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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볼테르는 인간사나 인간의 운명이 신의 섭리에 따라 결정되거나 이루어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섭리주의’를 내세우면서 신의 이름으
로 온갖 불법과 부패를 저지르며 종교적 광신과 독선에 사로잡힌 기독교 사
제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기독교는 종교
적 광신과 불관용과 박해의 사악한 전형을 보여 줄 따름이며, 거기 속한 
사제들은 금욕주의와 계율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설교하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볼테르는 일평생 기독교와 가톨릭교회를 
투쟁 대상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한다. 

볼테르의 종교 사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자신이 태어
나고 자란 얀센주의 성향의 가정환경, 당시 프랑스 가톨릭의 내부 상
황과 관련된 기성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반감, 젊은 시절 예수회 학교
에서의 교육, 방탕하고 쾌락지향적인 분위기의 사교 모임 ‘탕플 
Temple’을 통한 리베르탱 사상의 향, 이외에도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귀족사회에서 느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좌절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이 전환되는 사건과 계기로서는, 국에서의 망명 생활, 
정신적이고 지적인 동반자 샤틀레Châtelet 부인의 죽음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절망, 자신의 이신론을 실현하려는 계획 속에서 프러시아 왕 
프리드리히Friedrich 2세에게 건 기대와 실망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사상을 형성한 볼테르는, 계몽사상
의 수호자로서 종교적 광신의 희생자들을 구명하는 데 초점을 둔 정의
와 인간성의 수호를 위해, 자신이 ‘비열한 것’이라고 이름 붙인 종교적 
광신과 종교적 불관용과 박해에 맞서 일평생 투쟁한다. 

볼테르는 기독교를 통해 빚어진 타락한 상황과 부패한 세태를 비판하고 
고발하지만, 우주의 창조자이면서 운행자로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우주의 창조주가 존재해야 하므로 조
물주인 신이 존재해야만 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도덕의 토대가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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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그 토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칙의 입법자’로서의 신을 인정하는 
그에게, 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뿐이며, 인간사나 인간의 
운명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인간과 멀리 떨어진 ‘절대자’이다. 이신론자인 
그의 관점에서, 신은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자’로서 존재하
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는 ‘절대자’에 의해 설정된 원한 법칙에 의해 전체적
으로 질서가 부여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법칙과 질서에 따라 빈
틈없이 움직이고 진행되지만, ‘절대자’는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여 향을 미치
거나 흐름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고 방향을 이끌
어 가는 것은 신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자유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
는 역할을 맡은 인간이다. 결국, 신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질서를 유지
하고 인간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자’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이 우주적이기는 하지만 인간 존재와 신 사이에는 매개가 
없다고 간주하는 볼테르에게, 신은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초연한 상태
에 있는 존재일 뿐더러, 인간사에는 물론 인간의 예배와 종교의식에도 참
견하지 않는 가치중립적이며 무심한 존재이다. 그는 기성 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절대자’에 합당한 종교를 구상하면서, 이러한 
종교를 현실 세계에 실현하려는 생각을 품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러한 종교가 실현되려면, ‘절대자’가 설정한 불변의 질서에 따라 만물이 제자
리를 지키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할 뿐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기 모습을 깨달아 ‘절대자’에게 대적하는 행위를 멈춤으로써 ‘절대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종교가 세상
에 실현되면, 인간은 서로 다투지도 괴롭히지도 않는 대신 서로 돕고 화합하여 
‘절대자’를 찬양하며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종교로서 ‘절대자의 종교’가 이러하므로 신을 종교적으로 
도구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제와 교회의 필요성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메시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종교적 계시가 독단주
의와 불관용을 초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 계시이든 철저히 불
신한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신을 인간이 본성과 속성을 알 수 없는 채로 남아 
있는 ‘절대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시에 따라 신이 ‘강생’을 통해 인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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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볼테르가 추구하는 ‘절대자’나 ‘절대자
의 종교’에는 신의 ‘강생’에 대한 거부가 근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는 
강생한 신인 예수의 진정한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적 신의 본질적인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결국, 그가 꿈꾸는 ‘절대자의 종교’는 일종의 
‘자연 종교’로서, 이 ‘자연 종교’를 지탱하며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이신론이다. 

이신론은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지식체계를 인정하기 때
문에, 이신론의 바탕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적이고 윤리적 
원리로서 이성이 깔려 있다. 따라서 볼테르는 이신론을 모든 종교의 밑바
탕에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로 간주하면서, 이신론자의 본분은 신을 
경배하고, 의롭게 도덕을 실천하고,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며, 미신을 믿는 자까
지도 박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종파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
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는 종교적 불관용이라는 죄악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
다. 그러므로 볼테르의 이신론이 주로 정립되는 것은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
적 광신과 박해를 가리키는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 및 예수회 신부들의 
전횡에 맞선 투쟁 가운데서이다. 그가 내세우는 이신론적 종교의 특징은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시키고 종교로부터 독단적인 교리를 없애는 것이며, 
사회를 유지하는 신성한 연결고리인 신에 대한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이성과 자연에 모순되는 기성 종교인 기독교의 신비와 맹신을 벗어나서 유
익을 주는 것이며, 신에 대한 그릇된 표상과 인간의 사악한 본성 때문에 
생겨난 종교적 맹신과 광신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
의 이신론은 비록 역사적으로 후일에 실패로 돌아가지만, 당시의 과학 분
야와 신학 분야에서는 지대한 향을 미친다.

‘자연 종교’와 ‘자연법’을 동의어로 간주하는 볼테르는, 기독교와 같은 ‘계
시 종교’도 완벽한 ‘자연법’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런 ‘자연 종교’
와 ‘자연법’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자연법’을 기독교 
교리를 통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지만, ‘자연법’ 이론은 어떤 점에서도 기
독교 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 표방된 ‘자연법’ 이론
이란 ‘자연법’이 본질적으로 이성에 일치한다는 것이고, 이성은 ‘자연법’의 
표현 자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자연법’은 자율적인 이성의 산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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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이성은 사물과 세상과 사회와의 고된 투쟁의 결과로서, 인
간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결과이다. 그런데도, 18세
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은 그 위력과 편재에서 너무도 명백한 것으로서 
나타난 나머지, 이성이 정립되는 느린 역사적 생성 과정은 무시됨으로써, 
이성의 보편적인 위대함이 선포되고 이성이 만물의 척도로 선포된다. 이성
이 지닌 이런 속성과 관련하여, ‘자연법’은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실재도, 
인간 이성의 산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은 
없으며, ‘자연법’은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일관성이 없고 변동하는 이성에 
종속된다. 따라서 ‘계시 종교’가 완벽한 ‘자연법’일 수밖에 없다는 볼테르의 
주장은 그가 추구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동시에, 그
가 열망하는 ‘절대자의 종교’로서 이상적인 종교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비판과 이신론으로 대표되는 볼테르 철학의 
의미는,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것
이고, 신앙이나 신조를 바탕으로 도그마를 고집하면서 어떤 원리나 이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기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교조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점점 더 엄 해지고 확고해지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신론을 토대로 
하여 지향하는 ‘절대자의 종교’로서 ‘자연 종교’는 그가 타도하려던 ‘계
시 종교’인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두 종교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으므로, 기독교를 대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 불관용과 광신과 독단으로 점철
되어 현대인에게 갈수록 환멸을 주고 실망감을 안기는 종교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볼 때, 볼테르가 구상한 
‘자연 종교’로서의 이신론이 기독교와 같은 기성 종교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다.  

주요 어 : 기독교, 이신론, 절대자, 자연 종교, 종교적 불관용, 종교적 광신.  
학   번 : 2008-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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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필명이 ‘볼테르’로 잘 알려진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François Marie 
Arouet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시인, 극작
가, 비평가, 역사가이자 작가이기도 했다.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그
렇듯이, 볼테르는 당시 각광받던 장르이던 극과 시 분야에서 작품 활
동을 시작했고, 그의 비극 작품과 서사시와 역사물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또한 디드로Diderot와 달랑베르d’Alembert의 주도로 이루어진 
『백과전서 Encylopédie』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철학자로서도 일생동
안 왕성한 활동을 벌인다. 

또한 볼테르는 일생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치열한 정치적, 사회
적, 이념적 투쟁을 벌임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선구자로도 인정받는다. 
그는 정치의 타락, 봉건 귀족 체제의 모순, 종교적 광신 등에 맞서 투
쟁하면서, 관용 정신이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문명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관용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 자신이 ‘비
열한 것’1)이라고 이름 붙인 종교적 광신, 종교적 불관용, 박해, 미신에 
맞서 투쟁한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작품 속에는 당
대의 지배적 종교 권력인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등장한다. 
그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면을 이룬다. 기성 종교에서 벗어난 반교권
주의자이자 이신론자로서 그의 정치적 목표는 자유를 중시하는 온건한 
계몽 군주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그의 비판은 당
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향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가 타고난 
환경과 그가 받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 종교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볼테르는 문학 분야에서 왕성한 창작욕을 드러내 보이면서, 여러 편
1) ‘비열한 것  l'Infâme’에 대해서는 본고의 「Ⅰ.3.3. “비열한 것을 쳐부수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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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극을 쓸 뿐 아니라, 소설과 콩트 분야에서도 많은 작품을 남긴
다. 그의 비극 작품은 오늘날에는 상연되지 않으나 오히려 철학적, 사
회적 풍자를 담은 콩트들은 그의 문학적 재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
야로서 문학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철학 사
전 Dictionnaire philosophique』이나 기타의 논설들은 통해 그가 비판하고 
풍자하는 분야는 역사, 철학, 과학, 종교, 풍속을 넘나드는데, 이런 비판 정신
은 오로지 인간 이성의 진보에 대한 믿음 및 계몽을 통한 사회 변혁 의지에서 
기인한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형이상학론 Traité de Métaphysique』,『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Candide ou l'optimisme』, 『미크로메가스 Micromégas』 등
에서 나타나듯이, 볼테르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벌어지는 악과 불행에 대해 고
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지만, 신神2)이 세상의 일이나 인간
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함으로써 신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그가 이른바 ‘섭리주의’3)
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의 종교 비판에는 종교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면서 
광신과 독선에 빠진 당시의 기독교 사제와 교회에 대한 그의 반발도 당연히 
들어 있다. 그렇지만, 그의 비판은 더욱 근본적인 지점에 놓여 있다. 즉, 그는 
기존의 종교와 신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새로운 종교와 신성의 개념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의 작품 『철학 사전』, 『자디그 혹은 운명 Zadig ou la 
destinée』 등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생각한 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유
지할 따름인 신으로서, 세상의 일이나 인간의 운명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인
간과는 멀리 떨어진 신으로 제시된다. 그의 작품 『세상 돌아가는 대로 Le 
Monde comme il va』에서 부각되듯이,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2)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신神’은 기독교 신앙의 신이다. 프랑스어에서 ‘신’에 해당하는 

표현인 ‘Dieu’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인 ‘야훼’를 나타낼 때,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
해 ‘하느님’이나 하나님’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경우에도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란 표현 대신 ‘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Dieu’가 우주를 창
조하고 운행하는 ‘절대자’를 의미할 때도 ‘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3) ‘섭리주의 le providentialisme’. 모든 인간사에 신의 뜻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확신이며, 
신의 힘이 너무도 완전한 나머지 인간은 그 신성한 힘에 필적할 수도 없고 완벽한 신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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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처럼 작용하는 신의 섭리에 따라 세상의 일이나 인간사가 결정되지 말아
야 함을 강조한다. 

볼테르는 『아마베드의 편지 Les lettres d'Ababed』, 『바빌론의 공주 Le 
princesse de Babylon』 등에서, 신의 뜻과 이름을 빙자하여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에 달했던,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기독교 
사제들의 행태를 신랄히 비판한다. 특히, 『랭제뉘 L'Ingénu』와 『스카르멘
타도의 여행기 Histoire des voyages de Scarmentado』에서 혹은 『철학 
서한 Lettres philosophiques』과 『관용론 Traité sur la Tolérance』에
서 그가 제기하고 비판하는 문제들을 통해 보면, 가톨릭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는 교리가 불합리하거나 모호할뿐더러, 금욕주의와 계율에 대한 맹
목적인 복종을 설교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거기에 속한 사제들은 부도
덕한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종교적 불관용과 광신과 박
해의 사악한 전형을 보여 줄 따름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가 ‘비열한 것’
이라고 부르며 뿌리 뽑으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테르는 일
평생 가톨릭교회를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이념의 적으로 간주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한다. 

그런데, 볼테르의 종교에 대한 사상이 단지 기독교의 섭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종교’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파게Émile 
Faguet는 “볼테르의 철학 전체는 세상 속에 초자연적인 것의 개입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사고로부터 없앤다는 부정적인 견해로 귀착된다.”4)고 하면
서, 그것이 종교에 대한 부인이든 혹은 종교의 단순한 결핍이든 간에, 볼
테르의 행동과 사고와 작품의 중심에는 ‘무종교’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파게에 따르면, 철학적이든 혹은 역사적이든 볼테르의 사상 전체는 종교적 
정신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반감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런 ‘무종교’가 사
상가와 작가로서의 볼테르의 한계를 이룬다는 것이다.5) 이런 관점에서, 파
게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투쟁은 볼테르가 선호하는 큰 과업임을 인정
4) Émile Faguet, Voltaire, Lecène, Oudin & Cie, 1895, p. 82. “La philosophie de 

Voltaire se réduit tout entière à une idée négative : éliminer de la pensée de 
l'homme l'idée d'une intervention du surnaturel dans le monde.”   

5) Ibid.,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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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6)고 하면서, 종교적인 것에 대한 부인이나 혹은 종교적인 것의 
결핍이 볼테르 사상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파게의 이런 견
해에 대해, 뷔파Marc Buffat는 종교적인 것의 부인이든, 단지 종교적인 것
의 부재이든, 이 결핍이 볼테르에게 핵심적인 것이고 볼테르의 사상을 이
루는 것이라면, 결국 볼테르는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진
다고 하면서, 파게의 견해에는 논쟁적인 소지가 있음을 이렇게 지적한다.  

  그것과 관련된 파게의 논지는 “종교가 볼테르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도식적 논
리로 귀결될 수 있다. 종교가 핵심적인 것인데, 핵심적인 것이 볼테르에게 결핍
되어 있다는 것이다. 파게는 “신은 모든 것이 아닐 때 신은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기술한다. 파게에게 있어 신은 모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볼테르가 우리
에게 주는 이미지에 따르면, 적어도 그에게 있어 신은 아무 것도 아님이 분명하
다. 파게는 자신이 볼테르에게 전가하는 입장과 엄 히 상반되는 입장으로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논쟁적인 성격을 띤 견해와 마주하고 있다.7)  

요컨대, 볼테르의 행동과 사고와 작품의 중심에는 ‘무종교’가 발견된다는 
파게의 주장에 대해, 뷔파는 볼테르에게는 종교가 핵심적인 것이라는 견해
를 제시한다. 물론, 파게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점이 있지만, 뷔파
의 견해처럼 종교는 볼테르의 삶과 사상으로부터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특히, 그가 가톨릭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면서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더라도, 얀센주의에 익숙하고 호의적인 그의 가정환
경의 향과 더불어, 루이 르그랑Louis-le-Grand 학교에서 예수회 신부들
에게 받은 교육의 향 때문에, 그의 종교적 사상은 기독교라는 한계와 축

6) Émile Faguet, Études Littéraires - XVIIIe siècle, Bolvin et Cie, 1930, p. 224. “Il 
faut reconnaître que la guerre au surnaturel a été sa grande tâche et préférée.” 

7) Marc Buffat, “Voltaire selon Faguet, ou l’irréligion de Voltaire” in Cahiers Voltaire 
N 〬 1, 2002, p. 56. “Le propos de Faguet à son sujet peut se ramener au syllogimse 
suivant : La religion manque à Voltaire. Or la religion est l'essentiel. Donc 
l'essentiel manque à Voltaire. ≪Quand Dieu n'est pas tout il n'est rien.≫, écrit 
Faguet. Il est clair que pour lui Dieu est tout et pour Voltaire - du moins d'après 
l'image qu'il nous donne - rien. Nous avons à un discours d'une nature 
profondément polémique puisque Faguet parle à partir d'une position rigoureusement 
antithétique à celle qu'il attribue à Vol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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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독교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 특히 기독교가 중심 요소가 되는 그의 사상이 어떻게 형

성되고 전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정환경과 교육, 리베르탱 
사상의 향, 부르주아 출신의 한계와 같이 그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 
주요한 전기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국에서의 망명 생활, 샤틀
레 부인과의 만남, 프리드리히Friedrich 2세와의 결별과 같이 그의 사
상이 형성되는 데 향을 미치거나 방향전환이 된 주요 사건과 계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이루어진 페르네Ferney에서의 활동
과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과 같은, 계몽사상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및 그
의 사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던 활동과 투쟁을 
살펴볼 것이다.

전기적 측면에서 볼테르의 종교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 및 그 사상이 
전개되면서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투쟁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신론과 기독교 비판을 중심으로 한 그의 종교 사상이 그의 문학 작
품이나 철학 저술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이자 실천가인 그의 삶 전체에 녹아 있으면서 그의 삶 자체를 
통해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중심으
로 하는 기독교에 대한 그의 관점과 사상,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사상
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
기 때문이다.         

물론, 볼테르는 기독교를 통해 빚어진 타락상과 부패한 세태를 비판하고 
고발하지만, 그래도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종교적인 면
에서나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더 의미심장한 것은 그의 ‘신’ 개념이 기존의 
‘신’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을 구상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볼 내용은 볼테르가 기성 종교인 기독교를 대체하기 위해 내
세운 이신론인데, 그의 이신론은 『관용론』과 『철학 사전』 등을 필두로 
하여 그의 다양한 작품에 스며있다. 기독교에 대한 볼테르의 비판은 기독교 
사제들의 타락이나 기독교도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기독교의 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신을 구상하는 데까지 이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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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그는 ‘신앙’에 근거한 신을 부정하고 ‘이성’에 근거한 신의 개념
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신론을 지탱하고 뒷받
침하는 신의 개념으로서 ‘절대자 l’Être suprême’8)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볼테르가 구상한 이신론의 핵심 개념인 ‘절대자’로서의 
신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개념 파악의 주요 실마리가 될 볼
테르가 생각하는 신의 존재와 본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신의 존재에 
대한 볼테르의 확신, 우주의 창조자와 근원이면서 ‘ 원한 기하학자’로서
의 신의 존재,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惡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그의 다양한 작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볼테르는 빈틈없
고 완전한 존재인 신이 완벽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숱한 악행이 자행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는 악의 근원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
간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결국, 세상에서의 악의 문제는 신이 
인간과 세상의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고 관여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관되
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테르가 취하는 입장을 통
해, 그가 내세우는 ‘절대자’로서의 신의 개념의 단초가 드러난다.  

다음으로, 볼테르의 이신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이신론이 드러내는 특징을 파악해볼 것이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개념인 신의 
섭리와 관련하여, 볼테르는 신이 세상사에 개입하여 신의 뜻이나 결정에 따라 
인간의 모든 일이 좌우되거나 정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록 그가 
‘섭리의 질서’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측
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근원으로서의 섭리를 나타낼 따름이다. 결국 그는 신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돌아가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는데, 신의 섭리에 대한 볼테르의 이런 입장은 그가 품고 있는 ‘절대자’
로서의 신의 개념과 그가 추구하는 이신론의 토대를 이룬다. 그리고 그가 꿈꾸
는 종교는 기성 종교, 특히 그가 적대시한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절대자’에 들어맞는 종교를 꿈꾸고서 이런 ‘절대자의 종
8) ‘절대자’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표현 ‘l'Être suprême’를 우리말로 ‘지고의 존재’라고 옮길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신과 구별되면서도 볼테르가 품고 있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본고에서는 ‘절대자’라고 옮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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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지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가 꿈꾸는 ‘절대자의 종교’는 일종의 ‘자
연 종교 la religion naturelle’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연 종교’가 그가 타도 대
상으로 삼은 기성종교인 기독교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서는, 
‘자연 종교’가 지닌 특성과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볼테르의 기독교 비판은 그가 구상한 ‘절대자’로서의 신의 개념을 배태하
는 주요인이다. 그런데, 당대의 계몽주의자들에게 대개 그렇듯이 이 비판은 이
신론의 바탕 위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바는 볼테르의 삶
과 글을 통해 그에게 이신론이 형성되는 과정 및 그가 이신론을 바탕으로 기
독교를 비판하며 종교 사상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추적하는 이중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먼저 이신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다음에는,  
볼테르가 문제로 삼는 기독교의 양상들을 철학 콩트와 반교권적인 글들을 중
심으로 하여 분류하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볼테르
의 기독교 비판과 관련하여 살펴 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의 기독교 
비판의 시발점이 되고 그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 인간의 연약함과 환상, 혼 불멸의 문제, 혼의 존재와 실체, 운명에 
대한 인간의 자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위 사제가 누리는 부와 절대권력, 사제들의 세속적인 타락과 탐욕, 특정 종
파의 전횡과 폐단, 종교의식의 문제와 한계, 신탁과 성전聖戰의 논리, 기독교 
교리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 종파 간의 알력과 다툼, 종교적 불관용과 광신, 종
교적 광신이 낳은 희생자 등의 문제들이다.9)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계몽주의 시대의 큰 흐름은 무신론을 표방하
는 것이 아니라, ‘자연 종교’와 이신론을 표방하거나 혹은 ‘자연 종교’와 이신론
의 수많은 변종 중 하나를 표방한다.”10)라고 하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몰

9) 본고에서 볼테르의 이신론과 기독교 비판과 관련하여 인용되는 볼테르의 다양한 작품
들의 내용은 볼테르의 ‘철학적 콩트들 les contes philosophiques’을 모아서 펴낸 『로망
과 콩트 Romans et Contes』, ‘철학적 글들 les écrits philosophiques’을 모아서 펴낸 
『멜랑쥬 Mélanges』, 그리고 『철학 사전』에 주로 실려 있는 것이다. 

10) Tzvetan Todorov, “L’esprit des Lumières” in Lumière! Un héritage pour demain,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06, p. 11. “Le grand courant des Lumières va 
se réclamer, non de l’athéisme, mais de la religion naturelle, du déisme, ou d’une 
de leurs nombreuses vari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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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하게 되는 세상의 신앙들에 대한 관찰과 묘사는 종교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지 않고, 관용의 자세를 견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11) 특히, 가톨릭교회의 박해와 전횡에 맞서 종
교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다원론을 주장하던 개신교 신학자들과 철학
자들의 사상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에 소개된다. 따라서 
프랑스의 이신론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런 흐름과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태도 
및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볼테르의 이신론에 대한 연구가 본고에서의 중심 내용이 된 것은, 프랑스
에 이신론이 도입되어 등장하는 이와 같은 당시 상황과 배경에 비추어, 볼
테르의 이신론 구상이 ‘이성과 계몽’이라는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가장 선도적인 탐구임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 콩트와 
반교권주의적 저작을 통해 주로 나타나는 그의 종교 사상 전체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흔히 ‘볼테르의 이신론’으로 불리는 그의 이신론이 형성된 과
정과 이신론의 핵심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가 이런 이신론에 기반을 두면
서 기존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의 이
신론이 기독교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으로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들
에 대한 이해가 관건이 되는데, 그것은 철학적, 신학적 검토와 더불어 사
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11) “이신론은 기독교에 앞서 원초적인 ‘자연 종교’가 존재했음을 가정하며, 신비의 계시들
은 모두 이 ‘자연 종교’를 타락시키는 미신으로 간주한다. ‘자연 종교’가 진정한 종교이
다. ‘자연 종교’의 가르침은 도그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덕과 사랑의 실천
이다. 이신론은 이렇게 기독교의 독선과 배타성에 벗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유와 관
용의 미덕을 요청한다. (…) ‘자연 종교’의 가르침은 도그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덕과 사랑의 실천이다. 이신론은 종교에서 도그마를 배제한 하나의 도덕철학이 
되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관용을 실천한다.” 김응종, 「이신론과 관용」, 『인문학
연구』 통권 88호, 2011, p. 210,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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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볼테르의 종교 사상 형성과 전개

드퐁프리Éduard de Pompery에 따르면, 볼테르는 당대의 유력자들인 
왕족, 국가 지도자, 예술·과학·산업 분야의 유명인사에게 막대한 향
을 주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지치지 않고 작품을 생
산․출판함으로써 18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된다. 연극에서의 성
공, 유럽 사회에서의 폭넓은 명성, 자신의 적으로부터의 격렬한 박해와 
공격, 이 모든 것은 그를 18세기의 가장 활기 넘치고 가장 흥미 있는 
인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한다. 더 나아가, 볼테르는 당시 유럽의 여
론에 폭넓은 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된다.12) 퓌마롤리Marc Fumaroli
는 “볼테르 자신은 제1인자가 되는 법을 알았고, 1750년 이후에는 유
럽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될 줄 알았다.”13)라고 하면서, 유럽의 
사방에서 볼테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볼테르가 교양과 학
식이 있는 계층의 여론에 엄청난 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자가 된 사실
을 강조한다. 퓌마롤리에 따르면, 볼테르는 자신이 이루어낸 왕성한 작
품 활동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문학적 결속과 
우의로 다져진 강력하고 두터운 인맥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낸 
군주와 왕실의 후원에 힘입어, 당시 유럽 사회의 교양 계층이나 지식 
계층에 커다란 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부각된다.14) 특히, 나브
Raymond Naves는 “볼테르는 자기 시대의 천재 다. 더 정확히 말해, 그는 
자기 시대의 천재성을 지녔다. 그리고 그를 만들어냈던 이 시대는 그의 작
품 앞에서 바짝 엎드렸다.”라는 보날드Bonald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에
는 일부 과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볼테르를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비
12) Édouard de Pompery, La Vie de Voltaire : l'homme et son œuvre, Libraire de 

la Société des Gens de Lettres, 1878, pp. 149-150. 
13) Marc Fumaroli, “L’anti-Émile : Voltaire et ses éducateurs jésuites” in Revue 

Voltaire N 〬 3, 2003, p. 219. “Il a su devenir lui-mé̂me un prince, et après 
1750, un despote de l'opinion publique européenne.”

14) Ibid.,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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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로 평가한다.15)  
포모René Pomeau는 “볼테르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의 피상적

인 소용돌이만을 고려한다면 착각할 수도 있다. 거창한 구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볼테르는 사람들의 정신에 깊이 흔적을 남
겼음에는 변함이 없다.”16)고 하면서, 볼테르가 당대와 후세에 끼친 
향을 설명한다. 포모에 따르면, 볼테르가 끼친 향 중 하나는 쉽사리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는 비판 정신이 볼테르를 통해 프랑스에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주장하고 내세운 종교적 관용은 어떤 
결정적인 승리가 되었고, 따라서 볼테르적인 정신은 거의 모든 정신에 
스며들었다.17)

랑송Gustave Lanson은 종교적 측면과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볼테르가 
프랑스 사회에 미친 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했음을 밝힌다. 즉, 교회의 
악습과 로마 교황청의 재정적 특혜와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울 때, 사제
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수도승의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수도승을 
없애려 할 때, 광신과 박해에 맞서 분개할 때, 프랑스 거의 전체가 그
를 뒤따라갔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권 남용을 규탄하고 사법권 남용의 
희생자를 도울 때, 행정권의 남용에 맞서 싸우며 유용한 제도 개혁을 
제시할 때, 공공의 번 을 진작시키는 평화적인 왕권을 바랄 때, 사람
들은 그를 지지하며 뒤 따라 갔다는 것이다.18) 이와 아울러, 랑송은 
“볼테르는 대중 가운데 비판 정신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기 시대에 향
을 미치고, 종교, 정치, 사법, 경제 문제 같은 행정과 통치와 관련된 
온갖 문제를 대중 앞에 제시한다. 즉, 여론을 공적인 일들을 주도하는 
힘 중의 하나로 삼는다.”19)라고 하면서, 볼테르가 자기 시대에 다양한 

15) Raymond Naves, Voltaire l'homme et l'œuvre, Hatier-Bolvin, 1955, p. 5. 
16) René Pomeau, Voltaire par lui-même, Éditions du Seuil, 1955, pp. 95-96. “On se 

tromperait toutefois si, pour apprécier l'influence de Voltaire, on ne considérait que 
les remous superficiels de la politique. Le grand dessein a échoué. Mais il reste 
que Voltaire a marqué profondément l'esprit des hommes.”

17) Ibid, p. 96. 
18) Gustave Lanson, Voltaire, 1906, p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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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끼친 향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당시 유럽 사회의 유력한 인물 및 교양 계층이

나 지식 계층에 굉장한 향을 미치고, 뛰어난 재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18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며, 당시 유럽의 여론을 좌지
우지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을 반 하는 비판 정신
이 그를 통해 프랑스에 보급되고, 관용의 수호자로 기억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칼라스Calas 사건’을 계기로 종교
적 불관용의 희생자들을 옹호하고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 
오늘날까지도 행동하는 양심으로 여겨지고, 관용의 상징적 인물로 꼽
히고 있다.20) 

볼테르의 이런 면모와는 달리,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일생동안 귀족들
과 자주 어울리며 군주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쓴다. 사실 이런 모순
적인 면이야말로 그를 갈등 속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이런 상황을 통해 
그를 성장시킨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재능 덕분에 귀
족들의 사교계에 받아들여진 것을 망각한 채, 1726년 유력한 가문의 
젊은 귀족으로부터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결투를 신청하려는 오만을 부린 대가로, 또다시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
되고 국으로 건너간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감옥에서 풀려난다. 이
것은 볼테르가 전제 군주제에서 불평등 때문에 차별을 당한 첫 경험으
로서, 자신의 사상과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19) Ibid., p. 213. “Voltaire agit sur son temps par le développement de l'esprit 

critique dans le public. Il porte devant lui toutes les questions 
d'administration et de gouvernement, questions religieuses, politiques, 
judiciaires, économiques : il fait de l'opinion une des forces directrices des 
affaires publiques.” 

20) 볼테르는 관용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가 관용을 베풀지 
않은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메이나르Michel Ulusse Maynard는 ‘관용의 사도’
인 볼테르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관용을 베풀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볼테르는 불관용을 통해서만 관용을 강조했고, 자신의 단편 시들에 대한 조금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말 무분별한 견해에 대한 정말 합리적인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고, 자신이 혐오하는 ‘비열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Michel Ulysse Maynard, Voltaire : sa vie et ses œuvres, Ambroise Bray, 
Libraire-Editeur, 1867, p. 416. 



- 12 -

2년간 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보낸 이후 볼테르는 프랑스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받는데, 그가 국에서 보고 배운 것, 곧 정치적․종교적․사상
적 자유, 인간 삶의 향상, 실험적인 방법, 정신의 사회적 가치 등을 토
대로 『철학 서한』을 집필한다. 

1934년에, 볼테르는 『철학 서한』의 출판으로 체포당할 위기에 몰리자 
프랑스 로렌 지방으로 피신하는데, 로렌 지방에서 가까운 국경 지역인 시
레Cirey에 성을 소유하고 있던 샤틀레 부인으로부터 그녀의 성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고서, 안전을 위해 그녀의 성에 정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샤틀
레 부인과 더불어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지내게 되는데, 샤틀레 부인은 
볼테르 사상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형이상학 저작과 과학 저작을 
저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큰 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윽고 
1745년이 되자, 볼테르는 문예계와 정치계의 호평과 신임에 힘입어, 
왕실 ‘사료편찬관 l’historiographe’이 되고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는 
등 연이은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그의 성공에 대한 주변의 질시와 적
대감 때문에 실망할 뿐 아니라, 정신적 동반자 샤틀레 부인의 죽음으
로 인한 충격으로, 볼테르는 프리드리히 2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프러
시아 궁정으로 향한다. 거기서 볼테르는 프리드리히 2세에게 걸었던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고 왕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프랑스로 돌
아오게 되는데, 권력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판단
한 스위스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프랑스 페르네Ferney에 지를 사서 
마침내 정착한다. 

사실상 볼테르는 안락함을 좋아할 뿐 아니라, 연극과 더불어 삶의 
가장 완성된 형태 중 하나로서 여기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는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주는 물질적 여유에 신경
을 쓰면서, 투기와 주식투자와 복권 매입과 작품 판매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은다. 이를 통해 그는 페르네의 성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그래서 당시 볼테르의 페르네 성을 방문하여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유럽의 계몽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코스가 된다. 하지만 볼테르
는 페르네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서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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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광신의 희생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구명하기 위해 종교적 불관용
과 박해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다. 

드퐁프리에 따르면, 볼테르의 삶은 세 가지 주요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청년기로서, 1694년 출생 이후부터 1734년 볼
테르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샤틀레 부인과 교류를 갖고 시레성에 
은거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장년기에 해당하는데, 시
레 성에 은거한 이후부터 펼쳐지기 시작하여 1755년 델리스Délices와 
1758년 페르네에 정착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풍요로운 삶
을 누린 볼테르의 노년기로서, 페르네에서의 정착 이후부터 세상을 뜨기까
지의 시기이다.21) 따라서 볼테르의 사상 형성과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
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그의 청년기에 주로 해당
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그의 종교관 형성에 지대한 향을 미친 얀센
주의 종교적 성향의 가정환경, 그의 이신론적 종교적 성향을 형성하고 
시인과 극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한 예수회 학교에서의 교육, 방탕
하고 쾌락지향적인 분위기의 사교 모임 ‘탕플’을 통한 리베르탱 사상의 

향,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귀족사회에서 느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좌절, 섭정을 비방하는 풍자시를 지은 장본인으로 몰려 바스티유감옥
에 투옥된 사건, 극작품과 서사시를 통한 눈부신 문학적 성공 등을 그
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장년기에 주로 해당하는 두 번째 단계로서, 유력한 가문의 기사와의 다
툼으로 바스티유감옥에 다시 투옥된 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국에서
의 망명 생활, 샤틀레 부인의 죽음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절망, 프리드
리히 2세에 대한 기대와 실망 등을 그의 사상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사건과 과정으로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노년기에 주로 해
당하는 단계는, 일생 중 가장 활동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 페르네
에서의 활동과 투쟁,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명과 
복권 노력으로 대표되는 정의와 인간성을 위한 투쟁, 그가 ‘비열한 것’

21) Édouard de Pompery, La Vie de Voltaire : l'homme et son œuvre, op.ci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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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이름 붙인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과 박해에 맞선 투쟁 등을 그
의 사상의 본격적인 전개 국면 및 그에 수반된 투쟁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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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사상 형성의 주요 요인

Ⅰ.1.1. 가정환경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
볼테르는 아버지 프랑수아 아루에François Arouet와 어머니 마르그

리트 도마르 아루에Marguerite Daumard Arouet 사이에서 1694년에 
태어난다. 포모에 따르면, 볼테르는 공식적으로 1694년 11월 22일에 생
탕드레 데자르Saint-André-des-Arts 교회에서 세를 받은 그 전날에 
태어난다. 이것은 오늘날 사라진 교구 명부에 기재되었던 내용이지만, 
볼테르는 자신이 1694년 2월 20일에 실제로 태어났다고 몇 번이나 주
장한다. 따라서 볼테르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태어난 날짜는 1694년 
11월 21일이지만, 이 날에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22) 더욱이, 볼테르는 “나는 달랑베르가 퐁트넬Fontenelle의 아들임
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듯이, 내가 로크브륀Roquebrune의 아들임이 확
실하다.”23)고 하면서, 프랑수아 아루에가 친아버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아버지야말로 ‘로크브륀’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
신한다. 볼테르는 아버지 프랑수아 아루에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
문에, 공증인인 아버지의 고객이던 왕의 근위기병이면서 장교인 로크
브륀 같은 재기 있는 사람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어머니의 명예가 달려 있다고 주장한
다.24)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서도 평범한 부르주아 출신의 아
버지보다는 무관 귀족 출신의 아버지를 선호하는 볼테르의 이런 태도
는, 일생동안 귀족들과 자주 어울리며 군주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볼테르 자신의 계층 상승을 지향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볼테르가 취하는 이런 태도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의 부계 혈통이나 가족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 

22)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Fayard, 1995, p. 9. 

23) Ibid., p. 13. “Je crois aussi certain que d'Alembert est le fils de Fontenelle, 

comme il est sûr que je le suis de Roquebrune.”  

24) 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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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신의 출생일과 부계 혈통과 관련된 볼테르의 이와 같은 주
장을 입증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볼테르가 자신의 공식적인 출생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계 혈통이 불확실하다고 여긴 점이야말로, 볼테르가 가족과 절연하
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본명인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 대신 ‘볼테르’라는 
필명을 지어 사용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이다. 오리외Jean Orieux는 볼
테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느끼고 있던 이런 감정을 ‘볼테르’라는 필
명과 연관시켜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의 조국에 충성하는 사람은 조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는 극작품 
『메로프 Mérope』에 나오는 이 시구는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고 
특히 자신의 가족에 대한 볼테르의 감정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무시한다. 그는 자신의 혈통과 성씨 중에서 자기가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왜 ‘볼테르’라고 불리는가? 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아루에 르 죈느Arouet le Jeune의 철자를 바꾸어 
만든 말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어떤 이들은 그것이 땅의 지명이라고 주장한
다. 그런데, 이런 지명을 지닌 땅은 없다. (…)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
신의 형 아르망Armand처럼, ‘아루에’라는 성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아루에’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볼테르’라고 부른다.25)  

볼테르가 21세 되던 해인 1715년에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오를레앙 공
작의 섭정이 시작된다.26) 볼테르는 섭정과 섭정의 딸에 대항하는 풍자시를 

25) Jean Orieux, Voltaire ou la royauté de l'esprit, Flammarion, 1966, p. 53. “≪Qui 
sert bien son pays n'a pas besoin d'a ïeux.≫ Ce vers de Mérope nous 
donne le sentiement de Voltaire sur la famille en général et sur la sienne 
en particulier. Il a méprise. Il s'est voulu le premier de sa race et de son 
nom. Pourquoi s'appelle-t-il Voltaire ? On n'en sait trop rien. Les uns 
soutiennent que c'est l'anagramme d'Arouet le Jeune, d'autres, un nom de 
terre. Or, il n'y a pas de terre de ce nom. (…) Il s'appelle Voltaire parce 
qu'il ne voulait pas s'appeler Arouet comme son père, ni comme son frère 
Armand, ni comme tous les autres Arouet.”

26) 루이 14세가 사망한 후 5살의 증손자가 루이 15세로서 즉위하지만, 오를레앙Orléan 

공 필립Phillipe이 고등법원에 가서 루이 14세의 유언을 취소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섭

정으로 즉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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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바스티유 감옥에서 11개월간 갇혀 있다
가 풀려난 후, 당시 규정대로 파리를 벗어난 지역에 거처가 지정된다. 다
행히도 볼테르는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파리와 아주 
인접한 샤트니Chateny라는 곳에 보내져, 그곳에 있는 아버지의 별장에서 
1718년 10월까지 지내게 된다. 거기서 자신은 섭정에게 대항하는 글을 쓴 
적이 결코 없으며 섭정에 대해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탄원서를 여러 곳에 보낸 결과, 마침내 파리에 돌
아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낸다. 당시, 그는 지금껏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허비했음을 의식하고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
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 본명인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 
대신 ‘볼테르’라는 필명을 짓는다. 포모는 볼테르가 결심한 이러한 개명의 
과정과 그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프랑수아 아루에의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얼마 
전에 바꾸었다. ‘아루에 드볼테르 Arouet de Voltaire’라는 서명은 6월 12일 샤
트니로부터 쓰여 진 짤막한 편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기이하게도 이 편지의 
수취인은 국인인 애쉬번햄Ashburnham 백작이다. ‘아루에 드볼테르’는 백작이 
자기에게 말 한 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다. (…) 10월에도 두 장의 편지에는 
‘아루에 드볼테르’라고 서명이 되어 있지만, 11월에 그의 희곡 『오이디푸스 
Œdipe』의 성공 이후에 섭정에게 헌정하면서 저자는 단지 ‘볼테르’라고 서명한
다. (…) 따라서 그는 자신의 과거, 곧 11개월간의 바스티유 감옥 생활과 유배 
생활과 단절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추정적으로만 속해 있다고 생각
할 따름인 아루에 가문과 단절하기를 한층 더 원한다.27)

27)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86. “Pour entrer dans 
l'ère nouvelle, le fils de François Arouet venait de changer son nom. La signature 
≪Arouet de Voltaire≫ se lit pour la première fois dans un billet écrit de Chatenay 
le 12 juin. Curieusement le destinateur en est un Britannique, le comte 
d'Ashburnham, ≪Arouet de Voltaire≫ demande qu'il lui prê̂te un cheval. (…) En 
octobre, deux lettres sont signées ≪Arouet de Voltaire≫. Mais en novembre, 
après le triomphe d'Œdipe, l'auteur, s'adressant au régent, signe tout simplement ≪
Voltaire≫. (…) Il veut donc rompre avec son passé : avec ses onze mois de 
Bastille, ses exils, mais plus encore avec cette famille Arouet à laquelle il ne croit 
appartenir qu'à titre put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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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선조를 결코 내세운 적이 없는 볼테르
는 선조들의 성姓인 ‘아루에’가 정말로 끔찍하다고 할 정도로 ‘아루에’
라는 성을 경멸하고 그 성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샤르동샹Guy 
Chardonchamp이 지적하듯이, 만일 볼테르가 자기 시대의 부르주아들
에게서 빈번히 있던 일이던 자신의 성을 그대로 두고 귀족의 성처럼 
만들려는 욕구에 이끌렸다면, 볼테르는 자신의 부계 호칭 앞에 ‘de’를 
붙 을 것이다. 만일 그러했다면, 우리는 ‘볼테르’가 아닌 ‘다루에 
d'Arouet’의 작품들을 대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이 작품들을 만든 
그의 천재성은 후세에도 불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성을 업신여기는 볼테르는 자신의 필명으로 ‘볼테르’를 
사용하면서 이 필명이 유명해지고 부각되기를 원한다.28)   

볼테르는 7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볼테르의 기질 형성에 상
당한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Pierre Milza에 따르면, 볼
테르는 자신을 낳아 준 사람의 애정 표현에 아직 익숙해지지도 않은 
나이인 데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유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연이은 출산
에 따른 건강의 악화 때문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공증인으로서 성품이 곧
기는 하지만 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볼테르에게는 훗날 고등
법원 변호사가 되는 형 아르망이 있는데, 그는 엄격한 가톨릭교도이자 
독실한 얀센주의자여서 불신자인 볼테르를 미워한다. 결국, 볼테르에게 
정이 많고 다정한 어머니의 존재는 자신을 짓누르는 엄격한 아버지의 
존재와 자신을 미워하는 형 아르망의 존재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한 
것이다.29) 하지만 어린 시절에 겪은 이런 어머니의 부재는 볼테르로서
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이 되고 만다. 열광적인 얀센주의에 
빠진 광신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볼테르와 사이가 좋지 않던 형 아르

28) Guy Chardonchamp, La Famille de Voltaire, les Arouet, Librairie Honoré 
Champion, 1911, pp. 5-6.

29) Pierre Milza, Voltaire, Perrin, 2015,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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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대해, 오리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한다. 

  아르망은 사제처럼 머리 한 가운데를 둥글게 삭발했고, 오라토리오 신학교
에 들어갈 생각을 했다. 그는 독특한 인물이고, 별난 성격으로 가득한 인물
이며, 초조해 하는 인물이고, 불안하고 번민하는 신앙심에 물든 인물이다. 
물론, 그는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인물이고, 열광적인 얀센주의에 빠진 인물
이다. 그는 ‘얀센주의 광신자들’30)에 속해 있었다. 그에게는 기적이 필요했
다! 그는 간혹 은총을 끌어들이려고 땅바닥에서 굴렀다. 하지만 그는 성격
이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등한히 하
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에게서 유산의 대부분을 얻
어낼 줄 알았다. 그는 동생 프랑수아를 미워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괴로
움 중 하나는 후손 없이 죽는 것이었고, 자기 재산의 일부가 불신자인 자기 
동생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31)          

당시 많은 사법관처럼 얀센주의자인 볼테르의 아버지는 장남 아르망
을 오라토리오 수도회가 운 하는 생 마글루아르Saint-Magloire 학교
에 보낸다. 이 학교는 얀센주의의 대가인 아르노Antoine Arnauld의 후
계자이며 얀센주의의 이론가인 케넬Pasquier Quesnel이 졸업한 학교
로서, 얀센주의의 향력이 아주 강한 곳이다. 이 신학교에서 아르망은 
광적인 얀센주의자가 되고, 그의 종교적 열의는 절제된 신앙심을 가진 

30) ‘얀센주의 광신자들’에 해당하는 표현 ‘les convulsinnaires’의 뜻은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1731년 생 메다르Saint-Médard 묘지에 안치된 부제副

祭 파리스의 무덤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한 얀센주의 광신자들에게서 비

롯된 표현이다. 

31) Jean Orieux, Voltaire ou la royauté de l'esprit, op.cit., p. 59. “Armand avait été 
tonsuré et avait songé à entré à l'Oratoire. C'était un être singulier, plein 
de bizarreries, inquiet, d'une dévotion anxieuse et tourmentée. Bien 
entendu, excessif, fanatique, et donnant dans le Jansénisme frénétique. Il 
était parmi les convulsionnaires ; il lui fallait des miracles! Il se roulait 
par terre de temps en temps pour attirer la grâ̂ce. Mais, comme il avait 
de quel tenir, il ne négligeait pas pour autant ses intérêts temporels : il 
vivait avec son père et sut tirer à lui la majeure partie de l'héritage. Il 

   ha ïssait François. Un des plus grands chagrins de sa vie fut de mourir 
sans postérité et de songer qu'une part de ses biens appartiendrait à frère 
im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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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의 아버지를 불안하게 할 정도가 된다.32) 포모에 따르면, 엄격
하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종교인 얀센주의의 종교적 엄격주의
가 아르망에 의해 볼테르의 가족 속에 유입됨으로써, 볼테르는 형의 
장례식 때 자기는 웃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얀센주의자인 형
과 불화하고 얀센주의에 적대적이 된다.33) 포모는 가족 속에서의 얀센
주의의 향을 통해 볼테르에게 생긴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이 얀센주
의의 압박감을 벗어나려는 그의 투쟁과 노력을 이렇게 설명한다. 

  볼테르가 가족 속에서 얀센주의와 가졌던 내 하고 지속적인 접촉이 볼테
르의 감수성에 미쳤던 향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는 
1722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해야 한
다. (…) 10년 동안 매번 여행과 휴양과 망명을 끝내고 그는 이런 환경 속
으로 되돌아온다. 이 인상들은 다른 인상들에 의해 뒤덮여지지만 결코 지워
지지 않는다. (…) 그렇지만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더라도, 젊은 
시절의 볼테르에게는 유년기의 숨 막히는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
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재판과 관계되는 직업에 종사하기를 거부하고, 이 
성에서 저 성으로 도망 다닌다. 그는 단지 허 심으로 자신의 태생을 지우
려는 노력에 몰입하지 않았다. 볼테르는 가족의 얀센주의의 압박감을 끊임
없이 떨쳐내게 된다. 그가 ‘그릇된 열의’, ‘미신’, ‘종교적 광신’이라고 부르
는 것을 비난할 때, 그가 겨냥하는 것은 바로 얀센주의이다. 볼테르의 이신
론은 우선적으로 반反얀센주의 다.34) 

32)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25.

33)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Librairie A. G. Nizet, 1969, pp. 27-28.
34) Ibid., p. 28. “On ne saurait exagérer l'influence qu'exerçait sur la sensibilité de 

Voltaire le contact intime et prolongé qu'il eut avec le jansénisme au sein de sa 
famille. Qu'on songe qu'il vécut dans une telle atmosphère jusqu'à la mort de son 
père, en 1722. (…) Pendant dix ans après chaque voyage, après chaque 
villégiature, après chaque exil, il revient dans ce milieu. Ces impressions seront 
recouvertes par d'autres, mais jamais effacées. (…) Pourtant, si haut qu'on 
remonte, on voit le jeune Voltaire s'acharner à sortir du cercle étouffant de son 
enfance. Il refuse de faire carrière dans la chicane ; il s'évade de châ̂teau en châ
teau. Il n'entrait pas seulement de la vanité dans ses efforts pour effacer ses 
origines. Voltaire n'en finira pas de secouer l'oppression du jansénisme familial. 
C'est à celui-ci qu'il en a quand il s'en prend à ce qu'il appelle ≪le faux zèle≫, 
≪la superstition≫, ≪le fanatisme≫. Le déisme voltairien fut d'abord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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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볼테르가 자신의 가족과 단절하기를 원하는 주된 동기는, 어
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부재,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 광신적인 
얀센주의자인 형과의 적대관계라는 가정환경적인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포모는 볼테르가 경험한 이 가정환경적인 요인들을 볼테르가 일생동안 취
하게 되는 반교권주의 및 얀센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연결시킬 뿐 아니라, 
이 요인들을 볼테르가 혐오감을 갖고 있던 신, 곧 폭군 같이 인간에게 군
림하는 신과 결부시켜 이렇게 설명한다. 

