학사 서술의 문제점”
이형성(전주대) / 논평: 손흥철(한국국제대)
“타카하시 토오루와 장지연의 한국유학사관”
김미영(서울시립대) / 논평: 이봉규(인하대)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 이해와 지산 배종호의 한국유학사”
리기용(연세대) / 논평: 조남호(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타카하시의 고약한 은유”
이향준(전남대) / 논평: 한자경(이화여대)
▌2011년 10월 7일 제22차 학술대회
장소: 충북대학교
주제: “레비나스와 타자의 질문”
․ 발표논문
“아직도 철학은 신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가?”
강영안(서강대) / 논평: 송영진(충남대), 변순용(서울교대)
“이웃과 정의 ― 레비나스와 우리의 사회철학”
문성원(부산대) / 논평: 윤영돈(인천대), 박병기(한국교원대)
“레비나스의 타자철학과 예술적 상상력?”
윤대선(고려대) / 논평: 심상우(침례신대), 김용환(충북대)
“타자성에 대한 해석과 언어의 역할”
손영창(부산대) / 논평: 김상록(서울대), 박의섭(한국교원대)
“레비나스의 에로스와 타자의 문제”
박한표(대전 프랑스문화원장 역임)
/ 논평: 최성희(부산대), 김영희(부산대)
▌2012년 5월 4일 제23차 학술대회
장소: 부산대학교
주제: “진화론은 목적론이 아니다 ― 사회생물학 비판”
․ 발표논문
“한국의 사회생물학, 그 적응과 선택: 진화-진보 담론의 빛과 그림자”
강신익(인제대) / 논평: 이기흥(원광대)
“문화로 본 사회생물학의 허상”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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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이정덕(전북대) / 논평: 박권수(충북대)
노자의 ‘自化’ 개념을 통해서 본 다윈주의의 자연선택”
김경수(성균관대) / 논평: 김동광(고려대)
“경제학에서 생물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최정규(경북대) / 논평: 안도경(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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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학술상 운영세칙
제1조
제2조
제3조

본 운영세칙은 大同哲學會 회칙 제24조(운영세칙)에 의거하여 大同학
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시상 목적) 大同학술상은 철학을 전공하는 신진학자의 연구를 장려
하고 국내 철학연구의 진흥을 위해 시상한다.
(수상 자격) 大同학술상의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상 논문에 대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大同哲學會 회원이어야
한다.
②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대학교의 정년 트랙에 포함되지 않은 자이
어야 한다.
제 4 조 (시상)
① 大同학술상은 매년 大同哲學會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② 大同학술상 시상내역은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며, 상금의 액수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심사위원회) 大同학술상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大同哲學會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매년 1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첫 회의에
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심사일정을 결정한다.
③ 회의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 조 (심사) 大同학술상 대상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전 연도 1년 동안 大同哲學會 학술지 大同哲學에 게재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투고논문 심사에서 해당 심사위원 3인의 ‘게재
가’ 평가를 받았으며, 투고자가 제3조의 수상 자격을 갖춘 논문을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② 大同哲學會 총무이사는 심사대상 논문의 목록을 작성하여 심사위
원회의 매년 첫 회의에 제출한다.
③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大同哲學會 편집위원회의 투고논
문 심사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하고 평가한다.
제7 조 (선정) 시상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상위인 2편의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3
월 30일까지 시상대상 논문을 예비 선정한다.
② 예비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을 大同哲學會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매
년 4월 15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해당 논
문을 시상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③ 예비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 심사위원
회가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의 학술상 시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8 조 총무이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을 大同哲學會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시상식에 참
석하도록 안내한다.
제9 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大同哲學會 운영위원
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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