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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 진 일. 

’신옴 진정 선(환)한가 ， 만약 그렇다면 악올 왜 촌채하는가? 이 것 

용 .오툴 것흩 알고(omni-consCÎence)’모툴 것융 한 후 있2-며 

(omni- potent)’하며완벽하게 선한. 전용척 유신판의 신용 상정힐 

때 치였한 논란의 추제가 휩다 1 ) 요랭 시간 용안 많옹 사랑똘옹 이 

• 셔-i-대학쿄 총쿄학파 씩사과갱 

1) 용 논훌에서 ’유신용’용， 션용씩 유신환(traditional theism)의 의미갚서 시용힐 
것이다. 마이g 피터손(Michael ?elerson)흉용 신외 본성에 대한 농외에셔 션 
왕책 유신용용 법신폰(pantheism). 파정신용(process theism)파 구강페는， 연반 
칙으호 유대교， 치적·괴， 이솜함쿄에서 시용 되는 션지전놓하며 양선히 선한 회고 
의 신융 상정하는 종교률외 유신혼이라고 정외한다. 마이월 피터손 91. 하총호 
역 r총쿄의 철학척 의 ol J . 서용: 이화여자대학교훈판부. 2005. p. 97. 또한 
Runzo는 빼 션왕척 유신판애서 악외 훌제가 신외 혼재 자채에 대한 반판이 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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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려지는 못했다. 조셉 

룬조(Joseph Runzo)가 말했듯이， 이는 세상을 보는 재개인의 관점 

에 따라서 개인적이며 잠정적 결론만이 가능한 문제일지 모른다 2)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역시 아 

갈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그들은 절대적인 선한 신과 세상에서 나타 

나고 있는 악올 동시에 설명해 내야 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Paul)로부터 시작하여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 , 이레내 

우스(Iranaeus)로 이어져 후대 ’정통(orthodox) ，으로 자리 잡게 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 주류(主流)의 해석과 ‘영지주의적 (gnostic) ’ 

해석을 비롯한 다양한 주장 간의 대립이 두드러졌다3l 이는 단순한 

수 있는가를 전통적 유신론이 가정하는 신의 속성틀을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설 
명 한 바 있다. Joseph RlU1Z0 , Clobal 깨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Oneworld, 2001, pp. 94-98. 

2) IbJd., p. 107. 또한 철학자 존 혁CJohn Hick)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문제 

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 질문들은 답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더 쉽다 
는 것을 인정하고서 시작해야 한다. 통시에 확고부동한 결론올 도출할 수 없다 
고 해서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 주제 

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는 것파 같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 존 학， 김장생 
역 r신과 인간 그리고 악의 종교철학적 이해J(열린책틀， 2007), p. 21.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심했던 몇 천 년 전의 발렌티누스의 논의는 그 나름 
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영지주의(Gnosticism)가 무엇인가 하나로 정의 iï}는 것은 어려운 뭉제이다. 카렌 
킹(Karen 때ng)은 영지주의를 정의핸 것의 어려움올 이야기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영지주의에 관한 정보는 역사적 사실 
들과 수사학적 은유틀이 혼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파틀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Karen King, What is Gnosticism?, 
Cambridge: 까l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또한 
마이클 알렌 윌리엄스(M. A. Williams)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종교현상을 하 
나의 집단으로 묶어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되었으며. 정통 그리스도교적 시각에서 

규정하는 기존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Michael Allen Wtlliams, Rethinking 
"Gnosticism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영지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작업 가설적 정의로 
써 ‘다양한 파거의 전통들， 고대 신화들에서 자료들올 가져와 구약과 신약올 새 
륨게 재해석하고. 자신돌아 구원에 이르는 ‘영지’률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을 영지주의자라 부르기로 한다. 발렌티누스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영지주의 
자’라불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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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상의 대립으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 가에 따라 실제적으로 사랍들이 하루하루를 살 

아가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발헨티누스(Valentinus)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죽음의 핵심을 죄의 용서로 본 그리스도교 정통파의 이해와는 달리 