  얀센주의의 폭군 같은 신에 대한 『오이디푸스』 저자의 혐오감은 아버지에 대
한 반감과 형에 대한 적대관계의 연장이었다. 그 보상으로, 관대한 신에 대한 
열망을 통해, 이상적인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더 깊게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집착이 뒤바뀔 수도 있다. 아버지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기를 거
부하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달하는 것, 어떤 필명을 택함으
로써 자신의 태생을 지우려는 의도를 품는 것 같은 볼테르의 어떤 행동들이 이
와 같이 설명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그의 반反얀센주의와 반교권주의가 설
명될 수도 있고, 폭군인 신과 관대한 신의 대립을 되풀이해서 말하려는 그의 고
집이 설명될 수도 있다.35)

 
실제로 볼테르는 자신이 쓴 첫 번째 희곡인 『오이디푸스』에서 폭군 같

은 신에 대비되는 관대하고 인자한 신을 묘사하면서, 그가 평생에 걸쳐 주
장하고 내세울 신학적 주제로서 신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자신의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폭군 같은 신의 이미지에 투 시킴으로

antijansénisme.”
35) Ibid., p. 35. “L'aversion de l'auteur d'Œdipe pour Dieu tyran du jansénisme 

prolongerait son hostilité contre son père et sa rivalité avec son frère aîné. Par 
compensation, l'aspiration à un Dieu clément transposerait l'affection portée au père 
idéal et, plus profondément, l'attachement de l'enfant à sa mère. Ainsi 
s'expliqueraient certaines conduites de Voltaire : son refus de prendre un état 
semblable à celui de son père, sa hâte à s'évader du logis paternel, son propos 
d'effacer son origine par l'adoption d'un pseudoyme. On rendrait compte en même 
temps de son antijansénisme, de son anticléricalisme, et de son obstination à 
répéter l'antithèse du Dieu tyran et du Dieu clé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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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폭군 같은 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진
다. 결국, 볼테르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강압적 태도와 요구에서 벗어나
고 그 가문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취한 행동들은, 폭군 같은 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노력과 투쟁에 비견될 수 있다. 

볼테르가 기성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배경이나 원
인 중 하나는, 예수회와 얀센주의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당
시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내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예수회와 얀센주의는 
신의 은총과 구원, 인간의 ‘원죄’와 자유의지, 예정설을 중심으로 한 신학
적 입장 차이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한다. 특히, 루이 14세가 자신의 고해
신부의 조언을 받아들여 로마 교황으로부터 얀센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우니게니투스Unigenitus 칙령’을 받아냄으로써, 예수회와 얀센주의 사이에 
갈등은 정치적으로 번지고 만다.3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테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이 얀센주의에 호의적인 부르주아 가정일 뿐 아니라, 얀센주의의 
광신자가 된 형을 둔 가정의 분위기로 볼 때, 그는 예수회와 얀센주의 사
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 및 이 때문에 초래된 정치적 혼란에 대해 예민하
게 느끼고 반응한 것이다.

랑송은 “볼테르가 종교를 싫어하는 것은 종교가 그에게 비합리적으로 보
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종교가 그의 본능을 억제하려 하고 온갖 제약을 통
해 그를 반항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세속적 취향에 관대한 예
수회의 가톨릭보다 기독교 도덕의 준엄한 수호자인 얀센주의에 더 반감을 
가진다.”37)라고 하면서, 볼테르가 종교에 대해 가지는 반감의 원인, 특히 

36) “당시 프랑스에서 로마의 주도권에 맞서는 ‘프랑스 교회 독립주의 Gallicanisme’를 주
장하는 주교들과 파리고등법원을 중심으로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세력들이 얀
센주의를 지지하 다면, 예수회는 교황과 절대왕정을 지지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얀
센주의를 프랑스에서 종식시키기 위해 내려진 ‘우니게니투스 칙령’은 결국 루이 14세 
치하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커다란 정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전종호, 「볼테르의 오이디푸스 Œdipe 주제 연구」, 『불어불문
학연구』 97집, 2014년 봄호, p. 371.

37)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Librairie Hachette, 1929, p. 

397. “Il a la haine de la religion, non seulement parce qu'elle lui semble 
irrationnel, mais parce qu'elle prétend combattre ses instincts et que toutes les 
contraintes le révoltent. Ainsi a-t-il moins d'éloignement pour le catholicism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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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보다 얀센주의를 더 멀리한 원인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테르는 『철학 서한』에서 파스칼을 필두로 하는 기독교를 입증하고 옹
호하는 책을 쓰는 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심지어 나는 기독교를 입증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만들어졌던 이 모든 책들이 
종교적으로 감화를 주기 보다는 물의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보다 기독교에 대해 더 안다고 자부하는가? 이것은 갈대로 
참나무를 둘러싸서 참나무를 떠받치려는 짓이다. 이 쓸데없는 갈대들을 제거해
도 참나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38) 
  
카레J.-R. Carré는 볼테르가 『철학 서한』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 전체를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
한 얀센주의의 개념만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이 책에서 특히 볼테르는 
얀센주의에 깊이 젖은 파스칼에게서 발견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
적인 태도 및 인간 존재에 대한 침울한 왜곡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사상 체계에서 타락의 교리나 혹은 대속의 교리를 더 강조할 수 
있다. 타락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죄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한 
인간 본성을 보게 되고, 심지어 속죄 이후에도 신의 계명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룰 수 없는 인간 본성을 보게 된다. 심지어 속죄 이후에도, 게다가 모두
를 위해 죽지는 않았던 어떤 신의 죽음을 통해 얻어진 속죄 이후에도, 타락
의 흔적은 인간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무질서의 형태로 드러
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볼테르는 파스칼에게 어울리는 얀센주의 종교
에 물든 침울한 혼을 파스칼 안에서 특히 지적한다. 볼테르는 파스칼이 

jésuites, si complaisant aux plaisirs et aux goû̂ts du monde, que pour le 
jansénisme, défenseur austère de la morale chrétien.”

38)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1, 

p. 105. “Je crois même que tous ces livres qu'on a faits depuis peu, pour prouver 
la reilgion chrétienne, sont plus capables de scandaliser que d'édifier. Ces auteurs 
prétendent-ils en savoir que Jésus-Christ et les apôtres ? C'est vouloir soutenir 
un chêne en l'entourant de roseaux ; on peut écarter ces roseaux inutiles sans 
craindre de faire tort à l'ar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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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광신적인 왜곡에 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그에게 
이런 비판을 가한다.39)  
 
이와 같이, 볼테르의 종교관은 ‘원죄’와 ‘숙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

을 강조하면서 엄숙하고 무서운 신을 부각시키는 얀센주의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자애로운 신을 부각시키는 예수회의 신학에 기울어
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볼테르의 신학적 입장이 얀센주의와 극렬하
게 대립한 예수회의 신학과 가깝다 하더라도, 당시 프랑스에 커다란 혼란
을 불러일으킨 예수회 신부들의 정치적 개입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극
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포모는 젊은 시절부터 볼테르는 얀
센주의가 부각시키는 ‘무서운 신’과 예수회 신부들이 그 전형적인 예인 
‘잔인한 사제’라는 이중적인 강박관념에 맞서 싸운다는 점을 이렇게 지
적한다. 

  젊은 볼테르는 ‘무서운 신’과 ‘잔인한 사제’라는 이중적인 강박관념과 맞서 싸우
는 것으로 시작한다. (…) 그는 이미 반反기독교적 투사 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서 ‘잔인한 신’과 ‘유혈을 좋아하는 사제’라는 자신의 두 가지 적만을 이미 보았
다. 볼테르에게 있어 신앙에 대한 부정의 대상이 기독교도의 신과 동일시된 ‘무
서운 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 볼테르가 초기부터 신앙에 대한 부정 속
에서도 자신의 평정심을 확립한 것은 사실이다.40)

39) J.-R. Carré, Réflexions sur l'anti-Pascal de Voltaire, Librairie Félix Alcan, 1935, 
p. 102. “Dans le système d'idées du Christianisme, on peut insister 
davantage sur le dogme de la chute ou sur celui de la rédemption. Si l'on 
insiste trop sur le premier, on voit la nature humaine irrémédiablement 
corrompue par le péché, et, même après la rédemption, souverainement 
incapable d'accomplir d'ailleurs les commandements de Dieu. La marque de 
la chute, même après la rédemption, après une rédemption d'ailleurs 
procurée par la mort d'un Dieu qui n'est pas mort pour tous, doit donc être 
visible dans l'homme et sous la forme d'un désordre positif. Voltaire 
signale donc en Pascal une âme mélancolique, nourrie de la religion 
janséniste qui lui est assortie ; et il lui fait ce procès d'avoir vu l'homme 
à la mesure de sa déformation fanatique du Christianisme.”

40)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464. “Voltaire jeune commence 
par combattre la double obssession du Dieu terrible et du prêtre cruel. (…) Il était 
déjà un militant antichrétien ; déjà il ne voyait dans la religion chrétienne que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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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 대한 볼테르의 반감은 한 여배우의 죽음과 장례를 둘러싼 사건
을 겪으면서 더욱 심해진다. 그는 죽을 때에도 떠올릴 정도로 이 사건은 
그에게 충격을 주고 그를 분노케 한다. 볼테르의 희곡에서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이면서 볼테르가 흠모하며 애정관계를 갖고 있던 여배우 르쿠브뢰르
Adrienne Lecouvreur가 죽었을 때, 파리의 생 쉴피스Saint-Sulpice 교구 
사제는 종교 의례에 따른 장례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는 연
극배우들이 파문을 당해 있는 유일한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이다.41) 그래서 
이 여배우는 파리 끝자락에 있는 방치된 공터에 무덤을 표시할 어떤 묘비
도 없이 묻힐 수밖에 없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프랑스에서 연극배우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 그리고 몇 달이 지
나 국 런던에서 올드필드Oldfield라는 여배우가 죽어 웨스트민스터 사원
에 묻혔을 때, 양쪽 국가의 현실이 비교되면서 그가 받은 충격과 분노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42)  

이와 같이, 볼테르가 가까이서 체험한 가족의 종교적 성향, 특히 형의 얀
센주의 성향은 그의 종교관이 형성되는 데 있어 큰 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종교에 관한 볼테르의 감정과 판단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또한 정치
적인 문제로 비화된 예수회와 얀센주의 사이에 극도로 고조된 대립과 갈
등, 얀센주의 교도들의 광신적 성향 및 예수회 신부들의 전횡과 횡포는 볼

deux ennemis, un Dieu cruel et un prêtre de sang. Dès les débuts de Voltaire, il 
est vrai de dire qu'il établit sa tranquilité dans la négation de la foi, à condition de 
préciser que l'objet de cette négation est le Dieu terrible, identifié au Dieu des 
chrétiens.”

41) 볼테르의 작품 『관리집사와 그리젤 수도원장의 대화 Conversation de l'intendant 
des menus avec M. l'abbé Grizel』에 나오는 그리젤 수도원장은 위험하고 해로운 오
락인 연극에 대한 사제의 분노를 쏟아낸다. 연극이 왕권에 의해 보호되고 감시받기 때
문에 교회는 연극을 용인하지만, 교회는 회개하지 않은 희극배우들에 대한 파문을 지속
하고 배우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따라서 당시 배우들은 죽은 후에도 그들의 시신이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지는데,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당시 
자행되던 엄청난 불의를 널리 알리려고 한다.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Gallimard, 1995, pp. 320-321.

42)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Ⅱ, Fayard, 1995, p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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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가 기성 종교, 곧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타도하기 
위해 기독교에 맞서 일생동안 투쟁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Ⅰ.1.2. 예수회 학교에서의 교육 
볼테르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볼테르가 드러내는 천부적 재능에 

걸맞은 지적 교육을 해줌으로써 아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기를 원
하는 바람에, 볼테르는 열 살이 되던 해에 예수회가 운 하던 루이 르
그랑 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한다. 3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볼테르는 이 학교에서 
기숙생으로 생활한다. 볼테르의 어린 시절에 가정을 대신할 만한 환경
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 학교 교육의 특징은, 예수회 특유의 종교
관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생 활동, 사교 행사, 학교와 사회와의 접
한 관계, 학생들과 당대 최고 지식인과의 지적 교류 장려 등을 통해 
잘 나타난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회 학교, 특히 루이 르그랑 학교는 사
회와 격리된 수도원 같은 곳이나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당시 파리의 지적 생활의 중심지 역할
을 하기도 한다.43) 

루이 그르랑 학교에서의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 같은 측면들
로 나타난다. 이 학교는 엄격한 학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면서
도, 학생들에게 빈번한 소풍과 더불어 연극과 발레의 상연 등 사교적
인 행사를 통한 교육, 즉 사교계의 신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한다. 
이런 교육방침의 배경에는 예수회 특유의 종교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예수회의 기독교관은 세속적인 행복과 평화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특히, 이 학교에서 사용된 교리서에는 ‘원죄’와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
代贖 그리고 지옥의 존재 등은 매우 가볍게 언급되고, 세계를 주재하
는 지극히 선한 창조주가 강조된다. 이는 ‘원죄’와 대속에 집착하는 아
우구스티누스의 경건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신론에 가까운 종
43)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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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이다. 또한 예수회는 창설 초기부터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적
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므로, 예수회의 이런 종교관과 방침을 따를 수밖
에 없는 이 학교는 학생들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종교적 관념주의에 기
울어져 세상을 부정하는 것을 금한다.44) 퓌마롤리가 “루이 르그랑 학
교는 젊은 아루에에게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온갖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특히 자유로운 안식처를 제공했다.”45)고 지적하듯이, 볼테르
가 이 학교에서 보낸 7년의 기간 동안 받은 교육 내용 및 예수회 신부
인 스승들의 향은 그의 인생에서 지적 성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예수회 학교의 교육 내용의 토대가 되는 예수
회 특유의 종교관과 예수회의 설립 목표 그리고 이 학교의 교육 활동
과 프로그램은, 볼테르가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고 작품의 방향을 결정
짓는 데 큰 향을 미친 듯이 보인다.

그런데, 18세기 초 예수회의 기독교 교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회는 자
신들의 교육기관에서 모든 생활과 교육을 관리하고 지도했던 학생들뿐
만 아니라, 외부의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자신
들의 사회적 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 다.”47)는 지적처럼, 이 시기
44) 전종호, 「볼테르의 서한문을 통해 본 18세기 초 예수회의 교육」, 『프랑스학 연

구』 통권 제49호, 2009, pp. 182-183.
45) Marc Fumaroli, “L’anti-Émile : Voltaire et ses éducateurs jésuites”, art.cit., p. 

219. “Le Collège Louis-le-Grand offrait au jeune Arouet un havre 
exceptionnellement libéral, attentif à toutes les nouveautés scientifiques et 
philosophiques.” 

46) “로마 가톨릭과 르네상스에서 기원된 근대정신과의 타협을 목표로 생긴 예수
회는 종교에 인본주의적 요소를 통합시키려 했다. 한마디로 신앙심 깊은 인본
주의라는 큰 이상을 목표로 하던 예수회 학교의 교육은 고전문학에 기초를 두
고 있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비기독교 작가들과 철학자들을 글쓰기와 말하
기의 모델로 삼게 했다. 인간의 삶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려 한 교
육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 기독교정신을 깃들이게 하려
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게 하여 그 
시대를 신에게로 보다 더 가까이 이끌어가려 했던 예수회의 교육은 종교적이면
서도 세속적이라는 이율배반적 성격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효

숙, 「볼테르의 종교관과 철학동화」,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1집, 2003, 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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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수회는 정치적으로 루이 14세의 후원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이한
다. 특히, 루이 14세가 자신의 이름을 ‘루이 르그랑’ 학교에 부여하는 
것을 허락한데서 나타나듯이, 당시 예수회가 누린 사회적 위상과 권위
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연극을 
상연케 하면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 학교에서 학년 말
에 이루어지는 라틴어 연극 공연에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파리의 유력
인사가 초대됨으로써, 이 연극 공연은 단순한 교육 연극을 넘어서서 
당시 파리 사교계에 화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행사가 된다. 결국, 사교
계 부인들까지도 이 연극 공연에 초대되고, 연극이 끝난 후에는 술을 
곁들인 파티가 벌어지기도 한다.48)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
앙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신앙심을 주입하는 데 가장 해를 끼친 것은 바
로 이 학교의 세속적인 분위기이다. 포모는 이 학교의 이런 세속적 분
위기와 이 분위기가 기숙생들에게 끼친 향을 이렇게 설명한다. 

  종교적 감화에 가장 해를 끼쳤던 것은 연극 공연을 통해 학교 내에서 생겨
난 아주 세속적인 분위기 다. 부인들도 연극 상연에 오는 것이 허용되었
고, 연극 상연에 이어지는 가벼운 식사 모임에 초대되었다. 방에서 벌어진 
이 파티들은 시끌벅적했다. 1718년에는 트레무이으Trémouille라는 젊은 공
작이 초대 손님들과 더불어 부르고뉴 포도주 30병과 샴페인 10병을 마셨
다. (…) 이와 같이 기숙생들은 이 학교에서 연극에 대한 취향을 얻었고, 연
극에 수반되는 것을 얻었다. 따라서 예수회 신부들이 담당한 세속적인 교육
은 그들의 종교적 교육보다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음이 이해된다. 그들은 
경건한 주제들을 놓고 학생들을 수련했지만, 이 수련은 거기에 몰두했던 학
생들의 세속적 자질을 특히 키웠다.49) 

47) 전종호, 「볼테르의 문학관에 끼친 예수회의 향」,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7
집, 2009, p. 179.

48)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45. 
49) Ibid., p. 46. “Ce qui nuisait le plus à l'édification était l'ambiance toute mondaine 

que ces spectacles créaient à l'intérieur du collège. Les dames étaient admises aux 
représentations. Elles étaient invitées à la collation qui suivait la séance. Ces fêtes, 
données dans les chambres, étaient bruyantes ; en 1718, le jeune duc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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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속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예수회 신부들은 라

틴어와 수사학을 주로 가르치면서도, 웅변, 변론, 작시법, 연극 등을 학생
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한다. 우수한 학생으로 꼽히던 볼테르는 시를 짓는 
데 뛰어난 소질을 보이고, 연극에도 깊은 애착을 가진다.50) 당시 그가 드
러낸 시적 재능은 장차 『오이디푸스』라는 비극을 써서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 학교에서 상연된 연극과 그가 받
은 연극 수업은 그가 극작가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상당한 향을 미치
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볼테르는 스승들을 지적 측면에
서 존경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신뢰와 더불어 개인적인 친 함으로 
그들을 대한다. 또한 페이르피트Roger Peyrefitte가 “이 학교에서 생활을 
마치고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거기에서 얻었던 것과 자신이 거기서 
맺었던 관계들의 이점을 깨달았다.”51)고 지적하듯이, 루이 르그랑 학교에
서 학업을 마친 볼테르는 이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얻은 동시에 거기서 맺
은 상류 귀족자제들과의 교우관계가 장래에 그에게는 큰 이점이 된다. 다
시 말해, 그가 이 학교에서 쌓게 된 상류 귀족 자제들과의 우정이 지속됨
으로써 그들과의 관계가 그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된다. 일개 부르주아 출신
인 그가 유력한 귀족 자제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귀는 법을 터득함으로
써, 일생 동안 아주 유용하고 소중한 우정 관계를 지속하는 가장 충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52) 칼레Étienne Calais는 볼테르가 이 학교에

Trémouille but avex ses invités 30 bouteilles de Bourgogne et 10 de Chapagnes. 
(…) Ainsi les pensionnaires prenaient au collège le goût du théâtre et de ce qui 
l'accompagne. On comprende donc que l'éducation mondaine distribuée par les 
Jésuites devait être plus efficace que leur éducation religieuse. Ils exerçaient leurs 
élèves sur des sujets pieux ; mais ces exercices développaient surtout les qualités 
profanes de ceux qui s'y livraient.”

50)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p. 32-33. 

51) Roger Peyrefitte, Voltaire - Sa jeunesse et son temps, Albin Michel, 1985, p. 
75. “Au terme de son séjour dans ce collège, il avait conscience de ce que ses 
facultés y avait gagné et de l'avantage des relations qu'il y avait nouées.” 

52) 르파프Pierre Lepape에 따르면, 그 중에는 일생 동안 자신의 후원자와 조언자가 되어



- 30 -

서 받은 교육 내용 및 그를 교육한 예수회 신부들과 볼테르와의 관계에 대
해 이렇게 설명한다. 

  1704년부터 1711년까지 볼테르는 프랑스의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 중 하나인 루이 
르그랑 학교의 예수회 신부들의 교육을 받는다. (…) 나중에 그는 라틴어와 어리
석은 것들 밖에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거기서 고전 
인문학을 배운다. 또한 그는 거기서 신부들에 의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연극에 강한 애착을 가진다. (…) 후에 그가 예수회 신부들에 대항하는 발언을 
하고 글을 썼지만, 자신의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은 간직한다.53) 

볼테르는 예수회 신부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르는 전횡과 그들의 타
락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들을 거세게 비판하고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루이 르그랑 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친 스승들, 특히 샤를르 포레Charles 
Forêt 신부에 대해 일생동안 깊은 존경심을 간직한다. 랑송은 루이 르그
랑 학교 시절 및 그 이후 삶에 있어 볼테르의 개인적 기질과 성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향을 미친 요인들을 이렇게 지적한다. 

  볼테르는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 예수회 신부들 밑에서 공부를 했다. 예수
회 신부들은 자신들의 문예 지식 및 자신들의 편협하고 순수한 취향을 볼
테르에게 주입시켰다. 이 학교에서 볼테르는 유용한 교우관계를 맺기 위해 
신경 썼다. 볼테르는 이 교우관계 덕분에 자신이 상류사회 및 사람들이 거
기서 즐기는 사교계에 가능한 한 일찍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치와 쾌락에 대한 맹렬한 욕구가 강렬한 눈빛을 지닌 재기와 심술궂음이 넘

주는 아르장탈Argental 백작, 루앙Rouen의 고등법원 멤버가 되는 시드빌Cideville, 외무
대신이 되는 아르장송Argenson가의 르네 루이René-Louis, 14년간 국방대신의 직을 차
지하는 르네 루이의 형제 마르크 피에르Marc Pierre 등이 있다. Pierre Lepape, 
Voltaire le conquérant, Éditions du Seuil, 1994, p. 18.

53) Étienne Calais, Étude sur Candide, Voltaire, Ellipses, 2007, pp. 9-10. “De 1704 
à 1711, il suit l'enseignement des Jésuites du collège Louis-le-Grand, l'un des 
meilleurs établissements de France. (…) Il y est nourri d'humanité même s'il 
prétendra plus tard n'y avoir appris que du latin et des sottises. Il y prend le virus 
du théâtre, utilisé à des fins pédagogiques par les bons pères. (…) Quoi qu'il ait 
pu dire et ait pu écrire ultérieurement contre les Jésuites, il gardera une tendresse 
respectueuses à l'égard de ses anciens maî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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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이 다 큰 아이를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이런 볼테르에 대해 예수회 신부들
은 미소를 띤 너그러움으로 ‘똑똑한 학생이지만 대단한 악동’이라고 언급하곤 
했다. 이 학교를 마치고 나올 때에 볼테르의 아버지가 그에게 강요한 막연한 법
학 공부를 구실로, 그는 사교계로 나아간다. 볼테르는 미풍양속과 지성이 절도
를 잃었던 ‘탕플’이라는 자유분방한 모임에 깊숙이 들어간다. 예수회 신부들이 
그의 취향을 길러냈고, 리베르탱들이 그의 정신을 길러냈다. 그는 재빨리 주목
을 받았고 환대를 받았다. 이것은 어떤 도취 다. 즉, 그는 자신의 심술궂음을 
속박에서 해방시켰다.54)

루이 르그랑 학교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난 후 이 학교의 상급교육과정인 
‘철학 과정’에 재학 중이던 볼테르는 첫 번째 논문 구두 심사에 실패하고 
나서 아버지의 허락 하에 재심사를 포기하고서 이 학교를 떠난다. 당시 
국의 경험주의와 대륙의 합리론으로 대표되는 데카르트적 이성주의가 지배
하기 시작하던 현실에서, 예수회 학교의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 교육은 아
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고대 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 중심의 중세 스콜라 철
학만을 고집하고 답습한다. 더욱이, 교수들은 철학 수업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익혀주기 보다는 텍스트의 자구 해석에 골몰하는데, 볼테르는 이런 
철학 교육에 별다른 흥미를 갖지 못한다. 마침내, 스콜라 철학에 대해 별
로 관심이 없던 볼테르는 건강상의 핑계를 대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이 
학교를 떠난 듯이 보이는데, 이는 볼테르의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다.55) 

54)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op.cit., p. 390. “Il fit ses 
études au collège Louis-Le-Grand, chez les jésuites. Ils lui inculquèrent leurs 
principes littéraires, leur goût étroit et pur. Il prit soin de faire au collège d'utiles 
amitiés, grâce auxquelles il pensait bien s'introduire au plus tôt dans le grand 
monde et dans le monde où l'on s'amuse. Car un furieux besoin de luxe et de 
plaisir dévorait ce grand garçon  aux yeux vifs, pétillant d'esprit et de malice, dont 
les bon pères disaient avec un indulgence souriante : ≪Enfant intelligent, mais 
polisson insigne≫. Au sortir du collège, et sous le couvert de vagues études de 
droit auxquelles le contraignait son père, il se pousse dans le monde. Il pénètre 
dans cette libre société du Temple où les moeurs et l'intelligence étaient sans 
règle : Les jésuites avaient formé son goût ; les libertins formèrent son esprit. 
Il fut vite remarqué et fêté. Ce fut une griserie : Il lâcha la bride à sa malice.” ̂

55)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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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볼테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의 자구 해석
에 집착하는 이 학교의 ‘철학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지만, 바로 전 단계인 
‘수사학 과정’에서는 재능을 발휘한다. 특히, 볼테르는 라틴 고전 교육을 
통해 라틴 고전에 대한 견고한 지식과 문체에 대한 감각을 습득함으로써 
그에게 문학적 취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수사학 과정’이 그의 문필 
활동에 끼친 막대한 향을 인정한다. 포모는 “그들의 적극적인 교육방식
을 통해, 그들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볼테르는 쉽고 빠른 
글쓰기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볼테르에게 문필로 두각을 나타내는 
불타는 열정을 조금씩 불어넣었다.”56)라고 하면서, 장차 볼테르가 문필가
로서 이름을 떨치는 데 기여한 스승들의 향을 설명한다. 

예수회의 신학에서는 세속의 취향에 관대하고, 인간에게 자애로운 신을 
부각시키며, 세계를 주재하는 지극히 선한 창조주를 강조한다. 따라서 
예수회 특유의 이런 종교관 때문에, 어린 시절 예수회 학교에서의 교육은 
볼테르에게 있어 이신론적 종교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
뿐 아니라, 연극과 작시법과 수사학 같은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장차 
극작가와 시인으로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승승장구하는 볼테르의 사상을 
형성하고 작품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향을 미친다.  

Ⅰ.1.3. 리베르탱 사상의 향  
랑송은 볼테르가 타고난 성향의 다양성을 통해, 또한 그가 살던 어수선

한 시대의 향과 그가 거쳐 간 다양한 집단의 향을 통해, 복합적인 성
격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면서, 단순하게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그의 
다양한 성격과 복잡한 성향에 대해 설명한다. 즉, 볼테르의 의식은 정해진 
유형에 맞추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계급의 대대로 내려오는 고
유한 기풍과 품행의 형태로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서는 뒤섞여 나타난다.
56) Ibid., p. 38. “Leur pédagogie active a doté le plus doué de leurs disciples 

d'une technique d'écriture facile et rapide. Ils lui ons instillé la passion ardente 

de briller par la p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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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고약하지 않고, 차라리 착하고 인간미가 있는 편이며, 너그러운 격정에 휩
싸일 수 있고, 불의를 싫어한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에 불타고, 온갖 쾌락을 갈
망하며, 특히 자신이 존재하며 행동한다고 느끼는 쾌락을 갈망한다. 그는 사치
를 좋아하고, 야단법석을 떨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화를 잘 내며, 복수심이 강
하고, 열광적이며, 변덕스럽고, 호기심이 많으며, 거만하고, 약삭빠르며, 개구쟁
이 같고, 응석받이 같다. 이런 타고난 본성을 바탕으로 삶이 전개되었다. 서른 
살 경에 볼테르에게는 부르주아에서 벗어나 작위가 붙은 직책을 사서 귀족이 
되려는 야망이 있고, 돈과 대저택과 멋진 관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다. 
그에게는 장외 주식 중개인의 기질이 있다. 그는 어렵게 얻어지는 일상의 소소
한 이익을 무시하고, 대규모 거래와 투기를 중시한다. 그에게는 안락한 생활과 
멋진 가구와 보석에 대한 애착이 있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의 사치가 있다. 
그는 모든 계급의 편견인 신분이 낮은 사람과 유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귀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을 경멸
하는 태도를 취한다.57)

볼테르의 이와 같은 다양한 성격과 복잡한 성향이 형성되는 데 있어, 그
가 젊은 시절에 자주 드나들던 ‘탕플’이라는 사교 모임도 상당한 향을 미
친다. 17세 되던 해인 1711년, 볼테르는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 7년간에 
걸친 공부를 마치면서, 자신이 변호사가 되거나 혹은 고등법원 자문역에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문필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에게 알린다. 
하지만 볼테르는 아버지의 반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법률 학교에 등록한 
채로 법률 공부를 등한히 하면서도, 자신의 대부인 샤토뇌프Châteauneuf 
신부가 몇 년 전에 소개한 ‘탕플’이라는 자유분방한 사교 모임에 자주 나가
57)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p. 24-25. “Il n'est pas méchant, plutôt bon et 

humain, capable d'élan généreux, haïssant l'injustice, mais enfiévré 
d'amour-propre, avide de toutes les jouissances, de la jouissance surtout de se 
sentir être et agir, fastueux, tapageur, impressionable, irascible, rancunier, 
enthousiaste, mobile, curieux, insolent, malin, gamin, enfant gâté. Sur ce fond 
naturel, la vie a brodé. Vers trente ans, Voltaire a du bourgeois l'ambition de 
s'anoblir, l'amour et l'orgueil de l'argent, de la propriété, des belles relations. Il a 
une moralité de coulissier, le mépris du petit gain journalier qui s'achète durement, 
le respect du gros négoce et de la spéculation. (…) Il a le goût de la vie 
confortable, des beaux meubles, de bijoux, un luxe de parvenu. Au mépris des 
petites gens et des juifs qui est le préjugé de toutes les classes, il joint des 
préjugés de gentilhomme, le dédain des gens qui vivent de leur p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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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명문 귀족, 시인, 문학적 소양이 있는 쾌락주
의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페이르피트는 당시 볼테르가 ‘탕플’이라는 사교 모임에 나가게 된 계기와 
배경을 설명한다. 볼테르는 루이 르그랑 학교의 교육을 마친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률 공부의 기초를 배우기 위해 그라생Grassins 학교에 들어
가고, 몇 주 후에는 법률 학교에 등록한다. 거기서의 교육은 앙리 4세가 
명한 대로 더 이상 라틴어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프랑스
어로 번역된 법률학에는 별로 재미를 붙이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는 허
심탄회한 문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교육과 우아한 방탕에 대한 교육을 
찾는다. 그래서 사교 모임 ‘탕플’에 그를 처음으로 소개한 대부 샤토뇌프 
신부가 죽고 나서 샤토뇌프 신부를 대신한 세르비앵Servien 신부도 ‘탕플’ 
모임에 그를 다시 데려가게 된다. 세르비엥 신부의 후원으로 그는 1711년 
말과 1712년 초에 이 모임을 계속 방문하면서, 이 모임과 다시 관계를 맺
게 되고, 이 문예 모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만난다.58) 한편, 포모
는 주로 ‘리베르탱’59)으로 구성된 이 사교 모임의 방탕하고 쾌락지향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권력으로부터 밉보인 회의주의적인 리베르탱들이 모인 이 집단은 ‘방돔 대수도
원장’60)이 유배를 당함으로써 또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아루에는 거기서 ‘방돔 
대수도원장’의 형제인 공작의 주변을 맴도는 라 파르La Fare, 쿠르탱Courtin 신
부, 세르비엥 신부, 특히 숄리외Chaulieu 같은 3류 시인들과 자주 만난다. 1639
년에 태어난 노인인 숄리외는 시시한 시로 쾌락을 계속 노래한다. 그의 시는 

58) Roger Peyrefitte, Voltaire - Sa jeunesse et son temps, op.cit., pp.  86-87. 
59) ‘리베르탱 le libertin’. 기성의 도덕적·종교적 규범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이 사고하

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자유사상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신앙이 없는 ‘방종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이 ‘자유사상가’는 16세기 회의가懷疑家로부터 18세기 
계몽주의자에 이르는 과도기의 사상가를 가리킨다. 리베르탱은 경험 혹은 이성을 내세
워 계시적 진리를 의심하고, 사상의 자유라는 구실 아래 종교적 관용을 요구한다. 

60) ‘방돔 대수도원장 le grand-prieur de Vendôme’. 루이 2세의 아들로서 ‘방돔 공작’이
라고 불리기도 하고 ‘필립 드방돔Phillipe de Vendôme’이라 불리기도도 한다. 문예 애호
가인 그는 파리에 있는 자신의 ‘탕플’ 궁전에서 아주 호사스럽고 간혹 물의를 일으키는 
삶을 산다. 볼테르가 관계를 맺은 사교 모임 ‘탕플’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탕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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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플’의 꽤 상스러운 방탕함을 입증한다.61) 

또한 나브는 “이 모임은 솔직히 향락적이고,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방종
하다. 이 모임은 급작스럽게는 아니지만 단호히 기독교적 사고를 거부하는 
프랑스적 전통의 신앙심 없는 방종을 특징으로 한다.”62)라고 하면서, 리베
르탱들의 사교 모임 ‘탕플’이 지닌 특징을 묘사한다. 즉, 이 모임의 주된 
특징은 타락에 대한 진지한 의식도 없고 속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인간 
본성에 맡기는 근본적인 인본주의이다. 결국, ‘탕플’ 모임은 17세기의 자유
사상가인 리베르탱들의 강력한 향 아래 있다. 샤를르 도베르Françoise 
Charles-Daubert에 따르면, 17세기의 리베르탱 사상의 흐름은 ‘불신앙 
l’incrédulité’으로 특징지어지며, 신학과 교회 제도의 권위를 포함하여 모든 

역의 사상을 자체에 복종시키는 비판적 이성의 분출로 특징지어진다. 따
라서 리베르탱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규율도, 어떠한 검열도 받아들이
지 않으며, 신앙과 정신의 복종이 관례화되어 있는 역에서조차 자유를 
요구할 정도로 자유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
다.63) 

지레르Christophe Girerd는 17세기의 리베르탱이 인간에 대한 비관적이
고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서 리베르탱은 아이러니
컬하게도 인본주의와 대립한다. 인본주의에서 인간은 이성, 혼, 자유의
지, 노동 능력을 자신에게 특유한 것으로 돌리면서 사물과 식물과 동물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세상에서의 독자적인 피

61)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40. “Ce milieu de 
libertins sceptiques mal vu du pouvoir, a fait encore une autre perte, par l'exil du 
grand-prieur de Vendôme. Mais Arouet y fréquente les petits poètes qui gravitent 
autour de son frère le duc : La Fare, l'abbé Courtin, l'abbé Servien, et Surtout 
Chaulieu. Le vieil homme (Chaulieu naquit en 1639) continue à chanter les plaisirs 
en petits vers : sa poésie cautionne la débauche assez vulgaire du Temple.”

62) Raymond Naves, Voltaire l'homme et l'œuvre, op.cit., p. 27. “Cette société est 
épicurienne avec spontanéité, ou plus exactement libertine, de ce libertinage de 
tradition française qui refuse sans éclat, mais fermement, la pensée chrétienne.” 

63) Françoise Charles-Daubert, Les libertins érudits en France au ⅩⅦe Siècle,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199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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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리베르탱에게 인간은 하찮고 무의미하다. 다시 
말해, 인간은 비참하고 불안정하며 허 심이 강하고 우유부단하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런 비관론을 통해, 윤리적 허무주의도, 인간 혐오도 생겨나
지는 않는다. 이런 비관론은 파스칼의 ‘반反인본주의 l'antihumanisme’와 구별
된다. 파스칼의 ‘반反인본주의’는 인간의 하찮고 무의미함을 원죄의 결과로 
여김으로써, 인간의 하찮고 무의함에 대해 실망한다. 거기로부터, 파스칼의 
관점에서 속죄와 종교와 내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렇지
만 무신앙의 추종자인 리베르탱에게 해결책은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세에 있다.64) 

지레르에 따르면, 리베르탱은 종교의 가르침이나 혹은 가톨릭 신학의 가
르침 보다는, 고대 현자들의 더 힘이 넘치는 교훈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가상디Gassendi, 시라노Cyrano, 생테브르몽Saint-Evremond 등은 에피쿠
로스학파의 교훈을 따르고, 라모트 르베이예La Mothe Le Vayer는 피론65)
의 교훈을 따르며, 다른 어떤 리베르탱은 견유학파인 디오게네스의 교훈을 
따르기도 한다. 리베르탱에게 있어 이런 경향은, 종교에 기반을 두면서 유
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덕을, 성서의 가르침과 무관한 비종교적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인간과 종교와 관련된 17세기 
리베르탱의 특징은 인간에 대한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시각, 인본주의와의 
대립, 파스칼 식의 ‘반인본주의’와의 구별, 고대 현자들의 교훈에 대한 추
종, 기독교와 무관한 비종교적 윤리의 추구 등으로 나타난다.66) 하지만 포
모는 리베르탱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어떤 리베르탱도 무신론자가 아님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라모트는 종교가 없다고 자신을 비난하
는 누군가에게, 나는 여러 종교를 갖고 있으나 그것이 당신과 같은 종교가 
64) Christophe Girerd, Les libertins au ⅩⅦe Siècle,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2007, pp. 28-29.
65) 피론Pyrrhōn(BC 360년 추정~BC 270년 추정).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회의학파 혹은 

회의론의 시조로 불린다. 사물의 객관적 본질은 불확실하고 식별 불가능한 것이며 사유

도 감각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물체의 성질은 불가지不可知라고 하면서, 물체에 대해서

는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다만 개연성을 인정하는데 그친다면 그 결과 마음의 평정을 

얻는데, 이것이 곧 인간이 구하는 ‘최고선’이라고 주장한다.  

66) 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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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볼테르처럼 말한다는 것이다.67)       
어쨌든, 볼테르는 방탕하고 쾌락지향적인 분위기 및 향락과 방종으로 특

징지어지는 사교 모임 ‘탕플’을 통해 17세기 리베르탱 사상의 향을 받고 
이 사상의 향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포모는 이러한 볼테르의 삶
에 대해, 쾌락을 쫒고 목전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며 사치를 향유하면서도 
선하게 행동하기도 하는 그의 삶에 복잡하게 모순적으로 펼쳐지는 충동과 
격정과 집착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지만 볼테르는 고약한 사람은 아니다. 그의 추잡한 짓은 악의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주어지는 쾌락도 뿌리칠 줄 모르고, 자신의 손이 미치는 
거리에 있는 이득도 뿌리칠 줄 모른다. 다음 순간에는 그는 선할 것이고 아주 
선할 것이다. 그는 충동적으로 악처럼 선을 행한다. 그는 증오나 혹은 우정의 
격정에 빠진다. 그를 부추기는 것은 격렬한 집착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 연
민이라는 자신의 아주 격렬한 취향을 따른다.68) 

더 나아가, 포모는 “볼테르는 돈을 소유한다. 돈은 볼테르를 소유하지 못
한다. 사치도 볼테르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의 아주 추잡한 마음은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그 밖의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는 즐거운 삶의 예속 
상태를 벗어난다.”69)라고 하면서, 돈과 사치와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도 물질적인 것들에 예속되지 않고 이런 속박에서 자유로운 볼테르의 특이
한 기질과 취향에 대해 묘사한다. 

개인 성향적인 측면에서, 볼테르의 개인 성향은 인간미가 있고 불의를 
67)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Ⅱ, op.cit., p. 209.

68) René Pomeau, Voltaire par lui-même, op.cit., p. 90. “Voltaire pourtant n'est pas 
un homme méchant. Ses vilenies ne procèdent pas de malice. Mais il ne sait pas 
résister au plaisir qui s'offre, ni au gain qu'il voit à portée de main. L'instant 
d'après, il sera bon, et très bon. Il fait le bien, comme le mal, par impulsion. Il se 
livre à des transports de haine ou d'amitié : c'est la rage qui l'anime, ou bien il 
suit son goû̂t très vif de la sympathie humaine.”

69) Ibid., p. 91. “Voltaire possède l'argent ; l'argent ne le possède pas. Le luxe non 
plus. Son coeur très immonde exige bonne tablem bon gî̂te et le reste. Mais il 
échappe à l'esclavage de la bonn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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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열광적이며 변
덕스럽고 호기심이 많으며 복수심이 강하고 거만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쾌락을 갈망하며 사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고 안락한 
생활에 집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갈망하고 추구하며 집
착하는 쾌락과 부와 사치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내면의 예속 상태에 결코 
빠지지 않은 채, 그의 정신은 자유로운 채로 남아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견해에 몰두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지적인 예속에서 자유롭다. 이와 같
이, 타고난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사교 모임 ‘탕플’을 통한 
리베르탱 사상의 향을 받아 그가 지니게 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질 및 
특이한 취향은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Ⅰ.1.4. 문학적 성공과 계층의 한계

공증인이던 아버지의 고객 중 하나이며 문학적 소양이 있고 아주 부유한 
생탕쥬Saint-Ange의 후작 드코마르탱de Caumartin이, 볼테르의 시적 재
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볼테르의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자신에게 볼테르를 
맡겨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볼테르는 퐁텐블로Fontainebleau에서 가까운 
생탕쥬 성에서 지내면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1715년에 섭
정이 시작되던 당시 특히 시를 짓는 재능이 뛰어난 볼테르는 워낙 똑똑하
고 인기가 많아서, 상류사회에서는 그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놓고 서로 
다툴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는 섭정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대 세력의 
중심인 소Sceaux 궁정에 초대받은 것을 계기로, 섭정 오를레앙 공 필립의 
적이 되는 진 에 가담하게 된다. 포모는 당시 귀족들의 상류사회를 선망
하며 소 궁정에 자주 드나들던 볼테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아루에는 소Sceaux 궁정에 자주 갔다. 이 궁정에는 왕족 혈통의 인물인 부르봉
Bourbon가의 루이즈 베네딕트Louise Bénédicte가 거처하고 있었다. 그녀는 콩
데Condé 대공의 손녀이고, 루이 14세와 드몽테스팡de Montespan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멘느Maine 공작의 배우자이다. 멘느 공작은 루이 14세가 자신의 
말년에 왕권을 계승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적출자로 인정된 서출이다. 젊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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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가 그토록 고귀한 가문의 인물들에게 어느 정도의 친 함에 이를 정도로 
받아들여진 것은 오늘날 놀라운 일일 수 있다. 볼테르의 삶의 어떤 주된 측면, 
곧 귀족들과의 그의 관계는 그의 상류사회 진출의 시작부터 이렇게 나타난다.70)

당시 섭정으로 즉위한 오를레앙 공 필립에게는 선왕先王인 루이 14세 
통치 때의 중신들과 다른 적들이 있고, 왕족들 사이에서 그의 위치는 불안
정한 듯이 보인다. 특히, 병약한 5살 난 아이인 어린 왕 루이 15세가 혹시 
죽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추문이 많은 이 섭정
에게 왕권이 굴러들어오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루이 
14세의 손자인 스페인의 부르봉이 프랑스의 왕권을 포기하는 것을 재론할 
수도 있고, 루이 14세가 자신을 계승할 수 있다고 선언한 적출자로 인정된 
서출인 콩데 가의 인물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71) 

포모는 섭정 오를레앙 공 필립을 둘러싼 이와 같은 상황 및 소Sceaux 
궁정을 중심으로 한 그의 반대 세력의 암투에 대해 설명한다. 즉, 당시에 
섭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대의 중심 세력은 섭정을 미워한 멘느 공작
부인에 의해 선동된 소 궁정이다. 그녀는 섭정을 몰아내고 자신의 남편 멘
느 공작을 추대하기 위해, 루이 14세의 말년 동안 드맹트농de Maintenon 
부인과 더불어 음모를 꾸민다. 멘느 공작은 왕실 근위병의 지휘권을 잃어
버리고, 어린 루이 15세의 교육 감독관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
기에, 멘느 공작부인은 그 복수를 하려고 안달이 나 있던 것이다. 그녀는 
섭정에 맞서 불평분자들을 끌어 모아 그들을 구슬리며 부추긴다. 하지만 
섭정은 유순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국가의 권력과 동일시
하면서 자신의 권력에 여전히 집착한다. 섭정은 때가 되면 그 반대세력을 
70)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60. “Arouet fréquentait 

la cour de Sceaux. En ce lieu aussi siégeait une personne de sang royal : Louise 
Bénédicte de Bourbon, petite-fille du grand Condé, épouse du duc du Maine fils de 
Louis ⅩⅣ et Mme de Montespan, bâtard legitimé que le vieux roi, en ses derniers 
mois, avait déclaré apte à succéder au trône. Que le jeune Arouet soit introduit 
jusqu'à un certain degré de familiarité auprès de personnes d'aussi haut parage, 
peut aujourd'hui étonner. Un aspect majeur de la vie de Voltaire, ses relations avce 
les Grands, apparaît dès ses débuts.”

71) Ibid.,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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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할 적당한 기회를 노리는데, 따라서 그의 요원들은 소 궁정에서 이루
어지는 논의와 음모를 감시한다.72)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볼테르는 소 궁정에 자주 드나든 것이 계기가 
되어 섭정에 반대하는 진 에 가담하게 됨으로써, 항간에 떠도는 섭정과 
섭정의 딸 사이에 연애 사건의 추문과 관련된 풍자시들도 볼테르가 지은 
것이라고 책임이 전가되는 바람에73), 섭정으로부터 유배 처벌을 받는다. 
이후 섭정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볼테르에 대한 유배 선고를 거두고 볼테르
는 파리로 돌아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볼테르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
고 싶은 허황된 마음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는 자신과 우정을 맺
은 사이인 보르가르Bauregard라는 관리가 경찰 정보원인지 모르고서, 자신
이 섭정과 섭정의 딸에 대항하는 새로운 풍자시를 지은 장본인이라고 허심
탄회하게 털어놓자, 보르가르는 볼테르의 속내 이야기를 치안책임자에게 
즉시 전한다. 이 때문에 섭정은 볼테르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려 체포 장
이 발부되고, 볼테르는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된다.74) 

바스티유 감옥에서 11개월 동안 투옥된 후 풀려난 볼테르는 지금껏 시
간과 재능을 허비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흐름을 부여하려고 애
쓴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문학의 가장 각광받는 장르인 비극과 서사시 작
업에 착수하고, 1718년에는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쓴 그의 첫 희곡인 
『오이디푸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75) 포모도 “진정한 볼테르는 이미 
72) Ibid., pp. 68-69. 
73) 이 풍자시들은 길이가 아주 짧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의 제목은 

「나는 보았네 J’ai vu」이다. Ibid., p. 69. 
74) Ibid., p. 70.

