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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된 미국의 영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혹은 전통으로의

향력 때문에 미국화와 세계화는 동일

회귀를 바라는 움직임을 재촉하는 결

한 개념으로 인식되나, 미국인 자신은

과를 낳기도 한다.

UN 결의안을 거부하는 등 고립주의적

폴 틸리히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

태도를 취하기도 하며, 한편으로 패권

(substance)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

주의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오늘날

(form)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사회

의 세계는 전통과 기술(특히 인터넷)

변화는 종교 변화를 초래한다는 말이

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따

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종교

라서 뿌리(전통)를 지키면서 세계화의

의 역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

으로 외래 문물을 수용하는 단계는 새

제(glocalization)가 대두된다. 이에 대

롭고 낯선 것을 거부하다가 그것을 선

처하기 위해서는 주·객 분열을 전제

택적으로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가치

하는 데카르트적 사고의 범주를 뛰어

합리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야 할 것이다.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과정

한편 헌팅턴 등이 말하는 문명의

에서 마땅한 도덕적 지침이나 추구할

충돌은 세계화가 문제시되는 경우를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서 서구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대화를 서구

의 물질 문명에 대한 일방적 추종 등

화와 동일시하는 일부의 시각과 아시

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특히 한국이 물

아적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일부 시각

질화·서구화된 일본을 모방하는 데

의 충돌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화

치중하고 있는 현상은 종교와 관련해

는 1980년대부터 사용된, 아직 정립

서도 그것이 현세의 소망을 바라는 기

중인 개념이며 그것은 서구 사회에도

복 신앙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세계화는 비

려할만하다. 한스 킹은 각 종교들간의

서구사회에서

공통 요소인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세

인종·문화·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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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윤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여

여기에서 모든 개인들간의 관계로서

기에는 존경·덕·의무 등의 전통 가

주어지는 현대적 의미의 公 개념을 창

치를 인권·평등·자유 등의 현대적

출해야 할 과제가 제시된다. 새로운

가치로 번역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

종교를 모색하는 일은 오늘날만의 이

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도

야기는 아니며, 인간성 존중을 그 공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고 단

통 목표로 하고 있다.

지 혈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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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명제를 그 진리치가 단지 우

입장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리의 언어적 관습에 의존하는 분석명

수 있다. 곧 판결 전에는

해야 한

제와 어떤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종합

다 는 위와 같은 문장은

하지 않

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그

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참이거나 거짓일 경우 각각 뻔한

데, 법실증주의적 시각에서는 위의 문

소리 혹은 헛소리로 판명날 것이다. 그

장을 금 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런데

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De

Interp retatione 제9장에서 미래에 대

자연법주의의 관점에서는

한 진술은 참·거짓이 확정적일 수 없

의거할 때) 금 10,000원을 지급하라는

음을 논하고 있다.

판결이 있어야 한다 는 의미로 해석한

(상위법에

특히 법적 진술의 경우에 이렇게 미

다. 이 경우 전자는 예언에서와 마찬가

래와 관련된 문장이 문제가 될 수 있

지로 참·거짓이 불분명하나, 후자의

는데, 예컨대 갑은 을에게 금 10,000

해석은 참·거짓의 구별이 가능할 것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와 같은 문장은

으로 보인다.

판결이 난 이후에야 그 참·거짓을 논

실제 재판 상에서 우리는 불특정다

할 수 있으며, 판결 전에는 법에 대한

수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