예수의 죽읍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영지가 이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밝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그는 예수가 말한 신을 구 

약의 신과는 다른 거짓된 신으로 이해하면서 창조와 악의 존재. 인 

간의 죄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동시에 그는 이전 

의 영지주의적 해석들과도 또한 다르게 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세 

주 (savior)'를 통하여 얻는 영지와 그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였다4) 

- 그는 예수가 자발적으로 신에게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제시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몇 

몇 중요한 측면에서 그의 신학은 후대 정통파가 된 그리스도교 공동 

체의 신학과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인다. 더욱이 발렌티누스 스스로가 

바울의 제자에게서 직접 가르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로마서와 요 

한복음， 요한계시록 등 다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문헌을 이용하 

면서 자신의 주장을 치밀하고 논리척￡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정통파 

에 속하는 그리스도교인틀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그는 정통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 

본 논문에서는 발렌티누스의 ”진리복음서 (The Gospel of Truth)" 

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세상의 악와 존재와 자신의 유일신론을 조화 

시켜 설명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5) 그의 글 등 중 특히 ”진리 

4) 따라서 벤툴리 레이튼(Bentley Layton)운 그를 영지주의 전통올 재해석한 사람 
으로 보고 있다. Bentley Layton, 깨e Gnos따 Scriptures(New York: 
Doubleday, 1995), p. 220. 

5) 룬조는 신정론(theodicy)을 어떻게 악의 존재와 신의 존재라는 두 가지 사실이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역시 신정흔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발렌티누스의 신정론올 살펴보 
는 것은 그가 어떻게 유일신의 존재와 악의 존재 양자률 초화시켜 설명하고 있 
는가률 탐구하는 과정이다. Runw, Gfobaf Phifosophy o[ Refigion, p. 99. 본 
논문에서는 Bentley Layton 가 펀집한 7꺼e Gnostic Scriptures 의 ”진리복음 
서” 영문판을 사용하였다"진리복음서”는 GTr 로 약술했다. Bentley Lay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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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에는 발렌티누스가 신의 선함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옹호했는 

지가 잘 드러나 있다6) 이를 통해 우리는 후대 정통으로 공인된 그 

리스도교의 해석 외에도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신의 정의와 악의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전통적 

유신론의 논증의 초기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그 일연을 볼 수 있 

을것이다. 

11 . 악의 기원에 대한 발렌티누스의 견해 

1. 발렌티누스의 창조론 

발헨티누스는 ’충만(fullness)’이라 불리는 진리의 아버지인 신을 

말한다. 그는 감히 생각 될 수도 없으며 (inconceivable) 어느 곳에도 

담길 수 없는(uncontained) 실 재 이 다. 그는 최 초의 원 리 (principle) 

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원리인 바르벨로(Barbelo)가 방출 

(emanated)되어 단계적 창조의 과정을 거친 후 결국은 최초의 원리 

와는 분리된 영의 실재 (spiritual reality: entirety)가 만들어지기에 

이른다7) 영의 실재는 자신의 기원올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고 

7꺼e Gnostic Scriptures(New York: Doubleday), 1995. 

6) 레이튼용”진리복음서”자체 내에는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용헌을 
발렌티누스의 것이라 보는 것은 언제까지나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문헌에서 사용된 문체가 다른 발견된 발헨티누스의 단펀들 
의 독특한 문체와 매우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 
다고 한다. 또한 발헨티누스를 이은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글을 
쓸 놓력은 없었기 때문에 발헨티누스 이후의 발헨티누스 학파에서 생산된 문헌 
이라 볼 수도 없다고 한다. 창조， lbi닝~， p. 251. 