75)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Française에서 초연된 『오이디푸스』는 커다란 성공을 거
두면서 곧 극단의 레퍼토리에서 코르네이유의 『오이디푸스』를 어내었다. (…) 이 작
품은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한 극작품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작품으
로 24세의 청년 볼테르는 처음으로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된다. (…) 그러므로 이 작품은 
그의 가장 성공한 극작품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진정한 문필가로서 볼테르의 탄생을 알
리는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작품 안에서 우리는 그의 극작가로서의 
면모 뿐 아니라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이미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몽
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그가 평생에 걸쳐 주장하고 투쟁할 정치적 주제 뿐 아니
라 신학적 주제, 즉 신과 인간의 문제, 인간의 숙명과 자유에 대한 고찰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이미 이 작품 속에 일관성을 띠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종호,「볼테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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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안에 있다. (…) 눈부시게 성공하고 볼테르의 가장 훌륭한 
극작품 중에 하나로 남게 되는 『오이디푸스』는 그 주제가 볼테르의 관심
을 끌었기 때문에 볼테르가 다루었던 주제이다.”76)라고 하면서, 볼테르에
게 있어 『오이디푸스』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 작품에 들어 있
는 정치적 주제와 신학적 주제와 같은 일평생 볼테르의 관심을 끈 주제들
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볼테르는 이 연극에서 얀센주의적인 신,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 내린 숙명에 맞서, 자신도 모르
는 사이에 저질러진 범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77) 따라서 볼테르의 종교관
은 ‘원죄’와 ‘숙명’의 노예가 된 인간을 강조한 얀센주의보다는 인간의 ‘자
유의지’를 강조한 예수회의 신학에 기울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78) 결국, 
볼테르는 원죄를 강조하고 인간의 운명이 숙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얀
센주의적인 종교관보다는 그의 스승들이던 예수회의 종교관, 즉 인간의 자
유의지를 강조하는 관점에 동의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일 그가 대표
적인 인물이 될 이신론의 종교관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79) 

29세가 되던 해인 1723년에 볼테르는 개신교도인 앙리Henri 4세를 주인
공으로 하는 서사시 「라 앙리아드 La Henriade」로 새로운 성공을 거둔
다. 앙리 4세는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의 화의를 다지기 위해, 1572년  샤
를Charles 9세의 여동생 마르그리트 드발루아Marguerite de Valois와 결혼
한다. 이 결혼 직후 ‘성 바돌로메의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궁정에 연금되
어 구교로의 개종을 강요받으나, 4년 뒤에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뒤 
다시 개신교도의 수장으로 활약한다. 1585년 이후, 그는 개신교도 군을 이
끌고 북상하여 파리를 점령하고, 4년 후 앙리 3세가 죽은 뒤 즉위하여 부
르봉 왕조를 연다. 그러나 구교도는 그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Œdipe 주제 연구」, art.cit., pp. 346-347.
76)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85. “Le vrai Voltaire est déjà 

dans Œdipe. (…) Œdipe, qui réussit brillamment, qui restera l'une des meilleures 
tragédies de Voltaire, est un sujet qu'il a traité parce qu'il lui tenait à coeur.”

77) 전종호, 「볼테르의 오이디푸스 Œdipe 주제 연구」, art.cit., p. 368.
78) Ibid., p. 369.

79) Ibid.,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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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년 신교에서 구교로 개종하여 가톨릭 세력과 화해하고, 1598년 ‘낭트 
칙령 l'Édit de Nantes’을 발표하여 개신교도의 권리도 보장함으로써, 30년
간 계속된 프랑스의 종교 내전을 종식시킨다. 이 서사시는 앙리 4세의 이
러한 치적을 기리면서, 앙리 4세를 온갖 종교적 광신에 대적하는 이상적인 
군주로 묘사한다. 이 서사시를 통해 볼테르는 동시대인들의 추앙을 받으
며, 국민 서사시를 쓴 첫 작가로 동시대인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된다. 랑송
은 “「라 앙리아드」는 국민 서사시이다. 이 시는 종교 전쟁의 마지막 에
피소드와 앙리 4세의 즉위를 노래한다. 이 시의 주제를 통해 종교적 광신
의 참화를 고발할 수 있었고, 프랑스의 정치 제도를 비판할 수 있었다.80)”
라고 하면서, 이 서사시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관객들은 뛰어난 극작품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볼테르에게서 
새로운 라신느Racine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서사시 「라 앙리아드」를 통
해서는 그의 시에 대해 매력을 갖고 좋아하게 되며, 사교계 시인으로서 그
리고 극작가로서 그의 재능은 사교 모임이 벌어지는 살롱과 성에서 격찬을 
받는다. 하지만, 극작품 『오이디푸스』와 서사시 「라 앙리아드」의 내용
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 작품들에 들어 있는 종교적 주제나 정치
적 주제이다. 볼테르가 일생동안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는 종교적 광신과 
프랑스 정치 체제에 맞선 투쟁의 단초가 여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이 작품들의 성공은 그가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
발점이 된다.     

볼테르의 부계 혈통인 아루에 가문은 17세기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
의 사회적 상승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볼테르의 할아버지는 푸아
투Poitou 지방의 작은 마을인 생루Saint-Loup를 떠나 파리에 정착하
여 직물 가게를 열고 부유한 직물 상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볼테르
의 아버지인 아들 프랑수아 아루에를 위해 공증인의 직위를 살 수 있
을 정도로 부자가 된다. 그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공증인의 직위를 
80)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op.cit., p. 398. “La Henriade 

est une épopée nationale ; elle chante les derniers épisodes des guerres religieuses 
et l'avènement de Henri Ⅳ : sujet qui permettait de dénoncer les horreurs du 
fanatisme et de critiquer les institutions politiques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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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것은 아들의 장래를 위한 것임은 물론, 이 공증인의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급 법복 귀족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
에, 가문의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엄격하게 일하면서 대인 관계에도 성실한 프랑수아 아루에
는, 물려받은 가족의 재산을 늘리고, 도마르Daumard 가문의 고등법원 
형사재판 서기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좀 더 확고한 부르주아 계층으로 
자리 잡는다. 

이와 같이, 볼테르가 태어난 아루에 가문의 내력으로 미루어 볼 때, 
볼테르는 부알로Boileau와 거의 같은 사회계층인 전형적인 부르주아 
출신이다. 이런 자유 신분의 출신으로 인해 볼테르는 삶을 바라보는 
그 계층에 특유한 의식 형태와 방식에 향을 받는다. 랑송은 볼테르
의 양가가 지닌 내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 볼테르의 아버지가 볼테
르를 법관으로 만들려고 애썼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루에 가문과 도마르 가문은 푸아투Poitou 출신이었다. 피혁 상인과 직물 
상인이던 아루에 가문은 마침내 공증인과 ‘소송세 지불담당관’이라는 무언
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직업으로 올라가고, 사회계층 상승에서 더 앞
선 도마르 가문은 최근에 하위 사법관으로서 법복 귀족이 된다. 이 양쪽에
서 볼테르는 순전히 부르주아이다.81)

랑송에 따르면, 17세기 말에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 계급의 타고난 
특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지만, 이런 이의제기는 귀족 계급
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당시 부르주아 계급은 혁명적이지 않다. 즉, 성공하는 어떤 부
르주아든 귀족이 되기를 원하고, 사법관의 신분이나 혹은 무관의 신분
을 통해 자기 자식을 귀족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따라서 회계 법원에

81)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 8. “Les Arouet et les Daumard vennaient de 
Poitou : les Arouet, marchands, tanneurs, draperies, enfin élevés aux professions 
libérales en la personne du notaire et payeurs des épices ; les Daumard, plus 
avancés dans leur ascension de l'échelle sociale, récemment nobles, famille de 
petite robe. Des deux côtes, Voltaire es purement bourge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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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하급 관리이던 볼테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왕실 변호사로 만
들기를 원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가문에게는 정당
한 신분상승이다.82) 

볼테르는 공증인인 아버지가 직업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
한 덕분에 친하게 되어 집으로 찾아오는 다양한 유력 인사들을 어린 
시절부터 접함으로써, 일찍부터 귀족의 세계, 법복 귀족의 세계, 문인
의 세계라는 세 가지 세계에 발을 들여 놓는다. 랑송은 볼테르의 아버
지가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열거한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아주 고귀한 고객들과 더불어 탁월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마도 더 친 하게는 생시몽Saint-Simon 가문이나 리슐리외Richelieu 가
문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 왜냐하면 공증인의 아들과 공
작의 아들이 일생동안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생탕쥬의 코마르탱, 랑클로
Lenclos의 니농Ninon, 볼테르의 대부인 샤토뇌프 신부, 쥬드안Gedoyn 신
부, 서정시인 로슈브륀Rochebrune이 친구로서 집에 왔다. 볼테르의 아버지
는 코르네유Corneille와 부알로를 알았고 코메디 프랑세즈에 자주 갔다.83)

그런데 32세가 되던 해인 1726년, 볼테르는 일생 동안 자신에게 깊이 
향을 미치고 잊지 못할 정신적 상처로 남는 모욕적인 사건을 겪는다. 그

는 이 사건을 통해 귀족 사회 속에서 부르주아 출신의 넘어설 수 없는 한
계를 절감하고 깊은 좌절을 느낀다. 어느 날, 프랑스의 유력한 가문 중 하
나에 속한 기사 작위를 지닌 거만한 젊은 귀족 로앙 샤보Rohan-Chabot가 
‘아카데미 프랑세즈 Académie Française’에서 볼테르를 갑자기 불러 세워, 
‘볼테르’라는 이름과 ‘아루에’라는 이름 중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빈
정거리며 묻는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볼테르는 나는 ‘볼테르’라는 내 이름
82) Ibid., pp. 8-9. 
83) Ibid., p. 10. “Il entretnait d'excellentes relations avec ses très nobles clients, les 

Saint-Simon et les Richelieu, plus familières sans doute ave ceux-ci, puisque le 
fils du notaire et le fils du duc en restèrent liés pour la vie. Caumartin de 
Saint-Ange, Ninon de Lenclos, l'abbé de Châteauneuf, parrain de François-Marie, 
l'abbé Gedoyn, le chansonnier Rochebrune venaient en amis dans sa maison. Il avait 
connu Corneille et Boileau, et fréquentait la Comé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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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이름으로 끝내라고 대꾸한다.84) 
얼마 후, 볼테르가 친구인 쉴리Sully 공작의 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 

관저의 문으로부터 누군가 볼테르를 만나겠다는 전갈이 온다. 이 전갈을 
받고 무심코 길거리로 나온 볼테르는 볼테르가 탄 마차의 동선을 감시하던 
로앙 샤보의 하인들에 의해 몽둥이로 심하게 얻어맞는다. 그리고 이 광경
을 지켜보던 로앙 샤보는 “볼테르의 머리에서는 무언가 좋은 것이 튀어나
올 테니 머리는 때리지 말라.”고 빈정거린다. 그런데, 몸에 상처를 입고 모
욕을 당한 볼테르는 로앙 샤보의 사죄를 받으려 하지만, 자신의 귀족 친구
들 중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 심지어 같이 저녁식사를 한 쉴리 
공작도 치안책임자에게 볼테르와 같이 가서 볼테르의 고소를 뒷받침해 주
기를 거부한다. 유력한 가문의 기사가 일개 시인 한 명을 심하게 두들겨 
팼다고 해서, 그를 괴롭히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볼테르는 결
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하지만, 이에 놀란 로앙 샤보가 속한 가문의 
사람들은 당국으로부터 볼테르를 체포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볼테르는 
바스티유 감옥으로 끌려간다. 2주일이 지나 볼테르는 망명을 한다는 조건
으로 석방되고, 결국 볼테르는 그해부터 국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
데, 이 경험은 볼테르에게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다.85) 모루아André 
Maurois는 “이 사건을 통해 볼테르는 마침내 체제에 맞서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요하다.”86)라고 하면서, 볼테르의 인생에서 일종의 전
환점이 된 이 사건의 의미를 강조한다. 

볼테르가 섭정 오를레앙 공 필립에 대한 반대 세력의 암투에 연루되어 
섭정에 대항하는 풍자시를 지은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바스티유 감
옥에 갇힌 첫 번째 투옥 사건보다, 이 모욕적인 사건 때문에 다시 바스티
유 감옥에 갇힌 두 번째 투옥 사건은 그에게 훨씬 더 심각한 사건으로 부
각된다. 나브는 볼테르의 첫 번째 투옥 사건과 두 번째 투옥 사건을 비교

84)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p. 158-159.

85) André Maurois, Voltaire, Gaillmard, 1935, pp. 27-28.
86) Ibid., p. 28. “L'affaire est important parce qu'elle acheva de faire de Voltaire un 

homme d'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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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볼테르의 삶에 있어 두 번째 투옥 사건의 심각성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지만 그가 첫 번째 광을 이끌어낸 것은 투옥과 굴욕으로부터이다. 바스티
유에 처음으로 머무른 것은 1717년과 1718년에 걸쳐 11개월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면이 있었으며, 출옥 이후에 증폭된 인기도 뒤따랐고, 공적 은
급도 뒤따랐다. 하지만 1726년의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사건을 통해, 지
금껏 그렇게 호의적인 이 사회의 완강한 분파와의 결코 잘 회복되지 않을 도덕
적 단절이 드러난다. 여섯 무뢰한의 보좌를 받으면서 이 무뢰한들 뒤에 무례하
게 자리 잡았던 로앙이라는 기사에 의해 주도된 몽둥이질, 쉴리 공작의 효력 없
는 보호, 피해자인 자신의 투옥, 이 모든 것은 응석받이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각성이었다.87)

하지만 볼테르는 이 사건으로 절망하여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 그는 
거기서 빠져 나올 방책을 재빨리 알아차리고서, 모르파Maurepas 대신에게 

국에 즉시 가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더욱 간절히 청원한다는 편지를 쓰
게 된다. 결국, 며칠 후 볼테르에 대한 석방 허락이 내려지고, 그는 국으
로의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첫 번째 투옥 사건과 달리, 볼테르가 자신이 속한 부르주아 계층의 냉혹
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 고통스럽게 각성하는 계기가 된 두 번째 투옥 사건
은, 지금껏 자신을 환대하던 귀족 계급과의 도덕적 단절의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망명이고, 두 번째 태어남이다.”88)라는 나브의 표현처
럼, 자신의 석방 조건으로 이루어진 국에서의 망명 생활은 볼테르의 인
87) Raymond Naves, Voltaire l'homme et l'œuvre, op.cit., p. 33. “C'est toutefois de la 

captivité et de la disgrâce qu'il tire sa première gloire. Le premier séjour à la 
Bastille, malgré sa longueur (onze mois 1917-1718) avait un aspect bénin, et fut 
suivi d'une faveur accrue et d'une pension officielle. Mais l'aventure de 1726 est 
beaucoup plus grave ; elle marque une rupture morale, qui ne sera jamais bien 
réparée, avec un fraction irréductible de cette société jusque-là si accueillante. La 
bastonnade dirigée par le brave chevalier de Rohan, assisté de six coupe-jarrets, 
derrière lesquels il était hardiment posté, la protection inefficace de Sully, 
l'emprisonnement de la victime, tout cela fait un réveil bien pénible pour un enfant 
gâté.”

88) Ibid., p. 33. “C'est exil, et c'est la deuxième 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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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서 중요한 큰 전환점이 된다. 다시 말해, 그는 비록 자신이 부르주아 
계급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닌 재능 덕분에 귀족들과 어울리고 친
교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귀족 계급에 속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가, 이 
사건을 통해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깨닫게 된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프랑스 ‘구체제’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절감함으로써, 마침내 
‘구체제’에 대항하는 인물이 될 뿐 아니라, 장차 국에서의 망명생활에서 
집필 활동도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의 사
상이 형성되는 데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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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사상 전환의 사건과 계기

Ⅰ.2.1. 국에서의 망명 생활 
볼테르는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망명을 조건으로 풀려난 후, 32

세 되던 해인 1726년부터 국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다. 자신의 극작
품의 성공을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젊고 똑똑한 볼테르는 국
에서 열렬한 환대를 받는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은 
그를 열광시키는데, 특히 그는 국 사회의 자유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유배나 투옥을 명하는 왕의 봉인장 혹은 
체포 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반면, 국에서는 판사의 결정 없이는 
아무도 구금될 수 없다는 법률 및 권리장전을 통해, 왕권에 맞서 국 
시민들이 보호되고 있었다. 또한 국 국민의 물질적 성공도 볼테르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는 경제 분야에서 프랑스가 뒤처져 있는 이
유를 시대에 뒤떨어진 프랑스의 제도와 연결시키면서, 프랑스의 ‘구체
제’를 맹렬히 비판한다. 볼테르는 “ 국에서 시민들을 부유하게 했던 
상업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 자유를 통해 다시금 상
업이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이 국가의 위대함이 이루어졌다. 해군을 
차차 확립한 것은 상업이었으며, 이 해군에 의해 국인은 바다의 주
인이 된다.”89)라고 하면서, 국의 발달은 바로 상업의 발달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에 기인한다고 여길 뿐 아니라, 국의 이
와 같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예찬한다. 결국, 볼테르는 상업 교류와 지
적 교류의 강도가 증대하는 곳에서는, 더 많은 자유와 관용에 대한 민
중의 열망도 이와 비례하여 커진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90) 
89)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 27. “Le commerce, qui a enrichi 

les citoyens en Angleterre, a contribué à les rendre libres, et cette liberté a 
étendu le commerce à son tour ; de là s'est formée la grandeur de l'état ; c'est le 
commerce qui a établi peu à peu les forces navales, par qui les Anglais sont les 
maîtres de mer.”

90) “볼테르에 따르면, 개인과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물
질적인 안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체제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체제는 
바로 상업에 기반을 둔 체제이다. 그의 관점을 간단하게 도식화해본다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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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에서 프랑스에서와는 다른 많은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
하게 된 볼테르는, 거기서 앞으로 경험하고 보게 될 더 많은 것을 보
다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를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느낀다. 랑송은 볼테르가 어를 배우고 터득하는 일에 상당
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일상 어로 시론을 쓸 정도로 능숙하게 되
고, 이후에도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구어에도 꽤 능통한 수
준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어를 배우고 싶었다. 그는 어 없이 지내려는 유혹을 뿌리쳤다. 그
는 볼링브로크Bolingbroke나 다른 귀족들과 더불어 프랑스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메릴본Marylebone에 있는 ‘무지개’라는 술
집에서 데메조Desmaizeaux나 생티야생트Saint-Hyacinthe 등과 같은 망명
인사들과 더불어 프랑스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벌
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어는 문학 언어로서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 18개월 후에도 
그는 여전히 어 발음이 서툴렀고, 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지만, 어를 
읽고 쓰기를 잘 했다. 그의 두 시론인 『서사시에 대한 시론 Essai sur la 
poésie épique』 과 『프랑스 내전에 대한 시론 Essai sur les Guerres 
civiles de France』 및 런던에서 티리오Thieriot에게 보낸 서한은 아주 훌
륭한 일상 어로 되어 있다. 배우에게 대사를 알려주는 사람인 쳇우드
Chetwood가 그에게 희곡 사본을 건네주었던 드러리 레인Drury Lane 극장
에 매일 저녁마다 감으로써, 그는 구어에도 꽤 능통하게 되었다. 프랑스에 
돌아온 이후 30년이 지나서도 그는 어로 여전히 대화할 수 있었다.91)

국가의 행복은 물질적으로 안락한 삶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물질적 안락과 행
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상업이고 또한 상업은 자유와 사람들 사이의 문명
화되고 평화로운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김태훈, 「18세기 프랑스에서의 ‘사치 
luxe’에 대한 논쟁 : 볼테르, 루소, 디드로의 견해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
구』 99집, 2014년 가을호, p. 179.

91)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 29. “Il voulut apprendre l'anglais. Il résista à 
la tentation de s'en passer : il pouvait parler français avec Bolingbroke et d'autres 
seigneurs, ou bien à la taverne de l'Are-en-Ciel, dans Marylebone, avec les 
réfugiés, Desmaizeaux, Saint-Hyacinthe, etc. Mais il sentit que l'anglais lui était 
nécessaire pour comprendre ce qu'il avait sous les yeux, qu'il méritait d'être étudié 
comme langue littérature. (…) Au bout de dix-huit mois, il pronnonçait encore mal 
et avait peine à suivre une conversation, mais il lisait et écrivait bien. Ses d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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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는 런던에 자리 잡은 후, 이런 어 실력을 바탕으로 작가와 

철학자들을 만나고, 물리학자, 수학자, 박물학자 같은 학자들을 만나면
서, 지금껏 자신이 몰랐던 지식 분야의 기초를 배운다. 특히, 국에서
의 체류는 이후에 그가 그 작품을 계속 소개하게 되는 뉴턴Newton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그는 문인에서 철학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변신을 통해 역사, 정치론, 소설 같이 그때까지 별
로 부각되지 않던 장르에 매달리게 된다. 그는 국에 대한 관찰을 자
세히 기술하는 작품을 어로 저술한다. 이 작품은 『 국에 관한 서
한 Letters Concerning the English Nation』 이라는 제목으로 1733
년에 어로 출판되는데, 이 작품의 프랑스어 판이 바로 1734년에 출
판된『철학 서한』이다.92) 랑송이 “볼테르의 전부가 『철학 서한』속
에 있다.”93)라고 할 정도로, 『철학 서한』은 볼테르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철학 서한』에 실린 25개의 편지는 종교, 정치, 철학, 문학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편지는 종교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의 종교, 특히 퀘이커교와 관련된 것이지만, 실
제로는 프랑스의 사제를 겨냥한 비판과 독설로 가득하다. 여덟 번째부
터 열 번째까지의 편지는 정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의 정치 체제
를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그 특징을 부각시킨다. 즉, 국은 왕권

Essais sur la poésie épique et sur les Guerres civiles de France, ses lettres de 
Londres à Thieriot, sont d'un très bon anglais. En allant tous les soirs au théâtre 
de Drury Lane, où le souffleur Chetwood lui remettait une copie de la pièce, il se 
rendit assez maître de la langue parlé. Plus de trente ans après son retour en 
France, il était encore capable de converser en anglais.” 

92) 32세부터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 볼테르가 프랑스로 돌아온 것은 34세가 되던 

해인 1728년이다.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건으로 프랑스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

받은 그는 디프Dippe에 머무르며 영국인 행세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후에 

그는 파리에는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얻지만, 베르사유Versailles에 오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따라서 『철학 서한』은 그가 프랑스에 돌아오고 나서 몇 년 후에 영어에 이

어 프랑스어로 출판된다.  

93)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op.cit., p. 405. “Tout Volaire 
est dans les Lettres philosophiques.”



- 51 -

을 억제하고, 각자의 수입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상업을 통해 자체
의 번 을 확립하는데, 상업은 모두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열한 
번째부터 열일곱 번째까지의 편지는 철학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실험
적인 방법과 이 방법의 창시자인 베이컨Bacon에 대한 찬사와 로크
Loke와 뉴턴에 대한 찬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실험적인 방법에 힘입
어 로크는 형이상학에서, 뉴턴은 물리학에서 불가사의한 힘들을 제거
한다는 것이다. 열여덟 번째부터 스물두 번째까지의 편지는 문학에 관
한 내용으로서, 섹스피어와 같은 국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
연미와 열정과 상상력과 에너지를 예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
물세 번째와 스물네 번째의 편지들도 문학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기
서 볼테르는 문학을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그는 프랑스에서는 
유력한 귀족 가문의 기사가 자신과 같은 문인에게 몽둥이질을 해도 아
무 벌도 받지 않는 반면에, 국에서는 문학이 존중된다는 점을 강조
한다. 마지막으로, 스물다섯 번째 편지는 파스칼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이 편지가 물의를 일으킨다. 볼테르는 파스
칼이 제시하는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라는 인간 상황의 이중성을 
불합리한 관념으로 간주하면서, 파스칼이 왜 인간 존재에 대해 혐오감
을 품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94)

특히, 『철학 서한』에 이르기까지, 국은 유럽의 당면 문제와 사상
에서 그 커져가는 향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멀리 떨어진 섬으로 남
아 있었다. 하지만 퓌마롤리가 “『철학 서한』을 통해, 국의 상업 경
제, 적절한 종교적 관용, 정치적 자유, 찬란한 문학, 철학자, 학자와 함
께 완전하고 독창적인 어떤 문명이 드러난다.”95)라고 지적하듯이, 『철
학 서한』에서 볼테르가 행한 국에 대한 예찬과 호의적인 평가를 통
해, 당시 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의 변방으로 남
94)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op.cit., p. 405. 
95) Marc Fumaroli, “L’anti-Émile : Voltaire et ses éducateurs jésuites”, art.cit., pp. 

217-218. “Les Lettres philosophiques révèlent une civilisation complète et 
originale, avec son écnomie marchande, sa relative tolérance religieuse, sa 
liberté politique, sa brillante littérature, ses philosophes et ses sa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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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던 국이 유럽 사회의 전면에 떠오른다.  
‘계몽주의의 선언문’96)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철학 서한』은, 국

의 근대성에 대한 지적인 현장 보고서인 동시에 국의 관용과 자유에 
대한 찬사를 담고 있기에, 프랑스에서는 ‘구체제’와 기독교에 대한 공
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철학 서한』이 비 리에 출판되자마
자, 이 책은 얀센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파리 고등법원에서 유죄판
결을 받아 불태워질 뿐 아니라, 볼테르에게는 체포 장이 발부되어 그
는 로렌 지방으로 피신한다.97) 일 년이 지나 그는 기독교에 완전히 순
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 철회서’를 보내고 나서야 필요하다면 파리
로 돌아올 수 있다는 허가를 받지만, 그에 대한 체포 장은 철회되지 
않는다.98) 

랑송이 “프랑스에 돌아와서 그는 자유 체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동포
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다. 바로 이 방법으로 그는 우둔한 전제군주제와 
가톨릭이라는 그들을 짓누르는 두 가지 압제의 힘이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기를 원했다.”99)라고 지적하듯이, 볼테르는 자신의 동포
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한다. 
많은 여행객이나 혹은 신문기자가 국에 대한 정보들을 프랑스인에게 
이미 전하지만, 이 정보들은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정보들
을 모으고 체계화하여, 절호의 시기에 이 정보들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철학 서한』이라는 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가 이 책에다 비
판적인 내용을 약삭빠르게 뒤섞은 것은 이 책을 몹시 위험하게 만든 

96) 포모의 저서 『그의 시대에서의 볼테르, 1권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에서 
『철학 서한』을 다룬 장의 제목이 「계몽주의의 선언문 Un manifeste de 
Lumière」으로 되어 있다.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253. 

97)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op.cit., p. 405. 
98)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262.
99)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op.cit., p. 404. “Rentré en 

France, il voulut montrer à ses compatriotes ce qu'était un régime de liberté ; Il 
espérait bien par là leur rendre insupportables les deux forces d'oppression qui 
pesaient sur eux : le despotisme inintelligent et le catholic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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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프랑스 
안에 큰 파장과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철학 서한』이 몰
고 온 엄청난 파장과 향 때문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 궁정과 고등법
원과 가톨릭 사제 같은 반대 세력들이 합세하여 이 책을 없애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결국, 국에서의 망명 생활은 볼테르에게 다가온 하나
의 위기 지만, 볼테르가 일생을 통해 종교적 광신과 프랑스의 낡은 
정치 체제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해 나가
는 주요 계기와 사건이 된다. 

Ⅰ.2.2. 샤틀레 부인과의 만남
포모에 따르면, 볼테르의 일생에서는 크게 두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오는

데, 하나는 국에서의 망명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샤틀레 부인의 죽음이
다.100) 샤틀레 부인은 볼테르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서, 
국 망명에서 돌아온 후 1933년부터 볼테르는 샤틀레 부인과 교류를 갖기 
시작한다. 이듬해인 1934년, 그는 『철학 서한』의 출판으로 체포당할 위
기에 몰려 피신할 때, 샤틀레 부인으로부터 그녀의 성으로 오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거기에 정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샤틀레 부인에 대해, “나는 거
의 나처럼 사고하는 젊은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모든 학문에 
가장 재능이 많은 여인인 샤틀레 후작 부인이었다.”101)라고 할 정도로, 샤
틀레 부인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하며 풍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 

이름이 에 리Emilie인 샤틀레 부인은 1706년에 브르퇴이Breteuil 남작
의 딸로 태어나서, 개방적인 아버지 덕분에 당시 여성으로서는 거의 누리
기 힘든 교육을 받는다. 스스로 라틴어를 깨칠 정도로 학문에 재능이 뛰어
난 그녀는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루크레티우스 등 로마 시인들의 뛰

100) René Pomeau, Voltaire par lui-même, op.cit., p. 173.
101) Voltaire, Mémoires de M. de Voltaire, Mercure de France, 1988, p. 21. “Je 

trouvai une jeune dame qui pensait à peu près comme moi. (…) c’était Mme la 
marquise du Châtelet, la femme de France qui avait le plus de disposition pour 
toutes els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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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시구를 암송하고 키케로의 모든 철학 저서에 통달할 정도가 되며, 수
학과 형이상학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한다.102) 랑송은 볼테르
를 자신의 성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볼테르의 학문적 동반자로 지내게 되
는 샤틀레 부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그녀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와 어를 알았고, 수학과 물리학과 형이상학에 열
중했으며, 그것들을 이해했다. 그녀는 라이프니츠Leibniz를 읽었다. (…) 그녀는 
과학과 철학을 주제로 글을 썼다. (…) 그녀는 사회의 사소한 일들보다 지력을 
쏟는 일을 더 좋아했다. 그녀는 신앙이 깊지도 않았고 심지어 신자도 아니었다. 
(…) 그녀는 남자다운 정신과 마음의 소유자 다. 즉, 그녀는 올바르고 믿을 만
했으며, 적극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다.103)

이와 같이, 물리학과 철학과 수학에 관심을 쏟으며 이런 지적 작업에 몰
두하기를 좋아하는 샤틀레 부인이 볼테르에게 끌린 이유는, 국에서의 망
명 생활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에 대한 흥분이 가시지 않은 볼테르가 로크
Locke의 철학이나 뉴턴의 물리학만을 이야기하고 다닌 때문일 수 있다. 샤
틀레 부인의 성에서, 그는 특히 종교와 과학과 관련된 토론과 독서와 공동 
작업과 개인 작업을 통해 학구적인 나날을 보내면서, 프랑스 과학 아카데
미 경진대회를 위해 샤틀레 부인의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을 하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샤틀레 부인의 도움을 받아, 그는 1736년에 『뉴턴에 관
한 서한 Epître sur Newton』, 1738년에 『뉴턴 철학의 기본원리 
Éléments de la philosophie de Newton』를 펴냄으로써, 만유인력에 관한 
뉴턴의 사상을 프랑스에 보급하는 첫 사람 중 하나가 된다.104) 

102) Ibid., p. 21. 
103)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 55. Elle savait le latin, l'italien, l'anglais. 

Elle était passionnée pour les mathématiques, la physique, la métaphysique, et les 
comprenait. Elle lisait Leibniz. (…) Elle écrivait sur des matières de science et de 
philosophie. Elle préférait l'application de l'esprit aux bagatelles de la société. Elle 
n'est pas dévote, ni même croyante. (…) Elle avait l'esprit viril, le coeur viril : 
droite, sûre, capable d'actif dévouement.

104)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277,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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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송은 이 시기에 볼테르가 집필한 온갖 종류의 수많은 저작 가운데서 
그의 삶에 어떤 특징을 부여하는 저작은 형이상학 저작과 과학 저작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신과 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고 집필한 『형
이상학론』에서 나타나는 이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샤틀레 부인의 향 아래 그는 신과 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원했
다. 그래서 그는 1734년에 『형이상학론』을 집필했는데, 샤틀레 부인은 이 책
을 출판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 그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는 자신을 납득
시키는 신에 대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질서로부터 도출되는 증거이
고, ‘제1동인動因 le premier moteur’에 의해 이루어지는 증거이다. 분명히 신은 
‘궁극원인’이다.105)  

  
랑송은 “볼테르에게 있어 형이상학은 물리학에 대한 서론이며, 신은 물리

학의 첫째 진리이다.”106)라고 하면서, 볼테르에게 신의 존재는 형이상학이
나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가정이라고 밝힌다. 즉, 신이 존재한다
는 견해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뒤따르지만, 신이 없다는 견해에는 어리석은 
불합리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의심에 의심을 거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듯한 사실로서 신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
한 신은 원자 개념처럼 인간의 정신 속에 자리 잡는다. 물론, 신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지만, 우주의 필연적인 법칙들이 이러
한 신과 결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모도 18세기에 형이상학은 물리학
에 대한 서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볼테르가 쓴 『형이상학론』의 이론은 
뉴턴의 연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로 볼테르는 ‘뉴
턴의 형이상학’에 대해 언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밝힌다. 특히,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그토록 미미한 ‘벌레들’인 인간이 그 위에서 분주히 움직이
105)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 63. “Sous l'influence de Mme de Châtelet, il 

voulut se rendre compte de ses idées sur Dieu et sur l'âme, et fit en 1734 un 
Traité de Métaphysique qu'elle l'empêche de publier (…) Il croit à Dieu. Il en a 
des preuves qui le contentent, la preuve qui se tire de l'ordre du monde, celle qui 
se fait par la nécessité du premier moteur. Il est nettement ≪cause-finale≫.”

106) Ibid., p. 63. “Pour voltaire, la métaphysique est l'introduction à la physique, 
Dieu est la première vérité de la phys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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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티끌 같은 진흙덩어리’인 작은 지구 사이에 대조로부터, 『미크로메가
스』부터 『자디그 혹은 운명』에 이르기까지 볼테르가 쓴 콩트의 개념이 
생겨난다. 이는 볼테르가 시레에 체류하던 초기 시절부터 『플라톤의 꿈 
Songe de Platon』을 필두로 시작된다.107)

『형이상학론』에서, 볼테르는 특히 신의 존재라는 문제 및 혼의 존재
와 불멸성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 작품에서, 그는 신의 존재는 형이상학
이나 물리학을 하는데 필수적인 가정이라고 밝히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견
해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뒤따르지만, 신이 없다는 견해에는 어리석은 불합
리가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물론, 신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지만, 우주의 필연적인 법칙들이 이러한 신과 결부된다. 이와 같이, 
그는 신이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뿐 아니라, 우주를 주재하는 
존재에 대한 개념에 도달하는 두 가지 논증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혼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구약성서에서와 달리 신약성서에서는 혼이 불멸
한다는 점이 언급됨으로써 생겨나는 괴리를 지적할 뿐 아니라, 혼의 실
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108) 

이 시기에 볼테르는 역사서인 『루이 14세 시대 Le Siècle de Louis ⅩⅣ』
의 집필을 시작하고, 『풍속론 Essai sur les mœurs』의 집필을 준비한다. 
그 중 『풍속론』은 기독교적인 서구의 일반 역사로서, 이 책에서 그는 종
교적 광신에 의해 생겨난 참화를 열거한다. 특히, 1736년에는 파리의 얀센
주의자 집단을 분노케 한 아담의 삶을 그려낸 그의 시 「세속인世俗人 
Mondain」의 복사본이 널리 유포되는 바람에, 그는 그 성에 있는 것도 안
전하지 않음을 깨닫고서 보복당하는 것이 두려워 네덜란드로 피신한다. 또
한 1942년에는 그의 극작품 『마호메트 Mahomet』의 첫 상연이 이루어  
진다. 하지만 이 작품에 분노한 얀센주의자 집단은 볼테르가 이슬람을 통
해 기독교 자체를 협잡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고발한다. 결국, 그는 이 
작품을 3번 상연하고 나서 상연을 포기하는데, 이후에 그는 기독교의 적으
로 점점 더 부각된다.109) 
107)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p. 309-310. 
108)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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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볼테르는 장차 프러시아 왕 프리드리히 2세가 되는 프러시아 
왕자로부터 처음으로 편지를 받는다. 볼테르의 계몽사상에 매료된 그는 어
떤 수단을 통해서든 자신의 궁정에 볼테르를 오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볼
테르는 그를 몇 번 방문하지만, 샤틀레 부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궁
정에 정착하기를 거부한다. 사틀레 부인 역시 볼테르가 프러시아 궁정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버려지게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볼테르로 하여금 루이 
15세의 총애를 얻어 프랑스 궁정에 자리 잡도록 부추긴다. 그러던 중 볼테
르는 자신의 루이 르그랑 학교 동창생으로서 새로운 외무대신이 된 다르장
송d'Argenson과 루이 15세의 총희로서 자신을 흠모하는 드퐁파두르de 
Ponpadour 부인의 후원에 힘입어, 왕실 사료편찬관의 자리를 얻게 되지만, 
루이 15세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110) 

1749년, 볼테르가 자신의 정신적 동반자로서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
갈 것으로 여겼던 샤틀레 부인은 43세라는 나이로 아기를 출산한 지 며칠 
만에 죽는다. 볼테르는 어쩔 줄 모르면서, 이 사건이 자신의 삶에서 유일
한 진정한 고통이라고 나중에 말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다.111) 오리외는 “진정한 에 리는 볼테르의 에 리이다. 이 우정의 기간
들은 볼테르의 삶의 가장 행복한 기간들이었고, 가장 풍요로운 기간들 가
운데 속했다. 에 리는 원히 대체될 수 없을 것이다.”112)라고 하면서, 볼
테르에게 있어 샤틀레 부인의 진정한 의미를 부각시키고, 볼테르가 시레 
성에서 샤틀레 부인과 함께 보낸 시절을 묘사할 뿐 아니라, 그녀가 볼테르
의 천재성을 꽃피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의 정신적 동반자로서 샤틀레 부인은 볼테르 사
상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형이상학 저작과 과학 저작을 저술하는 

109) Édouard de Pompery, La Vie de Voltaire : l'homme et son œuvre, op.cit., pp. 
66-67.

110)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p. 75-78.
111) Jean Orieux, Voltaire ou la royauté de l'esprit, op.cit., p. 355.
112) Ibid., p. 357. “La véritable Emilie, c'est celle de Voltaire. Ces années furent les 

plus heureuses de la vie de Voltaire et parmi les plus fécondes. Emili sera 
toujours irremplaç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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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많은 도움을 주고 큰 향을 끼치는데, 이를 통해 볼테르는 형이
상학이나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가정으로서 신이 존재한다는 전
제를 고려하게 된다. 결국, 우주 질서 속에서의 위대한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
로 입증하려고 애쓰는 뉴턴의 향을 받은 볼테르에게 있어, 샤틀레 부인과
의 만남은 볼테르가 우주의 필연적인 법칙들을 신과 결부시킴으로써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주요 계기가 된다.    

Ⅰ.2.3. 프리드리히 2세와의 결별   
샤틀레 부인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사건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루이 

15세의 반감, 주변 인물의 질시와 적대감, 비극 『오레스트 Oreste』의 실
패 때문에, 볼테르는 프리드리히 2세의 거듭된 초청을 결국 받아들여, 56
세 되던 해인 1750년 프러시아 궁정으로 떠난다. 그는 프리드리히 2세의 
작품을 수정해주는 일을 주로 하면서 왕의 시종으로서 거기서 2년 반 이
상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그는 ‘베를린 아카데미’113)의 수장 모페르튀이
Maupertuis와 아카데미의 멤버인 쾨니히König114) 사이에 우주에 관한 이
론을 놓고 벌어진 다툼에 개입한다. 볼테르는 쾨니히의 입장에 서서 모페
르튀이를 비판하는 소책자를 프리드리히 2세의 허락 없이 출판한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프리드리히 2세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프리드리히 2
세와 불화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은 그가 프리드리히 2세와 결별하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된다. 

포모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모페르튀이는 『우주론 
Essai de cosmologie』에서 자신의 ‘최소 활동의 원리 le principe de 
moindre action’ 를 발표함으로써, 우주의 비  중 하나를 발견한 것이라고 
113) ‘베를린 아카데미 Académie de Berlin’의 정식 명칭은 ‘베를린 과학 문예 아카데미 

Académie des sciences et belles-lettres de Berlin’이다. 프리드리히 2세는 자신의 주

된 관심사가 과학과 문예일 뿐 아니라, ‘베를린 아카데미’가 이름을 떨치고 발전하기 원

하기 때문에, ‘베를린 아카데미’의 수장인 모페르튀이에게 ‘베를린 아카데미’를 이끄는데 

있어 전권을 부여한다.  

114) 네덜란드의 대학에서 자연법 교수를 역임한 쾨니히는 샤틀레 부인의 스승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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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만하게 뽐낸다. 모페르튀이는 자연에서의 어떤 변화이든 그 변화에 필요
한 활동량이 가능한 한 작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모페르튀이는 자신이 ‘베를린 아카데미’의 멤버로 임명한 쾨니히가 자신의 
이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알게 된다. ‘최소 활동의 원리’에 대한 반론을 
담은 글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 쾨니히는, 이 반론을 검토해 보도록 모
페르튀이에게 요청한다. 하지만 ‘베를린 아카데미’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남
용한다고 비난받을 정도로 거만하던 모페르튀이는, 쾨니히가 자신과 맞먹
으려 든다고 여기면서, 이런 제안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나머지 
쾨니히의 요구를 거부한다. 그런데, 쾨니히는 모페르튀이가 발표한 법칙이 
라이프니츠에 의해 이미 정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
로서 라이프니츠의 편지를 원용한다. ‘최소 활동의 원리’를 발견한 예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모페르튀이가 그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 쾨니히에게 
캐 묻지만, 쾨니히는 편지의 사본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 문제가 
‘베를린 아카데미’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2세까지 개입
하여 그 편지의 원본을 찾으려고 하지만 원본은 끝내 발견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문제는 모페르튀이가 발표한 법칙의 진리를 규명하는 것에서 벗어
나서, 편지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결국, ‘베를린 아카데미’는 라이프니츠의 편지는 허위이며, 쾨니히가 
입증자료로 내세운 편지의 사본은 모페르튀이에게 해를 끼치려고 꾸며낸 
것이라고 결론짓고 이 사실을 공표한다. 이 때문에,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한 쾨니히는 이 사건을 유럽 학계에 제시하
면서 소위 ‘공개 판결 l'Appel au public’에 회부한다.115)

자에 의하면, 볼테르에게 이 사건은 ‘베를린 아카데미’의 전횡에 맞서 
정의의 수호자로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모페르튀이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프리드리히 2세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들 사
이에 적개심을 들쑤시는 데 이력이 나 있는데, 재미 삼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분열시켜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1752
년 초에 볼테르와 모페르튀이 사이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재
115)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p. 69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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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나 재기에 있어 볼테르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모페르튀이는, 볼테르가 
주변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데 대해 분통해하고, 자신을 대신해 볼테르가 
프리드리히 2세의 작품을 수정하는 직무를 맡은 데 대해 불평한다. 그래서 
모페르튀이는 볼테르를 헐뜯는 일에 선봉에 서게 된다. 더욱이, ‘베를린 아
카데미’를 쾨니히와 맞서게 하는 분규를 만든 장본인인 모페르튀이의 지나
친 권력 남용은, 볼테르로 하여금 모페르튀이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결
정적 이유가 된다.116)          

모루아에 따르면, 이런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는 볼테르는 불의를 바로
잡고 자신의 재기를 드러내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던 나머지, 『아카키
아 박사의 독설 La Diatribe du docteur Akakia』이라는 소책자를 펴낸다. 
이 소책자에서 볼테르는 모페르튀이의 이론들을 조롱하고 비판한다. 하지
만 프리드리히 2세는 모페르튀이가 ‘베를린 아카데미’를 권위를 가지고 효
율적으로 이끈다고 신임하기 때문에, 이런 신임을 한 몸에 받던 모페르튀
이에 대한 야유는,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에, 이 소책자는 압수되고 공공장소에서 불태워진다.117)

볼테르가 이 소책자를 출판하려고 할 때, 그 내용 때문에 출판업자가 허
가 없이는 출판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볼테르는 자신의 저서 『볼링브로
크 경의 변호 Défense de milord de Bolingbroke』를 출판하도록 허락한 
프리드리히 2세의 허가증을 출판업자에게 보내 이 소책자를 출판하게 한
다. 하지만 ‘요새’에 관한 책을 같은 작업장에 인쇄를 맡긴 어떤 장교가 이 
소책자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모페르튀이에게 알리고, 모페르튀이는 프리
드리히 2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이 소책자와 관련하여 프리드리히가 
2세가 격분한 것은, 바로 이 소책자가 자신이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모페르
튀이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책의 출판
을 위해 자신이 내린 허가증을 악용하여 볼테르가 이 소책자를 출판한 때
문이기도 하다.118) 

116) Pierre Milza, Voltaire, op.cit., p. 497.
117) André Maurois, Voltaire, op.cit., pp. 79-80.
118)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Ⅰ, op.cit., p.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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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볼테르는 프리드리히 2세에게 사임을 요청하고, 프리드리히 2
세의 허락을 받아 1753년에 프러시아를 떠난다. 이와 같이, 볼테르가 프
리드리히 2세와 결별한 이유가 프리드리히 2세와의 악화된 관계와 두 사
람 사이에 반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수도 있다. 
즉, 볼테르가 프리드리히 2세와 결국 결별하기로 작정한 것은, 볼테르가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려고 프리드리히 2세에게 큰 기대를 걸
지만, 이에 무관심한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볼테르의 실망감에서 비
롯된 것일 수도 있다. 포모는 “그는 프리드리히 2세가 기독교를 무너
뜨리기를 기대하고, ‘순수한’ 종교, 곧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상했던 
이신론을 유럽에 받아들이게 하기를 기대하나, 이 멋진 계획에 대해 
프러시아 왕은 개의치 않는다.”119)고 하면서, 볼테르가 자신의 종교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프러시아 왕 프리드리히 2세에게 건 기대 및 
이에 대한 프리드리히 2세의 무관심을 지적한다.

볼테르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2세에게 건 기대와 
그에 따른 실망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건은,「자연법에 관한 시 Poème 
sur la Loi naturelle」120)를 지어 프리드리히 2세에게 헌정한 것이
다. 이 시의 서두는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헌사獻辭로 되어 있는데, 페이
르피트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시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한다. 첫 번째 
부분에는 신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었기에 정의와 양심이라는 개
념을 인간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정의와 양심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주었
다는 내용과 더불어, 종교가 토대를 두는 것은 ‘자연법 la loi naturelle’이라
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성서와 복음으로 대표되는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부인하는 볼테르의 강박관념을 드러낸다. 두 번
째 부분에서, 볼테르는 성서의 내용이나 교회의 추문들을 예로 들며 보편
적인 도덕 원리에 거스르는 견해들을 반박할 뿐 아니라, 이성에 충실하고 
119)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465. “Il compte que 

FrédéricⅡ détruira le christianisme et imposera à l'Europe une religion ≪
pure≫, ce déisme que Voltaire a constitué à son usage personnel. De ces 
beaux projets, le roi de Prusse n'a cure.”

120) 이 작품은 「자연종교에 관한 시 Poème sur la Religion naturelle」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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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그는 이
신론을 내세우며 종교재판관과 화형으로 대표되는 가톨릭의 잔혹 행위와 
광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종교적 반목에 비롯된 서로 간의 증오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며 그들이 얽매어 있는 족쇄를 깨뜨릴 것을 
강조한다. 네 번째 부분은 예수회 신부나 얀센주의자 같은 사회를 혼란하
게 하는 종파간의 불행한 분규121)를 정부가 나서서 진정시키도록 권고하
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122) 특히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테르는 “당
신에 의해 깨우침을 얻고 당신의 말을 가득담은 채 이 행복한 평화로움 속에
서 나의 생을 마칩니다.”123)라고 하면서,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찬사를 늘
어놓는다. 하지만 볼테르는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법을 찾은 것
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은 방황하지만 나의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합니다
.”124)라는 신에 대한 기도로 이 시의 끝 부분을 마무리한다. 이 기도에서, 
121) “17세기 가톨릭교회를 흔들었던 예수회와 얀센주의자들의 갈등은 결국 신의 은총과 

구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여기서 얀센주
의자들은 보다 엄숙하고 무서운 신을, 예수회는 한층 더 자애로운 신을 상정하 고, 얀
센주의자들이 프로테스탄트와 유사하게 인간의 ‘원죄’와 구원에 있어 은총의 절대성에 
근거한 ‘예정설’를 강조한 반면에, 예수회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
다는 보다 더 긍정적인 인간관을 강조하 다. (…) 루이 14세가 얀센주의자들을 ‘공화주
의자 종파 secte républicain’로 규정하고 박해를 시작한다. 그는 1711년부터 1713년까
지 얀센주의자들의 근거지 던 포르루아얄Port-Royal 수도원을 파괴하 고, 1713년 9
월 그의 고해신부 던 예수회원 르텔리에p.  Le Tellier의 건의를 받아들여 로마 교황으
로부터 ‘우니게니투스 칙령 Unigenitus Dei Fillus’을 받아낸다. 이 칙령은 얀센주의자인 
파스키에 케넬Pasquier Quesnel의 저서에서 추출한 101개의 명제가 이단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얀센주의를 이단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
로 17세기 말 교황 클레멘스 7세Clément Ⅶ의 중재로 잠시 잠잠해졌던 얀센주의와 예
수회와 얀센주의의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다.” 전종호, 「볼테르의 오이디푸스 Œdipe 
주제 연구」, art.cit., p. 360.

122) Roger Peyrefitte, Voltaire et Frédéric Ⅱ, Éditions Albin Michel, 1992, pp.  
231-232.

123) Poème sur la Loi naturelle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Ⅸ, Garnier, 
1877, p. 459-460. 

      “Dans cette heureuse paix où je finis mes jours, 
      Éclairé par vous-mê̂me, & plein de vos discours.”
124) Ibid., p. 460.
      “Si je me suis trompé, c’est en cherchant la Loi ;
      Mon cœur peut s’égarer ; mais il est plein de t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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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란 단지 ‘당신의 법’ 곧 ‘자연법’이나 ‘자연 종
교’를 찾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신론을 구현하려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바
친 자신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을 드
러낼 뿐 아니라,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2세에게 자신이 걸
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낸다. 
즉,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찬사 가운데서 “당신에 의해 깨우침을 얻고 당
신의 말을 가득 담고 있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애초에 볼테르는 프리
드리히 2세에게 큰 기대를 건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와의 관계가 결정
적으로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신에 대한 기도 가운데서 “비록 
나의 마음은 방황하지만 나의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에서 나타
나듯이, 볼테르는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결국 자신이 내세
우는 신에게 의뢰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듯이 보인다. 

비록 볼테르는 자신이 구상한 이신론을 유럽에 정착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야말로 볼테르가 이 계획
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여기면서 집착한 인물이다. 애초에 
볼테르는 향력과 권력이 있는 군주의 힘에 기대어 더 효율적으로 이
신론을 전파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볼테르에게 프리드리히 2세와의 
결별은 이러한 기대와 계획을 결정적으로 접어버리는 사건이 될 뿐 아
니라,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사로잡힌 기독교를 대체할 수 이신론이 
유럽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으로 치열한 투쟁
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주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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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사상의 전개와 투쟁

Ⅰ.3.1. 페르네에서의 활동
볼테르는 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통해 상업과 부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서, 누군가에게 예속되지 않은 작가가 되기 위해, 또한 자신의 화려한 사
교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유해지기 원한다. 물론, 그는 국으로 망명
하기 이전부터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쓰지만, 특히 국에서 돌아오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부를 쌓는 데 골몰한다. 랑송은 큰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애쓴 볼테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자신에게만 의존하기 위해, 또한 사교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가 이 사교계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유해지기를 원했다. 투자 사업
에 능숙하고 투자 사업에 전념하는 그는 좋은 투자 기회를 엿보면서, 문인의 수
중에서 여태껏 보았던 가장 많은 재산을 이때부터 형성하기 시작했다.125)

국에서의 망명 생활로부터 프랑스로 돌아온 볼테르는 자기 몫으로 된 
부친의 유산을 받을 뿐 아니라, 동인도 회사, 군수품 조달 사업, 곡물 거
래, 카디스Cadix 무역회사에 투자하여 모두 성공하고, 엉성하게 고안된 국
가 복권을 사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며, 주식에 투자하여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형편이 어려운 귀족이나 왕족에게 돈을 빌려주
고, 그 당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빌려준 돈을 귀족이나 왕족이 받는 ‘종
신 연금’으로 대신하여 돌려받는다. 랑송은 볼테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재산 축적 과
정을 통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쓰라린 경험 및 이런 경험을 통해 
생겨난 볼테르의 삶의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한다. 

125)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op.cit., p. 390. “Et il voulut 
être riche, afin de ne dépendre que de soi et de traiter d'égal à égal avec ce 
monde hors duquel il ne pouvait vivre : appliqué et entendu aux affaires d'argent, 
guettant les bons placements, il commença dès ce temps à se faire la plus grosse 
fortune qu'on eût encore vue aux mains d'un homme de let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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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온갖 번 은 친구의 상실, 애인의 배반, 연극 공연장에서의 야유, 재주 
있는 사람들 간의 말다툼, 소송 등과 같은 쓰라린 경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볼테르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그의 떠들썩한 반향이다. 즉, 그는 허풍을 떨
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악과 선을 사방
으로 떠들어댄다. 그는 불안에 사로잡혀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데, 무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는 것에 대해 늘 만족한
다. 그는 눈과 혀를 사로잡는다. 그와 관계가 있는 것 중에는 아무 것도 어떤 
소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빈번한 이런 떠들썩한 반향을 통해, 그의 
명성은 커지면서도, 그에 대한 사교계에서의 존경은 사라진다.126)      

하지만 이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 볼테르는 61세가 되던 해인 1755년에 
제네바에서 멋진 대저택을 사들여 그곳을 ‘델리스’라고 이름 지은 후, 
궁정처럼 아름답게 꾸민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제네바의 
귀족층과 유명 인사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인다. 3년 후에는 프랑스의 
페르네에 지를 사서 페르네의 성을 재건축하고, 성 바로 옆에 연극 
공연을 위한 극장을 지으며, 페르네라는 가난한 마을을 번창하는 작
은 도시처럼 만들고, 자신을 만나려고 페르네에 몰려드는 방문객들에
게 식사와 숙소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127)

특히 연극에 대한 열정 때문에, 볼테르는 제네바에서도 저택의 부
속 건물에 연극을 상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비공식적으로 극
작품을 상연한다. 그런데, 당시 엄격한 칼뱅주의 공화국인 제네바에
서는 종교상의 이유로 연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극 상연으
로 ‘최고 평의회 Le Magnifique Conseil’를 중심으로 한 제네바의 지
도자들은 볼테르에게 반감을 품게 된다. 특히, 볼테르의 지시로 달랑

126)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 22. “Toutes ces prospérités n'allaient pas 
sans amertume : pertes d'amis, trahisons de maîtresses, sifflet du parterre, 
chamailleries de beaux esprits, procès, etc. Une des caractéristiques de la vie de 
Voltaire est sa sonorité : il est vantard et clabaudeur, et crie aux quatre vents le 
mal et le bien qui lui arrivent. Il est de ces agités bruyants à qui les indifférents 
sont toujours contents  qu'il arrive quelque disgrâce. Il occupe les yeux et les 
langues. Rien de ce qui le touche ne va sans tapage, et ces résonances trop 
fréquentes lui ôtent de la considération mondaine en étendant sa renommée.”

127) Ibid., pp. 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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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가 쓴 글 「제네바 Genève」가 1757년에 출판되면서, 이 글이 
제네바의 목사들에게 물의를 빚게 되고128), 급기야 제네바의 목사들
은 볼테르가 거기에 머무르는 한 종교에 반대하는 아무 것도 공표하
지 말라고 그에게 권고한다. 이 때문에, 그는 제네바 목사들과의 번
거로운 일을 피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독립성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델리스를 떠나 64세 되던 해인 1758년 페르네에 정착한다. 

페르네에 정착한 이후부터 볼테르는 철학의 수호자, 곧 계몽사상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나타낸다. 그가 “나는 행동하기 위
해 글을 쓴다.”129)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 시기 동안 출간된 그의 작
품은 엄청나다. 특히, 페르네에 정착한 이듬해인 1759년, 그는 디드
로와 달랑베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백과전서』 편찬 작업에 참여하
기 시작하면서, 30여 편의 글을 기고한다. 유럽 전체에 팔려나간 이 
방대한 사전은 사상의 자유와 글쓰기의 자유 및 권력 분립을 옹호하
면서, 왕권신수설을 토대로 하는 군주제를 공격한다. 

볼테르는 프러시아 궁정에 머물던 시절인 1752년 9월에 달랑베르

128) 볼테르는 1758년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 때문

에 『백과전서』 작업 같은 그토록 훌륭한 일을 하는데 있어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을 달랑베르에게 권고한다. “「제네바」라는 글 때문만이 아니라, 사제들이 당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는 다른 이유들로, 당신이 『백과전서』 작업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제네바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철학자이자 

친구여, 당신이 어떤 환멸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그 환멸을 극복하기를 간청

합니다. On se vante à Genève que vous êtes obligé de quitter l’Encyclopédie, non 
seulement à cause de l’article Genève, mais pour d’autres raisons que les prêtres 
n’expliquent pas à votre avantage. Si vous avez quelque dégoût, mon cher 
philosophe, mon cher ami, je vous conjure de le vaincre ; ne découragez pas dans 
une si belle carrière.”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Baudouin, 1922, p. 45. 

129) “나는 행동하기 위해 글을 쓴다. Moi, j'écris pour agir.”의 본래 표현은 “장 자크는  

단지 글을 쓰기 위해서만 글을 쓰고, 나는 행동하기 위해 글을 쓴다. Jean-Jacques 

n'écrit que pour écrire et moi j'écris pour agir.”이다. 여기서 물론 장 자크는 볼테

르가 싫어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이다. 볼테

르가 작성한 수많은 서신 중 하나인 자콥 베른Jacob Verne이라는 신교 목사에게 보낸 

답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볼테르의 삶’이라는 부제가 붙은 프랑스 역사학자 막스 갈로

Max Gallo가 쓴 볼테르 전기 작품의 제목으로도 쓰인다. Max Gallo, ≪Moi, j'écris 
pour agir≫ Vie de Voltaire, Fayar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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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낸 편지에서, “귀하와 디드로 씨, 당신들은 프랑스의 광이 
되고 당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치욕이 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
다. 파리에는 엉터리 글쟁이들 뿐 아니라 유창한 언변의 철학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단지 당신들에게만 관심을 둘 따름입니다.”130)라고 
쓰면서, 이 편찬 작업을 칭송하고, 이 편찬 작업을 주도하는 두 사람
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1756년 11월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는, 
“고등법원 멤버들과 주교들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성을 지닌 사람
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귀하는 20년 전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
던 진리를 『백과전서』에 채워 넣을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학자
인 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철학자들은 승리합니다.”131)라고 
쓰면서, 아직 『백과전서』에 대한 탄압이 더 노골화되지 않고 본격
화되지 않은 당시 상황을 시사한다.132) 

당시 프랑스에서는 루이 15세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을 계기로, 새
로운 사상인 계몽사상에 대한 반대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백과전서』의 출간․판매 금지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보수 권력과 
보수 계층을 중심으로 반反철학적 공세, 곧 반反계몽주의적 공세가 
개시됨으로써, 『백과전서』는 왕령에 의해 출판 금지되고, 파리 고
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볼테르는 반反계몽주의적 공세

130)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op.cit., p. 5. 
“Vous et M. Diderot, vous faites un ouvrage qui sera la gloire de la France et 
l’opprobre de ceux qui vous ont fait persécutés. Paris abonde de barbouilleurs de 
papiers; mais de philosphes éloquents, je ne connais qu vous et lui.”

131) Ibid., p. 17. “Pendant la guerre des parlements et des évê̂ques, les gens 
raisonnables on beau jeu, et vous aurez le loisir de farcir l’Encyclopédie der vérités 
qu’on n’eû̂t pas osé dire il y a vingt ans : quand le pédants se battent, les 
philosophes triomphent.”

132) 『백과전서』의 무신론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간파한 교회와 당국의 탄압 때문에, 

1751년에 첫 권이 출간된 이 책의 완간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1752년에 나온 

제 2권은 발행과 배포가 정지되고, 원고마저 압수당할 위기를 겪는다. 따라서 제 3권부

터 이 책의 출간 사업은 점점 더 은 히 진행되고, 7권이 나오던 1759년에는 탄압이 

더 노골적이 되어서, 이를 견디지 못한 달랑베르가 편집을 그만두게 된다. 이후 출판은 

몇 년간 지연되는데, 이 기간 동안 디드로는 비 리에 나머지 책들을 준비하고, 1765년

에 8권에서 17권까지 남은 책을 모두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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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되자 이에 맞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사
상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 그의 작품들은 효과적인 수단이 된
다. 또한 그는 ‘칼라스 사건’에서도 희생자 칼라스의 복권과 칼라스 가족
의 무죄 방면을 위해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치열한 투쟁 운동을 벌
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1763년에는 『관용론』을 집필하여 논쟁
을 더 한층 불붙인다. 그리고 그가 만년에 쓴 여러 작품들은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에서 비롯되며, 이 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그가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계몽사상의 수호자로서 역할
을 하는 데 있어, 그의 작품들은 그의 사상을 집적하고 표출시키는 것
을 넘어서, 이런 역할과 투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이고 강력
한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특히, 볼테르는 페르네에 정착하면서 이런 반대 운동에 맞서 적극
적인 반격을 펼치는데, 글, 소책자, 짧은 시, 극작품 같은 모든 것은 
계몽 사상가들의 적에게 맞서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는 계몽사상을 
통해 독자들을 확보하기 원하고, 자신에 대한 선전을 위해 유용하고 
짧은 작품을 택한다. 랑송은 볼테르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대중에
게 새로운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의 작품들이 지닌 명
확하고 짧고 강렬한 특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대작들은 없다. 작은 12절판의 책이나 몇 장으로 된 소책자가 있다. 그는 
『백과전서』를 생각하면서, “2절판으로 된 20권짜리 책으로는 혁명이 결
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협적인 것은 30수sou 나가는 작은 휴대용 책자
이다. 복음서의 가격이 1200 세스테르티우스 은화에 해당했다면, 기독교
라는 종교는 결코 확립되지 않았을 것이다.”133)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134) 

133) 랑송이 인용한 볼테르의 이 말은 1765년 4월 5일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다.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op.cit., p. 312.
134)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p. 144-145. “Plus de grandes ouvrages. 

De petits in-douze, dez brochures de quelques feuilles. Jamais, disait-il 
en pensant à l'Encyclopédie : ≪Vingt volumes in-folio ne feront de 
révolution ; ce sont les petit livres portatifs à trente sous qui sont à 
craindre. Si l'Evangile avait coûté  1200 sesterces, jamais la religion 
chrétienne ne se serait étab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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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송에 따르면, 그리하여 압류할 수 없고 이해가 잘되고 자극적이
면서도 무가치한 작품 같은 이 작은 휴대용 책자들이 23년 동안 페
르네의 제조소로부터 나온다. 즉, 역사, 문학, 형이상학, 종교, 과학, 
정치, 법학, 모세와 달팽이, 어떤 귀족이 서명한 짤막한 편지와 섹스
피어에 관해서와 같이 온갖 주제에 관해, 시, 산문, 사전, 콩트, 비극, 
독설, 발췌 등 온갖 형식으로 된 책자들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실제
로, 문예와 시가 볼테르에게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그것들은 그에게 
있어 수단에 불과하다. 비극과 시는 사상의 전파에 소용된다. 그는 
반복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며, 다시 시
작한다. 어떤 사상이란 되풀이해서 말해짐으로써만이 대중 속에 약간 
침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싫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소스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는 그런 것에 두각을 나타낸다.135)  

볼테르가 선호하는 소형 책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휴대용 철학 사전 
Dictionnaire philosophique portatif』이 있다.『철학 사전』에 앞서 1764
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것은 사실상 『휴대용 철학 사전』이며, 이 작품은 
1767년에야 『철학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된다. 볼테르는 보수 
권력과 보수 계층의 반反계몽주의적 공세에 맞서 투쟁의 효과적인 수
단으로서, 또한 군주제와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맞서 대중에게 계
몽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백과
전서』 같은 대형 책자보다는 어떤 사상을 반복해서 전달하기에 편리한 
소책자를 선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휴대용 철학 사전』이 비

리에 널리 유포되는데136), 이와 같은 소책자들이 대중 가운데 계몽
135) Ibid., p. 145. 
136) 볼테르는 당시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형태로 비 리에 유포되던 『철학 사전』의 

저자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에서인지, 
『철학 사전』의 집필 책임을 회피하는 듯이 보이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1764년 9월 19일에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저는 사람들이 어떤 광기로 제가 이 작품의 저자라고 고집스럽게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제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아주 잘
못 인쇄되고 우스꽝스러운 오류로 가득한 이 끔찍한 작품에 제가 아무런 관
여도 하지 않았음을 귀하의 폭넓은 아량으로 분명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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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점차 배어들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음으로
써, 소책자들은 교양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단이 되는 동
시에, 더 나아가 볼테르의 철학적 사고의 결산이 된다. 

베르사유André Versaille는 볼테르가 『휴대용 철학사전』을 펴내기까지
의 과정을 설명한다. 즉, 18세기는 사전의 황금기인데, 디드로와 달랑베르
의 『백과전서』외에도 기독교식 백과사전으로서 『트레부 사전 le 
Dictionnaire Trévoux』은 말할 것도 없고, 브뤼장Bruzen, 마르티니에르
Martinière, 모레리Moréri의 사전이 등장한다. 따라서 볼테르가 나름대로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 특히, 볼테르는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편찬 작업이 시작되자 이 작업에 찬사를 보내지
만, 『백과전서』의 광대한 분량 때문에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복음서가 『백과전서』만큼 방대했다면, 기독교
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대략 350 페이지 정도의 작
은 8절판으로 된 『휴대용 철학사전』의 초판이 나오게 된다.137)

이와 같이, 페르네에서 만들어진 온갖 주제를 다루면서 온갖 형식
으로 된 소책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가치가 없어보일지라도, 
군주제와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맞선 볼테르의 치열한 투쟁에서, 
이 책자들이야 말로 어떤 사상을 반복해서 전달함으로써 대중 가운데 

(…) 저는 알파벳 순서로 된 이 가증스러운 작품의 극히 적은 부수가 파리에 
있으며, 이것들이 위험한 수중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즉시, 저의 평범한 솔직함과 결백함으로 제가 모든 공식 문서에
서 그것이 저의 작품임을 부인하도록, 제게 알려주시기를 귀하에게 간청합니
다. Je ne sais par quelle fureur on s’obstine à m’en croire l’auteur. Le plus grand 
service que vous puissiez me rendre est de bien assurer, sur votre part du paradis, 
que je n’ai nulle part à cette œuvre d’enfer, qui d’ailleur est très mal imprimée et 
pleine de fautes ridicules. (…) Je crois qu’il y a dans Paris très peu d’exemplaires 
de cette abomination alphabétique, et qu’ils ne sont pas dans des mains 
dangereuses ; mais, dès qu’il y aura le moindre danger, je vous demande en grâce 
de m’avertir, afin que je désavoue dans tous les papiers publiques avec ma candeur 
et mon innocence ordinaire.”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op.cit., p. 280.   

137) André Versaille, Dictionnaire de pensée de Voltaire par lui-même, Éditions 
Complexe, 1994, pp. ⅩⅩⅩⅤ-ⅩⅩⅩ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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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상을 점차 배어들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
다. 군주제라는 정치 체제 및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사로잡힌 기독
교에 맞서, 볼테르가 말년에 페르네에서 벌인 활발한 저작 활동과 치
열한 투쟁을 통해, 계몽사상의 수호자로서 볼테르의 사상, 곧, 반反군
주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의 사상이 뚜렷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Ⅰ.3.2. 정의와 인간성을 위한 투쟁
볼테르는 1778년 파리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여 년을 페르네에 

머무르는데, 그는 거기에서 일생 중 가장 활동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그가 페르네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나이는 64세인데, 18세
기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나이는 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나이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라스 사건’ 같은 종교적 광신과 불관
용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의와 인간성의 수호자’라
는 새로운 명성을 얻는다. 

라모트Stéphane Lamotte에 따르면, 젊은 시절의 볼테르는 ‘칼라스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을 접하면서도 이런 사건들에 개입하기를 꺼려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국 망명에서 돌아온 직
후인 30대의 볼테르는 이런 사건들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인 노년 
시절의 볼테르와 완전히 대비가 된다. 즉, 젊고 부자이며 이미 유명
해진 볼테르에게 있어 아마도 너무 일찍 다가온 이런 사건들은, 
1760년대의 노년 시절에 그가 다른 사건들에서 하게 되듯이, 이런 
사건들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완전히 개입하도록 부추길 수 없
었던 것이다.138) 

오리외는 볼테르가 페르네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고령에도 불구하
고 그의 반反기독교적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조되고 
격해지는 이유에 대해, 불관용이 더 심해지고 종교적 박해가 더 가혹

138) Stéphane Lamotte, “Voltaire, le jésuite et la pénitente : l’affaire Girard-Cadière” 
in Cahiers Voltaire N 〬 7, 200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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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그 시대의 상황과 관련시켜 이렇게 설명한다. 

  왜 그는 노년에 이르러 감정이 가라앉는 대신 흥분하는 걸까? 아마도, 아
주 개인적인 이유에서이며, 당시 사회에서 기인했던 이유에서이다. 개인적
으로, 그는 자신의 유배가 지속된다면, 그것이 대신들의 탓이라기보다 훨
씬 더 사제들의 탓임을 알고 있었다. 대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들의 열의는 흔히 잘 변하며, 그들의 기억력은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
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짧다. 이와 반대로, 사제는 더 나은 기억력을 갖
고 있다. 1750년 이후로 신을 모독하는 불경한 언행에 대한 박해는 더 가
혹해졌고, 불관용의 가능성은 더 많아졌음을 덧붙여야 한다. 종교는 입지
를 상실함으로써 옹졸해지고 심지어 공격적이 되었다. 18세기의 재판정은 
17세기의 재판정보다 신을 모독하는 불경한 언행에 대해 더 가혹하다. 박
해는 도발적이 되고, 칼라스에게 가해진 고문은 시대정신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 된다.139)

종교 통합을 빌미로 이루어진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로부터 시작
된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도에 대한 탄압은, 왕실의 개신교 억압 정책을 천
명한 루이 15세의 선언으로, 그리고 1724년에 제정된 법령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이 상황의 연장선에서 1761년부터 인접한 시기에 종교적 광신
과 불관용 때문에 일어난 ‘로쉐트Rochette 사건’, ‘칼라스 사건’, ‘시르뱅
Sirven 사건’, ‘라바르La Barre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볼테르는, 피
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복권시키고 구명하는데 진력한다. 그

139) Jean Orieux, Voltaire ou la royauté de l'esprit, op.cit., p. 585. “Pourquoi, l'âge 
venant, s'exita-t-il au lieu de s'apaiser ? Sans doute, pour des raisons 
toutes personnelles et pour d'autres qui tenaient à la Société du moment. 
Personnellement, il savait que si son exil persistait, il le devait aux prê
tres bien plus qu'aux ministres. Les ministres passent, leur zêle est 
souvent frivole, et leur mémoire courte pour les affaires où leur intérêts 
ne sont pas directement mêlés. Par contre, le clergé a meilleure mémoire. 
Il faut ajouter qu'après 1750 la persécution de l'impiété se fit plus 
sévère, l'intolérance plus susceptible ; la religion en perdant du terrain 
devint tatillonne et même agressive. Les tribunaux du 18e siècle sont 
plus sévères que ceux du 17e siècle contre l'impiété. La persécution 
devient provocante. Les tortures infligées à Calas sont une sorte de 
provocation à l'esprit du te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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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칼라스 사건’과 ‘라바르 사건’은 볼테르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고Marion Sigaut는 “칼라스라는 이름과 거의 마찬가지로 라바르라는 이
름은 볼테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고, 당시의 어리석은 짓과 몽매주의에 
대한 계몽주의 웅의 투쟁을 상징하는 구실을 한다.”140)고 하면서, 볼테
르와 뗄 수 없는 이 두 사건의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67세 되던 해인 1761년, 볼테르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싶어 하는 
자기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장 칼라스Jean Calas라는 나이 많은 
개신교 상인이 툴루즈Toulouse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형車刑에 
처해지고 나서 목을 졸려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실제
로 칼라스가 아무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
차린 볼테르는 여러 증언을 통해 칼라스가 무죄임을 확신한다.141) 볼
테르는 그것이 종교적 불관용에서 비롯된 비극이며 판사들이 주변의 
종교적 광신에 향을 받았음을 확신하고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칼라
스에 대한 유죄선고의 취소를 시도하고, 그 사건에 연루된 채로 있는 
칼라스 가족의 무죄 방면을 시도한다. 3년간 그는 글과 편지 같은 수

140) Marion Sigaut, Voltaire, une imposture au service des puissants, Kontre Kulture, 
2014, p. 265. “Presque autant que celui de Calas, le nom de la Barre est associé à 
celui de Voltaire et sert à symboliser la lutte du héros des Lumières contre la bê
tise et l'obscurantisme de son siècle.”

141) “맨 처음 볼테르에게서 장 칼라스의 불행을 알린 사람은 마르세유의 상인 도미니크 
오디베르Dominique Audibert 다. 처음에는 칼라스의 무죄를 믿지 않았던 볼테르가 의
견을 바꾸는 데는 그 불행한 가정의 막내아들 도나 칼라스Dona Calas를 만난 것이 결
정적 역할을 했다. 도나는 사건 당시 14살의 소년으로서 도제 생활을 위해 집을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처형 후에는 칼뱅 교도들의 중심지인 제네바로 피신해 있었다. 이 
순진한 소년의 모습은 볼테르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의 불행은 볼테르의 마음을 
뒤흔들어놓았다.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본 볼테르는 마침내 칼라스 가족의 결백을 확신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자신이 떠맡기로 결심하 다. 칼라스 가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는 3년에 걸친 볼테르의 끈질긴 투쟁이 필요했다.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움직이는 일이 중요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칼라스 부인과 두 아들인 피에르와 
도나의 글이 필요했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효과적인 형태로 호소하는 글을 쓸 능력이 
없었다.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또 그것을 모아 「칼라스 가 남자
들의 죽음과 툴루즈에서 내려진 판결에 관련된 원본 서류들 Pièces originales 
concernant la mort des sieurs Calas et le jugement rendu à Toulouse」이란 제목의 
팸플릿으로 만들어 뿌린 것이 볼테르 다.” 이동렬, 「이성과 관용정신 : 볼테르의 ‘관
용론’ 고찰」, 『인문논총』 제52집, 2004,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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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한 강력한 운동을 벌이고, 프랑스나 유럽에서 향력이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페르네의 은신
처로부터 파리는 물론 유럽의 각지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정력적인 
싸움을 이어갔고, 퐁파두르Pompadour 부인을 끌어들여 그녀를 통해 루이 
15세에게까지 향을 미쳤으며, 주요 대신들과 향력 있는 고위 인사들을 
계속적으로 공략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유럽 전역에 걸쳐 칼라스 가족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 스웨덴 왕과 프러시아 왕 등 주요 군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142)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면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항소 수단은 왕이 주재하는 왕실 재판소뿐이었는데, 볼테르만
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명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페
르네에서 단지 필기도구와 종이만으로 투쟁하면서도, 그는 마침내 고
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게 하고, 칼라스 가족이 보상을 받게 한
다.143) 

‘칼라스 사건’이 벌어진 것과 같은 해인 1761년, 로쉐트라는 개신교 
목사가 프랑스 몽토방Monttauban 북쪽에 있는 시골에서 밤중에 체포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처음에 그는 도둑으로 오인되지만, 용감하게 
자신이 개신교 목사임을 밝힌다. 그는 개신교 목사임을 밝히면 죽음
의 위험을 무릅쓰게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 도시인 코
사드Caussade에 투옥된다. 그런데, 다음 날은 장날이어서 개신교도 
농부들이 그 도시로 모여든다. 개신교도들이 개신교 목사가 거기에 
투옥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톨릭 
주민들이 지레 겁을 집어 먹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들이 터진
다. 이 혼란을 틈타서 유리 세공업자인 개신교도 세 형제가 그 목사
142) Ibid., p. 197.  
143) “18세기에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나 파기 제도가 없었다. 볼테르는 고등법

원보다 상급의 권위를 지닌 ‘국왕 참사회 le Conseil du roi’를 움직여야 했는데, 마침

내 1763년 3월 7일에는 칼라스 사건을 위한 참사회의 회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764년 6월 4일에는 참사회가 툴루즈의 판결을 파기했고, 칼라스 사건 재판을 위한 특

별 법정이 구성되어 1765년 3월 12일에는 이 법정이 장 칼라스를 복권시키고, 다른 피

고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볼테르의 오랜 투쟁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칼라스 사건은 막을 내렸다.” Ibid.,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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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어주려고 시도하는데, 그들도 체포된다. 로쉐트와 개신교도 세 
형제는 몽토방을 거쳐 툴루즈로 이송되어 법정에 선다.144) 그런데 그
들이 몽토방을 거쳐 갈 때, 그들이 압송되는 것을 본 개신교도 리보
트 샤롱Ribote Charron이 그들의 운명에 대해 걱정한다. 볼테르의 작
품을 읽고서 그의 관대한 사상을 흠모하던 이 젊은 상인은 볼테르에
게 편지를 써서 로쉐트와 개신교도 세 형제를 위해 개입해주기를 요
청한다. 볼테르는 이들의 방면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개신교 목사
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세 형제는 참수형에 처해진다.145) 결국, 볼테
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볼테르가 이 사건에서는 별 성과 없이 씁쓸
하게 패배한 셈이다. 

1년 후인 1762년, 프랑스 마자메Mazamet에서 우물 속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딸을 죽인 혐의로 시르뱅이라는 개신교도와 그의 부인에 
대한 체포 장이 발부된다. 시르뱅 부부가 자기 딸이 개종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딸을 죽 다고 고소당한 것인데, 볼테르는 오랜 소송 
끝에 결국 그들의 무죄 방면과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이끌어낸다. 
즉,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볼테르는 궐석 재판을 통해 억울하
게 교수형과 재산 몰수를 선고받은 시르뱅 가족의 유죄선고를 취소시
키는 데 성공한다.146)  

마지막으로, ‘라바르 사건’은 끔찍한 면에서 ‘칼라스 사건’과 ‘시르뱅 
사건’을 능가한다. 1765년 프랑스 아브빌Abbeville이라는 도시 한복
판에 새로 생긴 다리 위에 세워진 나무로 된 예수의 수난상이 훼손된 
채로 발견된다. 공개수사를 통해 일단의 젊은이가 예수의 수난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젊은이들은 성체 행렬 앞에서 모자를 벗지
도 않고, 길에서 추잡스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을 끌고 그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다. 결국, 그 도시의 지방 판사에 
의해 19세 된 라바르라는 기사는 혀와 팔이 잘리고 나서 참수되고 

144)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Ⅱ, op.cit., pp. 111-112. 

145) Ibid, pp. 112-113. 

146) Pierre Milza, Voltaire, op.cit., pp. 7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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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당하는 선고를 받는다. 파리 고등법원의 재심을 통해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기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자, 볼테르는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작성하여 그 파렴치한 행위를 부각시키고 여론을 전환
시킴으로써, 아브빌의 지방 판사는 파면되고, 그 사건에 함께 연루된 
젊은이들은 무죄 방면된다.147) 

이와 같이, 볼테르는 종교적 박해의 희생자들을 돕고 구명하기 위
해 그들이 연루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그들에게 내려진 
유죄선고를 취소시켜 그들을 방면시키고 복권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서 비롯된 불의를 쳐부수고 정의와 
인간성을 되살리기 위한 그의 투쟁과 참여 행위는 페르네에 정착한 
초기부터 시작되어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Ⅰ.3.3. “비열한 것을 쳐부수라”
만년에 이르러, 볼테르는 자신이 ‘비열한 것’148)이라고 이름 붙인 종교

적 광신과 불관용과 박해에 맞선 투쟁에 열정을 쏟는다. 특히, “비열한 
것을 쳐부수라 Écrasez l'infâme”는 구호가 “Écrasez l'inf...”라는 약어
의 형태로 볼테르의 서신에서 말미에 등장하는 것은,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 때문에 생겨난 박해의 대표적 사건인 1761년에 일어난 ‘칼라
스 사건’ 이후부터이다.149) 따라서 프랑카랑자Éric Francalanza는 

147) Relation de la mort du chevalier de La Barre in Mélang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1, pp. 756-765. 

148) 마냥André Magnan은 볼테르가 사용한 용어 ‘비열한 것’과 관련된 다섯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볼테르 이전에는 ‘비열한 것’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 둘째, 볼테르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 용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셋
째, 이 용어는 볼테르가 죽은 후에도 남아서 다른 현실들에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넷
째, 이 용어에 대한 해석과 반응과 설명을 통해 3세기에 걸쳐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단지 20세기에 이르러서만이 ‘비열한 것’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 객관화는 특히 ‘볼테르의 종교’에 관해 1956년 포모가 쓴 박사 논문에 
의해 입증되었다는 사실이고, 1989년에야 사전 속에 이 용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André Magnan, “Penser l'Infâ̂me” in Cahiers Voltaire N 〬13, 2014, p. 9.  

149) 볼테르가 달랑베르에게 1762년 2월 25일과 7월 12일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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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대에 있어 볼테르의 투쟁은 “비열한 것을 쳐부수라”는 구호 
속에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150) 하지만 오리외는 볼테르가 ‘비열한 
것’이라는 표현 자체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페르네에 정착한 이듬
해인 1759년부터라고 하면서, 이 표현이 로마교회를 지칭하기도 하지
만, 그 보다는 종교적 불관용과 광신과 박해라고 주장한다.151) 

  1749년에는 그는 아직 ‘비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1759년에
는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었다. 
‘비열한 것’이라고? ‘비열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 교회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실제로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다가가는 것이지만, 사정은 
좀 더 복잡해 보인다. 그는 그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결코 없
다.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덜 명확했기 때문이다. ‘비
열한 것’이 간혹 로마 교회이기는 하지만, 로마 교회가 비열함을 독차지 하
지는 않는다. ‘비열한 것’은 종교적 불관용, 광신, 박해이다. 그것은 부적으
로 둘러싸이고 독이 발린 투창으로 무장한 ‘미신’이며, 엄청난 ‘어리석음’에 
올라탄 ‘미신’이다.152)  

‘Écrasez l’inf...’라는 약어가 등장하지만, 1763년 1월 18일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서는, ‘Écrasez l’infâme’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볼테르는 

1764년 2월 13일, 3월 1일, 12월 10일, 12월 26일, 그리고 1765년 3월 25일, 4월 3

일, 6월 24일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서는, ‘Écr. l’inf...’라는 형태의 약어를 쓴다.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op.cit., p. 169, 
p. 180, p. 215, p. 250, p. 258, p. 293, p. 294, p. 306, p. 310, p. 322.

150) Éric Francalanza, Voltaire patriarche militant,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2008, p. 17.

151) 포모도 볼테르에게 있어 ‘비열한 것’이란 종교적 광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독단

적인 기독교 교리에 의해 고취되고 교회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 종교적 불관용이라고 지

적한다.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315.

152) Jean Orieux, Voltaire ou la royauté de l'esprit, tomeⅡ, Flammarion, 1977, p. 
137. “En 1749, il ne paraît pas encore de l'Infâme : en 1759, il en parle. C'est 
devenu une idée fixe. L'Infâme ? Qui est l'Infâme ? L'Eglise romaine, disent les 
uns. Et c'est vraiment courir au plus près. La chose paraît moins simple. Il ne s'en 
est jamais expliqué. Probablement parce que le sens était moins précis qu'on ne le 
dit. L'Infâme, c'est parfois l'Eglise romaine, mais elle n'a pas le monopole de l'infâ
mie. L'Infâme, c'est l'Intolérance, le Fanatisme, la Persécution. C'est la Superstition 
bardée de gris-gris, armée de sagaies empoisonnées et chevauchant l'énorme Bê
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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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카랑자에 의하면, 볼테르에게 있어 ‘비열한 것’이란 무엇보다 종
교 권력의 남용이며, 더 나아가 고문과 불의와 박해 등과 같은 온갖 
죄악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비열한 것’이란 ‘종교적 광신’으로 
귀결되는 미신과 신앙심 전체이고, 대중을 흥분시키고 살육으로 귀결
되는 종교적 열정이며, 종교재판과 루이 14세 때의 신교도 박해와 검
열 등과 같은 제도적 불관용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당시의 기독교인
데, 더 일반적으로는 독단적인 모든 종교이다.153) 더 나아가, 자크 르
페브르Nicole Jacques-Lefèvre는 교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마녀사냥도 
이런 ‘비열한 것’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한다.  

  이와 같이 마법은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 가운데 아주 당연히 자리를 차
지한다. 파라오의 마법사, ‘엔돌의 마녀’154), 복음서의 귀신들린 자 같은 성
서의 증거들이 귀신학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또한 마법에 대한 교부들과 공
의회의 교서나 결의서를 통해, 교회에만 억압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필요
한 요소들이 제시되고, 당시 취약함만을 드러내는 정치권력의 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제시된다. 볼테르에게 있어 마녀사냥은 신앙
의 불합리성에 대한 가장 눈길을 끄는 상징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용인할 
수 없는 교회의 국사國事 개입에 대한 가장 눈길을 끄는 상징 중 하나이
다.”155)

153) Éric Francalanza, Voltaire patriarche militant, op.cit., p. 18.
154) ‘엔돌의 마녀’. 구약성서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무녀를 가리킨다. 사울이 블레셋과

의 마지막 전투에 앞서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사무엘의 을 불러 올려 신
탁을 묻는다. La Bible, traduction œcuménique de la Bible, La Pochothèque, 1996, 

pp. 365-366.

155) Nicole Jacques-Lefèvre, “«Le monstre subsiste encore» : d’un usage 
philosophique de la sorcellerie chez Voltaire” in Cahiers Voltaire N 〬 3, 2004, p. 75. 
“Ainsi la sorcellerie trouve-t-elle tout naturellement sa place dans le 
combat contre l'Infâme. L'usage démonologique des preuves 
bibliques(magiciens de Pharaon, pythonisse d'Endor, possédés de 
l'Evangile), les remarques et décrets sur la magie des Pères de l'Eglise et 
des Conciles fournissent même parfois les éléments nécessaires pour 
imputer la responsabilité de la répression à la seule Eglise, et minimiser la 
part du pouvoir politique, qui n'est alors accusé que de faiblesse. La 
chasse aux sorcières est chez Voltaire l'un des symboles le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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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카랑자는 볼테르가 치열하게 전개한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을 시작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 시기는 볼테르가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의 희생자들을 구명하고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시기
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1764년에 이 투쟁은 부분적으로 승리한다. 적어도 볼테르는 칼라스 가족의 
복권과 예수회 신부들의 축출을 고려하면서, 이 투쟁을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년시절의 볼테르에게는 아마도 이 투쟁을 전개하는 개인적인 이
유들이 있다. 1761년은 그가 전념하게 되는 세 가지 큰 사건인 ‘로쉐트 사
건’, ‘칼라스 사건’, ‘시르뱅 사건’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의 도덕적이고 철
학적인 변화에서 핵심이 되는 때로서 나타날 수 있다.156)
 
나브에 따르면, 볼테르가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당시, 프랑

스의 세속 사회에서 종교적 상황은 합리주의적 변화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귀족계급과 상당수의 지
식인은 종교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채로,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유신론
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는 완전한 
신앙심을 지니게끔 하고, 신학자들에게는 교리를 보존하게끔 한다. 다른 
한편으로, 꽤 많은 법복 귀족과 고등법원 멤버들과 더불어, 특히 지방에서 
민중과 상당 부분의 부르주아 계급의 종교적 성향은 종종 열정으로 고조
된다. 그런데, 평민에게 있어 종교적 열정은 간혹 분노로 바뀌어 폭력으로 
즉시 변질되기도 한다. 이로부터 ‘얀센주의 광신자들’의 소란이 나오고, 나
중에는 ‘칼라스 사건’과 ‘라바르 사건’과 같은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으로 

spectaculaires, non seulement de l'absurdité des croyances, mais d'une 
intrusion inadmissible de l'Eglise dans les affaires des Etats.”

156) Éric Francalanza, Voltaire patriarche militant, op.cit., p. 18. “En 1764, ce 
combat est en partie gagné : du moins Voltaire pouvait-il le penser en 
considérant la réhabilitation des Calas et l'expulsion des jésuites. Mais le 
Patriarche de Ferney a sans doute aussi des raisons personnelles de 
mener ce combat L'année 1761 peut apparaître comme un moment nodal 
dans son évolution morale et philosophique, en ce qu'elle correspond à 
trois grandes affaires don't il va s'occuper, Rochette, Calas et Sir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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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유죄판결이 비롯된다. 종교 전쟁의 불길한 나날을 떠올리게 하는 이
런 극단주의 앞에서 귀족들은 서슴없이 ‘종교적 광신’이라는 말을 내뱉는
다. 그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관계의 자유와 사회적 평화를 어떤 이데올로
기에 내맡기는 누구이든 광신주의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브는 종교적 광
신은 혼란의 원천인 불관용과 교권정치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157) 이와 
아울러, 나브는 “그 결과 예수회 신부들은 자신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
찾고, 종교적 광신으로 비난받는 것은 소란스러운 소수 종파인 얀센주의자
들이다. 이 종교 전쟁의 망령과 이 당파적 열정의 실체는 볼테르를 일생동
안 사로잡게 된다. 그는 이 위협에다 ‘비열한 것’이라는 바로 그 이름을 갖
다 붙인다.”158)라고 하면서, 볼테르가 ‘비열한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의 실
체를 지적한다.  

포모는 볼테르가 ‘비열한 것’을 애써 규정하려 하지 않았으나, 이 표현으
로 아주 위험한 미신과 종교적 광신의 복합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비열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비열한 것’을 쳐
부수려는 운동이 겨냥하는 목표와 대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비열한 것’이란 성 바돌로메의 학살처럼 군중에게 학살을 부추기려고 군중을 
자극하는 종교적 열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프랑스에 곧 
닥치듯이 피를 요구하도록 신앙인들을 선동하는 종교적 열정이다. 『백과전서』
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보았듯이, 예수회 진 과 얀센주의 진 이 다 같이 철학
자들을 짓누르기 위해 합세하지 않을 때는, ‘비열한 것’이란 두 진 을 맞서게 
하는 당파 정신이다. ‘비열한 것’이란 제도적 불관용, 곧 ‘라틴계 국가들’159)에서
의 종교재판이다. (…) ‘비열한 것’을 쳐부순다는 것은 개신교도들을 계속 박해
하는 입법 기관을 쳐부수는 것이고, 정통과 동떨어진 어떤 표현이든 그것을 억

157) Raymond Naves, Voltaire l'homme et l'œuvre, op.cit., pp. 8-9. 
158) Ibid., pp. 8-9. “Du coup, les Jésuites regagnent tout ce qu'ils avaient 

perdu, et ce sont les Jansénistes, secte minoritaire et turbulente, qui sont 
taxés de fanatisme. Ce fantôme de la guerre religieuse et cette réalité de 
la passion partisante hanteront Voltaire toute sa vie : c'est à cette menace 
qu'il donnera le nom célèbre : l'Infâme.”

159) ‘라틴계 국가들’이란 언어의 뿌리가 라틴어인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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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는데 전념하는 통제 체계를 와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160) 

포모는 볼테르가 전개한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 운동이 시골 농부와 같
은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교양 있는 신사나 지식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운동이 소위 ‘엘리트주의’에 그쳐 버린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한계가 볼테르가 이 투쟁 운동에 사용
하는 활동 수단, 곧 선별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서신 교류나 한정된 독자
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의 배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밝힌다. 특히, 
출판물의 배포를 저해하는 18세기 당시의 난관들을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당시의 인쇄 기술로는 한 
번에 2,000부 이상을 찍어낼 수 없는 취약한 발행부수라는 난관이다. 다음
으로, 당시『백과전서』의 배포가 금지되어 있듯이, 『백과전서』 같은 2
절판으로 된 대형 출판물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왕의 특전이나 혹은 암묵적 
승인 같은 공식 허가가 필요하다는 난관이다.161) 이 때문에, 볼테르는 이
런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두꺼운 분량의 『백
과전서』같은 책과는 반대로, 쉽게 숨길 수 있고 치안당국의 수색을 
피할 수 있으며 몇 푼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몇 페이지로 된 소책자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 운동이 교양 있는 신사나 지
식층을 대상으로 한 엘리트주의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 운동은 이런 소책자의 배포에 힘입어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향을 

160)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Ⅱ, op.cit., p. 7. “L'Infâme, c'est la 
passion religieuse soulevant le foules pour les exciter à des massacres 
comme celui de la Saint-Barthélemy, ou bien incitant des hommes de foi 
à réclamer du sang, comme il adviendra bientôt en France dans de 
dramatiques affaires. C'est l'esprit partisan qui fait s'affronter le parti 
jésuite et le parti janséniste, quand ils ne se réunissent pas por accabler 
les philosphes, comme on vient de le voir dans la condamnation de 
l'Encyclopédie. C'est l'intolérance institutionnelle : celle de l'Inquisition 
dans les pays latins. (…) Combattre l''Infâme, c'est combattre l'appareil 
législatif qui continue à présécuter les protestants, c'est tenter de 
démanteler le système de contrôle qui s'applique à réprimer toute 
expression s'écartant de l'orthodoxie.”

161) Ibid.,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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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예를 들어, 파리나 다른 대도시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일의 
단조로운 설교에서 듣는 것과는 다른 사상을 거기서 읽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162)  

포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 ‘비열한 것’에 대한 볼테르의 투쟁 
운동은 훨씬 더 먼 곳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즉, 오래전부터 이 운동이 
쳐부수려는 대상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 및 ‘강생降生’163)과 계시를 거부하
는 볼테르가 비판하는 대상인 가톨릭교회와 심지어는 기독교 전체이다. 따
라서 그가 결국 달성하려는 것은, 기독교를 뜯어고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들어 있는 기독교적 요소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 교체로서, 이를테면 계몽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유신론으
로 기독교를 대체함으로써, 기독교를 비非기독교화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열한 것’에 대한 그의 투쟁을 통해, 종교재판 등으로 권력을 남용하
고 불의와 박해와 같은 죄악을 자행하는 독단적인 종교로서 당시 기독교에 
대해 그가 품고 있는 반감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 광신으로 
귀결되는 오도된 신앙심 및 대중을 흥분시키고 살육으로 귀결되는 그릇된 
종교적 열정을 끊임없이 문제 삼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의 태도가 이 
투쟁을 통해 드러난다.164) 

마냥은 볼테르가 맞서서 치열하게 투쟁한 ‘비열한 것’, 그리고 이 투쟁을 
전개하면서 볼테르가 전면에 내세운 “비열한 것을 쳐부수라”는 구호가 역
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애초에 볼테르의 필치로는, ‘비열한 것’이란 종교적 죄악과 악습을 가리키고, 따
라서 반드시 종교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교리와 교회법령집과 가톨릭의 권위로 
이루어진 기독교를 지칭하는 데 있어, 당시 프랑스에서 당연한 것이었고, 통상
적으로나 대대적으로나 명백한 것이었다. 기독교는 군주와 그 신하들의 종교
고, 기독교에 몹시 물든 왕국에서는 유일한 종교 으며, 유럽에서 지배적인 종
교 고, 모든 대륙에서 강력히 존재하는 선교가 목적인 종교 다. 볼테르에게 

162) Ibid., pp. 9-10.
163) ‘강생降生 l'incarnation’은 ‘성육신成育身’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164)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p.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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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것’이란 사건과 실천과 행위에서의 기독교의 흔적과 역사적 지배이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흔적과 역사적 지배를 통해, 신 앞에서의 잘못과 인간들 
앞에서의 비열한 행동 같은 ‘비열함 l'infâmie’에 대한 판단이 어떤 종교에든 나
타날 수밖에 없다. (…) “비열한 것을 쳐부수라(쳐부수자).” 즉, 인간들이 자신
들의 참된 신이나 혹은 거짓된 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에게나 자기들 간에 
행하는 악을 그치게 하려는 이런 호소 가운데, 어떤 저항이나 투쟁은 공공연히 
연계되어 있고, 이 구호의 존속을 통해 저항이나 투쟁은 우리에게까지 연장되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구호가 인정되는 곳 어디서든, “비열한 것에 대한 
격렬한 비판자”로서 볼테르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
다.165) 

이와 같이, 볼테르가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앞에 내세운 
“비열한 것을 쳐부수라”는 구호가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인간들이 신
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악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 구호를 통한 
저항이나 투쟁은 볼테르의 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장될 뿐 아니라, 이런 저항이나 
투쟁이 이루어지는 어디서든, ‘비열한 것’에 대한 비판자와 투쟁가로서 볼
테르의 이미지는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다.