7) 벤틀라는 영지주의자들은 왜 방출이 시작 되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r요한의 비밀묵시록(Secret Book According to John) 
」에서 대충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최초의 왼리는 유일한 지성 
(intellect)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상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핸 기놓만을 갖 
는다. 이 사고의 파정이 객관화 되면서 두 번째 원리가 창출된 것이다. 또는 최 
초의 원리률 유일한 ‘눈(eye)’이나 영원히 흐르는 ‘생(spring of water)'으로 볼 
수도 한다. 바르벨로(BarbeloJ에서 나온 열 개의 에온(aeon)틀 중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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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들은 점점 짙 

어져 더욱 참 신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이 자리에 .오류(error)'는 

물질적 세계를 창조한다， 사람의 행체 안에 .오류.가 거하면서 아름 

다움이라는 거짓된 힘으로써 진리를 대체한다8) 

이러한 발렌티누스의 우주 기원론은 그를 전후로 한 다른 영지주 

의 분파들의 창조신화와 연속성 상에 있다9) 그러나 동시에 ”진리복 

음서”에 나타난 그의 이해는 다른 창조신화들과는 달리 매우 형이상 

학적이다. 다른 영지주의의 창조 신화에서는 아버지 신과 분리된 영 

적 힘인 소피아(Sophia)와 물질세계의 창조자 얄다바오트 

Oaldabaoth)의 작용이 인격적 존재들의 작용으로 그려지 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반연 진리복음서에 기록된 창조론에서는 형태가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이상학적 이 

해는 이후 발렌티누스가 악의 근원을 소급하는데 있어 적용되고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Sop비a)는 최초의 원리에게서 분리되어 스스로 창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얄다 
바오트(1외dabaoth)라는 악하고 무지한 조물주를 만틀어 낸다. 결국 일반적인 영 
지주의 신화에서 악， 결핍 ， 무지 등은 소피아 에옹과 얄다바오트의 교만한 행동 
과 거짓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창조， Ibíd., pp. 14-15. 

8) “세계(entirety)가 그 자신이 방출한 근원을 찾았던 것처럼， 세계는 그(최초의 

신)의 안에 있었다. 그는 생각될 수도 없고 답길 수도 없는 존재로， 모든 생각들 
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무지가 불안과 두려웅올 낳았다. 
그리고 불안운 마치 짙은 안개와 같이 자라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오류는 힘을 얻고 그녀의 물질올 공허 안에 낳았다. 진리롤 아는 길을 
배우지 못한 채， 진리의 대용품인 아름다웅， 그 힘을 통해 준비하면서， 그녀는 
만틀어진 형태 안에 자리 잡았다."(GTr 17:4, 9, 11, 14, 17). 

9) 영지주의 분파들마다 각각 다양한 창조신화률 말한다. 그러나 감추어진 절대 신 
과 그로부터 방출된 하위의 창조신의 구조가 일반적이다. 제 2 원리인 바르벨로 
로부터 영적 우주가 창조되고 에옹틀이 창조된다. 이 중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는 본래의 아버지와 분리된 실채 속에서 분노하는데， 이러한 그녀의 의식이 조 
물주 얄다바오트를 낳는다. 얄다바오트는 인간에게 자신을 진정하고 유일한 창 
조주로 제시하연서 세상을 통치하려 한다. 창조， Kurt Rudolph, Gno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 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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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 기원에 관하여 

다른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발렌티누스는 세상의 악의 근원 

올 참 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ignorance)’때문이라 보고 있다. 처음 

창조 때 이미 세상은 무지에서 탄생했고 따라서 태생적으로 완전함 

을 결여 한다. 이것은 발렌티누스가 자신의 스숭의 위치에 두고 있 

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 

던 바울은 유대 경전 속의 선하고 정의로운 신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악의 침투를 이야기 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 

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 

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 

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샤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 

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 19-2이라고 말한다l이. 즉， 신은 존재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이미 인간이 신을 알 수 있게 해 놓았지만. 

사랍들은 신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욕정대로 행하고， 결국 모든 악이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악의 존재는 신의 잘못이 아니라 최 

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다11)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 자체를 남겨두었는가?’를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발헨티누스에게는 .왜 최초의 근원에서 신을 모르는 

상태의， 결핍이 있는 영적 세계가 방출되었는가? 결국 그 책임은 최 

초의 근원에게 소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발렌티 

누스 역시 이러한 의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11진리복음서”에서 

이점을 더욱 치밀하게 파고들연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신정론을 확고 

히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 발렌티누스가 어떻게 

10) 성경구절은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환을 사용하였다. 