‘비열한 것’에 대한 볼테르의 투쟁 운동이 달성하려는 바는, 권력을 
남용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독단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그가 지향하는 

165) André Magnan, “Penser l'Infâ̂me”, art.cit., pp. 7-8. “A l'origine, sous la plume 
de Voltaire, l'infâme renvoie aux crimes et aux abus religieux, donc 
nécessairement à la Religion. Le terme était de droit dans la France du 
temps, d'évidence usuelle et massive, pour désigner le christianisme de 
dogme, de canon et de magistère catholique, religion du prince et de ses 
sujets, unique dans le royaume très-chrétien. dominante en Europe, 
missionnaire et puissamment présente sur tous les continents. L'infâme, 
chez Voltaire, c'est d'abord l'empreinte et l'emprise historique du 
christianisme dans des événements, des pratiques et des actes, qui à toute 
religion devraient valoir un jugement d'infamie - de faute devant Dieu et 
d'indignité devant les hommes. (…) ≪Écrasez / Écrasons l'infâme≫ : une 
résistance, une lutte reste ostensiblement engagée, prolongée jusqu'à nous 
par la survie du mot, dans cet appel à faire cesser le mal que les hommes 
se font à eux-mêmes et entre eux au nom de leurs dieux vrais ou faux. 
Avec le temps, dans tout l'espace où le signe est reconnu, l'évidence s'est 
établie d'un Voltaire ≪pourfendeur de l'inf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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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그가 만년에 쓴 여러 작품들은 이 투쟁
에서 비롯되며, 이 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종교적 광신과 살육으로 귀결되는 그릇된 신앙심과 종교적 열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볼테르의 입장이,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을 통해 
잘 드러난다. 따라서 르메르Jacques Lemaire가 “볼테르의 이신론이 
1760년대에 강화되는 것은 칼라스, 시르뱅, 라바르 사건에 의해 첨예
화된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이 그에게 최우선 목표가 되기 때문이
다.”166)라는 지적하듯이, 볼테르가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과 박해에 맞
서 치열하게 전개한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그가 내세우는 이신론과도 긴 히 연관된다.  

166) Jacques Lemaire, Dictionnaire de Voltaire, Espaces de Libertés, 1994. “Si le 
déisme voltairien se renforce dans les années soixante, c’est que la lutte contre ≪
l’Infâme≫, radicalisé par les affaires Calas, Sirven et La Barre, devient pour lui 
un objectif priori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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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볼테르의 ‘절대자’와 이신론

  
『세상 돌아가는 대로』와 『자디그 혹은 운명』등에서 나타나듯이, 볼테르

는 신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신이 인간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섭리주의’에 반대한다. 따라서 그는 신이 
인간에게 벌어지는 악과 불행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함으로써 그 문제
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이와 같이, 그가 품고 있는 신은 세
상의 일이나 인간사와 상관없이 인간과는 멀리 떨어진 신이므로, 그의 입장에
서는 신이 인간의 매사에 관여함으로써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 때문에,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처럼 작용하는 신의 섭리에 의해 세상의 일이나 인간사가 결
정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세상의 모
든 일은 신이 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진행되지만, 신은 세상의 일이나 인
간사에 개입하여 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 흐름을 변경시키지도 않는다. 물론, 
세상에서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질서에 따라 빈틈없이 진행되지만, 신이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에게 신의 존재는 불행을 없애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부적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볼테르는 이런 나약한 인간 심성에 부합하는 신의 
존재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시련이거나 징벌
이거나 보상이거나 예견이다.”167)라는 말처럼, 그에게 신의 역할은 세상과 우
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남아 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신은 ‘ 원한 기하학자’처럼 조금의 빈틈이
나 허점 없이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여 자신의 원한 의지를 실행하려고 
우주의 운행을 멈추지 않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우주를 창조하
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따름인 우주의 창조자이자 운행자로서 절대적이고 

167)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Gallimard, 1979, p. 114, “il 
n'y a point de hasard : tout est épreuve, ou punition, ou récompense, ou 
prévoy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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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우주의 창조주가 존
재해야 하므로, 조물주인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믿는 게 옳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도덕의 토대가 필요한데, 신은 토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볼테르가 
우주의 창조자와 근원으로서의 신이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우주의 창조주가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신에서 비롯
된다. 다시 말해, 우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조물주인 신이 존재해야만 한
다고 믿는 게 옳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볼테르가 우주의 창조자와 근원으로서, ‘ 원한 기하학자’로서, 
‘절대자’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품고 있는 신은 기독교
의 신과 큰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가 품고 있는 ‘절대자’로서의 신은 예수와 
같이 한 인간 속에 구현된 신성한 존재일 리 없다. 이 때문에, 그는 ‘절대자’로
서의 신을, ‘강생降生’에 의해 인간의 역경을 경험하며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
되어 있는 존재로서 한정하는 견해에 끊임없이 맞선다. 이와 같이, 볼테르에
게 신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지 않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간으
로부터 멀리 떨어져 초연한 상태에 있는 존재이다. 신에 대한 볼테르의 이
런 입장에서 출발하여, 볼테르가 추구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을 파악하는 데 중
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의 존재와 특성에 대해, 신의 존재와 본성, 우주
의 창조자와 근원으로서의 신의 존재 및 ‘ 원한 기하학자’로서의 신의 
존재, 세상에서의 악惡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절대자’로서
의 신의 개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볼테르는 인간의 선행과 미덕을 보상하고 인간의 죄와 악을 징벌하는 신
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신에 기반을 둔 종교를 인간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신성한 연결고리인 신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비와 
맹신을 벗어나서 유익을 주는 자신의 이신론적 종교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그
런데, 그에게 있어 신은 우주적이지만 인간 존재와 신 사이에 매개가 없으며, 
신은 인간사는 물론 인간의 예배와 종교의식에 참견하지 않는 가치중립적이며 
무심한 존재이므로, 그의 이신론적 태도는 멀리 떨어진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난다. 결국, 볼테르가 지향하는 종교는 인간 본연의 지혜나 자연적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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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통찰에 바탕을 둔 ‘자연 종교’의 일종으로서, 기성 종교의 구속된 신앙
을 배제하고 ‘순수 종교’를 찾으려는 데서 일어난 합리주의적 성격을 띤 종
교이다. 특히, 그에게 ‘자연 종교’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법’이며, 그
가 지향하는 ‘자연 종교’에 향을 주고 그 배경이 된 것은, 국에서 시작
하여 프랑스로 이입된 18세기 초의 프랑스 이신론이다. 

볼테르의 이러한 이신론적 종교관은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을 통해 확
고하게 형성되지만, 그보다 먼저 성장기에서부터 자기 가족의 얀센주의에 
맞서 형성된다. 특히, 이슬람에 심취해 있던 그에게 이슬람은 코란을 매개
로 하여 그의 이신론에 상당한 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독단적
인 종교로 간주하는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신의 이신론적 
사상을 열정적으로 드러내며 이신론의 기초를 다지고 이신론을 정당화한다. 볼
테르의 이신론은 자신이 내세우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숭배가 그 중
심이 되는 ‘자연 종교’의 일종으로서 ‘절대자의 종교’의 원리와 토대를 형
성하는데, 볼테르의 이러한 이신론에 대해, 신의 섭리의 질서, 이신론의 
형성 배경, 이신론의 특징과 향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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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신의 존재와 본성

Ⅱ.1.1.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볼테르는 신이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뿐 아니라, 도덕의 토대

로서, ‘자연법의 입법자’로서, 우주의 창조자와 운행자로서 신의 존재를 분
명히 인정하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으로부터, 그는 우주를 주재하는 존재에 
대한 개념에 도달하는 두 가지 논증방식을 제시한다. 그가 가장 자연스럽고 완
벽한 방식으로 여기는 첫째 논증방식은 우주 속에 있는 질서를 고려할 뿐 아
니라 각 사물이 관계된 듯이 보이는 궁극목적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늘이 시간을 표시하는 손목시계를 볼 때, 바늘이 시간을 표시하도록 현명한 
존재가 이 기계의 태엽들을 배열했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인간 육체의 본능적
인 힘을 볼 때, 자궁 속에서 아홉 달 동안 받아들여지고 양섭취가 되도록 현
명한 존재가 이 신체기관을 배열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단지 이 논증만으
로는, 현명하고 우월한 존재가 능숙하게 물질을 준비하고 만들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무無를 가
지고 물질을 만들었다고 결론지을 수도 없으며, 그 존재가 모든 면에서 무한하
다고 결론지을 수도 없다. 둘째 논증방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즉, 내가 존재
하므로 어떤 것이 존재한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따라서 어떤 것은 원히 
존재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거나 혹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거나 혹은 다른 존재로부터 자체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언제나 반드시 존재했는데, 그
것은 신이다. 그것이 자체의 존재를 다른 존재로부터 받아들 고 두 번째 존재
는 자체의 존재를 세 번째 존재로부터 받아들었다면, 세 번째 존재가 자체의 
존재를 받아들 던 존재는 반드시 신이어야 한다. 따라서 볼테르는 원히 스
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한다.168)

프티Roger Petit에 따르면, 볼테르는 인간 존재가 당연히 누릴 쾌락을 
금지하는 끔찍한 신과 잔인한 사제들을 끊임없이 규탄하고, 교회나 종교의

168) Traité de métaphysique in Mélang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1, p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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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비판하면서도, 신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는 독단적이고 변
함없는 교리나 진리만을 확립할 따름인 교회 제도나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
고도,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미덕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즉, 그는 신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역설하면서도, 신의 존재가 백성들
이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보장책이자 일종의 장
벽임을 내세움으로써, 그는 체제를 옹호하는 자로 비난을 사기도 한다. 하
지만, 그에게 있어 이러한 신은 개인적인 도덕이나 혹은 사회적인 도덕의 
토대가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169) 

그렇지만, 자신이 타도하려고 마음먹은 적으로서 전통적인 가톨릭교에 
대항할 뿐 아니라, 우연을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물질주
의적 무신론 및 자연에 무한한 힘을 부여하는 신新범신론주의자에 맞서던 
볼테르가 품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스탕제르
Gerhardt Stenger는 『철학 사전』의 내용을 예로 들며, 볼테르가 실제로 
신의 존재를 믿었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볼테르에게 있어 신의 존재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하고 진
실 같은 가설이나 가정이라고 주장한다.

  볼테르의 신이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매우 그럴싸한 가설이다. 그런 곡절로 
『철학 사전』의 이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고 원하며 현명한 
지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분명하다. 그것은 신앙에 속하는 것이 아니
라 이성에 속한다.” 실제로, 소위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전제에 근거를 둔다. 첫 번째 전제는 현명하고 자유로운 어떤 존재에 의해 
구상되고 만들어진 기계와 우주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나중에 볼테르는 ‘ 원한 
질서’를 언급하게 되고, ‘자연 전체를 이끌며 모든 것을 산출하는 보편적인 수학
적 존재’를 언급하게 된다. 두 번째 전제에 따르면, 이 기계의 요소들은 정확한 
목표를 따른다. 즉,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지고 단지 이 결과만을 가진 어떤 사
물을 볼 때, 거리낌 없이 궁극원인을 부정할 수 없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170) 

169) Roger Petit, Œuvres philosophiques, Librairie Larousse, 1972, p. 14.
170) Gerhardt Stenger, “Le Dieu de Voltaire”, Oxford, Voltaire Foundation, 2011, 

tome 72, p. 25. “Le Dieu de Voltaire n'est pas un objet de foi mais une conjecture 
hautement vraisemblable. C'est ainsi qu'il faut comprendre cette phrase du 
Dictionnaire philosophique : ‘il m'est évident qu'il y a un Etre nécessaire, ét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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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볼테르가 품은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나 증거는, 신앙의 
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역에 속한다. 또한 이런 확신이나 증거
는 원한 질서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자연과 우주 전체를 운행하는 보
편적이고 수학처럼 정확한 존재를 전제로 할 뿐 아니라, 궁극원인으로서의 
현명하고 자유로운 존재를 전제로 한다. 비록, 볼테르가 신앙의 역이 아
닌 이성의 역에서 보편적이고 현명한 존재이면서 궁극원인이 되는 신의 
존재를 내세우더라도, 어쨌든 그는 인간이 겪는 그토록 끔찍한 참화와 불
행 앞에서 인간을 위로해 줄 신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이 덧없는 삶을 마친 후 그토록 많은 끔찍한 불행에 대해 우리를 위로해 
줄 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덧없는 삶에서 신을 그토록 무시했고 
신의 이름으로 그토록 죄를 저질렀던 우리를 말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유
혈이 낭자했던 종교전쟁과 마흔 번의 교회 분열, 거의 모두가 재난을 초래했던 
협잡들, 견해 차이로 촉발된 억누를 수 없는 증오감, 다시 말해 그릇된 종교적 
열의로 생겨났던 온갖 악을 고려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 이생은 이미 오래전부
터 지옥이었기 때문이다.171)

온갖 종교적 기만과 맹신을 통해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참화
suprême, intelligent. Ce n'est pas là  de la foi, c'est de la raison.’ En réalité, les 
soi-disant ‘preuves’ de l'existence de Dieu se fondent essentiellement sur deux 
présupposés. Le premier consiste à  identifier l'univers à une machine conçue et 
construite par un ê̂tre intelligent et libre - plus tard, Voltaire évoquera un ordre 
éternel, une ‘mathématique générale qui dirige toute la nature, et qui opère toutes 
les productions’. Suivant le deuxième, les éléments de cette machine obéissent à 
un but précis : quand on voit une chose qui a toujours le même effet, qui n'a 
uniquement que cet effet, il me semble qu'on ne peut, sans secrète répugnance, 
nier une cause finale.”

171)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p. 600-601. “Je conclurais au 
contraire : Donc il y a un Dieu qui, après cette vie passagère, dans laquelle nous 
l'avons tant méconnu, et tant commis de crimes en son nom, daignera nous 
consoler de tant d'horribles malheurs : car, à considérer les guerres de religion, les 
quarante schismes des papes, qui ont presque tous été sanglants; les impostures, 
qui ont presque toutes été funestes : les haines irréconciliables allumées par les 
différentes opinions; à voir tous les maux qu'a produits le faux zèle, les hommes 
ont eu longtemps leur enfer dans cett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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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날 뿐 아니라, 신앙고백과 성찬식과 온갖 성사를 빙자하여 정말 끔
찍한 범죄가 저질러짐으로써,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
달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테르는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
을 갖고서 인간의 불행을 위로할 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진 볼테르가 품고 있는 신의 본성은 콘스탄티노
플 주교좌성당의 참사원이 스키티아인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참
사원이 스키티아인에게 신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하자, 스키티아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제가 누리는 선에 대해서도 그 분에게 감사하고,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그 
분이 제게 시련을 겪게 하는 악에 대해서도 그 분에게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 분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하지요. 그 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
를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요. 게다가, 제 이웃이 비를 구하는 지도 모르는 때에 
제가 좋은 날씨를 구할까 걱정스러운 거지요.172)

스키티아인의 대답에서, 볼테르에게 있어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해 인간
이 취해야 할 자세가 제시되고, 볼테르가 품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개념
이 드러난다. 즉, ‘절대자’는 인간에게 필요한 바를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자’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절대자’를 단지 찬양하면서, 자
신이 선을 통해 행복을 누리든, 악을 통해 시련을 겪든 간에, 자신에게 주
어진 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절대자’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절대자’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연 전체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며, 인간의 선을 보상하고 인간의 악을 징벌하는 주권자와 
재판관으로서의 ‘절대자’는, 그 본성이 적인지 육체적인지 정확히 규명되
지 않지만, 지극히 강하고 선한 존재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참사원이 질문을 던지고 스키티아인이 대답하던 것과 반대로, 

172) “Dieu”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1994, p. 231. “Je le remercie 
des biens dont je jouis, et même des maux dans lesquels il m'éprouve; mais je me 
garde bien de lui rien demander : il sait mieux que nous ce qu'il nous faut, et je 
craindrait d'ailleurs de demander du beau temps quand mon voisin demanderait de 
la plu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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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키티아인이 “예전에 제가 당신들의 회당 중 하나를 보았는데, 왜 
당신들은 신을 큰 턱수염이 달린 존재로 그려 놓는지요?”173)라는 질문을 
참사원에게 던진다. 스키티아인의 이 질문에 대해, 참사원은 그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사전 교육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대답하자, 스키티아
인은 당신에게서 교리 교육을 받기에 앞서 자신에게 일어난 짧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 

  얼마 전 저는 정원 끝에다 정자를 짓게 했는데, 하늘소와 언쟁하는 두더지 소리
를 들었지요. 두더지가 “여기 멋진 건물이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든 것은 아주 힘
이 센 두더지임에 틀림없어요.”라고 했지요. 그러자 하늘소가 “농담하지 말아요. 
이 건물의 건축자야말로 재능이 아주 넘치는 하늘소에요.”라고 했지요.174)

정원에 있는 멋진 건물을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입씨름하는 두더지와 하늘소의 이야기
를 통해, 인간 자신의 제한된 인식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서 
신의 본성을 규명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이나 연구가 볼테르에게는 얼
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드러난다. 한마디로, 신은 인간의 인식 능력과 지식
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인식 능력과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없고 신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규
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체스터필드 백작의 귀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에
서, 신을 ‘위대한 존재 le Grand Être’로 지칭하는 사이드락은 인간은 우주
의 주인인 신이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과 기능을 부여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신이 인간을 위해 착수하는 일이 

173) Ibid., p. 234. “J'ai vu autrefois un de vos temples : pourquoi peignez-vous 

Dieu avec une grande barbe?” 

174) Ibid., p. 234. “Je venais de faire bâ̂tir un cabinet au bout de mon jardin; 
j'entendis une taupe qui raisonnait avec un hanneton : ≪Voilà une belle fabrique, 
disait la taupe; il faut que ce soit une taupe bien puissant qui ait fait cet ouvrage. 
- Vous vous moquez, dit le hanneton, c'est un hanneton tout plein de génie qui 
est l'architecte de ce bâ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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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이렇게 시인한다. 

  위대한 존재가 당신의 발에 걷는 능력을, 당신의 손에 수천 가지 일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당신의 내장에 소화 기능을, 당신의 심장에 피를 혈관으로 어 보
내는 기능을 주었듯이, 그가 당신에게 느끼고 사유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점을 
당신은 시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에게서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아무 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주의 주인이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착수하는지 우리는 원히 모를 것입니다. 나는 가장 초보적
인 원리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175)

특히, 볼테르에게 있어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면서 그 본
성이 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처럼 구체적인 모
습이나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것은 그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다. 이와 같이, 인간의 관점과 시각에서 신의 본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신의 본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나 연구에는 한
계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볼테르는 신의 모습이나 성품
을 규명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연구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단정한다. 

그렇지만, 볼테르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관련하여, 기독교 교리의 토대가 되는 소위 ‘원죄’에 대해 소치니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 비판하는데, 이 비판은 볼테르가 품고 있는 신의 본성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즉, 볼테르는 인간의 조상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열매
를 먹었다는 구실로 인간을 원한 형벌로 고통을 주려고 신이 대대로 이어지
는 인간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신을 터무니없이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것
일 뿐 아니라, 이렇게 신성 모독적으로 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한다.176) 결국, 볼테르가 추구하는 신은, 기독교의 신처
175)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83. “Vous convenez que le grand Être vous a donné un faculté de sentir, 
comme il a donné à vos pieds la faculté de marcher, à vos mains le pouvoir 
de faire mille ouvrages, à vos vicères le pouvoir de digérer, à votre coeur le 
pouvoir de pousser votre sang dans vos artères. Nous tenons tout de lui ; 
nous n'avons rien pu nous donner ; et nous ignorons toujours la manière dont 
le maî̂tre de l'univers s'y prend pour nous conduire. Pour moi, je lui rends 
grâce de m'avoir appris que je ne sais rien des premiers princ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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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원죄’ 교리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원초적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조
상의 죄를 문제 삼아 피조물을 괴롭히며 못살게 구는 가혹하고 무자비하며 준
엄한 심판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비롭고 인자하며 선한 창조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볼테르가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을 선한 창조주로 
인식한다면, 볼테르에게 신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제
기된다. 포모는 볼테르가 내세우는 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볼테르는 원한 정의의 수호자인 이러한 신이 인간의 미덕을 보상해주고 인간
의 악덕을 징벌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국왕이
나 모두 은 한 죄나 혹은 일시적으로 벌을 받지 않은 죄는 언젠가 징벌을 받
게 됨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신은 결코 강생하지 않
았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미미한 이성을 통해 신과 비슷하다면, 이 가련한 불
꽃과 신성한 이성의 빛 사이에 얼마나 큰 불균형이 나타날까.177)
 
포모의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볼테르가 내세우는 신은 인간이 선을 행하

면 보상해주고 죄와 악덕을 행하면 징벌하는 정의의 수호자 같은 존재이지
만, 기독교의 신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한 신이 결코 아니다. 왜냐
하면 ‘강생降生’을 통해 신이 사그라지는 불꽃같은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면, 인간에게 신성한 이성의 빛을 비추어주는 창조자와 주권자
와 신성한 재판관으로서 신의 면모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지극히 강하고 선한 존재로서의 신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미천
한 인간과 결코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76) “Péché originel”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 423.
177)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429. “Voltaire affirme que ce 

Dieu justicier éternel, se charge de rémunérer les vertus et de punir les vices des 
hommes. Il faut que tous, petites gens et tê̂tes couronnées, sachent que les crimes 
secrets ou provisoirement impuinis recevrent un jour leur châtiments. Mais ce Dieu 
auquel rien n'échappe ne s'incarna jamais. Si l'homme lui ressemble par la lueur de 
sa raison, quelle disproportion entre cette pauvre flamme et la lumière de la Raison 
di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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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 우주의 창조자와 근원
『미크로메가스』에서, 로크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저는 비물질적

이고 지능을 갖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의심치 않지만, 신이 질료
에게 사고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원한 권능을 숭배할 뿐, 그 권능에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제 소관
이 아닙니다.”178)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것도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으
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능한 것들이 더 있다고 믿는 것으로 만족
한다고 언급한다. 이 사람의 언급에서는, 우주의 창조자와 근원으로서 원한 
권능을 지닌 신이면서 ‘자연법의 입법자’로서의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볼테르의 확신이 드러난다. 인간의 사고 체계를 훨씬 넘어서서 
존재하는 이런 신이 가진 무한한 권능에 인간은 어떤 한계를 설정할 수 없
으며, 인간은 다만 이런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뤼크레스와 포시도니우스의 대화 Dialogue entre Lucrèce et 
Posidonius』에서, 포시도니우스는 물질과 사고하는 존재들을 체계화한 현
명하고 전능한 ‘절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뛰어난 적 존재의 섭
리는 사방에서 표출되어 천체의 운행에서처럼 단순한 풀잎에서도 그 섭리
를 감지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확실한 목적을 향한다고 주장한
다.179) 포시도니우스의 주장을 통해서도, 세상 어디서든 그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우주의 창조자와 근원으로서 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을 설정하여 그 목적을 향해 만물을 진행시켜 나가는 우주의 운행자로서 
전능한 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는 볼테르의 입장이 드러난다.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노예로 팔려간 자디그는 자기 주인이 아라비아의 
관습에 따라 태양과 달과 별을 천군千軍으로 받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애석하게 여긴다. 그는 가끔 주인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한다. 즉,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도 다
178) Micromégas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6. “Qu'il y ait des 

substances immatérielles et intelligentes, c'est de quoi je ne doute pas ; mais qu'il 
soit imposible à Dieu de communiquer la pensée à la matière, c'est de quoi je 
doute fort. Je révère la pouissance éternelle, il ne m'appartient pas de la borner.”

179) Dialogue entre Lucrèce et Posidonius in Mélanges, op.cit.,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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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들과 다름없는 물체들일 뿐이며, 따라서 한 그루 나무나 한 덩이 바
위보다 더 그것들을 숭배할 이유가 없다고 사려 깊게 주인에게 권고한다. 
그러자 주인은 인간이 구한 존재인 그것들에게서 온갖 유익함을 얻고, 
그것들은 자연에 활기를 주며 계절의 질서를 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을 설득하기 위해, 자디그는 저녁이 되자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된 장막 안에 무수히 많은 촛불을 밝힌다. 이윽고 주인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자디그는 불붙인 촛대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그것들을 향해 “ 원하고 반짝이는 빛이시여, 저에게 항상 순조로움을 허
락하소서!”180)라고 중얼거린 다음, 주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홀로 식탁 
앞에 앉는다. 놀란 주인이 도대체 무슨 짓인지 묻자, 자디그는 “주인님이 
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 촛불들에게 경배할 뿐, 촛불들의 
주인이시며 저의 주인이신 분은 무시합니다.”181)라고 대답한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주인은 더 이상 피조물에게 향을 바치지 않고, 그것들
을 창조한 ‘ 원한 존재’만을 숭배하게 된다.

세계 모든 곳으로부터 거상이 몰려들어 큰 시장이 서는 발조라로 간 자디그
는 이집트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켈트인, 그리고 다른 여러 이방인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한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옹호하
느라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마침내 입씨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머지않아 식탁
에서 유혈이 낭자한 싸움이 벌어지려 한다. 그 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자디그는 
“여러분은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다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견해는 모두 
같기 때문이지요.”182)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진정시키는 동시에 흥분
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자디그는 온갖 피조물을 만들고 피조물을 인
간에게 부여한 존재를 숭배하고 그 존재에게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형태

180)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85, “Eternelles et 
brillants clartés, soyez-moi toujours propices.” 

181) Ibid., pp. 85-86, “Je fais comme vous; j'adore ces chandelles, et je néglige leur 
maître et le mien.” 

182) Ibid., p. 90, “vous alliez vous quereller pour rien, car vous êtes tous du même 
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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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질료를 주관하는 최상위의 존재, 곧 최초의 근원을 인정하도록 그들을 
설득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에게 있어 신이란 원히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주를 창조
하고 온갖 피조물을 만든 최초의 근원으로서 최상위에 있는 초월적 존재이다. 
만일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며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세상과 우주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세상과 우주가 존재하
더라도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을 것이다. 볼테르는 자신이 그 존재를 인정하
고 확신하는 우주의 창조자와 운행자이면서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신에 대해 
그 권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단지 
인간은 이러한 신이 지닌 원한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어디서든 나타나
는 이 뛰어난 적 존재의 섭리를 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우주를 창조한 만물의 근원으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해
야 하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이러한 신을 숭배하면서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결국, 볼테르에게 있어 우주의 창조자와 만물의 근원으로서 신의 존재는, 자
신의 완전한 구상과 계획에 따라 세상과 우주에 완벽한 질서를 마련한 신의 
존재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볼테르가 생각하는 신은 자신에게 내재된 의지와 
지혜와 본성을 반드시 따를 뿐 아니라, 자신이 수립한 법칙을 철두철미하게 기
어코 준수하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신은 자신의 의지와 지혜와 본성과 법칙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소위 ‘ 원한 기하학자’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결
국, 볼테르에게 신은 ‘ 원한 기하학자’와 같이 완벽한 구상과 계획을 가
지고 주도면 하게 우주를 창조한 빈틈없고 현명한 존재이면서, 선을 보
답하고 악을 징벌하는 존재로서 인류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주 질서 속에서 위대한 신의 존재와 신의 지혜로움에 대해 경외를 느끼고
서 신에 대한 표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여 자연과 신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연 뉴턴 사상의 향을 받아, 볼테르는 현명한 적 존재로서의 신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입증한다. 『1765년 런던에서 행한 설교 Homélies 
prononcées à Londres en 1765』에서, 그는 인간이 현명하다면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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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고 원한 적 존재가 있으며, 우주 자체를 통해 우주가 이 현명한 
적 존재의 작품임이 입증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이 점을 설명한다. 즉, 지상
에 지어진 단순한 집이나 바다에서 작은 지구 위를 순항하는 배가 있다면, 그 
집이나 배를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피하게 입증되고, 천체의 운행
이나 자연 전체를 통해 창조자의 존재, 곧 우주의 원한 장인匠人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의 존재가 입증된다.183) 따라서 볼테르에게 신의 존재는 계시에 의
해 더는 입증되지 않을 뿐더러, 그가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는 성서를 통해서도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 원한 기하학
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뉴턴의 만유인력 같은 것에 의해 설명
되는 세상의 질서이다. 스탕제르는 1760년대에 와서 볼테르에게 있어 소위 ‘뉴
턴의 신 le Dieu de Newton’이란 개념에 중대한 변모가 일어난다고 지적하면
서,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1765년부터 볼테르는 신이 자기 궁전 안에서의 어떤 군주처럼 활동하지 않으며, 자
신의 창조물과 분리된 우주의 위대한 건축자처럼 활동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것
은 바로 ‘강하고 현명한 제1동인’의 본성이나 활동을 단지 불완전하게만 파악하는 
신인동형적인 개념들이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창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유대․기독교적인 전통을 통해 그렇게 주장되듯이, 신은 ‘무無’로부터 물질을 만들어
내지 않았고, ‘시적인 상상력’을 통해 그렇게 주장되듯이, 신은 혼돈으로부터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제1동인’의 원한 발현물이라는 것이다. 
물질은 강하고 현명하며 원한 존재로부터 원히 발현되기 때문에, 세상도 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184)

183) Homélies prononcées à Londres en 1765 in Mélanges, op.cit., p. 1102.
184) Gerhardt Stenger, “Le Dieu de Voltaire”, art.cit., p. 29. “A partir de 1765, 

Voltaire considère que Dieu n'agit pas comme un souverain dans son palais, comme 
un grand architecte de l'univers séparé de sa création : ce sont là des conceptions 
anthropomorphiques qui ne saisissent qu'imparfaitement la nature et l'action du 
‘premier moteur puissant et intelligent’. Le monde n'est pas issu d'une création, 
précise-t-il, car tout ce quei existe paraît exister nécessairement, et donc 
éternenellement. Dieu n'a pas organisé la matière à partir de rien, comme le veut 
la tradition judéo-chrétienne, ni du chaos, cette ‘imagination poétique’ : toutes les 
choses sont des émanations éternelles du ‘premier moteur’. Et puisque la matière 
émane éternellement de l'Etre puissant, intelligent, éternel, le monde aussi exi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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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스탕제르가 지적하듯이, 볼테르가 생각하는 신은 자신의 창조물과 분
리되어 독단적으로 임의로 행동하는 창조주도 아니며,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
는 것처럼 신은 무無나 혼돈으로부터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존재도 아니다. 
즉, 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의 본성이나 활동을 불완전하게 파악하
는 것이며, 세상과 만물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 원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필연
적으로 발현되어 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완전한 존재인 신에 
의해 생겨난 세상과 우주는 완전한 질서가 부여된 완벽한 창조물일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꿈』에서, 무한한 우주 공간을 수많은 천구天球들로 채우고 난 
조물주 데미우르고스는, 자기가 부리는 정령들의 솜씨를 알아볼 요량으로 물질 
덩어리를 정령 각자에게 나누어주고서, 태양계의 행성들을 만들게 하고 자신은 
지구를 맡아서 만든다. 데미우르고스는 지구를 완성하고 나서 걸작을 만든 것
으로 자부하며 쏟아질 찬사를 내심 기대하나, 오히려 야유와 더불어 지구에 대
한 혹평이 쇄도한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대륙들이 갈라져 있고, 지역마다 날씨 
차이가 심하며, 사막이 있고, 식용 동물과 맹수가 있으며, 식용 식물과 유독 식
물이 있기 때문이고, 인간에게는 약간의 이성과 많은 광기와 병과 연약함이 있
지만 지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정령들은 다른 정령들이 만든 행성들
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자, 데미우르고스는 
정령들에게 조용히 하도록 명하면서 이렇게 충고한다. 

  너희들은 총명함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또한 너희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좋은 것
과 나쁜 것을 만들었다. 너희들의 작품은 수명이 단지 수억 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
다. 그 후 더 연마하고 나면 너희들은 더 잘 만들게 될 것이다. 완벽한 불멸의 것을 
만드는 일은 내 소관사항이기에 그렇다.185)

de toute éternité.”
185) Songe de Platon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7. “Vous avez fait du 

bon et du mauvais, parce que vous avez beaucoup d'intelligence, et que vous êtes 
imparfaits; vos œuvres dureront seulement quelques centaines de millions d'années; 
après quoi, étant plus instruits, vous ferez mieux : il appartient qu'à moi de faire 
des choses parfaites et immort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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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는 조물주 데미우르고스로 표상되는 ‘ 원한 기하학자’와 같은 신을 
우주와 같은 완벽하고 원한 불멸의 것을 창조한 현명하고 뛰어난 존재로 부
각시키려고 한다. 비록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우주가 어쩌면 부실하게 만들어
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실수나 잘못이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현명하
고 뛰어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는 완벽하고 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체스터필드 백작의 귀』에서 사이드락이 언급하듯이, 신은 자기 의지와 지
혜의 노예이면서, 자기가 수립한 법칙의 노예이고, 불가피한 자기 본성의 노예
이므로, ‘ 원한 기하학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신은 우리 
인간처럼 나약하거나 무상하거나 변덕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 원한 존재’가 바람개비와 같은 변덕쟁이일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자기 의지
와 지혜와 법칙과 본성을 거역할 수 없다.186) 

이와 관련하여, 『소프로니메와 아델로스 Sophronime et Adélos』에서 
소프로니메가 언급하듯이, 인간의 자유는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능력일 
따름이기는 하지만, 이 능력은 신, 곧 ‘위대한 존재’에 의해 설정된 원
한 법칙에 결코 위배될 수 없는 능력인 동시에, 이 법칙을 실행하고 수행
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는 사람은 불변의 운
동법칙을 실행시킬 따름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살리려고 강에 뛰
어드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명령이나 법칙을 따르는데, 여행객을 죽이고 
약탈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죽음을 막으려고 온 세상의 운행을 멈추지 않으며, 신의 자유란 
자신의 원한 의지를 원히 실행하는 능력일 따름이다.187) 

이와 같이, 볼테르는 불변의 운동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천체의 운행이나 
우주와 자연 전체의 정연한 질서를 통해, ‘ 원한 기하학자’ 같은 존재인 ‘절대
자’에 의해 설정된 원한 법칙이 우주와 자연 전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세
운다. 따라서 그는 우주를 주도면 하게 설계한 ‘절대자’가 악이라는 것을 

186)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86.

187) Sophronime et Adélos in Mélanges, op.cit., p.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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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을 리 없고, 따라서 유치한 선과 악의 대립적 구도라는 것도 만들었
을 리 없다고 여긴다. 그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절대자’에게 어떤 것을 이
루어 달라고 간구한다거나, ‘절대자’의 뜻을 바꾸게 하려고 신에게 기도하
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의 간구
나 기도를 ‘절대자’가 들어준다면, ‘절대자’는 자신의 창조 작업이 불완전하
고 허술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체스터필드 백작의 귀』에서, 
사이드락은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신에게 기도하고 그를 찬양하라고 합
니까? 그가 정말로 당신들의 찬양과 청원을 취급하겠는지요! 어떤 사람이 
허 심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에게 찬사를 늘어놓는 법이며, 그가 나약하
다고 확신할 때 그에게 간구하면서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188)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사이드락은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수행하
고, 신에게 경배하며, 우리 자신이 공정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찬양이며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다. 여기서 볼테르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기도와 찬
양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곧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종교가 무엇인지 밝히
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Ⅱ.1.3. 세상에서의 악惡의 문제
  신의 존재에 대한 볼테르의 견해를 요약하면, 신은 ‘ 원한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지혜와 법칙과 본성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
고, 세상과 우주를 조 하게 빈틈없이 완벽한 것으로서 창조할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원한 의지를 원히 실행하기 위해 세상과 우주의 운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 원한 기하학자’와 같이 빈틈없고 현명
하며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이 완벽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주도면 하
188)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86. “Eh! qui vous dit de prier Dieu et de le louer? Il a vraiment bien à faire de 
vos louanges et de vos placets! On loue un homme parce qu'on le croit vain; on le 
prie quand on le croit faible, et qu'on espère le faire changer d'avis. Faisons notre 
devoir envers Dieu, adorons-le, soyons justes; voilà nos vraies louanges et nos 
vraies priè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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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상과 우주를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
고 숱한 악행이 자행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서, 캉디드가 마주친 모험들, 그의 서출 신분, 
그의 긴 여행과 여행을 통해 발견한 것들은 인간이 겪는 악과 불행의 목록 
자체이다.189) 따라서 이 작품에서 악은 온갖 형태로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
다. 캉디드는 군대의 야만성과 전쟁의 참혹함을 발견하고, 캉디드가 타고 가던 
배는 리스본 근처에서 파선한다. 곧 지진이 뒤따르고, 이런 불행에 종교재판의 
형벌이 가해진다. 통제되지 않는 악은 계속 이어지고, 캉디드 자신에게와 캉디
드의 주변 인물에게는 고통이 계속 쌓여 간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이 캉디드라는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이 악을 겪을 뿐 아
니라, 온 세상이 악의 희생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악은 인간에게 있어 원한 
문제임이 부각된다. 예를 들어, 리스본의 지진이나 7년 전쟁과 같은 재난이나 
전쟁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악은 원
한 문제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왜 악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제
기될 수밖에 없다. 우선, 악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데, 악은 자연의 변덕으로
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캉디드가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
아 리스본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발생하는 지진이다. 그런데, 자연에 의해 일
어나는 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의해 다른 악이 야기된다. 볼테
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악이다. 왜냐하면 그런 악은 자
연에 의한 악보다 더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
는 이성적인 존재로 행동한다면, 그런 악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두 종류의 악이 뒤섞여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연적인 악과 인간에 의한 악이 
결합될 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 리스본의 지진이 가장 끔찍한 예들 
중 하나인데, 지진이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휩쓸고 지나간 후, 지진을 막기 위
해 종교재판에 의한 화형식이 준비된다. 지진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중 몇 사
람은 종교재판의 속죄양으로서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악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악
을 포함하여 온갖 형태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악과 관련하여, 볼테르는 라
189)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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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니츠의 낙관론을 비판하면서, 라이프니츠 철학에 내재된 필연성에 맞서 인
간의 자유를 옹호한다. 라이프니츠와의 그의 대립은 악의 경험과 신의 존재 사
이의 모순과 관련된다. 특히,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는 반反라이프니츠적인 
작품으로서, 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낙
관주의적 교리를 격렬하게 반박하는 것이다.190) 라이프니츠는 신이 자신의 선
함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상들 중에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세상을 택했
지만 신의 창조에는 어떤 결함들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악은 이런 결함들에 내재되어 있으며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라이프니츠는 악을 부인하지 않지만, 악을 세상들 중에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세
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볼테르에게 라이프니츠의 이런 
낙관주의는 일종의 숙명론일 따름이다.191)    

볼테르는 1773년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듭 말하건대, 자신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이 세상은 불합리와 공포의 혼돈상태인데, 나는 
그 증거를 갖고 있다”192)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자신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표현은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 나오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
어야 한다.”193)는 표현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 볼테르는 
“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악의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해결책은 악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다. 즉, 
악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은 그 악에 노출되지 않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러남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심사숙고한 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캉디드와 관계된 인물들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작은 모
임을 이루어 작은 경작지를 가꾸며 살아간다. 그 경작지에서 그들은 각자
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평온을 얻는다. 악을 없애는 것은 

190) Ibid., pp. 810-811.
191) Raymond Trousson, Voltaire, Éditions Tallandiers, 2008, pp. 624-625.
192)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op.cit., p. 

612. “Encore une fois, il faut cultiver son jardin. Ce monde est le chaos 
d'absurdités et d'horreurs, j'en ai des preuves.”

193)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33.  “Il faut 
cultiver notre jar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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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지만, 인간은 가능한 한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
신의 에너지를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행동으로 옮겨 놓음으
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 볼테르가 강조하는 바는, 인간
이 겪는 악과 불행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은 가능한 한 이 악
과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어쨌
든 불합리와 공포의 혼돈상태에 있는 세상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숱한 악
행을 자행하기 때문에, 볼테르는 악의 근원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
간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악의 문제는 신이 
인간과 세상에 있어 자신의 섭리를 통해 어떻게 작용하고 향을 미치는
가라는 문제와 관련될 뿐 아니라, 신이 과연 인간과 세상의 모든 일에 직
접 개입하고 관여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미크로메가스』에서, 미크로메가스가 서로의 수명에 대해 토성인과 나
누는 대화 가운데, 우주를 주도면 하게 설계하고 창조한 신에 대한 설명
이 나온다. 즉, 조물주는 우주에 엄청난 다양성을 펼쳐놓았으며 찬탄할 만
한 통일성도 부여했는데, 예를 들어, 사유하는 모든 존재는 모습은 서로 
다르나, 사유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들 모두가 서로 닮
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와 만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양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본질상으로 치 한 통일성을 지
니고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194) 또한 미크로메가스가 토성인과 
함께 지구에 도착하여 지구의 모습을 보고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이와 비슷
한 설명이 나온다. 즉, 토성 인이 지구가 몹시 부실하게 만들어진 천체라
고 하자, 미크로메가스는 이 천체가 공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토성이
나 목성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여 이곳의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 보일지 
모른다는 반론을 편다. 비록 다른 천체에 비해서 지구가 부실하고 무질서
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지구 역시 아무런 목적 없이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과 구상으로 우주를 창조한 신의 의도 하
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195) 그리고 미크로메가스는 지구의 인간들
194) Micromégas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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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 총명한 원자들이여, ‘ 원한 존재’가 능란한 솜씨와 권능을 기꺼이 당신들 
속에 펼쳤으니, 틀림없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천체에서 극히 순수한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토록 적은 질료를 지니고 온통 혼으로 이루어진 
듯이 보이니, 당신들은 사랑하고 사유하며 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혼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나는 아무데서도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했으나, 틀
림없이 그것은 이곳에 있습니다.196)

미크로메가스가 언급한 말을 통해, 우주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창조한 
원한 ‘절대자’로서의 신이 지구상에 악이란 존재를 만들었을 리 없으니, 인
간은 이 세상에서 순수한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하지만 미크로메가스의 이 말을 듣고서, 지구의 철
학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만약 악이 질료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숱한 악행을 저지르는데 우리에게 필요
한 이상의 질료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악이 혼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지나
치게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과 대화하는 이 시각에도, 
저의 종족 중 모자를 덮어 쓴 미치광이 십만 명이 터번을 쓴 다른 짐승 십만 
명을 죽이거나 그들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으며, 거의 이 지구 전체에서 까마득
한 옛날부터 그러한 짓이 이처럼 자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197)

195) Ibid., p. 27.  
196) Ibid., p. 33 “O atomes intelligents, dans qui l'Être éternel s'est plu à manifester 

son adresse et sa puissance, vous devez sans doute goûter des joies bien pures 
sur votre globe; car, ayant si peu de matière et paraissant tout esprit, vous devez 
passer votre vie à aimer et à penser, c'est la véritable vie des esprits, Je n'ai vu 
nulle part la vraie bonheur, mais il est ici sans doute.”

197) Ibid., pp. 33-34.  “Nous avons plus de matière qu'il ne nous en faut, pour faire 
beacoup de mal, si le mal vient de la matière, et trop d'esprit, si le mal vient de 
l'esprit. Savez-vous bien, par exemple, qu'à l'heure que je vous parle il y a cent 
mille fous de notre espèce, couverts de chapeaux, qui tuent cent mille autres 
animaux couverts d'un turban, ou qui sont massacrés par eux, et que, presque par 
toute la terre, c'est ainsi qu'on en use de temps immé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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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철학자의 이 반문은, 볼테르가 “모든 유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선하다고 하는 신에 의해 모든 것이 형성되었음에도, 왜 그토록 수많은 악
惡이 존재하는 것일까?”198)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락하고 악한 인간 
및 혼돈에 빠진 세상의 상황에 대해 볼테르가 드러내는 우려와 연관이 있
다. 즉, 지구는 본래 선과 악 사이의 대립이 없이 인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숱
한 악행에 의해 세상은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인간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
해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볼테르는 루소에게 보낸 편지 답장에서199),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다.  

  우주가 바로 신의 작품이라면 악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절대자가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이 지상에 공존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신의 의지에 따라 완벽히 구성됨을 의미하
는 ‘전적으로 신성한 신’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과 어떻게 조화시
킬 수 있을까?200) 

여기서 세상에서 악의 존재와 관련하여 볼테르가 제기하는 일련의 질문
들은, 악의 근원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내비치
는 것이다. 즉, 세상이 지극히 선하고 신성한 신의 의지에 따라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세상에 악이 도저히 존재할 수 없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볼테르는 “ 원한 장인匠人의 수중에 자신의 의도를 위
198) “Pourquoi(Les)”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Ⅶ à  XX, Garnier Frères, 1878-1879, p. 264, “Pourquoi existe-t-il tant de 
mal, tout étant formé par un Dieu que tous les théistes se sont accordés à 
nommer bon?”

199) 루소가 볼테르의 「리스본 참상에 관한 시 Poème sur le désastre de Lisbonne」 
를 읽고서 그 감상을 볼테르에게 편지로 보내자, 볼테르는 이에 대해 답장을 한다. 

200) Cyril Morana, Voltaire/Rousseau querelle sur le mal et la providence, Mille et 
une nuits, 2011, pp. 69-70. “Si l'univers est bien l'œuvre de Dieu, comment 
expliquer la présence du mal? Comment expliquer que l'Être suprême puisse vouloir 
que cohabitent perfection et imperfection ici-bas? De même, comment accorder 
l'idée d'une Providence toute divine, qui veut que le monde soit parfaitement 
organisé selon la volonté de Dieu, et celle d'une liberté huma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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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완전히 준비된 무한한 수단들이 없겠는가?”201)라고 되물으면서, ‘ 원한 장
인’ 같은 신에게는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온갖 수단이 
구비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비록 인간들이 숱한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세상
에 악이 만연하더라도, 신에게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인간으로 하여금 불
행한 삶으로부터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
다는 것이다.  

『소프로니메와 아델로스』에서, 소포르니메의 주장에서 나타나듯이202),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볼테르
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보는 그대로의 우주를 정돈한 현명하고 강한 
지고의 권능이 자연 속에 있음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연 
전체는 항구적인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또한 모든 천체가 원한 수학 법
칙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이 법칙의 제정자이자 우주를 창조하고 설계
한 ‘ 원한 기하학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주를 가득 
채우는 무한한 삼라만상 중 이 원한 법칙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존재도 
없으며,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이 법칙을 따르듯이, 모든 천체도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악의 근원이 인간 자신에게 
있으며 인간이 자행하는 수많은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세상이 더욱 황폐해짐으로써, 인간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곳으
로 세상이 변해갈 때, 인간은 불안해하고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볼테르는 신은 필연적으로 정의로울 수밖에 없으므로, 신이 이 불행한 삶으로
부터 더 나은 삶으로 인간을 옮겨가게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인간의 선행에 보답하는 존재이자 악행을 징벌하는 존재로서의 신
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인류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세상에서의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악과 

인간적인 악을 제시하고, 이 두 종류의 악이 뒤섞여 일어나기도 한다는 견

해를 피력하면서, 악의 근원이 신에게 있지 않고 주로 인간에게 있음을 내

201) Poème sur le désastre de Lisbonne in Mélanges, op.cit., p. 305. 
      “L'éternel artisan n'a-t-il pas dans ses mains 
       De moyens infinis tout prêts pour ses dessein?”
202) Sophronime et Adélos in Mélanges, op.cit., p.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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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인간이 악으로 고통을 받을 때, 볼테르에게 있
어 신은 인간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채, 세상의 질서를 유지
하고 우주를 운행하는데 그치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물러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악의 문제 및 신의 개입과 관련된 볼테르의 
이러한 견해로부터 볼테르의 이신론적인 관점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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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볼테르의 이신론

Ⅱ.2.1. 신의 섭리의 질서
‘섭리주의’란 신이 인간사에 늘 개입하고, 매사에 뚜렷이 나타나는 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신앙이다. 다시 말해, 신의 능력이나 혹은 
섭리가 너무도 완전하여, 인간은 신성한 힘에 필적할 수도 없고 신의 계획 전
체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섭리주의’의 다른 측면은 신의 계획이 인간
의 모든 통제를 벗어나, 간혹 선한 사람에게 닥치는 불길한 사건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확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섭리주의’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볼테르
는 신이 과연 인간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 한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서, 불가리아 군대에 끌려간 캉디드는 탈 으로 
의심받는 행동으로 체포되어 연대의 모든 군인으로부터 서른여섯 대씩 매를 
맞는 것과 두개골에 탄알 열두 발을 한꺼번에 맞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한다. 두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캉디드는 결국 이
른바 ‘자유라는 신의 선물’ 덕분에 몽둥이찜질을 당하는 쪽을 선택한다.203) ‘자
유라는 신의 선물’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볼테르는 신이 인간의 일에 구
체적으로 개입한다는 신앙인 ‘섭리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볼테르
의 입장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는, 신이 인간의 온갖 일에 개입
하여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에 따라 인간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시행하는 것이다. 

『섭리 Providence』에서, 어떤 수녀가 동료 수녀에게 신이 자기를 눈에 띠
게 보살펴 준다고 하면서, 성모에게 드리는 기도를 아홉 번 낭송하여 자기가 
기르는 정말 사랑하는 참새가 고침을 받아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기에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옆에서 듣던 형이상학자는 신이 제정
한 법칙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우주와 자연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신의 
변함없는 법칙과 원한 힘이라고 충고하면서, 그 기도가 우주의 원한 법칙
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혼란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03)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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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기르는 참새가 예쁘기는 한데, 신이 당신의 참새를 그렇게 무척이나 돌본다
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에게는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걸 제발 생각하세요. 신은 혹
성들 한가운데 우리 지구 같은 혹성의 백만 배나 되는 태양이 놓인 16개의 혹성 및 
토성의 띠를 쉴 새 없이 운행하는 외에도, 셀 수 없는 다른 태양과 혹성과 유성을 
운행해야 하지요. 신의 변함없는 법칙과 원한 힘은 자연 전체를 움직이게 해요. 
모든 것은 어떠한 고리 하나도 제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한히 긴 사슬에 의
해 신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모에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 수녀님의 참새가 살
아야 할 기간보다 한 순간이라도 더 살게 되었다면, 이 기도는 ‘위대한 존재’에 의해 

원히 세워진 모든 법칙을 위배했을 것이고, 당신은 우주를 혼란시켰을 것이며, 당
신에게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신과 새로운 사물의 질서가 필요했을 겁니다.204)

수녀에게 이런 지적을 하고나서, 형이상학자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나
오듯이,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원히 쏟아져 나오는 보편적인 신을 믿는 것
이지, 특별한 신이 당신의 참새나 혹은 고양이를 위해 세상의 운행질서를 변화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205) 형이상학자의 말을 통해, 신이 세상
의 온갖 일에 세세히 개입하거나 신의 섭리를 통해 세상사가 일일이 정해지거
나 향을 받을 수 없다는 볼테르의 견해가 뚜렷이 나타난다. 

『리스본 참상에 관한 시』는 볼테르가 1755년 11월 스페인에서 일어난 약 3만 
명의 희생자를 낸 근대사에서 가장 격렬한 지진 중 하나인 리스본 지진의 참상을 
접하고서 지은 시이다. 볼테르는 리스본 지진의 끔찍한 광경을 묘사하는 이 시를 
통해, 이 참사가 신의 결정과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즉, 지
204) Providence in Mélanges, op.cit., p. 1359. “Mais je ne crois pas que Dieu 

s'occupe beaucoup de votre moineau, tout joli qu'il est : songez, je vous prie, qu'il 
a d'autres affaires. Il faut qu'il dirige continuellement le cours de seize planètes de 
l'anneau de Saturne, au centre desquels il a placé le soleil, qui est aussi gros qu'un 
million de nos terres. Il des millionsde de milliards d'autres soleils, de planètes et 
de comètes à gouverner; ses lois immuables et son concours éternel font mouvoir 
la nature entière; tout est lié à sont trône par une chaîne infinie dont aucun 
anneau ne peut jamais être hors de sa place. Si des Ave Maria avaient fait vivre 
le moineau de soeur Fessus un instant de plus qu'il ne devait vivre, ces Ave Maria 
auraient violé toutes les lois posées de toutes éternité par le grand Être; vous 
auriez dérangé l'univers; il vous aurait fallu un nouveau monde, un nouveau Dieu, 
un nouveau ordre de choses.”

205) Ibid., p.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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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인해 초래된 끔찍한 폐허와 처참한 잔해 및 사람들이 받는 극심한 고통이, 
인간이 죄를 저지른 결과로 나타나는 신의 징벌도 결코 아닐 뿐더러, 자유롭고 선
한 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원한 법칙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 불행한 중생이여! 오! 비참한 땅이여! 
  오! 온갖 중생이 끔찍이 모여 있구나! 
  쓸데없는 고통이 원히 지속되는구나!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철학자여, 
  달려와서 끔찍한 폐허와 잔해와 불쌍한 유골을 보라. 
  아래위로 포개진 여자와 아이를 보라. 
  파괴된 대리석 아래 널려 있는 사지四肢를 보라. 
  땅이 집어 삼킨 수많은 불행한 사람은, 
  피 흘리고 찢긴 채 아직도 꿈틀거린다. 
  지붕 아래 파묻혀 고통의 공포 속에서, 
  아무 도움 없이 비참한 날을 마감하는구나! 
  잦아드는 목소리로 겨우 지르는 비명을 듣고도, 
  연기를 내뿜는 유골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자유롭고 선한 신의 선택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원한 법칙의 결과이다.” 라고 하

겠는가? 
  산더미 같은 희생자를 보고서 신이 징벌한 것이라고, 
  그들의 죽음이 죄의 대가라 하겠는가? 
  엄마의 품속에서 으스러지고 피 흘리는 아이들이, 
  무슨 죄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206) 
206) Poème sur le désastre de Lisbonne, op.cit., p. 304. 
  “O malheureux mortels! ô terre déplorable! 
  O de tous les mortels assemblage effroyable! 
  D'inutiles douleurs éternel entretien! 
  Philosophes trompés qui criez, ≪Tout est bien≫; 
  Accourez, contemplez ces ruines affreuses, 
  Ces débris, ces lambeaux, ces cendres malheureuses,
  Sous ces marbres rompus ces membres dispersés ;
  Cent mille infortunés que la terre dévore,
  Qui, sanglants, déchirés, et palpitants encore,
  Enterrés sous leurs toits, terminent sans sec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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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세상 돌아가는 대로』에서, 볼테르는 신의 ‘섭리’에 의해 인간사
가 결정되거나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뚜렷이 드러내면서, 신이 인간
사에 직접 개입하여 인간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정령 중 하나인 이투리엘은 바북에게 페르세폴리스를 
벌할지 혹은 멸망시킬지 결정하려고 정령들의 회의가 열렸으니, 그 도시로 가
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와 충실히 보고하라고 명령한다. 보고에 의거하여 
도시를 바로잡을지 혹은 없애버릴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207) 명령에 따라 페
르세폴리스를 향해 출발한 바북은 페르시아 군대와 인도 군대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전투의 참상과 병사들의 짐승 같은 행동과 방치된 부상자를 보고서, 페
르세폴리스가 당연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북은 이후에 평화
가 찾아오자 마음이 변해, 페르세폴리스가 결코 멸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
긴다.208) 페르세폴리스에서 바북은 신을 숭배하는 장소인 어떤 사원에서 사람
들이 시체를 사원 안으로 옮겨 와 바닥의 열린 틈으로 시체를 집어 던져 묻는 
것을 보고 놀라서, 천사들이 사악한 도시 페르세폴리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은 그렇게 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으니 신이 행하는 대
로 내버려 두자고 결심한다.209) 그러나 페르세폴리스가 아름답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전쟁에 승리한 자뿐 아니라 부상당한 병사도 신에게 감사를 올리는 것
을 보고서, 또한 깨끗이 정돈된 집과 여주인의 매력과 식사에 초대된 점잖은 
  Dans l'horreur du tourment leurs lamentables jours!
  Aux cris demi-formés de leurs voix expirantes,
  Au spectacle effrayan de leurs cendres fumantes,
  Direz-vous : ≪C'est l'effet des éternelles lois
  Qui d'un Dieu libre et bon nécessitent le choix?≫
  Direz-vous, en voyant ce amas de victimes :
  ≪Dieu s'est vengé, leur mort est le prix de leurs crimes?≫
  Quel crime, quelle faute ont commis ces enfants
  Sur le sein maternel écrasés et sanglants?”
207) Le Monde comme il va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9.  
208) Ibid., pp. 39-41.  
209) Ibid.,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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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과 맛있는 식사를 대하고서, 바북은 이투리엘이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를 
파괴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210) 그렇지만 
바북은 성적으로 문란한 장면을 목격하고 거기서 본 것이 페르페폴리스의 거
의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되면서, 이런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는 
단정을 내린다.211) 또한 바북은 수도원을 방문하다 만난 사제들에게서 광기와 
야심과 탐욕을 발견하고서, 이투리엘이 이 같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
연하다고 판단한다.212) 그리고 바북은 지식인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하지
만 지식인들의 기생충 같은 태도와 서로 간의 시샘과 반목을 보고 실망하여, 
이 해충 같은 사람들이 파멸을 당하더라도 큰 불행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
다.213) 하지만 바북은 기생충 같은 무리와 전혀 다른 지식인들을 소개받아 아
주 유익하고 미덕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투리엘이 이와 같은 사람들
을 건드린다면 너무 무자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214) 

이와 같이, 페르세폴리스의 상황과 풍속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을지 자신
이 없는 바북은, 악습 속에서도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 일이 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페르세폴리스가 징벌을 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투리엘에게 다음 
같이 보고하기로 작정한다. 즉, 온갖 금속과 흙과 보석과 쓸모없는 돌로 된 작
은 입상을 만들어 이투리엘에게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것이 금과 다이아몬드
만이 아니라고 해서 당신은 이 입상을 부술 거냐고 묻는다. 이에 이투리엘은 
페르세폴리스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겠으며,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마음먹는다.215) 나브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친 악습과 세련된 자
질이 뒤섞여 있는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가 지닌 이중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이중성이야 말로 그 도시가 신의 의해 징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210) Ibid., pp. 42-43.  
211) Ibid., pp. 43-44.    
212) Ibid., pp. 47-48.    
213) Ibid., pp. 48-49.    
214) Ibid., pp. 49-50.   
215)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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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북은 도덕 검열의 임무를 띠고 페르페폴리스를 판단하러 간다. 그의 인상은 아주 
뒤섞여 있다. 도시의 폭력, 이중성, 퇴폐, 파괴성향이 있으나, 그는 도시의 문명과 예
절을 고려하여 그 도시에 은혜를 베푼다. 그가 이투리엘에게 제시하는 상징적인 입
상처럼, 거친 악습과 세련된 자질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은 그에게 해명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 입상은 온갖 금속과 흙과 보석과 쓸모없는 돌로 이루어져 있다. 바
북은 “모든 것이 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입상을 당신은 부수
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이투리엘은 몇 마디 말로도 알아듣는다. 이투리엘은 페르세
폴리스를 바로잡을 마음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두기
로 결심한다. 이투리엘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좋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그만하면 
괜찮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216)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북은 페르세폴리스와 관련된 새로운 상황을 접할 때

마다, 페르세폴리스와 인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시로 바꾼다. 이 때문에, 
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죄악인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삶을 유지하는 한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북이 취하는 태도이다. 인간의 죄가 신에게 불경스
러운 것이 되어 멸망을 자초하더라도, ‘섭리’라는 이름으로 신이 인간사에 개입
하여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선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은 받아 들일만 하다는 이유에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
버려 두는 것이 결국 신이 취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 볼테르가 주장하는 바
이다. 결국, 볼테르가 생각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은 섭리에 따라 인간이 예견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인간사를 좌우하거나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세상의 질서 유지 및 인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
의의 수호자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원죄’와 ‘숙명’을 따를 수밖에 
216) Raymond Naves, Voltaire l'homme et l'œuvre, op.cit., p. 152. Babouc vient juger 

Persépolis en inspecteur général des moeurs ; ses impressions sont mêlées ; les 
violences, la duplicité, la corruption, l'inclination à la destruction de la ville, mais il 
lui fait grâce en faveur de sa civilisation et de sa politesse ; ce mélange de vices 
grossiers et de qulités raffinées lui paraît indissoluble, comme la statue symbolique 
qu'il présente à Ituriel : composée de tous les métaux, des terres et des pierres 
les plus précieuses et les plus viles... Casserez-vous, dit-il, cette jolie statue, 
parc que tout n'est pas or et diamants? Ituriel entendit à demi-mot ; il résolut de 
ne pas même songer à corriger Persépolis, et de laisser aller le monde comme il 
va ; car, dit-il, si tout n'est pas bien, tout est pas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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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인간을 강조하는 얀센주의를 이렇게 극렬히 비판한다. 

  왜 우리의 존재에 대해 혐오감을 품게 하는 걸까?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세계를 감옥처
럼, 모든 사람을 곧 처형할 죄인처럼 보는 것은 광신자의 견해이다. 세상이 
사람들이 쾌락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열락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향락
적인 사람의 몽상이다. 땅과 인간과 동물이 ‘섭리의 질서’ 속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견해이다.217)

나브에 따르면, 볼테르는 인간이 이해하는 지적 범주에 따라 인간을 위해 특
별한 행위를 통해 개입하는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볼테르가 여
기서는 “인간이 섭리의 질서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의 섭리를 암시하
지만, 그는 세상의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기원으로서 섭리를 인정한다. 
즉, ‘섭리의 질서’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고,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이며, 인간 운명의 여건으로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삶이 그 속에서 체험되는 ‘섭리의 질서’를 운명
이라고 여기고 솔직히 받아들인다는 조건에서, 인간의 삶은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218) 이와 아울러, 나브는 볼테르의 사고 토대에는 깊은 체념이 존재한
다고 밝히면서, 그저 살 만한 세상에서 적응된 존재로서 볼테르가 생각하는 인
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체념은 우리 인간이 그것이 무엇이든 자연 법칙을 바꿀 수 없다
는 무능력을 통해 정당화된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창조력을 발휘하는 인간 본래의 

역에서 다른 임무가 우리 인간을 기다릴 때, 효과 없는 항의나 혹은 한없는 추구
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 그는 인간의 삶을 검토

217)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 110. “Pourquoi nous faire 
horreur de notre être ? Notre existence n'est point si malheureuse qu'on veut 
nous le faire accroire. Regarder l'univers comme un cachot, et tous les hommes 
comme des criminels qu'on va exécuter, est l'idée d'un fanatique. Croire que le 
monde est un lieu de délices où l'on ne doit avoir que du plaisir, c'est la rêverie 
d'un sybarite. Penser que la terre, les hommes et les animaux sont ce qu'ils 
doivent être dans l'ordre de la Providence est, je crois, d'un homme sage.”

218) Raymond Naves, Voltaire l'homme et l'œuvre, op.cit.,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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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서 인간의 본성을 검토했다. 여기서 여전히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나친 
해석들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처럼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지
도 않고, 어떤 ‘광신자들’처럼 단지 ‘원죄’ 이론을 통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단지 인간은 그저 살 만한 세상에 적응된 존재이며, 인간 자신은 그
만하면 괜찮은 존재이다.219) 

물론, 볼테르는 신이 모든 세상사에 개입하여 신의 뜻이나 결정에 따라 인간
이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일이 좌우되거나 정해진다고 인정하
는 무기력한 태도에 맞설 뿐 아니라, 신의 능력과 섭리가 너무 완전하여 인간
은 이 능력과 섭리에 맞설 수 없다고 체념하는 자세에 반대한다. 즉, 인간은 
신의 뜻과 능력과 섭리에 굴복하여 거기에 휘둘리거나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섭리의 질서’라는 표현을 통해 어떤 면에서는 신의 섭
리를 암시하고 인정하는 듯이 보이더라도, 이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근원으로서의 섭리를 나타낸다. 결국, 그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돌아가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면서, 근본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고 여겨지는 존재 자체로
서의 인간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야 말로 볼테르가 지닌 사고 토대의 한 축을 
이룬다.

이와 같이,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볼테르에게, 신은 인간사에 직접 개입
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에 따라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해야 한다. 하지만 볼테르는 언급하는 ‘섭리의 질서’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이며, 인간이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인간의 삶이 
219) Ibid., pp. 153-155. “Et cette résignation se justifie à ses yeux par 

l'impuissance où nous sommes de modifier en quoi que ce soit les lois naturelles. 
A quoi bon nous épuiser à des protestation inefficaces ou à des recherches sans 
fin, quand d'autres tà̂ches nous attendent, dans le domaine proprement humain où 
nos gestes sont créateur ? (…) Après avoir pesé la vie, il a pesé la nature de 
l'homme ; et ici encore il a réussi contre les interprétations excessives. Il ne voit 
l'homme ni foncièrement bon, comme Jean Jacques, ni foncièrement mauvais, ne 
serait-ce que par la théorie du péché originel, comme certain ≪fanatiques≫.  
L'homme est simplement l'être adapté à un monde passable ; il est passable 
lui-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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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 체험되는 ‘섭리의 질서’를 인간 운명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솔직히 받
아들여야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피력한다. 그 뿐 아니라, 볼테르에게 있어 신
은 인간과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단지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인 동
시에,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일 따름이다. 
결국, 신의 섭리에 대한 볼테르의 이런 자세는 볼테르 자신이 내세우는 ‘절대자’로
서의 신의 개념과 자신의 이신론을 정립하는 데 그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Ⅱ.2.2. 볼테르 이신론의 형성 배경
볼테르의 이신론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17세기와 18세기에 나

온 여러 프랑스 사전에 등재된 ‘이신론 le déisme’이나 ‘이신론자 le 
déiste’라는 항목을 통해, 당시 통용되던 이신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
려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1690년에 나온 퓌르티에르
Furetière 사전에는 ‘déisme’이라는 항목이 없고 ‘déiste’라는 항목만 있는
데, 이 사전에서 ‘déiste’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신에게 어떤 
외적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고서 단지 신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사람”220)으
로 정의된다. 1694년에 처음 나온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에서는 1762년 
판에서부터 ‘déisme’이라는 항목이 등재되는데, ‘déisme’은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을 갖지 않은 동시에 모든 종류의 계시를 거부하면서 단지 지고의 
존재만을 믿는 사람들의 체계”221)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아카데미 프랑세
즈 사전 1798년 판에서는, ‘déisme’이 “모든 종류의 계시를 거부하면서 신
의 존재만을 믿는 사람들의 체계”222)라고 다르게 정의된다. 1771년에 나

220) Antoine Furetière, Dictionnaire universel, Chez Arnoud & Reinier Leers, p. 

592, 1760. “Homme qui n'a point de Religion particuliere, mais qui reconnoist 

seulement un Dieu, sans luy rendre aucun culte exterieur.”

221) Académie français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oise [Édition de 1762],  
Vve B. Brunet, 1762, p. 488. “Système de ceux qui n'ayant aucun culte particulier, 
& rejetant toute sorte de révélation, croient seulement un souverain Être”

222) Académie français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Édition de 1798], F. 
Didot, 1798 p. 492. “Système de ceux qui, rejetant toute sorte de révélation, 
croient seulement l'existence de 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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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트레부Trévoux 사전의 ‘déiste’ 항목에도 거의 비슷한 정의가 나오지만, 
“이신론자들은 가장 확실한 것은 자연의 단순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동의로 인정된 유일한 진리인 유일한 신에 대한 믿음으로 되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23)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또한 이 사전
의 ‘déisme’ 항목에는 “모든 종교에 있어 신이 있다고 믿는 동시에 자연법
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교리”224)라는 정의가 덧붙여져 있다. 
1788-1789년에 나온 페로Féraud의 사전에는, ‘déisme’과 ‘déiste’를 
‘DÉISME, DÉISTE’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이신론은 어떤 계시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지고의 존재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체계이고, 이신론
자는 이런 체계를 따르거나 혹은 따르기를 갈구하는 남자나 혹은 여자이
다.”라고 정의한다.225)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주도로 1765년에 완간된 『백
과전서』에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déistes’라는 항목에는 이신론자가 이
렇게 정의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성령을 신의 단순한 속성으로 간주
하면서 성부인 신만을 인정하는 16세기의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
은 새로운 아리우스주의 이단자들에게 부여된 이름이다. 오늘날 그들은 소치니
주의자들 혹은 유니테리언 교도들이라고 불린다. 국에서는 자유롭게 사고하는 
사람들, 곧 ‘자유사상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종파 혹은 소위 ‘무신앙자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어떤 종교 형태나 혹은 특별한 종교 체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223) Antoine Furetière, Dictionnaire universel françois et latin : vulgairement appelé 
dictionnaire de Trévoux, Par la Compagnie des libraires associés, 1771, p.186. “Les 
Déistes soutiennent que le plus certain est d'en revenir à la simplicité de la 
nature, & à la créance d'un Dieu unique, qui est la seule vérité reconnue du 
consentement de tous les hommes”

224) Antoine Furetière, Dictionnaire universel françois et latin : vulgairement appelé 
dictionnaire de Trévoux, Par la Compagnie des libraires associés, 1771, p.186. 
“Doctrine de ceux qui, pour toute Religion, croient qu'il y a un Dieu, & se bornent 
à suivre la loi naturelle.”

225) Jean-François Féraud, Dictionnaire cri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Chez Jean 

Mossy Pere et Fils, 1987-1988, p. 701. “Le Déisme est le systême de ceux, qui, 
n'admettant aucune révélation, croient seulement un Dieu, un Souverain Être. Le 
Déiste est celui ou celle, qui suit, ou qui affecte de suivre ce Systê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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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에게 어떤 종교의식이나 외적인 경배를 드리지 않고서 신의 존재를 인
정하는데 만족하는 것이다. 그들은 막연하고 근거 없는 증거만이 제시되는 종교
의 다양성과 수많은 계시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좋고 확실한 해결책은 모든 민
족으로부터 인정된 자연의 단순함과 신에 대한 믿음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들은 사고하고 추론하는 자유가 ‘계시 종교’의 속박 아래에서 억압당한
다고 불평한다. 또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들을 반드시 믿도록 강요하
는 ‘계시 종교’에 의해 정신이 고통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이 명백히 구상해내는 것만을 인정하거나 혹은 믿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신론자들’이라는 이름은 다음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특히 부여된다. 
즉, 그들은 무신론자도 기독교도도 아닌 사람들이고, 완전히 종교가 없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계시를 순수한 허구로서 거부하고, 자신들이 
자연적인 빛을 통해서만 인정하는 것만을 믿으며, 신, 섭리, 내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징벌 같이 모든 종교에서 신봉되는 것만을 믿는다. 신
을 경배해야 하고, 이성의 빛과 양심의 목소리에 의해 알려진 신의 뜻을 가능한 
한 완벽하게 성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각자는 자신의 양심이 명
령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의도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226)  

226) Diderot et d'Alembert, Encyclopédie de Diderot et d'Alembert, TomeⅠ, Chez 
Pellet, 1751, p. 773. “nom qu'on a d'abord donné aux Anti-trinitaires ou nouveaux 
Ariens hérétiques du seizieme siecle, qui n'admettoient d'autre Dieu que Dieu le 
pere, regardant J. C. comme un pur homme, & le S. Esprit comme un simple 
attribut de la divinité. On les appelle aujourd'hui Sociniens ou Unitaires. une secte 
ou sorte de prétendus esprits forts, connus en Angleterre sous le nom de 
free-thinkers, gens qui pensent librement, dont le caractere est de ne point 
professer de forme ou de système particulier de religion, mais de se contenter de 
reconnoître l'existence d'un Dieu, sans lui rendre aucun culte ni hommage extérieur. 
Ils prétendent que vû la multiplicité des religions & le grand nombre de 
révélations, dont on ne donne, disent-ils, que des preuves générales & sans 
fondement, le parti le meilleur & le plus sûr, c'est de se renfermer dans la 
simplicité de la nature & la croyance d'un Dieu, qui est une vérité reconnue de 
toutes les nations. Ils se plaignent de ce que la liberté de penser & de raisonner 
est opprimée sous le joug de la religion révelée; que les esprits souffrent & sont 
tyrannisés par la nécessité qu'elle impose de croire des mysteres inconcevables, & 
ils soûtiennent qu'on ne doit admettre ou croire que ce que la raison conçoit 
clairement. Le nom de Déistes est donné sur-tout à ces sortes de personnes qui 
n'étant ni athées ni chrétiennes, ne sont point absolument sans religion, mais qui 
rejettent toute révélation comme une pure fiction, & ne croyent que ce qu'ils 
reconnoissent par les lumières naturelles, & que ce qui est crû dans toute religion, 
un Dieu, une providence, une vie future, des récompenses & des châtimens p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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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당시 여러 사전에 등재된 ‘déisme’이나 ‘déiste(s)’라는 항목

에 나온 ‘이신론’이나 ‘이신론자’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신론’의 
특징을 다음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의 존재만을 인정하
고, 지고의 존재만을 믿는다. 둘째,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이 없고, 모든 종
류의 계시를 거부한다. 셋째, 자연의 단순함으로 되돌아오고, 자연법을 따
르며, 이성을 신뢰한다. 넷째,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인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계시’를 빼 버린 이신론은 ‘자연 종교’, ‘자연 신학’이
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이다. ‘자연 종교’란 계시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
여 전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고났거나 이성을 사용하여 얻
을 수 있는 지식 체계이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의 증
가, 독단과 불관용의 초래한 계시 종교에 대한 불신, 질서정연한 우주의 
합리적 건축자로서의 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확산된다. 자연의 법칙과 
‘자연법’은 계시의 빛이 아니라 이성의 빛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신론자들은 계시, 예언, 초자연적인 힘, 기적 등을 믿지 않으며, 
우주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 사회도 ‘자연법’에 따라 움직
인다고 믿는다.227) 

이신론은 국에서 1690년과 1740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는데, ‘이신론
의 아버지’라는 평을 받고 있는 처버리의 허버트Herbert of cherbury, 존 
로크John Locke와 논쟁한 존 톨런드John Toland, ‘이신론의 바이블’로 평
가받는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 Christianity as Old as the Creation』
를 쓴 매튜 틴들Matthew Tindal 등이 국 이신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다. 허버트의 이신론은 계시 종교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는데, 허버트는 
보편 종교에 필요한 다섯 가지의 공통 개념을 제시한다. 즉, 최고의 신이 

les bons & pour les méchans; qu'il faut honorer Dieu & accomplir sa volonté 
connue par les lumières de la raison & la voix de la conscience, le plus 
parfaitement qu'il est possible, mais que du reste chacun peut vivre à son gré, & 
suivant ce que lui dicte sa conscience.”

227) 김응종, 『서양사 개념어 사전』, 살림, 2008,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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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최고의 신은 숭배되어야 하며, 덕과 경건함의 결합이 가장 중요
한 종교 실천이고, 참회를 통해 악함을 속죄해야 하며, 내세에 상벌이 있
다는 것이다. 허버트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공통 개념은 보편 교회의 토대
가 되는 교리로서, 인류가 교활한 사제들의 꼬임에 빠지기 전에 지녔던 순
수한 ‘자연 종교’의 교리이다. 허버트에게 신은 만물의 끝이자 원인이고, 
만물의 수단이며, 성스럽고, 원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현명하고, 무한하
고, 전능하고,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러한 속성을 지닌 신은 반드시 기독교
의 신을 가리키지는 않으며, 허버트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
는다. 허버트는 계시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계시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을 이성에 둘 뿐만 아니라, 계시를 믿음의 역으로 분류한다.228)

톨런드는 로크와 동시대인으로 로크를 비판하면서 이신론 논쟁을 일으키
므로, 톨런드에 앞서 로크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로크에 의하면, 신은 
애초에 인간에게 ‘자연 종교’를 부여하는데, 그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
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자연 
종교’를 말하는 것이므로, 현실의 기독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연 
종교’와 현실의 기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사제들의 미
신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 사제들
에 의해 왜곡된 미신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 ‘자연 종교’ 상태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로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을 초월한 것으로 본 삼
위일체, 성육신, 원죄와 같은 교리는 이성에 어긋난다며 참된 계시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229) 로크는 ‘이성 위에 있는 것’과 ‘이성에 반하는 것’
을 구분하여, ‘이성에 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성 위에 있는 
것’, 즉 참된 계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로크가 이렇게 타협적인 
자세로 이성과 신앙을 양립시키면서 계시를 받아들여 기독교를 구하려고 
애쓴 반면, 톨런드는 계시를 배척하여 기독교를 전복시키려 한다. 톨런드
는 로크의 이성주의를 철저하게 고 나가면서, 로크가 ‘이성 위의 있는 
것’으로 타협한 ‘계시’의 존재를 공격한다. 톨런드는 로크에 반대하는 입장
228) 김응종, 『관용의 역사』, 푸른역사, 2014, pp. 341-344.
229) 김응종, 「이신론과 관용」, art.cit., pp.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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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현실의 기독교가 미신과 신비로 가득 
찬 반면 애초의 기독교는 신비스럽지 않은 합리적인 ‘자연 종교’라는 인식
을 공유한다.230) 

틴들에게 있어 신은 완전하며, 완전하기 때문에 불변이다. 완전한 신이 
수행한 ‘창조’는 완전한 작업이므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다. 신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베풀어 준 종교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완전한 종교
이며, 태초의 종교가 바로 ‘자연 종교’이다. 이와 같이, 창조 시에 만들어진 
‘자연 종교’와 기독교가 동일하다면, 완전한 ‘자연 종교’에서 벗어난 불완전
한 현실의 기독교는 본래의 기독교가 아니다. 완전한 신은 창조 시에 인간
에게 완전한 ‘자연 종교’를 부여하면서 인간이 ‘자연 종교’를 완전하게 이
해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자연 종교’는 완전
한 신을 믿는 것이고, 이성으로 이해한 신의 완전함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깨달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따라
서 인간이 무엇을 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 종교’를 믿는 인
간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세의 구원을 위해 현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신의 창조 목적이다. 
인간이 신에게 줄 것은 없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231)  

허버트, 톨런드, 틴들이라는 세 명의 대표적인 이신론자를 통해 살펴본 
국의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하거나 이성에 어긋나는 신비나 계시
는 거부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독교는 ‘자연 종교’, 즉 진정한 기독
교가 변질된 미신에 불과하므로 역시 거부된다. 이신론의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신론은 비록 종교
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이렇게 되면 종교라기보다는 도덕에 가깝다.232)  

랑송에 따르면, 프랑스의 이신론은 17세기 말에 가서 당시 출간된 여러 책

230) 김응종, 『관용의 역사』, op.cit., pp. 347-348.
231) Ibid, pp. 348-350.
232) 김응종, 「이신론과 관용」, art.cit.,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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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언되기 시작하고, 국으로부터 로크의 사상과 이신론도 프랑스에 스며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랑스 내부에서의 이와 관련된 철학과 신
학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랑송은 볼테르가 취하는 이신론적인 태도의 배경
이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이신론에 대해, 퐁트넬과 피에르 벨Pierre Bayle의 사
상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즉, 퐁트넬과 벨은 프랑스 교회의 교리와 로마 가톨
릭 신학에 맞서, 합리적 방법, 과학 원리, 철학적 이성, 자유로운 비판 정신을 
통해, 당시 프랑스에서 이신론을 전파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다.233) 랑
송은 “특히 두 사람이 ‘무종교 le libertinage’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만들었다
.”234)라고 하면서, 우선 퐁트넬의 사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퐁트넬은 스피노자와 말브랑슈가 몰두한 형이상학이 완화된 합리적 방법을 보급했
다. 그는 명확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이성이란 의심하는 것이고 믿기 전에 보는 것
임을 되풀이 했으며,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는 진리의 추론대상이 아님을 되풀이 했
다. 그는 고대인의 신탁이 악마에 의해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애써 입증했다. 이
교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그의 설명은 사제들의 협잡과 민중의 맹신을 통해 저절
로 기독교의 초자연적 존재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그는 새로운 천문학, 곧 코페르니
쿠스와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의 천문학을 사교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사람
들의 정신 속에서 ‘신의 섭리’라는 개념을 ‘역학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교묘하게 슬
며시 대체했다. 또한 그는 거기서 가장 높은 곳이 원한 신의 불변의 거처인 고대
의 천상 세계를, 성스러운 역사 이야기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무수한 세상으로 가
득 찬 무한한 공간이라는 놀라운 표현으로 교묘하게 슬며시 대체했다.235) 

233)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p. 27-28. 

234) Ibid., p. 28. “Deux hommes surtout firent du libertinage une philosophie.”
235) Ibid., p. 28. “Fontenelle vulgarisaient la méthode cartésienne, allégée de la 

métaphisique où s'enfonçaient Spinoza et Malebranche. Il répétait en formules 
claires et fines que la raison consiste à douter, et à voir avant de croire, et que le 
désir ni le besoin de l'homme ne sont arguments de vérité. Il se donnait la peine 
de démontrer que les oracles des anciens n'étaient point rendus par des des 
démons, et son explication du surnaturel païen, par le fourberie des prêtres et la 
crédulité des peuples, s'étendait comme d'elle-même au surnaturel chrétien. Il 
enseignait aux gens du monde l'astronomie nouvelle, celle de Copernie, de Galilée 
et de Descartes ; il substituait délicatement, sans tapage, dans leurs esprits la 
notion des lois de la mécanique à l'idée de la Providence, et aux antiques cieux 
dont le plus haut est le séjour immobile de l'éternelle divinité, une représentation 
prodigieuse d'espaces infinis peuplés de mondes sans nombre qui n'était gu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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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퐁트넬은 기독교에서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런 존재를 무턱대고 신봉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사제들의 협잡
과 민중들의 맹신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런 태도
를 합리적 방법과 이성을 통해 배격하려고 애쓴다. 특히, 그는 당시 사람들의 
정신 속에 뿌리 내린 ‘신의 섭리’라는 개념, 곧 신이 인간사에 일일이 개입하여 
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룬다는 ‘신의 섭리’라는 개념도 ‘역학 법칙’ 개념 
같은 과학 원리로 대체한다.236) 다음으로, 랑송은 “벨이 도덕을 종교로부터 벗
어나게 했고, (…) 신앙심과 관련된 제약과 권위를 배격했다.”237)라고 하면서, 
벨의 사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침착하게 가장 절대적인 정신의 독립을 실행했고, 자유로

운 비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비판은 어떤 역도 유보하지 않고, 왕권의 신비
나 종교의 신비 같은 온갖 신비를 이성의 검토 대상으로 놓는다. 종교의 신비와 관
련하여, 그는 사교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교리에 맞서 상식과 논리라는 무기
와는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게 한다. 그는 개신교 신학이라는 엄청난 무기
를 철학적 이성을 위해 활용한다. 그는 로마 가톨릭 신학에 충격을 주는 문헌학적이
고 역사적인 온갖 난제를 개신교 신학에 알려준다.238)
    
이와 같이, 벨은 도덕을 종교에서 분리시키고, 신앙과 연관되어 인간을 제약

compatible avec les récits de l'histoire sainte.”
236) “이신론의 신은 기독교의 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 으나, 기

독교의 신과 달리 기적을 일으키며 세상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신론의 세계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김응종, 「이신론과 관용」, art.cit., p. 233. 

237) Gustave Lanson, Voltaire, op.cit., p. 29. “Bayle affranchissait la morale de la 
religion, (…) rejetait la contrainte et l'autorité en matière de croyance.”

238) Ibid., p. 29. “Il exerçait avec sérénité, sans fanfaronnade, la plus absolue 
indépendance d'esprit, et donnait l'exemple de la libre critique qui ne connaît pas 
de domaine réservé et qui soumet à l'examen de la raison tous les mystères, celui 
de la religion comme celui de la royauté. Le premier, il habitua les gens du monde 
à employer contre les dogmes de l'Eglise d'autres armes que celles du bon sens et 
de la logique. Il mit au service de la raison philosophique l'immense arsenal de la 
théologie protestante ; il lui apprit toutes les difficultés philologiques et historiques 
qui choquent la théologie rom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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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소 및 신앙에서 비롯되는 권위적 자세를 배격할 뿐 아니라, 어떤 역
에서든 자유로운 비판을 가한다. 특히, 그는 종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종교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적 요소를, 이성을 통해 실체를 검증하며 파악하려
고 시도한다.239) 따라서 18세기 초 무렵 프랑스에는 귀족층과 상류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이신론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론을 반대하면서 
무신론자들의 모임에 전혀 끼지 않던 볼테르에게 형성된 이신론도, 이 계층들
의 이신론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40) 

하지만 무신론자들에 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던 다른 이신론자들과 
달리, 볼테르는 자신의 이신론적인 사상을 열정적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작
품들을 통해 ‘무시무시하고 가혹한 신’과 ‘냉혹한 사제들’에 대한 반발과 비판
을 드러내기 시작할 뿐 아니라, 이신론의 기초를 다지고 이신론을 정당화한다. 
볼테르는 퀘이커Quaker 종교에 대해 알게 되고, 틴들이나 로크의 저서들을 
읽으며, 뉴턴 이론의 전문가인 새뮤얼 클라크Samuel Clark와 편지도 주고
받게 된다. 이런 지적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볼테르는 한편으로는 종
교들을 연구하여 이신론의 역사적 기초를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이상
적 탐구를 통하여 이신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킨다. 그리고 그는 파스칼 
또는 얀센주의자들의 고뇌와 두려움에 찬 종교관에다, 지고의 존재의 권위 
위에 세워진 질서정연한 세계라는 낙관적 신관을 대비시킨다.241) 

더욱이, 볼테르는 무신론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인간의 미덕을 보상하고 
인간의 죄를 징벌하는 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종교적 광신에 맞
서 투쟁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친다. 포모는 
젊은 시절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이신론자로서 볼테르의 종교적 성향을 

239) “이신론은 신이 자신의 뜻을 자연과 인간 안에, 즉 자연 안에는 자연법칙으로, 인간 
안에는 도덕법칙으로 자신을 계시했다고 주장한다. 신이 이 법칙을 벗어나 이른바 기적
이나 은총 같은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계시할 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이신론은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을 통해 신의 뜻을 발
견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간주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 안에는 자연법칙과 도덕
법칙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충분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다.” 한인철, 「자연종교의 
빛에서 본 기독교: 이신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9집, p. 209.

240)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114. 
241) 이효숙, 「볼테르의 종교관과 철학동화」, art.cit.,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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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묘사한다.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 나오는 시기와 기사 로앙으로부터 몽둥이질을 당하는 시
기 사이에, 볼테르는 자신 안에 종교적 강박관념이 일찍 찾아온 것을 입증하는 
『오이디푸스』, 『라 앙리아드』, 『위라니에게 보내는 서한시 Épître à Uranie』 
같은 중요한 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글
을 쓴다. 즉, 그는 기독교도가 아니라 이신론자임을 알아야 한다.242)

그렇지만 볼테르를 ‘이신론자’로 규정하는 데는 논란이 따른다. 즉, 그는 
1752년에 나온 자신의 작품 『볼링브로크 경의 변호 Défense de milord 
Bolingbroke』에서 여전히 ‘이신론 le déisme’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후
의 글에서는 ‘유신론 le théisme’과 ‘유신론자 le théiste’라는 용어를 계속 
쓴다. 이에 대해, 포모는 “1751년의 『멜랑쥬』 이후부터 더 이상 ‘이신론’
이 아니라 ‘유신론’이라고 볼테르는 말한다. ‘유신론’이라는 단어는 더 새롭
고 더 고귀했으며, 더 명백한 확신을 지칭했다. 유신론자는 이신론자보다 
더 충실한 신앙고백을 하고,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수용한다.”243)라고 설명
한다. 결국, ‘유신론의 사도, 볼테르 Voltaire, apôtre du théisme’라는 포
모의 표현처럼, 볼테르의 필치로는 ‘유신론’과 ‘이신론’은 동의어일 수도 있
기 때문에, 볼테르에게 있어 ‘유신론’과 ‘유신론자’라는 표현을 ‘이신론’과 
‘이신론자’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244) 특히, 포모가 “볼
테르는 기독교로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가 ‘절대자’에 대해 가장 열정적으
로 이야기하는 텍스트들은 1750년 이전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디드로의 

242)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114. “Entre la sortie du collège 
et la bastonnade du chevalier de Rohan, Voltaire a produit trois œuvres importante, 
Œdipe, la Henriade, Épître à Uranie, qui attestent en lui la précocité de 
l'obssession religieuse. Déjà il écrit pour professer sa foi : il faut qu'on sache qu'il 
est déiste et non chrétien.”

243) Ibid., p. 428.  “Théisme, et non plus déisme, dit Voltaire depuis les Mélanges 
de 1751. Le mot de théisme était plus neuf et plus noble. Il désignait une 
conviction plus positive : le théiste professe un credo plus étoffé que le déiste ; il 
accepte qu'un culte soit rendu à la Divinité.” 

244) Ibid., p.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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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론이나 돌바크d'Holbach 파벌의 무신론을 거부하며, 그들에게 맞서 ‘보
답하고 징벌하는’ 신을 강조한다.”245)라고 지적하듯이, 볼테르는 디드로나 
돌바크 같은 유물론적 무신론자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자신이 ‘유신
론자’임을 확실히 드러낸다. 

포모가 “그는 ‘비열한 것’에 맞서 투쟁하는 동시에, 자신의 ‘피론주의’246)
를 강조한다. 그는 오랜 적인 파스칼을 재차 공격하지만, 그도 파스칼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자’의 무한함 앞에 굴종시키기를 좋아한다. 
1750년 이후에도 볼테르의 종교적 견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247)라고 
지적하듯이, 종교적 불관용과 광신과 박해를 가리키는 ‘비열한 것’에 대한 
그의 투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얀센주의 및 예수회 신부들
의 전횡에 맞서 그의 이신론적인 종교관이 형성된다. 

비록 볼테르의 이신론이 예수회 신부들의 전횡에 맞서 형성되기는 하지
만,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 및 볼테르의 스승이던 예수회 신부
들의 종교관을 볼테르가 이신론자가 된 이유나 동기로서 제시할 수 있다. 
예수회 학교에서 7년간 공부한 볼테르가 ‘이신론자’가 된 이유를 이 학교 
사제들의 종교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기독교를 ‘자연 종교’로 바꿔 
놓는 경향이 있었다. 예수회는 카니시우스Cansius 신부의 교리문답을 학생
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교리문답은 아주 낙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종
래의 기독교가 담고 있던 정서인 두려움과 희망 중에서 희망 쪽만 선택하
여, 성삼위일체 중 ‘성자’ 부분을 약화시키는 대신, ‘성부’ 부분을 강화하
다. ‘원죄’에 대한 내용도 단 두 줄로 축약시켜버렸고, 이 ‘원죄’마저도 세
245) Ibid., p. 21. “Voltaire ne s'est pas converti. Mais les textes où il parle avec le 

plus d'enthousiasme de l'Être Suprême sont postérieurs à 1750. Il refuse alors 
l'athéisme de Diderot et de la coterie holbachique. Il prêche contre eux le Dieu ≪
rémunérateur et vengeur≫.”

246) ‘피론주의 le pyrrhonisme’. 기원 2세기 후기 또는 3세기 초기에 섹스토스 엠피리코
스에 의해 기록되고 기원전 1세기 아이네시데모스에 의해 설립된 회의주의 학파로서, 
기원전 360년에서 270년 사이에 살았던 철학자 피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다.

247) Ibid., p. 21. “En même temps qu'il lutte contre l'infâme, il accentue son 
pyrrhonisme. Il charge à nouveau contre son vieil ennemi Pascal ; mais comme lui, 
il se plaît à humilier la raison et la science humaines devant l'immensité de l'Etre 
Suprême. Après 1750, les idées religieuses de Voltaire ne modifient gu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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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 다. 따라서 예수의 수난은 언
급되지도 않았고, 대속代贖의 신비는 그 중요성을 잃어버렸으며, ‘지옥’에 
관한 도그마도 아주 약화되어 버렸다. 준엄한 심판자 신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고, 창조주 신이나 다정한 성부로서 신의 모습만이 부각되었으며, 얀
센주의의 예정설과는 반대로 모든 죄인들에게 신의 은총을 베풀어서 모두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 놓았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회의 교리
문답은 이신론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볼테르는 이 교리문답이 이미 약
화시켜 놓은 ‘원죄’ 사상, 지옥으로의 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 등
을 부정하고, 지극히 선한 창조주 신의 종교에 머무르게 된다.248) 

이와 아울러, 당시 큰 향을 미친 기독교 호교론적인 저서인 자크 아바디
Jacques Abbadie의 『기독교 진리 개론 Traité de la vérité de la religion 
chrétienne』도 ‘자연 종교’를 지향하는 볼테르의 이신론적인 종교관 형성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49) 특히, 자우익Moulay-Badreddine Jaouik은 
볼테르에게 있어 이신론에 향을 미친 것은 이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볼테르
가 이슬람에 심취하여 이신론과 이슬람을 접근시킨 배경과 과정을 이렇게 설
명한다.

  철학자로서 볼테르는 마호메트가 전한 종교가 ‘이신론’에 대해(혹은 그가 언급하듯이 
‘유신론’에 대해) 어떤 반향을 일으킨 점을 확신한다. 더 간단히 말해, ‘이신론’은  
볼테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역과 초안을 다시 만들려고 애쓰는 ‘자연 종교’이다. 

248) 이효숙, 「볼테르의 종교관과 철학동화」, art.cit., p. 390.

249) “이 저서는 무신론자인 미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연 종교’를 주창하고, 이신론
자들이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계시들이 참된 것임
을 확증하 다. 아바디에 따르면, 태초의 인간들은 ‘이성적’이어서 신의 존재와 자연법을 
알고 있었다. 지혜로운 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저 눈을 떠서 경이로운 자연을 바
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신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러울 수밖
에 없는 만큼 이 자연법에 대항하는 무신론 또는 미신 등은 타락하고 이성이 마비된 것
을 의미하게 된다. 아바디에 따르면, 신은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한 종교를 세우도록 개
입한다. 유대교의 계시에 의해 ‘자연 종교’의 순수성으로 인간들을 이끈 다음, 기독교 계
시가 인류에게 진정한 신을 되찾으라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 논증들은 모세에 의해 
증언된 기적들을 제시함으로써 펼쳐지는데, 이런 논리 전개 방식을 통하여 아바디는 철
학적 추론에 의한 자연 종교 호교론을 성서의 증거들을 기초로 한 기독교 호교론으로 
연결시킨다.” Ibid., 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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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의 관점에서, 그는 히브리인의 신앙이 아랍인의 신앙보다 선행한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랍인의 신앙이 히브리인의 신앙보다 선행한다고 간주한다. 이 점이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슬람과 이신론을 근접시킬 수 있는 명백한 요소들
이 늘어난 것은 볼테르의 덕택이다. 이는 기독교의 토대를 무너뜨리기로 된 단순한 
철학적인 끼워 맞춤과는 다른 것이다. 볼테르는 코란을 읽으면서 자신이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다수의 전제들에 고착된다. 특히, 이슬람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하는 코란을 매개로, 새로운 신자의 원형을 구상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그에게 
제시한다.250)  

이처럼, 이슬람은 볼테르에게 있어 ‘자연 종교’로서의 이신론에 상당한 향
을 미칠 뿐 아니라, 볼테르가 이신론을 구상하고 다듬는 데 있어 코란을 매개
로 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특히, 볼테르는 이슬람과 이신론을 접근시
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철학적 이
론 정립이 아니라, 볼테르 자신이 추구하는 ‘자연 종교’의 토대와 원리를 세워 
나가면서, ‘자연 종교’에 걸맞은 신자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다.

볼테르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신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
한 채 철저하게 인간 이성의 차원에 머물며,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 이성의 힘을 믿는다. 곧 그의 종교는 ‘계시 종교’
가 아니라 ‘자연 종교’이며 이신론이다. 따라서 인간의 개인적 이성을 중시
하는 볼테르의 이신론에서의 진리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신론이 표방하는 진리의 상대주의는 그래서 광신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기독
250) Moulay-Badreddine Jaouik, “La part de l'islam dans l'élaboration du théisme 

voltairien” in Cahiers Voltaire N 〬 6, 2007, pp. 59-60. “En tant que philosophe, 
Voltaire est persuadé que la religion prêché par Mohamet offre une résonance avec 
le déisme ou théisme comme il dit, plus simplement avec la “religion naturelle” 
dont il s'efforce de reformer, en toute occasion, l'ordre et le plan. Du point de vue 
de l'histoire religieuse, il accorde aux Arabes, en matière de foi, l'antériorité qu'il 
retire aux Hébreux. Si cela ne constitue pas une nouveauté, on doit plus 
spécifiquement à Voltaire d'avoir multiplié les rapprochements explicites entre 
l'islam et le théisme. Il s'agie d'autre chose que d'un simple montage philosophique 
destiné à saper les fondements du christianisme. Lisant le Coran, Voltaire adhère à 
nombre des propositions qu'il renferme. L'islam lui fournit en outre, par la 
médiation du Coran, qui en assure les enseignements, divers éléments pour 
concevoir le prototype d'un nouveau croy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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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거부하고, 보다 자유로운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관용의 정
신과 맥을 같이 한다. 관용은 미신과 광신에 젖은 기독교에 반대하는 이신
론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자 가치인 것이다. 볼테르의 이신론은 반교권적이
고 반기독교적이만, 그렇다고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무
신론을 경계한다. 대신에 그는 새로운 종교, 곧 순수하고 신성한 종교, 독
선적이고 무용한 교리나 불합리하고 광신적인 미신의 그림자가 없는 ‘자연 
종교’를 주장한다.251)       

따라서 포모는 “그의 이신론은 ‘위장된 무신론’도 아니고, 반항하기를 두려워
했던 어떤 작가의 술책도 아니며, 무신론자가 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는 어
떤 철학자의 연약함도 아니다. 이와 같은 변조들을 통해서는, 볼테르의 이신론
이 미쳤던 향력을 그 시대에 미칠 수 없었을 것이다.”252)라고 하면서, 볼테
르에게 형성된 이신론의 배경과 특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의 이신론
은 당시 프랑스의 이신론적인 배경 속에서 가족의 얀센주의와 예수회 신부들
의 전횡과 ‘비열한 것’에 맞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루이 르그랑 학교에서의 
신앙교육 및 자신의 스승이던 예수회 신부들의 종교관, 기독교 호교론자인 
자크 아바디의 저서, 이슬람에 대한 심취 등 여러 향을 받아 형성된다. 