11) 바울의 ”로마서”에는 특별히 바율이 세상의 죄의 기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 
는지가 많이 드러나 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돌어옹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률 지었 

기 때문에 죽옴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당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 
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나다…"(로마서 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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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정론을 방어해 나갔는지. 그의 논거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3 악과는 무관한 신: 발렌티누스 신정론의 근거 

먼저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는， 발렌티누스에게 있어서 .무지. 라는 

근원적인 악과 일반적인 도덕적. 자연적 악들이 구분되고 있다는 점 

이다. 무지는 이후에 창조된 모든 존재들 가운데 있는 악의 기원이 

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악인 무지의 책임은 최초의 근원에게로 돌려 

지는가? 발렌티누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진리복음서”에 

서 최초의 신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거듭 말하 

고 있다 .. 이제. 생각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는 존재에게 이것(물질 

세계의 창조와 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GTr 17:21)12) , .. 아 

버지의 속성에서 망각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망각은 분명히 

아버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오는 것은 앓이며. 
이것이 등장함으로써 망각은 사라지고 아버지는 알려지게 된다” 

(GTr 18:1. 4) 13) , ..... 아버지에게는 전혀 악이 없음을 아는 상태 

에서 그(예수)는 신의 비밀들을 말했다. (GTr 40:30)14). 어떻게 발 

렌티누스는 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었을까? 왜 

그는 이처럼 신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발렌티누스의 주장은 신 

의 속성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전제와 악을 보다 형이상학적으로 이 

해하려는 그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싸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발렌티누스가 제시하는 신의 속성은 전통적 유신론 논층에 

서 제시되는 신의 속성과는 전혀 다르다. 발렌티누스가 생각하는 참 

신은 단순히 전지. 전능하고 선하다는 형용사들로써 표현될 수 있는 

12) “Now. to the inconceivable uncontained this was not hur띠liating." 

13) “It was not 피 the father’s company that forgetfulness arose. and surely 
then not because of him! Rather. what comes into being within him is 
acquaintance. which appeared so that forgetfulness núght perish and the 
father núght come to be known". 

14) “ "'and when he who had emanated from the depth gave 비m his nave 
he spoke of his secrets, knowing that the father is without evil." 



148 종교학 연구 

신이 아니었다. 신은 이러한 속성들을 포함하고 드러낼 수 있지만 

엄연히 이러한 속성들을 초월한 존재이다: “세계 (entirety)는 생각 

될 수도 없고 담길 수도 없는 그의 안에 있었다" ( GTr 17 : 4) . 신의 

이러한 초월성은 r요한의 비밀묵시록j에 나타난 다른 영지주의자가 

제시하는 신의 모습과 같은 맥락에 있다. 비밀묵시록의 저자는 최초 

의 신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묘사한다법칙의 단일한 원리 

(unitary principle o( rule) ’. ‘타락하지 않는(incorruptible)' . ‘더 럽혀 

지지 않는( uncontaminated) ’, ‘보이지 않는(ínvisible) ’， ’옹전한 완전 

성 (utter fullness)’측정 할 수 없는(írnmeasurable)’말해질 수 없 

는(ineffable)’등등15) 발렌티누스의 신은 선이나 악을 구분하여 하 

나를 옹호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단지. 존재한다. 

이것은 위에 언급했던 발렌티누스의 형이상학적 사고의 방식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가 말하는 신은 비인격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신 

은 무지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을 제 

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초의 창조 과정에 있어서 그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은 인간이 신에 대해 무지한 것에 대해 

서 전혀 책임 이 없다. 또한 인간 세상 속의 도덕적 악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발렌티누스에게 있어 도덕적 선과 악의 구분이나 신이 

선하냐 악하냐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모든 것들은 지상적 

인 것이며 신과는 통떨어져 있는 문제들일 뿐. 신은 철저히 초월적 

이다. 