Ⅱ.2.3. 볼테르 이신론의 특징 
볼테르는 우주의 질서를 통해 ‘ 원한 기하학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신이 세상사에 관여하고 신에 의도에 따라 인간사가 결정되고 좌우된다
는 소위 ‘섭리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은 우주적이지만 인간 존재와 
신 사이에 매개가 없다고 간주하는 볼테르에게 있어, 신은 인간사는 물론 인간
의 예배와 종교의식에 참견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멀리 떨어진 신 le 
251) 이경래, 「계몽주의 시대와 현대 프랑스 문화 - ‘톨레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22, 2007, p. 200.
252)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p. 427. “Son théisme n'est pas 

un ≪athéisme déguisé≫, ni la ruse d'un écrivain de craindre de révolter, ni la 
faiblesse d'un philosophe qui n'aurait pas eu le courage d'être athée. De telles 
falsifications n'auraient pu, d'ailleurs, exercer sur le siècle l'action qu'exerça le 
théisme voltai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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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u éloigné’이라는 개념을 통해 볼테르의 이신론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프티
에 따르면, 그것은 자디그로 형상화되고 표현되는 편견의 부재, 경험과 이성
에 대한 예찬, 형이상학에 대한 혐오, 합리주의적 이신론 같은 볼테르가 
지닌 정신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이다.253) 

『불랭빌리예 백작의 만찬 Le Dîner du comte de Boulainbilliers』에서, 
얀센파 수도원장은 기독교를 놓고 무신론자와 스피노자 학파 사람이 합세하여 
벌이는 공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나오는 무신론자의 주장처럼 기독교가 설사 
진정한 종교도 아니고 철학에 이미 포함된 어떠한 진리도 제시하지 못한다 하
더라도, “어쨌든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254)는 수도원장의 주장을 통해, 
볼테르는 이신론적 관점이 부각된다. 즉, 그러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앨 수 없
다면, 선행과 미덕을 보상하거나 악을 징벌하는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 및 
그러한 신에 기반을 둔 종교를 인간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255) 이 작품
을 통해, 볼테르는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시키고 종교로부터 독단적인 교리
를 없애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자신의 이신론을 제시한다. 

그런데 당시, 돌바크를 중심으로 무신론적 유물론이 유포되기 시작하는데, 
돌바크는 기독교가 건강한 정치와 국가의 안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백성
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기만하고 압제하는 사제와 
연합하여 결국 자신이 사제의 노예가 되고 마는 덕망이 없고 경솔한 군주
에게만 이로울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기독교는 종교적 광신과 
무분별함과 열의로 말미암아 건실한 도덕과 올바른 이성과 개인의 행복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이성과 자연에 모순되는 것이라 공격한
다.256) 특히, 돌바크는 자신의 무신론과 유물론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자연
의 체계 Le système de la Nature』의 서문에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인간이 
단지 자연을 무시하기 때문이다.”257)라고 하면서, 이 저서를 집필한 목적은 인
253) Roger Petit, Voltaire ContesⅠ, Librairie Larousse, p. 12.
254) Le Dîner du comte de Boulainbilliers in Mélange, op.cit., p. 1299. “Raillerie à 

part, il faut une religion aux hommes.”
255)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422.
256) Paul-Henri Thiry d'Holbach, Le Christianisme dévoilé, Œuvres philosophiques, 

tomeⅠ, Alive, 1998,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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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자연으로 되돌려놓은 것이고, 인간에게 고귀한 이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며, 인간으로 하여금 미덕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이 원하는 행복으로 
분명히 인도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길을 가리는 어두움들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다.258) 돌바크는 자연의 작품으로서 자연 속에 있는 존재이며 자연의 법
칙에 예속되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속한 거대한 전
체 너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얻
게 하는 존재들을 인간이 사는 세상 밖에서 찾지 말고, 자연을 연구하며 자연
의 법칙을 터득하고 자연이 움직이는 불변의 방식을 주시하라고 권고한다.259) 
따라서 돌바크는 “자연에 대한 무지를 통해 신들이 생겨났던 것이라면, 자연에 
대한 앎은 신들을 쳐부수기 위해 이루어진다.”260)라고 하면서, 인간이 마치 허
깨비와 마찬가지인 신에 대한 미망과 미신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되돌아가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신이 존재하지 않고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더 이상 신
이라는 ‘허구’를 따르지 말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인간의 행복은 자연 속에, 다시 말하면 현세의 삶 속에 있다. 내
세는 없으며, 따라서 내세의 심판도 없다. 천당이나 지옥이니 하는 것은 모두 
교회가 사람들을 겁주고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 공간에 불과하다. 사
후 심판이 없으니 ‘ 혼 불멸’이라는 것도 필요 없다. 물질주의자 돌바크는 초
기의 교부들을 좇아 혼도 ‘물질’이라고 보므로, 혼은 불멸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생존 조건인 ‘ 혼 불멸’은 거부된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
기’에 속거나 공포에 굴복하여 현세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세의 구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기독교가 강요하는 금욕과 고행을 거부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현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257) Paul-Henri Thiry d'Holbach, Le Système de la Nature, tomeⅠ, Fayard, 1990, 

p. 11. “L'homme n'est malheureux que parce qu'il méconnait la Nature.”

258) Ibid., p. 13. 

259) Ibid., p. 37. 

260) Paul-Henri Thiry d'Holbach, Le Système de la Nature, tomeⅡ, Fayard, 1990, 

p. 31. “Si l'ignorance de la nature donna la naissance aux Dieux, la 

connaissance de la nature est faites pour les détr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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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살아야 한다고 돌바크는 말하는 것이다.261) 
포모에 따르면, 볼테르는 이와 같은 돌바크를 위시한 자신의 친구들이 유포

하는 무신론적 선전에 놀란 나머지, 무신론은 이성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이론
이자 사회적으로 아주 위험한 이론이라고 공격한다. 또한 그는 하인은 바로잡
아야 하지만 주인은 존경해야 하며, 신은 사제들의 어리석음으로 괴로움을 겪
지 않는다고 격한 어조로 반발한다.262) 이 때문에, 볼테르는 돌바크가 펴낸 
『자연의 체계』에 대해 이렇게 신랄히 비판한다. 

  정말로, 우리에게 생득 관념이 없다는 점으로부터 어떻게 신이 결코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결과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신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 관념을 우리
에게 부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거리가 있는가? 이와 반대로, 우리가 그 존재
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처럼 그 존
재로부터 우리의 관념과 감각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은가? 신이 존재하
지 않음을 그 이전에 입증해야 할 텐데, 이는 저자가 전혀 행하지 않았던 것이
다.263)

심지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만들어내야 한다.”264)고까지 주장하
는 볼테르는, 신에 대한 신앙은 사회의 신성한 연결고리이며 이 신앙을 파괴하
는 것이야 말로 사회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비와 맹신을 
벗어나서 유익을 주는 자신의 이신론적인 종교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프린츠
Vernard Prinz에 의하면, 볼테르가 그렇게 신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261) 김응종, 『프랑스의 종교와 세속화의 역사』, 충남대학교문화출판원, 2013, p. 130.
262) René Pomeau, Politique de Voltaire, Armand Colin, 1994, p. 200.
263) “Dieu”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Ⅶ 

à  XX, op.cit., p. 371, “En vérité, de ce que nous n’avons point d’idées innées, 

comment s’ensuit-il qu’il n’y a point de Dieu ? cette conséquence n’est-elle pas 

absurde ? y a-t-il quelque contradiction à dire que Dieu nous donne des idées 

par nos sens ? n’est-il pas au contraire de la plus grande évidence que s’il est 

un être tout-puissant dont nous tenons la vie, nous lui devons nos idées et nos 

sens comme tout le reste ? Il faudrait avoir prouvé auparavant que Dieu n’existe 

pas, et c’est ce que l’auteur n’a point fait.”

264) À l'auteur du livre des Trois Imposteures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 Garnier, 1877, p. 403, “Si Dieu n'existait pas, il faudrait l'inv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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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론적인 종교를 택하고 그러한 종교적 태도에 충실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 
이신론이 합리적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감성의 깊은 필요에 부합하
기 때문이다. 볼테르에게 있어, 이 감성이란 바로 종교적 광신에 대한 공포증, 
숭배의 여지만을 남겨 놓는 신과 인간 사이의 과도한 불균형에 대한 감정, 내
적인 공허 앞에서 은 한 공포를 치유하려는 필요성이다.265)

자는 볼테르의 이신론이 「자연법에 관한 시」에서 더 단호하게 확인된다
고 하면서, 이 시에서 볼테르는 온갖 형태의 불관용에 대한 자신의 치열한 거
부를 선포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계몽주의 사상의 두 가지 근본 원리인 가치와 
도덕의 보편성 및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표현한다고 지적한다.266) 즉, 
볼테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견해들을 통해, 자신들을 연합시키는 
‘자연 종교’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설명하면서, 각자는 자신만이 진리를 보유하
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로부터 어떤 교회도 피하지 못하는 끊임
없는 종교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267) 특히, 「자연법에 관한 시」에서, 볼
테르는 종교적 불관용으로 벌어지는 참상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이유를 설
명한다.

  우주는 ‘ 원한 자’가 거처하는 신전입니다.
  거기에서 각 사람은 제멋대로 제단을 세우려 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신앙, 성인, 기적, 순교자의 피, 신탁의 목소리를 자랑합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이웃을 부정한 자와 이교도로 취급합니다. 
  추악한 논쟁으로 갈라진 기독교도는 주主의 이름으로 더 많은 악을 가져왔고, 더 많

은 피를 흘렸으며, 더 많은 무덤을 팠습니다. (…)
  예수의 수난상을 손에 든 온화한 종교재판관은 자비심으로 자신의 이웃을 화형에 처
265) Vernard Prinz, Voltaire, Hatier, 1973, p. 84.
266) 이와 달리, 토도로프는 “수많은 결과들로 짜인 계몽주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세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자율성’, ‘우리 행동의 인간적인 궁극 목적’,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다. Trois idées se trouvent à la base de cet esprit, tissé par leurs innombrables 
conséquences : celle d’autonomie, celle de finalité humaine de nos actes, celle 
enfin d’iniversalité.”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의 권위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역량을 진작시키는 ‘자율성’이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의
식 변화를 근저에서 주도한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한다. Tzvetan 
Todorov, “L’esprit des Lumières”, art.cit., p. 10.      

267) Pierre Milza, Voltaire, op.cit.,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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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그와 함께 슬퍼하면서, 그 일에 대해 슬픔을 

달래려고 그의 돈을 가로채서 취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불타는 은총으로 신을 찬양하며 화형대 주위에서 춤을 

춥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씩이나 성스러운 도취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선한 가톨릭교도는 신앙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웃에게 달려

가서, “불경한 자야, 죽든지 아니면 나처럼 생각해라”라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
  200년간 우리 거친 조상들의 이 경건한 광기를 끔찍스럽게 공유했던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신성한 법에 다른 법들이 덧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노예상태를 갈망하는 인간이 자신의 편견 속에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을 우리처럼 불의하고 성 잘 내며, 허 심이 많고 질투하며, 유혹하고 불

안정하며 야만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268)   
268) Poème sur la Loi naturelle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Ⅸ, op.cit., 

pp. 452-453. 

   “L’univers est un temple où siége l’Éternel.

   Là chaque homme à son gré veut bâtir un autel.

   Chacun vante sa foi, ses saints et ses miracles,

   Le sang de ses martyrs, la voix de ses oracles. (…)
   Tous traitent leurs voisins d’impurs et d’infidèles

   Des chrétiens divisés les infâmes querelles

   Ont, au nom du Seigneur, apporté plus de maux,

   Répandu plus de sang, creusé plus de tombeaux. (…)
   Un doux inquisiteur, un crucifix en main,

   Au feu, par charité, fait jeter son prochain,

   Et, pleurant avec lui d’une fin si tragique,

   Prend, pour s’en consoler, son argent qu’il s’applique ;

   Tandis que, de la grâce ardent à se toucher,

   Le peuple, en louant Dieu, danse autour du bûcher.

   On vit plus d’une fois, dans une sainte ivresse,

   Plus d’un bon catholique, au sortir de la messe,

   Courant sur son voisin pour l’honneur de la foi,

   Lui crier : «Meurs, impie, ou pense comme moi.» (…)
   D’où vient que, deux cents ans, cette pieuse rage

   De nos aïeux grossiers fut l’horrible partage ?

   C’est que de la nature on étouffa la voix ;

   C’est qu’à sa loi sacrée on ajouta des l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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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따르면, 관습과 법의 상대성을 분명히 인정하는 볼테르는, 지상의 
민족들을 구별시키는 가치와 관습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확신한다. 볼테르의 이런 확신은 인간의 행복과 우주 질서의 조화
로운 작동에 관심을 갖는 자연의 신이 존재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자연법’은 사물과 인간의 본성 속에 포함되고, 모두에게 공통된 ‘절대자’의 
존재와 관련하여서만이 이해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볼테르는 「자연
법에 관한 시」를 지으면서, 기성 종교의 대표자들 및 그들의 불관용만을 공격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를 통해, 볼테르는 세상 질서의 창조자와 조직자로서
의 신이 보편적인 도덕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무신론적 유물주의
의 옹호자들을 치열하게 겨냥하고 있다.269)      

이와 같이, 볼테르는 원한 정의의 수호자인 신은 인간들의 미덕을 보
상해주고 악을 벌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체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
람이나 누구든지 은 한 죄나 혹은 일시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 죄는 언젠
가 징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신의 존재를 
내세우는 볼테르가 그 사도로서 자처하는 원초적이고 합리적인 이신론에 
대해 포모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종교는 이신론적 원천이 부패함으로써 생겨난다. 이신론은 원초적이고 단
순하며 합리적인 종교 다. 불행히도 이신론은 한 시기에만 있었을 따름인데, 
그 시기 후에는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이신론이 다시 발견된다. 이신론은 상당수의 위인들이 합류하려고 애썼던 잠재
된 보편적인 종교이다. 소크라테스도 이신론자 고, 예수와 심지어 마호메트도 
이신론자 다. 신에 대한 경배와 도덕의 실천은 인류에게 본질적인 것이다. 이
신론자는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의 형제에게 “신을 경배하고 
의로워지라.”는 계율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인정해 달라고 단지 요구
하며, 거기에다 아무 것도 덧붙이지 말라고 간청한다. 따라서 이신론자들은 관

   C’est que l’homme, amoureux de son sot esclavage,

   Fit, dans ses préjugés, Dieu même à son image.

   Nous l’avons fait injuste, emporté, vain, jaloux,

   Séducteur, inconstant, barbare comme nous.”
269) Pierre Milza, Voltaire, op.cit., 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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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것이다. 그들은 인류의 맏형이고 그들의 형제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신과 인간들을 사랑할 자신이 있다. 그들은 그
들의 길 잃은 형제를 사랑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은 
미신이 해를 끼치지 않으면 미신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
들이 모든 종파를 용인하도록 요구한다. (…) 불관용의 죄악에 맞서 이신론자들
은 자연의 항의와 인간성의 항의를 드높인다.270) 

이와 같은 이신론자 볼테르는 “내가 인간에게 더 이상 말을 거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존재와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의 신인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271)라
고 하면서,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않고 
인간이 서로 도와 가며 살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신에게 올린다. 

  무한 속에서 길을 잃고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감지되지 않는 연약한 피조물이,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뜻이 원한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 당신에게 어떤 것을 감히 
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우리의 본성과 결부된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한 이 잘못으로 인해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결코 서로를 미워하라고 마음을 준 것이 아니며, 서로를 죽이라고 손을 준 것이 아
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도와 힘들고 덧없는 삶의 짐을 견디도록 해주십시

270)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p. 429-430. “Toutes les 
religions dérivent par corruption de la source théiste. Le théisme fut la religion 
primitive, simple et rationnelle. Malheureusement le théisme n'eut qu'un temps, 
après quoi il fallut qu'il dégénérait. Mais on le retrouve encore au fond de toutes 
les religions. Il est la religion universelle sous-jacente qu'un certain nombre de 
grands hommes s'efforcèrent de rejoindre. Socrates fut théiste, et Jésus, et même 
Mahomet. L'adoration d'un Dieu, la pratique de la morale sont essentielles à 
l'humanité. Le théiste ne se montre aps exigeant ; il demande seulement à son 
frère de reconnaître que cette loi : ≪Adore et sois juste≫, est gravée dans son 
coeur, et il le prie de n'y rien ajouter. Les théistes seront donc tolérents : ils sont 
les frères aî̂nés du genre humain et ils chérissent leurs frères. Ils n'usent pas du 
terme de charité mais ils se flattent d'aimer Dieu et les hommes. Ils aiment ou du 
moins ils plaignent, leurs frères égarés. Ils ne persécutent pas les superstitieux, si 
leur superstition est inoffensible. Ils demande qu'on tolère tlous les cultes. (…) 
Contre les crimes de l'intolérence, les théistes élèvent la protestation de la nature 
et de l'humanité.”

271)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638. “Ce n'est donc plus aux 
hommes que je m'adresse ; c'est à toi, Dieu de tous les êtres, de tous les mondes 
et de tous les te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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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272)

볼테르가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신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서 인간처럼 행동하며 힘을 남용하는 존재로 형상화됨으로써, 신에 대한 
그릇된 표상들이 만들어지고 이 표상들이 종교적 맹신과 광신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약한 피조물일 따름인 인간이 사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러한 종교적 맹신과 광신에 의해 부추겨져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재앙이 일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런 종교적 맹신과 광신과 재앙에서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서로를 증오하는 마음이 인간에게서 사라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테르 이신론에서 신은 인간사 및 인간
의 예배와 종교의식에 참견하지 않는 존재이면서도, 인간의 선행과 미덕을 보
상하거나 악을 징벌하는 존재이다. 또한 볼테르의 이신론은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시키고, 종교로부터 독단적인 교리를 없애는 방책이며, 신비와 종교적 맹
신을 벗어나서 유익을 주는 종교이다. 

272) Ibid., p. 638. “C'est à toi, Dieu de tous les êtres, de tous les mondes et de 
tous les temps : s'il est permis à de faibles créatures perdues dans l'immensité, et 
imperceptibles au reste de l'univers, d'oser te demander quelque chose, à toi qui as 
tout donné, à toi dont les décrets sont immuables comme éternels, daigne regarder 
en pitié les erreurs attachées à notre nature ; que ces erreurs ne fassent pointe 
nos calamités. Tu ne nous as point donné un coeur pour nous haïr, et des mains 
pour nous égorger ; fais que nous nous aidions mutuellement à supporte le fardeau 
d'une vie pénible et passag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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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절대자’와 ‘자연 종교’

Ⅱ.3.1. ‘절대자’로서의 신
볼테르가 품고 있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은, 콘스탄티노플 주

교좌성당의 참사원과 스키티아인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스키티아인의 대답
에서 잘 나타난다. 참사원이 스키티아인에게 교리를 아는지 확인하려고 당
신은 왜 ‘신’에게 기도하느냐고 묻자, 우리 인간이 온통 그대로 닮은 ‘절대
자’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답한다. 또한 누가 당신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자연 전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신’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품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
신이 선을 행하면 보상해 주고 악을 행하면 징벌하는 자신의 ‘창조자’이자 
‘주인’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한다. 끝으로, ‘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권자’, ‘재판관’, ‘아버지’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사실은, 스키티아인이 대답할 때 ‘창조자 le créateur’, ‘주인 le maître’, 
‘주권자 le souverain’, ‘재판관 le juge’, ‘아버지 le père’라는 다양한 표현
을 사용함으로써 ‘신’이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피할 뿐 아니라, ‘신 le Dieu’
이란 표현 대신 ‘절대자 l’Être suprême’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같은 예들에서 나타나듯이, 볼테르는 자신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절대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신이 우리의 지각과 신체기관 사이에 설정한 관계들에 의해 느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신경과 힘줄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숭고한 사고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절대자만이 그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273)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는 절대자가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평범한 어떤 존재에게나 우리
273) Homélies prononcées à Londres en 1765 in Mélanges, op.cit., p. 1104. “Nous 

sentons, nous pensons en vertu des rapports que Die a mis entre nos perceptions 
et nos organes. Examinez, d'un cô̂té, des nerfs et des fibres ; de l'autre, des 
pensées sublimes, et avouez qu'un Être suprême peut seul allier des choses si 
dissemb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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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문하는 간수에게 세상을 포기한다고 우리는 추측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힘으로 감
히 악을 저지르지 못해 자신의 노예들로 하여금 계속 악을 저지르게 하는 비겁한 폭군으
로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274)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람이 임종할 때 소의 꼬리를 잡지 않더라도 덕행을 베풀
어서 절대자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추측했다는 죄목으로275) 

  
  이것들은 나에게는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은 두 가지 것이며, 이 두 가지 것은 움직임과 

사고 주위에 절대자의 존재와 힘을 나에게 마찬가지로 입증합니다.276)

이와 같이, ‘신’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고 ‘절대자’라는 표현을 애써 
쓰려고 하는 스키티아인의 대답에서 뿐만 아니라, 볼테르는 자신의 다양한 
작품에서 ‘절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볼테르는 자신의 작품에서 
‘절대자 l’Être suprême’라는 표현 대신 1) ‘ 원한 존재 l’Être éternel’, 
2) ‘위대한 존재 le grand Être’, 3) ‘보편적 존재 l’Être universel’라는 표
현을 쓰기도 한다.

   1)
   포르투갈 인이 원한 존재를 ‘신 Dios’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그들은 원한 존

재를 ‘알라 Allah’라고 부르기 때문이다.277) 
   오 총명한 원자들이여, 원한 존재가 능란한 솜씨와 권능을 기꺼이 당신들 속에 펼쳤

으니, 틀림없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천체에서 극히 순수한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
274) Ibid., p. 1106. “Supposerons-nous qu'un Être suprême nécessairement bon 

abandonne la terre à un ê̂tre subalterne qui la ravage, à un geôlier qui nous met à 
la torture? Mais c'est faire de Dieu un tyran lâche, qui, n'osant commettree le mal 
par lui-même, le fait continuellement commettre par ses esclaves.” 

275) Aventure indienn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82., “et l'autre, 
pour avoir soupçonné qu'on pouvait plaire à l’Être suprême par la vertu, sans tenir 
en mourant une vache par la queue” 

276) Dialogue entre Lucrèce et Posidonius in Mélanges, op.cit., p. 323., “Ce sont 
pour moi deux choses également inexplicables, et toutes deux me prouvent 
également l'existence et la puissance d'un Être suprême autour du mouvement et 
de la pensée.” 

277) Sermon du rabbin Akib in Mélanges, op.cit., pp. 449-450. “qu'ils nomment 
Allah l'Être éternel, que les Portugais appellent 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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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8) 
   그는 더 이상 피조물에게 향을 바치지 않았고, 그것들을 창조한 원한 존재만을 숭배

하게 된다.279)
 
   2) 
   위대한 존재가 당신의 발에 걷는 능력을, 당신의 손에 수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당신의 내장에 소화 기능을, 당신의 심장에 피를 혈관으로 어 보내는 기능을 주었
듯이, 그가 당신에게 느끼고 사유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점을 당신은 시인합니다.280) 

 
   그런데, 이 권능은 위대한 존재에 의해 설정된 원한 법칙들을 거스르는 권능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281) 
   이 기도는 위대한 존재에 의해 원히 세워진 모든 법칙을 위배했을 것이다.282)  
 
   
   3)
   보편적 존재의 매우 강하고 활동적인 본성이 파괴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는 인간

의 자유와 관련하여, 나는 단 하나의 주장만을 펴고 싶습니다.283)   

하지만 볼테르가 다음 같은 결정적 상황에서 ‘절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볼테르가 제시하려는 신은 바로 ‘절대자’로서
278) Micromégas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3, “O atomes intelligents, 

dans qui l'Être éternel s'est plu à manifester son adresse et sa puissance, vous 
devez sans doute goûter des joies bien pures sur votre globe.”

279)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86, “il ne prodigua 
plus son encens aux créatures, et adora l'Être éternel qui les a faites.”

280)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83, “Vous convenez que le grand Être vous a donné un faculté de sentir, 
comme il a donné à vos pieds la faculté de marcher, à vos mains le pouvoir 
de faire mille ouvrages, à vos vicères le pouvoir de digérer, à votre coeur le 
pouvoir de pousser votre sang dans vos artères.”

281) Sophronime et Adélos in Mélanges, op.cit., p. 1371, “or ce pouvoir ne peut 
jamais être celui de contredire les lois éternelles établies par le grand Être.”

282) Providence in Mélanges, op.cit., p. 1360. “ces Ave Maria auraient violé toutes 
les lois posées de toutes éternité par le grand Être.”

283) Sophronime et Adélos in Mélanges, op.cit., p. 1371, “Quant à la liberté de 
l'homme que la toute puissante et toute agissante nature de l’Être universel 
semblerait détruire, je me tiens à une seule as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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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철학 사전』에서, 자신이 유신론자
라고 분명히 밝히는 볼테르가 “유신론자는 퍼져있고 생육하며 느끼고 깊이 
생각하는 모든 존재를 만들었던 선하고도 강한 절대자를 굳게 확신하는 사
람이다.”284)라고 하면서, 유신론자를 정의할 때 ‘절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1957년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테르는 “이신론에 맞서
는 것은, 모든 미신을 벗어나서 절대자를 순수하게 숭배하는 데 맞서는 
것”285)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오직 선만이 존
재하고 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자디그의 질문에 대해, 은자隱者는 
“완벽할 수도 있는 그 다른 질서는, 악이 접근할 수 없는 절대자의 원한 
거처에만 있다.”286)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에서 드러나듯이, 볼테르가 지향하
는 ‘절대자의 종교’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려면, ‘절대자’가 설정한 불변의 질서
에 따라 세상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며 그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볼테르가 이 세상에 ‘절대자의 종교’가 실현될 가능성과 조건을 설명하는 
데서 ‘절대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철학 사전』에서 「신 Dieu」이
라는 표제어가 달린 글의 다섯 번째 단락의 제목을 “절대자를 믿을 필요성
에 대하여 De la nécessité de croire un Être suprême”으로 붙인 데서 나
타나듯이, 볼테르가 ‘신’이라는 표현 대신 ‘절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볼테르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지구위에 군림하는 미
신이야말로 사람들이 절대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수한 경배의 가장 끔찍
한 적이다.”287)라고 하면서, ‘신’이라는 표현 대신 ‘절대자’라는 표현을 의
284) “Théist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 490., “Le théistes 

est un homme fermement persuadé de l'existence d'un Être suprême aussi bon que 
puissant, qui a formé tous les êtres étendus, végétants, sentant, et réfléchissant.”

285)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op.cit., p. 26. 
“contre le déisme, c'est-à-dire contre l'adoration poure d'un l'Être suprême, 
dégagée de toute superstition.”

286)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14. “cet autre 
ordre, qui serait parfait, ne peut être que dans la demeure éternelle de l'Être 
suprême, de qui le mal ne peut approcher.”

287) “Dieu”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Ⅶ 
à  XX, op.cit., p. 377, “La superstion, qui règne sur notre triste globe : elle est 

la plus cruelle enemie de l'adoration qu'on doit à l'Être sup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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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쓰고 있다. 
볼테르가 추구하는 신은 인간 상상력의 소산이거나 인간의 의식이 투 되어 

인간의 의도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원한 뜻을 견지하는 현명하고 원한 적 존재이다. 또한 볼테르가 추구하

는 신은 자신의 변함없는 원한 뜻에 따라 존재하는 지고의 존재이며, 우
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정의롭고 강한 지고의 권능, 곧 원한 정의의 수호자
인 ‘절대자’로서 남아 있는 존재이다.288) 이와 같이, 볼테르에게 있어 신이란 
인간의 의도나 필요와는 전혀 별개로 오로지 자신의 변함없는 원한 뜻에 따
라 존재하는 지고의 존재라면, 볼테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은 바로 이와 같
은 ‘절대자’로서의 신이다.

볼테르는 피조물인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이면서도, 악이 만연하고 지배하는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서 ‘절대자’
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절대자’로서의 신은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존재도 아니고, 인간사에 세세히 관여
하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존재도 아니라, 단지 세상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나쁜 인간을 벌하고 착한 인간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존재이다. 그러
므로 볼테르에게 있어서 ‘절대자’로서의 신은 섭리에 따라 인간이 예견할 수 
방식으로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인간사를 좌우하거나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
다. 지고의 권능을 지닌 ‘절대자’로서의 신은 인간의 선행과 미덕을 보상하고 
악을 징벌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때문에, 지체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은 한 죄나 혹은 일시적으로 벌 받지 
않은 죄일지라도 언젠가 징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절대자’로서의 
신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한 
적 존재이면서 정의의 수호자 같은 존재이다.289) 

볼테르에게 기독교의 신은 ‘원죄’ 사상 같은 악이나 죄에 대한 기독교적 해
석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원초적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
금 섭리를 통해 미리 정해진 역사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하며, 조상의 죄를 문
288) Homélies prononcées à Londres en 1765 in Mélanges, op.cit., 1102.
289)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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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삼아 자기 피조물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하지만 볼테르가 품고 있는 ‘절대
자’로서의 신은 이런 기독교의 신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볼테르
가 추구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은 인간을 못살게 구는 준엄한 심판자 같은 가
혹하고 무자비한 존재가 아니라, 자비롭고 인자한 창조주로 드러난다. 구체적
으로 표현하면, ‘절대자’로서의 신은 세상에 널리 퍼져 생육하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여 그 존재들을 속시키는 선한 만큼이나 강하기도 한 존
재일 뿐 아니라, 죄를 벌하면서도 고결한 행동에는 보답하는 존재이다. 또한 
지고의 존재인 ‘절대자’로서의 신은 자신의 권위를 바탕으로 세워진 질서정연
한 우주를 운행하고 세상을 유지하는 지극히 선한 창조주로서 부각된다.290) 

이와 같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와 운행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는 볼테르의 입장은 다음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한다. 즉, 인간은 물
질과 사고하는 존재를 체계적으로 창조한 현명하고 전능한 ‘절대자’의 존재
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뛰어난 적 존재의 섭리는 
어디서든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천체의 운행에서 그 섭리
를 감지할 수 있듯이, 자연 속에 어떤 미물의 단순한 움직임에서도 그 섭
리를 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91)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테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 속으로 무한하고 원한 존재가 들어와서 그 속에 
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에게 신성이 부여된다거나, 인간 
안에 신성이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한 ‘절대자’로서의 신이 
지닌 변함없는 본성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한정된 유한한 인간의 형태를 띤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절대자’로서의 신을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존재로 한정하는 견해에 끊임없이 맞서는데, 이런 존재는 ‘강생降
生’을 통해 인간의 역경을 경험하는 예수와 같은 존재이다. 

스탕제르는 볼테르에게 있어 ‘절대자’로서의 신의 속성에 대해 『철학 사
전』에 나오는 ‘운명’과 ‘신’ 이라는 두 표제어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290) “Péché originel”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 423.
291) Dialogue entre Lucrèce et Posidonius in Mélanges, op.cit.,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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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4년, 『철학 사전』의 초판은 ‘D’ 라는 항목에서 ‘운명’Destin과 ‘신’Dieu이라는 
두 가지 표제어만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아주 의미심장한 선택이다. ‘신’이라는 두 번
째 글로 넘어가면, 이 글에서 볼테르는 ‘유대․기독교’의 인격적인 신을 조롱한다. 반
면에, ‘운명’이라는 첫 번째 글에서 그는 신을 운명과 거의 동일시한다. 더 정확히 
말해, 그는 신의 활동을 보편적인 필연성에 종속시키는데, 그 자신이 다음 같이 털
어 놓듯이, 결국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세상이 자체의 본질에 의해서나 자체의 물리
적 법칙에 의해 지속하든지, 혹은 ‘절대자’가 자신의 지고의 법칙에 따라 세상을 창
조했든지, 그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 법칙들은 변함이 없고, 모든 것
은 필연적이다.”292)

이와 같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 운명이나 예기치 않은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볼테르에 있어, 인간이란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명
에 따라 예정된 삶이 뒤바뀔 뿐더러 운명에 좌우되어 일어나는 온갖 시련
을 겪으며 운명에 휘둘리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볼테르는 인간사에 있어 결정 요인이 인간을 초
월한 운명에 있지도 않고, ‘초월적인 존재’ 곧 ‘절대자’로서의 신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고 이루어진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는 능력일 따름이기는 하지만, 이 능력은 ‘절대자’로서의 신에 의해 설
정된 원한 법칙에 결코 위배될 수 없는 능력인 동시에, 이 법칙을 실행
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절대자’로서의 신의 자유란 자신의 원
한 의지를 원히 실행하는 능력일 따름이다. 

포모는 『자파타의 질문 Les Questions de Zapata』에 나오는 질문 목록
이 성서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몽주의의 ‘정신성 la 
spiritualité’에 해당하는 어떤 ‘정신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292) Gerhardt Stenger, “Le Dieu de Voltaire”, art.cit., p. 28. “En 1764, la première 

édition du Dictionnaire philosophique ne contient que deux entrées sous la lettre D 
: ‘Destin’ et ‘Dieu’, choix hautement significatif. Passons sur le deuxième article, 
dans lequel Voltaire se moque du Dieu personnel du judéo-christianisme. Dans le 
premier, en revanche, il n'est pas loin d'identifier Dieu au destin, ou plutôt de 
soumettre l'action de Dieu à la nécessité universelle, ce qui, en fin de compte, 
revient au même, comme il l'avoue lui-même : ‘Ou le monde subsiste par sa 
propre nature, par ses lois physiques, ou un Etre suprême l'a formé selon ses lois 
suprêmes ; dans l'un et l'autre cas, ces lois sont immuables ; dans l'un et l'autre 
cas, tout est nécessa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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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다시 말해, 볼테르는 『자파타의 질문』에 나오는 마지막 두 가
지 질문을 통해 ‘절대자’에 대한 숭배야 말로 사회를 가장 강하게 결속시키
는 원리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에 나타나는 신 안에 있는 정
의의 원리를 숭배한다는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점차 자파타는 어조를 높 다. 그의 66번 째 질문과 67번 째 질문은 다음 같은 
형태의 질문에 불과하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단지 도덕만을 선포함으로써만이 
그들에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다. 그 대답은 자명하다. 자파타는 
“이런 도덕은 너무나 순수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분명하고 오래된 것이어서, 
신의 첫 작품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넘어오는 빛처럼 신 자체로부터 오는 듯이 
보인다.”라고 말을 잇는다. 그는 “사회에 모인 모든 인간이 ‘절대자’라는 존재에
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숭배가 사회의 가장 강한 결속이 되도록, 그들이 ‘절대
자’에 대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묻는다. 자파타는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즉, “인간들이 모이자마자, 신은 그들의 이성에 나타난다. 인
간들은 정의를 필요로 하고, 어떤 정의이든 신안에 있는 정의의 원리를 숭배한
다.”는 것이다.293)           

『1765년 런던에서 행한 설교』에서, 볼테르는 신은 피조물과 무한히 떨어
져서 피조물과 갈라져 존재하는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나약
함에 가장 들어맞으면서 감지될 수 있는 이미지, 곧 지상의 군주나 아버지 같
은 이미지로 신을 형상화하려 애쓴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빈약한 
상상력으로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을 만들고 형상화하여 신에 대한 그릇된 표
상이 만들어진 결과, 신성한 종교의식은 타락하고 인간의 온갖 악덕이 신에게 

293)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Ⅱ, op.cit., p. 186. “Progressivement 
Zapata a élevé le ton. Ses soixante-sixième et soixante-septième questions ne 
sont plus questions que pour la forme, ≪Ne rendrai-je pas service aux hommes 
en ne leur annonçant que la morale ?≫ La réponse va de soi. ≪Cette morale≫, 
contine Zapata, ≪est si pure, si sainte si universelle, si claire, si ancienne, qu'elle 
semble venir de Dieu même comme la lumière qui passe parmi nous pur son 
premier ouvrage.≫ ≪Tous les homme réunis en société≫, demande-t-il, ≪
n'ont-ils pas l'idée d'un Etre suprême, afin que l'adoration qu'on doit à cet ê̂tre 
soit le plus lien de la société ?≫ Zapata n'en doute pas : ≪Sitôt que les hommes 
sont rassemblés, Dieu se manifesté à leur raison ; ils ont besoin de justice, ils 
adorent en lui le principe de toute justice.≫”



- 147 -

전가됨으로써, 인간이 그러한 신의 이름으로 또 그러한 신의 뜻을 빙자하여 서
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재앙이 일어난다.294) 특히, 인간은 신을 강한 주인으로
만 여긴 나머지 신을 온갖 힘을 남용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뿐 아니라, 신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랑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복수하고, 은혜를 베풀고, 변
덕스럽고,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존재로 형상화하여 이러한 신을 숭배하고 섬
긴다. 결국, 볼테르는 인간이 만들어 낸 신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표상들이 종
교적 맹신과 광신의 원천이 된다고 판단한다.295)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무신론에 맞서 ‘절대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신에 대한 잘
못된 표상들이 인간 재앙의 한 원인으로서 종교적 광신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결국, 볼테르에게 있어 신은 인간의 의도나 필요와
는 전혀 별개로 오로지 자신의 변함없는 원한 뜻에 따라 존재하는 지고의 
존재라면, 볼테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신은 이와 같은 ‘절대자’로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Ⅱ.3.2. ‘절대자의 종교’
『장 메슬리에의 소감 발췌 Extrait des sentiments de Jean Meslier』

에서, 볼테르는 기독교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 및 이 알력과 다툼이 생겨나
는 근본 원인과 그 폐해를 드러내고, 성서의 율법과 예언자에 대해 비판하
며, 성서에 우화 같은 이야기들만 눈에 띤다고 지적한다.296) 특히, 그는 
복음서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복음서가 신의 어떠한 감이
나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복음서에 어떠한 신앙심도 쏟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297) 그리고 그는 예수라는 미천한 인간에게 
기독교 숭배자들이 무슨 근거로 신성을 부여하여 이 점을 설득하려 드는
지, 또한 예수 안에 신성이 구현된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294) Homélies prononcées à Londres en 1765 in Mélanges, op.cit., pp. 1116-1117.
295) Ibid., p. 1117.
296) Extrait des sentiments de Jean Meslier in Mélanges, op.cit., pp. 468-469. 
297) Ibid., pp. 47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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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8)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유일한 신만 있는 동시에 성부, 성
자, 성령이라는 성스러운 세 위격이 있어 각 위격이 정말로 신이라고 가르
치며 믿기를 강요하는 점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한다.299) 

볼테르는 신이 인간 모두에게 동일한 존재이고, 인간은 모두 같은 종교
에 속해 있어 모든 민족은 도처에서 하나의 신을 숭배하므로,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사소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범
세계적이면서도 모든 민족에 공통되는 인간의 종교는 모든 사람을 화합시
키는 종교임을 내세운다.300) 특히, 볼테르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들
어진 것이 종교이며,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올바르게 살고 관
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그가 지향하는 ‘절대자의 종교’
는, 이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서로 돕고 화합하면서, 서로 미
워하거나 다투거나 괴롭히지 않는 종교이다. 또한 이 ‘절대자의 종교’는 이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지역과 언어는 달라도, 평온한 삶을 허락해준 공
통된 하나의 신, 곧 ‘절대자’를 찬양하고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종
교이다.301) 따라서 볼테르는 오류의 원리를 신비의 토대로 제시하고 교리
와 도덕의 규범으로 삼는 종교 및 인간 사이에 원한 갈등과 분열의 불길
한 원천이 되는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모든 종교는 진정한 종교일리 없
고, 신이 세운 종교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를 그 구체적인 예
로 들며, 기독교가 ‘신앙’이라 불리는 것, 다시 말해 어떤 율법이나 신적인 
계시나 신성함에 대한 맹목적이고 확고부동한 신뢰를 교리와 도덕의 규범
으로 삼는다고 지적한다.302)

볼테르에 따르면, 기독교가 이와 같은 전제를 내세워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298) Ibid., p. 498.
299) Ibid., pp. 494-495. 
300) Sermon prê̂ché à Bâ̂le in Mélanges, op.cit., p. 1323.
301)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p. 638-639. 
302) Extrait des sentiments de Jean Meslier in Mélanges in Mélanges, op.cit., pp. 