둘째 . 창조의 과정 을 묘사함에 있어 서 ‘방출(emanatíon) ，과 .오류 

(error) ’라는 두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16) 방 

출은 신의 자발적인 창조의 과정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발렌티누스 

의 초월적 존재는 그의 의지로 무언가를 창조해 내지 않는다. 그를 

제외한， 제2원리를 비롯한 다른 우주의 모든 존재가 창조된 것은 ’존 

15) Bentley Layton, 7꺼e Gnostic Scrjptures~ew York: Doubleday, 1995), 
pp. 2S-30. 

16) “Jnasmuch as the entirety had searched for the one from whom they 
had emanated, ... "(GTr 17:4), ‘·πlUS eπor found strength and labored at 
her matter in emptiness." (GTr 17:17), “For this reason despise error, 
since she has no root."(GTr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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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는 초월자의 속성 자체에 기인한다. 신의 .존재력(存在力)’은 

연속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태어나게 한다. 그의 존재 자체로써， 방 

출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탄생한 존재들은 창조의 과정 

이 진행되면서 최초의 신의 속성들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점 

진적 부족함(defect)의 축적은 당연한 흐름일 뿐 최고의 신은 이 문 

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류， 즉 제어된 올바른 상태를 벗어 

나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진리복음서”에서 발렌티누스는 

이 .오류’라는 형이상학적 단어를 일반적인 영지주의 신화에 등장하 

는 결함이 있는 인격적 존재들인 소피아와 얄다바오트를 의미하는데 

사용하였다. ‘오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최초의 존재는 왜 .오 

류.를 통제할 수 없었는가?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논거에서 언급한 

대로 신에게는 물어질 수 없는 질문이다. 방출로 인한 불완전성의 

축적의 과정은 신의 책임이 아닐뿐더러.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 자체에 기인하는 현상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은 무 

지로 인한 세상의 악을. 현재 인간이 보았을 때 타락이라고 이름 붙 

였을 뿐이다. 

발렌티누스가 궁극적 악이라고 생각하는 ’무지. 역시 그 형이상학 

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그는 무지를 마치 어쩔 수 없었던 자연스러 

운 결과처럼 말하고 있다 최초의 신은 생각 될 수도 없으며 말해질 

수도 없는 본성올 갖기에 필연적으로 그 자신이 아니지만 그의 존재 

자체로 인해 방출된 것들은 그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 

고 이 무지로 인한 두려웅 때문에 악한 세상의 창조가 시작된 것이 

다. 무지로 인해 모든 결핍이 시작되었으므로 분명 최초의 악은 무 

지이다. 그러나 어떠한 존재도 최초의 존재를 알 수 없기에 사실상 

최초의 무지에 대한 책임은 없다， “세상은 생각 될 수 없고 담길 수 

없는 그의 안에 있었다 - (따라서〕 불안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이 

자라서 •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GTr 17:9b 11)17) , “진리 

를 배우지 못한 채. 그녀는 만들어진 형태 안에 자리 잡았다 

""(GTr 17:17)18). 비록 무지의 상태를 진실로 속이면서 자신을 유 

17) “ ... the agitation grew dense like fog, so that no one could see." 

18) “Without having learned to know the truth, she took up residenc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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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신으로 믿게 하는 얄다바오트에게 이차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 

지만， 얄다바오트 역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는， 중립적 

존재이다. 

이처럼 발헨티누스에게 있어서 악은 그 근원을 누군가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최초의 신은 악과 선이라는 인 

간이 말하는 선악의 구분을 넘어선 존재이다. 따라서 지금 발렌티누 

스를 벼롯한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서의 선과 악이 누구에 

게서 기원 했는가 라는 의미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 

라. 기원을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현실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 

법을 찾는 것이다. 

악의 근원을 최초의 신에게서 찾지 않음으로써 발렌티누스는 하나 

의 견고한 신정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는 유신론에 제기되 

는 질문들에 답변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직 앓과 무지가 있는 초월 

적 영적 세계와 알지 못했던 신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질문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유신론을 만들어 내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적극적으로 신의 선함에 대하여 변증하면서 자신의 신정론을 강화한 

다. 

m. 신의 선함에 대한 발렌티누스의 견해: 
발렌티누스 신청론의 근거 n 

1. 신의 ‘은혜’로 언한 앓의 획득 

발렌티누스는 ”진리복음서’의 서두를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 

(grace)’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 진리의 선포는 진리의 아버 

지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다 .. (GTr 16:31)19). 그리고 

그는 진리의 신 안에 있는 것은 ‘앓’이라고 말한다: “그(최초의 근원) 

modeled form" 

19) “The proclamation of the truth is a joy for those who have received 
grace from the father of tru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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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오는 것은 ‘앓.이며， 이것은 망각이 소멸하고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용 것이다"(GTr 18:4). 이러한 구절들은 그의 신학 
의 독특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신을 비밀스런 지식의 획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신의 
.자비로움. 때문이었다. 

무지에 둘러싸인 인간이 모든 생각 위에 있는 신을 알 수 있는 길 

은 없었다. 그러나 신은 자비로써 세상이 영원히 무지 속에 흘러가 

지 않도록 개입한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앓으로써 온천한 완성에 

이 르도록 .완성 (cornpletíon)’을 자신 안에 보존해 둔다- 그리 고 인간 

은 최초의 신의 생각과 지성에서 방출된살아있는 책 (the book of 

the living)‘을 배움으로써 신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 세상에 제시될 수 있다. 발렌티누스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낸 것이며 이 모든 구원 

의 사역을 신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발렌티누 

스에게 있어서 악의 발생에 무관한 신은 오히려 세상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신으로 이해된다2이. 

특히 그가 제시한 .완성’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상태를 긍정하는 기 

능이 있다. 이것윤 현세와 내세. 고통 받는 현재와 구원 받는 미래의 

분명한 이분법적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구원의 가능성 

을 내포한 상태로 인식하게 한다. 현재는 악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 

니라，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한 결핍의 상태이며. 결핍이 신의 은혜 

로 채워짐으로써 현재 여기에서 구원의 상태로 .완성’되는 것이다. 

2. 악의 회복 가능성 

이제 신의 은혜로 선택되어 그를 알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악 -

불안과 망각. 거짓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 은 이미 견고하게 서 있 

는 진리， 즉 불변하고 침입 당할 수 없으며 일부러 아름답게 꾸며질 

20) "로마서”에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이 은혜 
를 통해서 개인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발렌티누스는 은혜롤 통해서 참 신의 존재률 알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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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는 순수한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불안과 망각. 

그리고 거짓의 만들어진 형체는 (생각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는 존 

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반면에 견고하게 설립된 진리는 불변 

하고， 첨투 당할 수 없으며， 미화 될 수도 없다 .. (GTr 17':23)21). 따 

라서 무지의 존재는， 물론 모든 세상의 악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 대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초월 

하는 ‘진리.가 엄연히 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렌티누스는 .오류.까 

지도 진정한 신을 아는 것을 통해서 쉽게 회복 될 수 있다고 말한 

다: “ ... 아버지의 깊이는 끝없고 그의 안에 .오류.의 생각이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추락한 것이며.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신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 쉽게 고쳐질 수 있다(GTr 35: 17 18)". 22) 

이처럼 신은 은혜가 많아 세상S로 하여금 자신을 알도록 계획하 

였다는 점. 또한 아무리 악이 섬각해 보여도 최초의 존재 자체가 구 

원의 장소로써 언제나 존재 한다는 접은 신의 선함을 보증한다. 

N. 결론 

신의 선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올 갖는 것은 한 유일신적 

신앙인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매일 마주치는 악의 존재는 

개인으로 하여금 신의 절대성이나 선함. 둘 중에 하나의 속성올 포 

기하게 만틀거나. 혹은 양자를 조화시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구 

성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각 시대의 다양한 신정론은 신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면서 의문의 거친 소용돌이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었다(혹은，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들을 그 소용돌이로 떠밀었다) . 

21) “ .. for the agitation and forgetfulness and the modeled form of 
deception were as nothing, whereas established truth is unchangeable, 
imperturbable, and cannot be beautified." 

22) “Rather, the father’s depth is inunense, and it is not with him that the 
thought of error resides. It is a fallen (translation uncertain) thing, that 
can easily be made upright through the discovery of him who came t。

that which he would brin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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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를 산 발렌티누스는 후대 정경이 된 신약성서의 마태. 요한 

복읍. 요한계시록， 바울의 서신서들과 창세기의 구절들을 기반a로 

하였지만 여기에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 배운 그리스 철학과 

신화들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자신만의 신청론을 체계화 시 

켰다. 특히 신이 세상의 악과 무관하며 온전히 선한 분이며. 따라서 

신자들이 확고하게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치밀하고 논리적인 방 

법으로 전개해 나갔다. 먼저 그는 진정한 신은 온전히 ‘존재하는 자 

이며， 그의 속성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초월성.이라고 말한다. 따 

라서 최초의 존재에게서 방출된 존재들은 그를 알 수 없드며 ， 이러 

한 무지에서 모든 악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발렌티누스는 이것 

은 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왜냐 

하면 신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오직 그를 앓으로써만 .완 

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 

을 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신을 앓으로써 선과 악의 구 

분올 뛰 어 넘 은 ‘평 옹 (repose)'의 상태 에 도달하는 것 이 중요한 문제 

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렌티누스의 신정론은 당대 영지주의적 그리스도교의 신 

앙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그가 ‘신은 선하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당대 신정론의 커다란 흐름에 도전하였다는 것이다. 이 

러한 도전을 통하여 그는. 기존의 신정론에서 신의 선함과 악의 존 

재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해방감을 주었을 수 있다. 신자들로 하여 

금 신의 선함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고. 초월적 신을 알게 함드로써 

선과 악의 구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도왔기 때문 

이다. 발렌티누스는 인간의 삶에 개업하는 인격적 신이 수반하게 되 

는 필연적인 선악의 문제를， 그 신을 다시금 초월적인 장소로 이동 

시키면서도 은혜를 강조하여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서도 

선악의 논란에서 탈피시킨 것이다. 

물론 그의 신정론은 수많은 신정론 중 하나로써 남을 것이다. 그 

의 것이 참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현재의 논의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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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답은 언제나 개인의 선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전을 살았던 한 종교인 발 

렌티누스의 진지한 고민과 답변은， 현대의 종쿄인들에게도 의미 있 

는 시도로 남을 것이다. 

주제어:발헨티누스，신정론，악，영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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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dicy of Valentinus in rThe Gospel of TruthJ 

Kim , Jin-young 

Endeavoring into the problem of evil. Gnostic philosopher 

Valentinus has argued about the goodness of God in his writing , 

rThe Gospel of TruthJ. The reasoning of his argument can be 

found in his discussions on creation , origin of evil. and the 

conquest of evi l. He argues that because one of God's properties 

is “existentiality," emanation of metaphysical and physical 

creation is inevitable. As the creation continues, 'error occurs, 

and this does not belong to God. Differently from the orthodox 

Christian theodicy that the final responsibility of evil lies in 

human being, he suggested that neither human being nor God is 

responsible for evil: evil is just an error. Valentinus' theology 

also varies from general arguments of various Gnostic sectors. 

Using the concept of "grace" acquired from Paul. Valentinus 

argues that God is in one hand transcendence , but on the other 

hand intervenes to human affairs with his divine grace. By 

connecting Christian God with grace and the Gnostic God with 

transcendence , also by using Jesus' and PauJ's theologies , he 

creatively developed his theodicy which was inf1uential to 

believers. Valentinus'serious discourse is meaningful for us living 

in 21st century , in the sense that the existence of good and evil 

has been perpetual question of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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