46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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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상에서 지니는 신망이나 권위 전체가 어떤 신성함이나 신적인 계시에 대
한 신뢰로 말미암아 부여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신망이나 권위 없이는 기
독교가 명령하고 규정하는 바를 사람들이 안중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라고 단호하게 권하지 않는 
종교란 결코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모든 기독교 숭배자는 신앙이야말로 구원
의 시작이자 토대이며 모든 의義와 성화聖化의 근본이라는 점을 원칙으로 삼
는다. 결국, 신의 이름과 권위로 제시되는 모든 것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오
류와 거짓의 원리가 되고 만다. 따라서 교리의 토대로 제시되는 이러한 신앙 
및 맹목적인 신뢰는 오류의 원리일 뿐 아니라, 자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인
간 사이에 분란과 분열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무한히 선하고 전능한 ‘절
대자’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려고 그러한 수단이나 그렇게 기만적인 방
법을 사용하려 했음을 믿기 어렵다. 또한 인간의 연합과 평화와 선과 구원을 
사랑하는 ‘절대자’가, 인간들 사이에 원한 분란과 분열의 치명적인 원천을 자
신의 종교의 토대로 세웠을 리 없다. 따라서 기독교 같은 종교는 진정한 종교
일 수도 없으며, ‘절대자’가 세운 종교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303)

볼테르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원용하여 이와 
같은 논리를 계속 전개한다. 즉, 율법의 일점일획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자신
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라고 말하는 예
수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안식일과 유대인의 모든 절
기를 지키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죽는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가 새로운 
종교를 결코 만든 적이 없으며, 기독교를 만든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인간
이라는 것이다.304) 

『제니의 이야기 혹은 현자와 무신론자 Histoire de Jenni ou le sage et 
l'athée』에서, 국인 프렌드Friend 씨는 독살 사건에 연루된 정부와 함께 도
망간 아들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이 이신론자라고 선언하는 친절한 인디언을 만난다. 우여곡절 끝에 프렌드 씨
는 아들과 함께 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의 친구 중 하나가 무신론을 정당화
303) Ibid., pp. 462-463.
304) Lettres à S. A. Mgr le prince de***** in Mélanges, op.cit., pp. 1263-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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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애쓰면서 프렌드 씨와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프렌드 씨는 이신론의 위
대한 사상을 개진하는데, 그 무신론자와 그의 ‘리베르탱’ 친구들은 그 사상에 
점차 동조하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과 원
래의 진리를 거스르는 종교적 열광과 인간의 정념에 이끌려 거기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을 드러낸다. 특히 
이 작품에서, 그는 신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는 무신론은 사회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임을 암시하면서, 신비와 맹신을 벗어나서 유익을 주는 이신론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특히, 프렌드 씨는 자신이 도미니크회 수사도, 프란체스코
회 수사도, 예수회 수사도 아니며 단지 기독교도인 것에 만족하는데, 이러한 
프렌드 씨가 “당신이 기독교도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모욕을 용서해야 하며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
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습니다. 신을 숭배하고 매사에 공
정하며 선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할 바이며 예수가 가르친 규범
들입니다. 이 규범들은 너무나 진실한 나머지 예수 이전에 어떠한 입법자도 어
떠한 철학자도 다른 원리들을 결코 내세우지 못했고 다른 원리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들을 거슬렀거나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념 외에는 없
습니다.305)

프렌드 씨의 대답에서는,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과 원래의 진리를 거스르
는 종교적 열광과 인간의 정념에 이끌려 거기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각된다. 따라서 기독교가 예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세워진 것으
로 간주하는 볼테르가 지닌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야말로, 기독교에 대항하는 
볼테르의 투쟁에 있어 심리적 동기를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볼테르는 자

305) Histoire de Jenni ou le sage et l'ath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607. “Je trouve avec Jésus-Christ qu'il faut aimer Dieu et son prochain, pardonner 
les injures et réparer se torts. Croyez-moi : adorez Dieu, soyez juste et 
bien-faisant; voilà tout l'homme. Ce sont là les maximes de Jésus. Elles sont si 
vraies, qu'aucun législateur, aucun philosophe n'a jamais eu d'autres principes avant 
lui, et qu'il est impossible qu'il y en ait d'autres. Ces vérités n'ont jamais eu et ne 
peuvent avoir pour adversaires que nos pa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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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종교가 신에게 속한다고 해서, 이 종교가 미움, 분노, 추방, 재산 탈
취, 투옥, 고문, 살인으로 군림해야 하는지, 또한 살인을 위해 신에게 드려
진 감사 기도로 군림해야 하는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기독교가 신
에게 속할수록 인간이 이 종교를 좌우할 수 있는 몫은 더 줄어들고, 신이 
기독교를 만들었으니 인간이 없어도 신은 이 종교를 지탱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볼테르는 박해자에 의해 죽으면서도 오직 온유와 인내만을 전
한 신의 종교를, 인간은 정말 사소한 차이를 구실로 삼아 박해자의 방식을 
빌려 지탱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한다.306) 

이와 같이, 볼테르는 특히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가 신이 세운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독교에서 신의 이름과 권위로 제시되는 
성서나 교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맹목적인 신
뢰가 온갖 오류가 거짓과 분란과 분열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와 같은 기독교는 인간의 연합과 평화를 사랑하는 신이 세운 종교일 수 없으
며, 인간 자신이 세워서 인간 스스로 유지해 나가는 종교라는 것이다. 더구나 
볼테르에게 있어, 인간은 다른 수많은 천체와 함께 광대한 우주 공간을 돌
고 있는 단지 한 점에 불과한 지구에 존재하는 창조물 가운데서도 아주 미
미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자기와 똑 같은 존재에게 “삼라만상
을 주관하는 신이 나에게 가르쳐주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지구
에 작은 개미 같은 우리 인간 9억 명이 있으나, 오직 나의 개미집만이 신
으로부터 사랑받고, 다른 모든 개미집은 원이 미움을 받을 것이오. 오직 
나의 개미집만이 행복을 누리고 다른 모든 개미집은 원토록 불행할 것이
오.”307)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진리이며 신에게 속해 있다고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테르는 지적한다. 그리하여 볼테르는 인간의 사
소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을 향해 간절

306)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601.
307) Ibid., p. 635. “Ecoutez-moi, car le Dieu de tous ces mondes m'a éclairé : il y a 

neuf cents millions de petites fourmis comme nous sur la terre, mais il n'y a que 
ma fourmilière qui soit chère à Dieu; toutes les autres lui sont en horreur de toute 
éternité; elle sera seule heureuse, et toutes les autres seront éternellement 
infortuné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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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도를 올린다. 즉, 우리 인간의 허약한 육체를 가리는 의복, 인간의 불
충분한 온갖 언어, 인간의 가소로운 온갖 관습, 인간의 불완전한 온갖 법
률, 인간의 분별없는 온갖 견해 등, 인간이 보기에는 균등하지 않으나 신
이 보기에는 균등할 따름인 인간의 온갖 상황 속에서의 작은 차이들이, 증
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 불
리는 티끌들을 구분하는 온갖 사소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308)

결국 볼테르에 따르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들 사이에 사소
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는 진정한 종교는, 인간이 세운 
종교가 아니라 신이 세운 종교이다. 이러한 종교는 종교적 열광이나 인간
적 정념에 휩쓸리지 않는 종교이고,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는 종교이며, 신의 이름과 권위로 제시되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
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종교이고,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진리이며 신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종교이며, 인간들 사이에 화합과 평화와 선과 
관용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자신이 이신론자임을 밝히는 볼테르는 이신론자의 특징을 묘사한다. 즉, 이
신론자는 ‘절대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걸 뽐낼 정도로 경솔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의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절대자’가 어떻게 벌하고 은혜를 베풀
며 용서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절대자’가 행동한다는 점과 의롭다는 점을 
알기에, ‘절대자’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이 섭리가 모든 곳과 모든 시대에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있는 이신론자는 서로 모순되는 종파
들 중 어느 종파도 신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신봉하는 종교야 말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진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자’에 대한 단순한 숭배는 세상의 
모든 체계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이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모든 민족이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신론자에게는, 전 세계 방방
곡곡에 형제가 있으며, 그는 모든 현인을 형제로 여긴다. 그는 종교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견해나 헛된 외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
한 숭배와 정의에 달려 있다고 여긴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종
308) Ibid., p.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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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이며, ‘절대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교리이다. 그는 성지순례
를 하지 않으면 화가 닥칠 것이라는 수도사의 협박을 비웃으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압박받는 자를 보호한다.309)

이신론자의 특징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 볼테르가 지향하는 종교의 
모습이 드러난다. 볼테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종교의 유형은, 잘못된 교리나 
형식화된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고, ‘절대자’에게 순종하면서 단지 ‘절대자’를 숭
배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볼
테르 자신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볼테르에게 있어 
기독교는 자신의 이념적인 적이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극도의 종교적 
불관용을 드러내는 편협하고 광신적이며 비합리적인 종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볼테르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가하지만, 다른 종교, 
예를 들어 중국의 공자와 유교에 대해서는 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볼테르가 유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때문이다. 볼테르에 따르면, 명
나라와 청나라 시절에 기독교의 선교를 허용한 것이 바로 중국인의 종교적
인 관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반면에 선교 과정에서 다른 교파들조
차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운 기독교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기독교의 불관
용을 잘 볼 수가 있다. 볼테르는 중국에서 독단과 사제가 없는 관대한 이
신론을 발견하고, 중국에는 비합리적인 미신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항상 강
조한다. 중국인의 종교는 처음부터 하늘의 지배에 대한 단순한 숭배이고, 
지혜와 존엄을 지니며 모든 미신과 야만으로부터 자유롭다. 볼테르에 따르
면, 중국인의 종교는 사제의 권한에 대한 언쟁으로 혼란스럽지 않으며 독
단적이고 부조리한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중국 지식인들의 종교에는 비
록 물질적인 신 관념은 없지만, 많은 유럽인들이 비난하는 것과 같은 무신
론은 아니다. 공자는 혁신가도 아니고 새로운 교설의 주창자도 아니다. 마
찬가지로 공자는 신탁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 공자는 신
성의 근원이나 초자연적인 감을 주장하지도 않은 현인일 뿐이다.310) 
309) Théist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4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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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에 따르면, 진정한 신자야 말로 ‘화체설’311), 예수 승천, 성모 승
천, 수태고지, 종교재판 등을 우습게 여기고, 신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며,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자는 좋은 신
하,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데 만족하고, 수도승에게 적
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을 하는 사람이다.312) 
따라서 볼테르는 종교가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
들어진 것임을 전제하면서,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살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다시 말해, 내세에서 행복해지려
면 올바로 살아야 하고, 현세에서 우리 인간의 참담한 본성이 허용하는 한
에서 행복해지려면,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313) 

볼테르의 관점에서 인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절대자’가 세운 진정한 종교란, 특정 민족에 속하지 않아 모든 민족
이 각기 다른 언어로도 하나의 동일한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이면서, 사제
나 신도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애써 유지하려고 사소한 차이를 구실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지 않는 종교이면서, 인간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시키는 종교이면서, 모든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푸는 종교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형제 같이 지내며 서
로 미워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비록 지역과 언어는 달라도 이 평온한 삶을 허
락해준 신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신에게 올린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동과 평온한 
생업의 결실을 강탈해가는 강도를 증오하듯이, 혼에 가해지는 폭압을 증오하게 해
주십시오! 전쟁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해도,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서로 미워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수많은 

310) 안종수,「볼테르와 유교」, 『철학논총』 제56집 제2권, 2009, p. 200.
311) ‘화체설化體說’. 성찬聖餐 시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실체로 변한다는 교리로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존재하나 그 실존 양식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312) Instruction à frère Pédoculoso in Mélanges, op.cit., p. 1345. 
313)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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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우리에게 이 삶의 순간을 준 당신의 선함을 찬양하는데 우리 삶의 순간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314)

볼테르 자신이 사도이기를 자임하는 ‘자연 종교’, 곧 ‘우주적인 종교’는 한정
된 인간 집단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테르는 동일한 신앙 안에서 일
치를 통해 긴 하게 퍼지는 열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종교
적 전통, 엄숙한 종교의식, 성사聖事, 그 어떤 것이라도 근본적으로 혼을 뜨
겁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가 인정하는 유일한 열광은 천상의 관조
로부터 생겨난다.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바빌론에서 도망쳐 나와 이집트
로 향하며 한없는 슬픔에 잠겨 자기 처지에 비통함을 느끼던 자디그가 하늘을 
문득 바라보다가 얻는 깨달음이 이와 같은 천상의 관조에 해당할 것이다. 자디
그는 우리 인간의 눈에 희미한 불똥처럼 보이는 광대한 빛의 천구들을 경
탄하며 응시한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는 실제로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점에 
불과한 지구가, 우리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토록 크고 고귀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순간 작은 진흙 원자, 곧 티끌 같은 지구 위에서 바
글거리며 서로 잡아먹는 벌레들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자디그의 뇌리에 선명히 떠오른다. 이 진실한 모습이 자디그 자신과 바빌
론의 보잘것없음을 선명히 보여주며, 그의 불행들을 사라지게 해 주는 듯
이 보인다. 그의 혼은 무한으로 도약하여 일체의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고, 그는 우주의 불변하는 질서를 응시한다.315) 포모는 볼테르가 마음에 
품으면서 지향하는 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볼테르의 신은 천구天球들의 조화에 의해 나타난 뉴턴의 신이면서, 마음에 감지

314) Ibid., pp. 638-639. “Puissent tous les hommes se souvenir qu'ils sont frères! 
Qu'ils aient en horreur la tyrannie exercée sur les âmes, comme ils sont en 
exécration le brigandage qui ravit par la force le fruit du travail et de l'industrie 
paisible! Si les fléaux de la geurre sont inévitables, ne nous haïssons pas, ne nous 
déchirons pas les uns les autres dans le sien de la paix, et employons l'instant de 
notre existence à bénir également en mille langages divers, depuis Siam jusqu'à 
Californie, ta bonté qui nous a donné cet instant.”

315)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79-80.



- 156 -

되지 않고 정신에 감지되는 신이다. 볼테르는 종교적 감정의 정화된 형태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신을 인정한다. 그의 유신론적 신앙고백을 속임수로 치
부할 수는 없다. ‘모든 세상의 신’을 생각하며 볼테르가 느끼는 열광이 표현되는 
그의 글들은 분명히 진지하다.316)

포모의 설명처럼, 볼테르가 그 존재를 인정하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은, 
신의 표상을 과학적으로 정립한 뉴턴의 신으로서, 뉴턴은 천체들의 조화를 
통해 드러나는 우주 질서 속에서 위대한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질서 속에
서 분명히 나타나는 신의 지혜로움에 경외를 느낀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정
신에 감지되는 신만을 받아들이고, 절제되고 정화된 종교적 감정만을 인정하면
서, 진정한 기독교는 완벽한 ‘자연법’이라고까지 규정한다. 그리하여 그는 열광
적이며 비합리적인 종교로 자신이 간주하는 기독교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종교
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볼테르는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우주적인 
종교’의 특징을 제시한다. 즉, 볼테르가 지향하는 ‘우주적인 종교’는 어떤 
한 민족에게만 속해 있어 모든 사람을 분열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우주 전
체에 속해 있어 모든 민족을 화합시키는 종교이고, 모든 나라에 공통된 정
의를 실천하는 종교이며, 민족들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구실이 
되는 거짓을 물리치면서 민족들을 화해시키는 종교이다. 『50인의 설교 
Sermon des cinquante』에서, 볼테르는 이런 종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렇게 설명한다. 

  형제들이여,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신의 비 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종교
는 모든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민족에게만 속하는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그 원칙에 있어 
우주 전체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나라가 숭배하듯이 ‘절대자’를 
숭배하기 때문이고, 모든 나라가 가르치는 정의를 실천하기 때문이며, 민족들끼

316) René Pomeau, Voltaire par lui-même, op.cit., p. 50. “Le Dieu de Voltaire est 
celui de Newton, manifesté par l'harmonie des sphères, Dieu sensible à l'esprit, 
non au coeur. Voltaire n'admet pas que cette forme purifié du sentiment religieux ; 
mais il l'admet. Il n'est pas possible de mettre au nombre de ses supercheries ses 
professions de foi théistes. Les textes de Voltaire où s'expriment l'exaltation qu'il 
ressent à la pensée du ≪Dieu de tous les mondes≫ sont certainement sincè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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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서로 비난거리로 삼는 모든 거짓을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은 화해시킨다는 원칙에서는 그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이 서로 다투는 상태에서는 그들과 구별됩니다.317)

볼테르는 “우리 모두는 같은 종교에 속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같은 종
교에 속해 있고, 모든 민족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의 신을 숭배하며,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아이들입니다.”318)라고 하
면서, 또한 “비참 속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전능한 자의 자녀인 우리는 우
리 모두의 아버지를 향해 팔을 벌립니다.”319)라고 하면서, 인간 모두에게 
신은 동일한 존재이며, 진정한 종교란 범세계적이면서도 모든 민족에 공통
되는 ‘우주적인 종교’임을 내세운다.

이 세상에는 악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다 보니, 악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나
타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으므로, 오직 선만
이 있게 되는 것은 ‘절대자’가 존재하는 다른 세상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볼테르가 꿈꾸는 ‘절대자의 종교’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
게 실현될 수 있을까? 결국, ‘절대자의 종교’, 곧 ‘절대자’를 따르는 종교가 실
현되려면 어떤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직 선만이 존재하고 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자디그의 질문에 대한 은자隱者의 대답으로부터, 이 세상

317) Sermon des cinquante in Mélanges, op.cit., p. 254. “Mes frères, la religion est 
la voix secrètes de Dieu, qui parle à tous les hommes ; elle doit tous les réunir, 
et non les diviser : donc toute religion qui n'appartient qu'à un peuple est fausse. 
La nôtre est dans son principe celle de l'univers entier, car nous adorons un Être 
supême comme toutes les nations l'adorent, nous pratiquons la justice que toutes 
les nations enseignent, et nous rejetons tous ces mensonges que les peuples se 
reprochent les uns aux autres. Ainsi, d'accord avec eux dans le principe qui les 
concilie, nous différons d'eux dans les choses où ils se combattent.”

318) Sermon prê̂ché à Bâ̂le in Mélanges, op.cit., p. 1323, “Nous sommes tous de 
la même religion sans le savoir. Tous les peuples adorent un Dieu, des 
extrémités du Japon aux rochers du mont Atlas : ce sont des enfants qui 
crient à leur père en différents langages.” 

319) Poème sur le désastre de Lisbonne in Mélanges, op.cit., p. 306.
     “Enfants du Tout-Puissant, mais nés dans la misère,
      Nous étendons les mains vers notre commun p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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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절대자의 종교’가 실현될 가능성과 조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은 다른 땅으로 변할 것이다. 사건들의 연계는 지혜로움으로 된 다른 
질서가 될 것이다. 완벽할 수도 있는 그 다른 질서는, 악이 접근할 수 없는 ‘절대자’
의 원한 거처에만 있다. ‘절대자’는 수백만 개의 세상을 창조했으되, 그 중 서로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한한 다양성이 그의 무한한 권능을 드러내는 속성 중 
하나이다. 이 지상에 나뭇잎 중 서로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 천체 중 서로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태어난 이 ‘작은 원자’320) 위
에 있는 모든 것은, 전체를 포용하는 이의 변함없는 질서에 따라, 정해진 자리와 시
각에 있어야 한다. (…)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여, 마땅히 숭배해야 할 것에 
맞서 다투는 짓을 멈추라.321)
 
이와 같이, 볼테르가 지향하는 ‘절대자의 종교’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려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운행하는 ‘절대자’가 설정한 불변의 질서에 
따라 세상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며 그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뿐만 아
니라, 인간이 탐욕과 허 심을 버림으로써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신의 진정
한 모습을 깨달아야 함은 물론, ‘절대자’에게 대항하는 행위를 멈춤으로써 ‘절
대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한 ‘절대자의 종교’가 이 세상
에 실현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서로 다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괴롭
히지도 않고 서로 돕고 화합하며, 공통된 하나의 신, 곧 ‘절대자’를 찬양하며 
섬기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바빌론의 공주』에서 포르모
산테 공주가 ‘말하는 새’에게 그 새가 살던 곳에 종교가 있는지 물어 보는
데, 이 질문에 대해 ‘말하는 새’는 이렇게 대답한다. 
320) ‘작은 원자’는 지구를 가리킨다. 
321)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14. “Alors, cette 

terre serait une autre terre ; l'enchaînement des événements serait un autre ordre 
de sagesse ; et cet autre ordre, qui serait parfait, ne peut être que dans la 
demeure éternelle de l'Être suprême, de qui le mal ne peut approcher. Il a créé 
des millions de mondes dont aucun ne peut ressembler à l'autre. Cette immense 
variété est un attribut de sa puissance immense. Il n'y a ni deux feuilles d'arbre 
sur la terre, ni deux globes dans les champs infinis du ciel, qui soient semblables ; 
et tout ce que tu vois sur le petit atome où tu es né devait être dans sa place et 
dans son temps fixe, selon les ordres immuables de celui qui embrasse tout. (…) 
Faible mortel, cesse de disputer contre ce qu'il faut ad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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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있냐고요? 부인, 우리는 만월이 되는 날에 신에게 감사하려고 모이지요. 
그것이 오락이 되는 것을 걱정하여 남자들은 백양목으로 지어진 큰 성전에, 여
자들은 다른 성전에 모여요. 또한 모든 새들은 작은 숲에 네 발 짐승들은 아름
다운 풀밭 위에 모이지요.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베푼 온갖 행복들에 대해 신에
게 감사해요.322)

‘말하는 새’의 대답에서, 볼테르가 지향하는 종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의 소일거리나 오락거리로 전락하여 겉치레만 남은 예배나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의 모
습이 제시된다. 그것은 볼테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종교의 모습, 
곧 ‘절대자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굴모에 따르면323), 볼테르는 이신
론이 지배하는 국가 교회가 태동하기를 열심히 기대하는데, 이 작품은 그
의 이런 꿈과 기대를 드러낸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저지르는 사악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
는 볼테르가 꿈꾸는 종교는, 타인에 대한 핍박, 독단적인 교리, 타락과 부패의 
화신인 사제, 종교의식에 대한 집착,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 종교적 맹신과 광
신, 종교적 불관용이 사라진 종교로서, 인간이 ‘절대자’가 베푼 온갖 행복에 단
지 감사드리며 ‘절대자’를 찬양하고 섬기는 종교이다. 볼테르가 지향하는 종교
에서는 기존 기독교의 중심 교리에 해당하는 ‘원죄’ 사상, 삼위일체설, 예수 그
리스도에 의한 대속, 지옥에서의 벌永罰 등이 부정되고, 지고의 존재인 ‘절대
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세워진 질서정연한 우주를 운행하고 세상을 유지하는 
지극히 선한 창조주로서 ‘절대자’만 부각된다. 따라서 볼테르가 지향하는 종교
는 사람을 분열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시키는 종교이고, 어떠한 당
파에도 속하지 않는 종교이며, 교조적인 멍청이를 양성하는 종교가 아니라 덕

322) La Princesse de Babylon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65. “S'il y 
en a une? Madame, nous nous assemblons pour rendre grâce à Dieu les jours de la 
pleine lune, les hommes dans un grand temple de cèdre, les femmes dans un autre, 
de peur des distractions; tous les oiseaux dans un bocage, les quadrupèdes sur une 
belle pelouse. Nous remercions Dieu de tous les biens qu'il nous a faits.”

323)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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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종교이고, 박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용인하는 종교이
며, 신을 폭군으로 만들거나 이웃을 희생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신과 이
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언급하는 종교이다.324)

결국, 볼테르가 지향하는 ‘절대자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
기 멋대로 만들어내어 인간 스스로 지탱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연합과 평화를 사랑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이 세운 종교이다. 또한 ‘절대자
의 종교’는 모든 민족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의 동일한 ‘절대자’를 섬기
는 종교이면서, 모든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인간들 사이에 화합
과 평화를 추구하고 선과 관용을 베푸는 종교이다. 그리고 ‘절대자의 종교’
는 범세계적이면서도 모든 민족에 공통되는 ‘우주적인 종교’이면서, 인간이 
서로 돕고 화합하며 공통된 하나의 신, 곧 ‘절대자’를 찬양하며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종교이다.    

Ⅱ.3.3. ‘자연 종교’의 한계
볼테르와 같은 이신론자에게 있어, 종교란 예를 들어 기독교 성서나 신의 계

시를 인정하지 않고서, 오로지 ‘절대자’를 숭배하며 덕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도덕의 준수가 종교의 첫째가는 행위이므로, 볼테르는 기독교
와 같은 ‘계시 종교들’은 엄청난 기만이며, ‘자연법’만이 신성하고 보편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볼테르에게 있어 ‘합리적인 신’이나 ‘이성적인 신’은 인간들
이 이　땅에서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내버려둔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모든 인간이 신에게서 부여받은 본능과도 같은 ‘양식良識 
le bon sens’을 기초로 한다. 결국, 이신론에서 벗어난 모든 종교는 미신에 의
해 타락한 종교이므로, 이런 종교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의 ‘양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325) 

볼테르는 “신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듯이, 신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에 대한 개념을 주었고, 그들에게 정의에 대해 알려주기 위
324) Avis au public sur les parricides in Mélanges, op.cit., p. 824.
325)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p. 4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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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심을 주었다.”326)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도덕의 토대가 되는 정의에 대
한 개념과 정의를 알 수 있는 양심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특
히, 볼테르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견해들에 의해,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자연 
종교’의 원리를 왜곡했던 사람들은 서로를 용인해야 한다.”327)고 하면서, 사람
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견해 때문에 분열되고, 이를 통해 ‘자연 종교’의 원리가 
왜곡되지만, 사람들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 종교’의 원리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단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328)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되는 것인 이런 도덕을 준수하고 선을 실천
하는 일이 종교에서 으뜸가는 행위라면, 또한 종교란 바로 이런 도덕에 일치하
는 것이라면, 인간이 만든 선이나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
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인간은 종교 없이도 도덕을 준수하고 선을 실천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기독교에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인간은 기독교 없이도 자기 나름대로 도덕을 준수하고 선을 행한다. 따
라서 도덕의 준수와 선의 실천이라는 문제가 종교와 결부되면, 결국 인간은 자
신의 기준을 신의 계시에 적용하게 되고, 자신의 기준을 향해 신을 몰고 가게 
된다. 더구나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선이나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다
르며, 특히 오늘날 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독교 같은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선이면 그것은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

326) Poème sur la Loi naturelle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Ⅸ, op.cit., 
p. 5. “Dieu a donné à tous les hommes les idées de la justice, et la conscience 
pour les en avertir, comme il leur a donné tout ce que leur est nécessaire.”

327) Ibid., p. 14. “Les hommes ayant, pour la plupart, défiguré, par les opinions qui 
les divisent, le principe de la Religion Naturelle qui les unit, doivent se supporter 
les uns les autres,”

328) “이신론자들은 ‘계시 종교’의 교의와 제례를 신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사

제들이 날조해 낸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종교적 실천은 창조 시 

인간에게 부여된 양심에 따라 사는 윤리적 삶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이신론적 믿음을 

근거로 하여 온갖 신비적인 종교적 교의와 제례를 물리치고 오직 도덕적 실천만을 강조

하는 이신론자들의 이성적 종교를 ‘계시 종교’와 구별하여 ‘자연 종교’라 부른다. 이신론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자연 종교’는 사제들에 의해 은폐되고 타락되어 현존하는 기

성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이전의 인류의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종교로서 마땅히 인

류가 회복시켜야 할 참된 종교인 것이다.” 이태하, 「17～18세기 영국의 이신론과 자연

종교」, 철학연구 63호, 2013, p. 90.



- 162 -

래, 어떤 주어진 사회의 종교를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선의 개념에다 맞추려는 
시도가 문제가 된다. 

볼테르는 ‘절대자’가 선과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되는 ‘자연법의 입법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볼테르가 지향하는 종교는 인간 본연의 지혜나 자연적 이
성이나 통찰에 바탕을 둔 ‘자연 종교’의 일종으로서, 기성 종교의 구속된 신
앙을 배제하고 ‘순수 종교’를 찾으려는 데서 일어난 합리주의적 성격을 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 이신론자들의 저서
를 탐독하고 뉴턴의 철학에 심취한 볼테르에게 있어, 우주 질서 속에서 위
대한 신의 존재와 지혜로움에 대해 경외를 느끼던 뉴턴이야말로, 볼테르 
자신에게 자연과 신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존재이다.329)

뉴턴에 대한 찬사로 이루어진 『철학 서한』의 14번째 편지와 16번
째 편지에서 나타나듯이330), 신의 존재에 대해 뉴턴이 품고 있는 견해
는, 볼테르에게 있어 ‘절대자’로서의 신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뉴턴 철학의 기본원리』에서, 볼테르는 
“뉴턴은 다음 같은 신의 존재에 대해 지극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신은 
무한하고 전능하며 원한 존재이자 창조주일 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피조물 사이에 관계를 설정한 주인이다.”331)라고 기술한다. 왜냐하면 신과 
피조물 사이에 이런 관계가 없다면, 신에 대한 인식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희망을 통해 죄악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헛된 관념이 될 따름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볼테르가 품고 있는 ‘절대자’로서의 신은 세상일이나 인간사에
는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인간의 선행과 미덕을 보상하고 인간의 죄와 악
329) “볼테르는 자연관에 있어서 확신에 찬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나 라이프니츠보다 

우주는 인간의 오성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회의를 가졌던 뉴턴에 더 귀 기
울이게 되었다. 신은 무한하고, 아주 위대하며, 원하고 창조주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주인이라고 뉴턴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던 볼테르는 
이 관계가 바로 자연법이며, 자연 종교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은 보편적 도덕이라고 생
각했다.” 이효숙, 「볼테르의 종교관과 철학동화」, art.cit., p. 393.

330)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p. 54-58, pp. 66-70.

331) Éléments de la philosophie de Newton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XⅡ, 
Garnier, 1879, p. 403. “Newton était intimement persuadé de l'existence d'un Dieu, 
et il entendait par ce mot, non seulement un Être infini, tout-puissant, éternel et 
créateur, mais un maître qui a mis une relation entre lui et ses cré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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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징벌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의의 수호자나 신성한 
재판관 같은 존재이다. 또한 볼테르는 “뉴턴 철학 전체는 모든 것을 자유
롭게 창조하고 정돈한 ‘절대자’에 대한 인식으로 반드시 귀결된다.”332)라고 
하면서, 뉴턴에 따르면 세상은 완결되어 있고, 공허가 있다면 물질은 필연
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물질은 ‘자유로운 원인 la cause libre’으
로부터 존재를 부여받는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물질이 중력에 이끌린다
면, 물질이 본래부터 중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신으로부터 중
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또한 행성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이 행성들을 만들어낸 창조주의 손이 절대적인 자유와 더불어 그 
방향으로 행성들의 운행을 인도한다는 것이다. 볼테르에 따르면, 뉴턴은 
지극히 강하듯이 지극히 자유로운 신이 그 존재 이유가 단지 신의 유일한 
의지일 따름인 많은 사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행성들이 서
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많은 동물과 별과 삼라만상이 있는 
것, 완성된 우주가 공간의 이러저러한 지점에 있다는 것 등은 ‘절대자’의 
의지가 그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다.333)     

포모는 볼테르가 어떤 종교적 감정이든 어리석은 미신이나 혹은 잔혹하
고 무자비한 종교적 광신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볼테르가 
이런 ‘자연 종교’를 지향하고 추구하게 되는 심리적 동기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이라는 허깨비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 
광신적인 얀센주의,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 ‘라바르 사건’ 같은 사건은 이런 ‘종
교적 광기’의 너무도 실제적인 증상이었다. (…) 종교적 열광에 대한 이런 혐오
는 기독교에 맞선 그의 엄청난 투쟁의 심리적 동기이다. 감정을 이성으로 대체
하기 위한 바로 그런 노력이 여기서 다시 발견된다. 볼테르는 중국 문인들의 종
교와 비슷한 냉정한 종교가 열정적인 종교인 기독교의 뒤를 잇기를 바란다. 볼
테르 자신이 사도로 자처했던 ‘자연 종교’, 곧 ‘보편 종교’는 한정된 인간 집단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볼테르는 어떤 동일한 신앙 가운데서 합일을 통해 확산되

332) Ibid., p. 403. “Toute la philosophie de Newton conduit nécessairement à la 
connaissance d'un Être suprême, qui a tout créé, tour arrangé librement.”

333) Ibid., 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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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란히 옆에서 느껴지는 열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제나 종교 전통은 거
의 없거나 혹은 아예 없고, 기껏해야 간혹 엄숙하지만 순전히 우의적인 종교의
식이 있으며, 어떤 성사聖事도 없다. 간단히 말해, 혼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아
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볼테르가 허용하는 유일한 열광은 천상의 관조로부터 
생겨나는 열광이다.334)

그러므로 볼테르가 지향하는 ‘절대자의 종교’도 일종의 ‘자연 종교’라 부를 
수 있는 개념이다. ‘자연 종교’란 계시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얻는 지식이 아
니라, 모든 사람이 타고났거나 이성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지식체계
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종교’를 지지하는 볼테르와 같은 이
신론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독단주의와 종교적 불관용을 
초래한다고 여겨지는 종교적 계시를 철저히 불신한다. 그 때문에, 이신론자들
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연 종교’가 예배방식, 신앙생활, 교리에 있어 기독교
나 다른 종교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종교적이고 윤리적 원칙으로서 이성이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피트리
Gaston Pietri는 볼테르가 지향하는 ‘자연 종교’를 특히 ‘관용’이라는 개념
과 관련시켜 이렇게 설명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완고한 오해 때문에, 계시라는 개념은 특히 관용과 자유의 적
으로서 배격되었다. 종교에 대한 볼테르의 과도한 비난에서 그 표적은 분명히 
가톨릭교회이다. 가톨릭과 더불어, 심지어 가톨릭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부차

334) René Pomeau, Voltaire par lui-même, op.cit., pp. 48-51. “Voltaire ne s'en 
prenait pas à un fantôme de fanatisme. Le jansénisme convulsionnaire, le 
persécutions contre les protestants, une affaire comme l'affaire La Barre étaient, 
en son temps, des symptômes trop réels de cette ≪folie religieuse≫. (…) Cette 
horreur de la passion religieuse est le mobile psychologique de son grand combat 
contre le christianisme. On retrouve ici ce même effort pour substituer la raison 
au sentiment. Voltaire voudrait qu'au christianisme, religion passionnelle, succédât 
une religion froide, analogue à celle des lettrés de la Chine. La ≪religion naturelle
≫ dont il se fit l'apôtre, religion universelle, n'est pas liée à un groupe humaine 
déterminé. Voltaire ne veut pas de cette chaleur du coude à coude que répand la 
communion dans une même foi. Peu ou pas de clergé, pas de tradition, à peind de 
temps à autre quelques cérémonies augustes, mais purement allégoriques, aucun 
sacrement, bref rien qui puisse échauffer l'âme. Le seul enthousiasme que permette 
Voltaire est celui qui naît de la contemplation cél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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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적은 ‘자연 종교’와 구분된 ‘실증 종교’이다. 볼테르가 보기에 이 ‘자연 
종교’는 정신들을 분열시킬 수 없을 것이다. ‘자연 종교’는 신으로부터 받은 어
떤 계시이든, 또 해석 권한이 교회에 주어진 어떤 계시이든 그 계시와는 거리가 
멀고, 이성에 부합하는 예배일 수도 있다. 그 교리와 더불어 교회의 아성을 파
괴하면서, 관용이 이런 ‘순수 종교’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관용은 자체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다. 달리 말해 볼테르에 따르면, 관용은 종교를 그런 식으로 노릴 
이유가 없다. 관용은 어떤 종교적 독단이든 내몰리는 사회의 종교일 수도 있는 
유신론의 길을 열어야 한다.335)

   
‘자연 종교’와 ‘자연법’을 동의어로 간주하는 볼테르는, 우리 인간의 ‘계시 

종교’는 완벽한 ‘자연법’일 따름이며 이런 ‘자연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연 종교’나 ‘자연법’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336) 왜냐하면 볼
335) Gaston Pietri, De Voltaire à la liberté religieuse, Salvator, 2012, pp. 145-146. 

“Mais il est vrai que, pour une part à cause de malentendus coriaces, l'idée de 
révélation a été rejetée comme l'ennemie par excellence de la tolérance et de la 
liberté. Dans la diatribe démesurée de Voltaire à l'égard des religions, la cible est 
manifestement l'Eglise catholique. Avec le catholicisme, et mé̂me essentiellement 
liée à lui, la cible dérivée est la religion positive distinguée d'une religion naturelle 
ne saurait diviser les esprits. Loin de toute révélation reçue d'en-haut et dont une 
Eglise serait l'interprète autorisé, ce serait un culte conforme à la raison. Tout en 
détruisant les citadelles ecclésiales avec leurs dogmes, la tolérance manquerait son 
but si elle ne construisait cette religion pure. Autrement dit, selon Voltaire, la 
tolérance n'a pas de raison de s'en prendre à religion comme telle. Elle doit frayer 
le chemin à un théisme qui serait la religion d'une société d'où serait banni tout 
arbtraire religieux.”

336) 고대에서 ‘자연법’ 개념은 ‘실정법實定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고,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권위를 가지며, 인간의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신성한 법이다. 또한 

‘자연법’은 자연에 부합하는 공정한 이성으로서, 인간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인간

이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세에 와서 이교도 철학자

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우려에서 나온 해결책은 ‘자연

법’을 ‘신법神法’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즉, 신적인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는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계시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근대 초에 와서, 종교 개혁과 과학의 발전은 자연법사상

에 영향을 준다. 교회의 권위와 성서로부터 독립된 도덕 기준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과학은 모든 자연현상을 자유로운 이성적 탐구에 종속시키며,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현

상들도 이성에 의한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자연법’은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공통되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규칙들이 된다. 17세기 자연법 사상가들은 자연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고 주

장한다. 즉,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듯이, 이성을 통해 인간 사회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법’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보편적 기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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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에게 있어 ‘자연법’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그것에 대한 감을 주었던 
도덕법이기 때문이고, 이 ‘자연법’은 그 신에게 어떠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서 창조자인 어떤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자연법’은 개인의 행복
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볼
테르는 ‘자연법’이란 자연이 모든 인간에게 알려주는 법이라고 하면서, ‘자
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이 자녀를 길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자녀는 그의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당
신을 존경해야 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듯이 당신에게 감사해
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경작했던 땅의 소출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당신
이 약속을 주고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인간의 법은 
어떤 경우에도 이 ‘자연법’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 세상 어디서든 인간의 법
이나 ‘자연법’에 있어 대원칙과 보편적인 원리는 “네가 사람들이 네게 하기를 바
라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원리에 따른다면, 어떤 사
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것과 네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337)

기독교와 같은 인간의 ‘계시 종교’는 완벽한 ‘자연법’일 수밖에 없으며 이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는 볼테르의 주장처럼, ‘자연법’이 신이 창조한 인간
의 본성에 내재한다든지, 신의 창조 질서에 속한다든지, 신의 율법의 계시
에서 표현된다든지, 인간의 마음이나 혹은 양심 속에 새겨져 있다든지 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김응종, 『서양사 개념어 사
전』, op.cit., pp. 290-293.) 그러므로 여기서 볼테르가 강조하는 ‘자연법’은 기독교의 

교의와 결합된 ‘신법神法’도 아니고, 신적인 이성의 영원한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어떤 민족

과 사회와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337)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581. “Vous avez élevé votre 
enfant, il vous doit du respect comme à son père, de la reconnaissance comme à 
son bienfaiteur. Vous avez droit aux productions de la terre que vous avez cultivée 
par vos mains. Vous avez donné et reçu une promesse, elle doit é̂̂tre tenue. Le 
droit humain ne peut être fondé en aucun cas que sur ce droit de nature ; et le 
grand principe, le principe universel de l'un et de l'autre, est dans toute la terre : 
≪Ne fais pas ce que tu ne voudrais pas qu'on te fit.≫ Or on ne voit pas 
comment, suivant ce principe, un homme pourrait dire à un autre : ≪Crois ce qu 
je crois, et ce que tu ne peux croire, ou tu péri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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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으로, ‘자연법’은 기독교 교리를 통해 필요한 것으로서 제시된다. 하
지만 엘륄Jacques Ellul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모든 주장의 배경에는 지적이
든, 적이든, 물질적이든, 기독교도와 비非기독교도의 만남의 장을 발견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학자들의 관심이 깔려 있다고 본다면, ‘자연법’ 이론
은 어떤 점에서도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338) 엘륄은 계몽주
의 시대의 ‘자연법’과 이성과의 관계 및 계몽주의 시대에 표방된 ‘자연법’ 
이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다. 즉, 계몽주의 시대에 있어 ‘자연법’은 본질
적으로 이성에 일치하며, 이성은 ‘자연법’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표현 자체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법
의 분야에서 이성에 일치하는 것, 또한 이성에 일치하는 모든 것은 자연법
을 구성하므로, ‘자연법’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법이 아니라, 자율적인 이
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엘륄은 이성은 인간의 공유물도 아니고, 
인간의 팔다리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뇌의 필수적인 산물도 
아님을 강조한다.339)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오류는 서구 세계에서 
점진적으로 수립된 것, 곧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느리고도 어렵게 완
성된 것이 자명한 자연적 산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그들의 오류는 
이성이 인간 본성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성은 단숨
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물과 세상과 사회와 자기 자신과의 고된 투쟁
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성은 어떤 선택의 결과이지 인간 본성적으로 주어
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18세기에 이성은 그 위력과 편재偏在에서 너무도 
명백한 것으로서 나타난 나머지, 사람들은 이성이 정립되는 느린 진행 과
정과 역사적 생성 과정을 무시하고, 이성의 보편적인 위대함을 선포하고, 
이성을 만물의 척도로 선포한다는 것이다.340) 이성의 이런 속성에 비추어 
보아, 엘륄은 ‘자연법’은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실재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
에서 고려된 인간 현실과 우주의 일부분이며,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내
재하는 ‘자연법’은 없으며,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자연법’

338) Jacques Ellul, Le Fondement théologique du droit, Dalloz, 2008, p. 51
339) Ibid., p. 17.
340) Jacques Ellul, Trahison de l'Occident, Princi Negue, 2003.,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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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일관성이 없고 변동하는 이성에 종속된다고 주장
한다.341) 

‘자연법’에서 드러나는 이런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같은 
‘계시 종교’는 완벽한 ‘자연법’일 수밖에 없다는 볼테르의 주장은, 그가 추
구하는 신이라는 존재의 특성과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종교의 특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신론자인 볼테르가 생각하는 신은 우주의 창조
자인 지고의 유일신으로서, 그 신은 일반적인 유신론에서 주장하는 신과는 반
대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인간의 운명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창조주인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신을 종교적으로 도구화하는 것
을 인정하지 않고, 사제와 교회의 필요성도, 성서와 같은 성스러운 경전의 신
빙성도, 예수와 같은 메시아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종교
적 계시이든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신은 본성과 속성들이 알 수 없는 
채로 남아 있는 지고의 존재이기에, 그는 계시에 따라 ‘강생降生’을 통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공격적인 이신론자들은 기독교의 신앙과 예배의식을 이성으로 해부하
면서, 로마 가톨릭의 정교한 전례의식과 복잡한 관례규정을 고대 이교도의 미
신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개신교 분파들의 건전
하지 못한 종교적 광신과 개인의 엄격한 경건생활 대신에, 이성의 종교인 ‘자
연 종교’가 요구하는 건전한 윤리적 노력과 관용을 널리 보급하려고 애쓴다. 
한편,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타고난 이성이 종교적 진리에 접근하는 길을 열
어 주기는 하나, 그 진리를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초자연
적인 계시가 거기에 덧붙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신론자들은 ‘자연 
종교’만이 확실하고 타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 확인
된 단순한 도덕적 진리에 덧붙여진 기독교의 모든 군더더기를 맹렬히 공격한
다. 더욱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이신론자들은 신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뒤로는 초
연한 입장으로 물러앉아, 세상이 합리적인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우주를 안정된 합리적 법칙에 따르는 기계
341) Jacques Ellul, Le Fondement théologique du droit, op.cit., p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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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 간주한 뉴턴의 우주관에 의지하면서, 세계가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합리적인 창조자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주장을 편다. 
이와 같이, 볼테르가 추구하는 ‘자연 종교’로서 ‘절대자의 종교’와 ‘계시 종교’로
서 기독교 사이에는 뛰어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342) 

342) “이신론과 전통적 유신론 사이를 구별시켜주는 핵심 요소는 ‘신의 계시’인 셈이며, 

그 점에서 ‘계시 종교’로서의 전통 기독교를 부정하고 나선 이신론을 그와 구별하고 대

비시키기 위해 ‘자연 종교’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계시 종교’와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이 ‘자연 종교’라는 개념이야말로 어쩌면 이신론의 핵심, 그 기원과 관련된 

이 새로운 종교 사상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최성철, 「전

통과 혁신 사이: 이신론의 지성사적 성격」, 영국 연구 제15호, 2006,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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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볼테르의 기독교 비판

볼테르가 인식하는 인간 및 인간이 사는 지구의 실체는 비참하리만큼 
초라할 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인간은 감지조차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동물일 따름이다. 광막한 우주 공간에 비교하면 먼지 알갱이처럼 
지구에 기생하는 벌레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서도, 자신의 이런 모습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자기도취에 빠져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무한히 거만하면서도 자기에만 유독 혼이 
있다는 것을 무슨 특권처럼 자랑스러워한다. 『체스터필드 백작의 귀』에
서, 유독 인간만이 왜 혼을 갖겠다고 하는지 궁금하다는 사이드락의 질
문에 대한 구드맨 사제의 대답에서 나타나듯이343), 볼테르는 혼이 있다
고 자부하는 인간이 유별나게 혼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타고난 탐욕과 허 심 때문일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신은 인간에게 감정과 사념을 주기에 충분한 권능
을 갖고 있기에, 혼이라는 굳이 보이지도 않는 낯선 원자가 구태여 인간
에게 필요치 않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기독교 사제와 교회는 혼의 존재
를 부각시켜 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죽은 
자의 혼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빌미로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 막대한 
부를 긁어내는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준다. 특히, 기독교에 있어 혼과 관련
된 문제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제이므로, 볼테르는 혼
에 대한 일련의 의문을 통해 혼의 존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려 한다. 

또한 볼테르는 인간의 운명과 관련하여, 인간의 운명이 직접적으로 연관
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현상과 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향을 미친다고 
여길 뿐 아니라, 인간이 운명을 따르는 것이지 인간이 운명을 좌우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 운명이나 예기치 

343)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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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그에게는, 인간이란 시시각각 변화하
는 운명에 따라 예정된 삶이 뒤바뀔 뿐더러, 운명에 좌우되어 일어나는 온
갖 시련을 겪으며 운명에 휘둘리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사에 있어 결정 요인이 인간을 
초월한 운명에 있지도 않고, ‘초월적인 존재’ 곧 ‘절대자’에 의해 모든 것이 좌
우되고 이루어진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 사제와 교회는 신이 세
상의 일이나 인간사에 일일이 개입하고 신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섭리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면서 광신과 
독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볼테르는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우주의 창조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물주’로서의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가 ‘자연
법’의 입법자로서의 신을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에 있어 도덕의 토대가 필
요할 뿐 아니라 신은 그 토대 역할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기
독교 역시 완벽하게 된 ‘자연법’일 따름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초
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사나 세상의 일을 모두 신의 섭리로 돌
리는 경향이 있는 기독교로부터 종교적 맹신과 광신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난다
는 점이 볼테르에게는 문제가 된다.344) 따라서 그는 종교적 맹신과 광신으로 
야기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사랑과 평등을 내세우는 기독교 사제가 엄
격한 계급제도를 만들고 종교의식에 집착하며 불의와 쾌락에 빠져 사회의 부
패 및 병리적 상황을 조성한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그는 절대적 권력을 지
닌 세속의 군주로서 지상의 신으로 군림하던 교황 및 엄청난 특권을 누린 
고위 사제들, 이익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사제들의 
종교적 전횡과 폐단,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계율에 대한 집착, 신의 뜻과 
이름을 빙자한 성전聖戰에 대한 몰입을 부추기고 세뇌하는 풍조, 사소한 
교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된 종파간의 대립, 신의 존재에 대한 그릇된 

344) 볼테르에 의하면, 종교적 맹신에 의해 야기된 죄악이나 해악이 종교적 광신에 의한 

것보다는 역사 속에서 덜 두드러지더라도, 종교적 맹신에 의해서도 일상적이고 소소한 

수많은 온갖 죄악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친구를 헤어지게 한다거나, 친척을 갈라놓는다

거나, 광기어린 손으로 선행을 행하는 현자를 박해한다거나 하는 등이다. Le Fanatisme 
ou Mahomet le prophète, Mille et une nuits, 200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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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해석에서 기인하는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종교재판의 실상과 논리,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종교적 불관용으로 이어지는 맹목적인 종교적 광신을 신랄
하게 비판한다.

볼테르의 이와 같은 기독교 비판 중에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질러지는 
교황과 사제들의 군림과 특권 남용 및 교회의 악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의 뜻을 빌미로 삼는 신탁과 성전의 논리에 대한 비판은, 그가 추구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의 개념이 생겨나게 하는 주요인이 된다. 또한 사제들의 
전횡과 폐단에 대한 비판 및 종교의식에 대한 그의 비판은 사제도, 교회 
제도도, 종교의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자의 종교’의 기본 틀을 이룬
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사소한 견해 차이와 논쟁에서 비롯된 참화와 잔학
행위에 그의 비판은, 기독교를 대체하기 위해 그가 열망하는 ‘절대자의 종
교’의 토대인 이신론을 구상한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 그는 종
파나 혹은 종교 간의 알력과 다툼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절대자의 종교’를 
제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신론을 정당화한다. 특히, 그는 종교재판과 화
형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잔혹 행위와 종교적 광신에 비판을 통해, 독단
적인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신론을 내세우면서 이신론을 세
상에 실현하기를 열망한다. 결국, 그는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의해 야기
된 파괴와 살육에 비판을 통해,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과 맹신에 사로잡힌 
기독교를 대체할 이신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도록 치열한 투쟁과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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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인간의 존재와 운명

Ⅲ.1.1. 인간의 연약함과 환상
『미크로메가스』에 나오는, “시리우스라는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중 하나에 매우 총명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의 작은 개미집을 마
지막 여행지로 들렀을 때 나는 그를 아는 광을 누렸다. 그의 이름은 미
크로메가스 는데, 그것은 모든 거인들에 아주 합당한 이름이다.”345)라는 
설명에는, 무한한 우주에서는 크기라는 것이 모두가 서로 상대적이라고 보
는 볼테르의 특유한 개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토성의 아카데미 서기관은 키가 육천 ‘피에 le pied’(옛날 길이의 단위. 약 

0.3248 m)나 되는 거인이지만, 미크로메가스가 보기에는 난쟁이일 따름이
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아무리 높은 산도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듯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인간은 감지조차 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미미한 동물일 따름이다. 이처럼 인간은 개미집 같은 지구에서 개미처럼 
바글대고 있는 왜소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면서도, 자기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도취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바테를로Ghislain 
Waterlot는 『미크로메가스』에 나오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볼테르가 드러
내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한다. 

  볼테르는 인간의 힘을 상대화하기를 좋아한다. (…) 볼테르는 18세기 전반에 로
크가 그 대표 인물인 경험주의적 전통에 충실하여, 감각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놓는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과 관련된 인식이고, 좁게 한정된 인식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토성
인의 판단으로는 토성인들이 자신들의 62개의 감각과 토성을 둘러싼 환과 5개
의 달과 더불어 너무도 제한된 인식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토성인은 인간
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346)  

345) Micromégas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9. “Dans une de ces 
planètes qui tournent autour de l'étoile nommé Sirius, il y avait un jeune homme 
de beaucoup d'esprit, que j'ai eu l'honneur de connaître dans le dernier voyage qu'il 
fit sur notre petite fourmière; il s'appelait Micormégas, nom qui convient fort à 
tous les g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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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테를로의 지적처럼, 위에 인용된 『미크로메가스』에서의 설명을 통해 
볼테르가 의도하는 바는, 인간의 힘을 상대화함으로써 광대한 우주 전체에
서 볼 때 너무도 작은 곳에 불과한 지구 위에 미물처럼 살아가는 인간이 
한낱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즉, 인간보다 엄청나
게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너무도 제한된 인식을 한
다고 여기는 토성 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각과 지각 능력이야말
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러한 사실과 자신
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미물에 불과한 자신이 마치 우주에서 대
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볼테르의 시각에서는, 인간이 
이런 착각과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상과 자신이 놓인 상황을 자각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굴모Jean Goulemot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볼테르는 만물에 있어 상대
주의를 부각시키면서, 무한한 우주에서 크기라는 것이 모두가 상대적이라
는 자신의 특유한 개념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키 작은 사람들에게 있어 
키 큰 사람도 가장 큰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한 무지하게 보이는 사람도 현명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무지는 
지혜로 바뀔 수 있고, 소위 지혜는 무지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구상에 
아무리 높은 산도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듯이, 우주 전체에
서 보면 인간은 감지조차 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미미한 동물일 따름이
다. 결국, 이 작품에서 볼테르가 의도하는 바는, 인간의 힘을 상대화함으로
써 광대한 우주 전체에서 볼 때 너무도 작은 곳에 불과한 지구 위에 미물
처럼 살아가는 인간이 한낱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346) Ghislain Waterlot, Voltaire le procureur des Lumières, Michalon, 1996, pp. 

77-78. “Voltaire se plaît à relativiser la puissance des hommes. (…) Fidèle à la 
tradition empiriste dont Locke est le grand représentant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18e siècle, Voltaire fonde la connaissance sur les sens et l'expérience sensible en 
général. C'est une connaissance relative à nos facultés perceptives, une 
connaissance étroitement limitée. Quand on songe que le Saturien du conte estime 
qu'avec leurs soixante-douze sens, leur anneau, leur cinq lunes, les Saturiens 
bénéficient d'une connaissance hélas trop bornée, que faut-il penser de la situation 
des hom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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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7)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바빌론을 떠나 이집트로 도망가던 자디그의 

깨달음에서도, 이와 같이 왜소하고 연약하며 미미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디그가 우주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점에 불과한 지구
가 인간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토록 크고 고귀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
는 순간, 자디그의 뇌리에는 인간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선명히 떠오른다. 
인간이야말로 작은 진흙 원자일 따름인 지구 위에서 바글거리며 서로를 잡
아먹는 벌레와 같은 형상이다.348) 그래서 『무지한 철학자 Le Philosophe 
ignorant』에서, 볼테르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연약한 동물이다. 나는 태어나면서 힘도 인식도 본능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모든 네 발 짐승이 하듯 어머니의 젖가슴에 널브러져 있을 수조차 없다. 
나는 내 신체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단지 약간의 힘만을 얻은 듯이 어떤 
사고를 습득한다. 이 힘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어 매일 줄어들기 시작할 때까
지는 내 안에서 증가한다. 사고를 품는 능력은 마지막에 이르기 까지는 증가하
고 나서 서서히 조금씩 자취를 감춘다. 정해진 한계에 이르기까지 내 사지의 힘
을 시시각각 증가시키는 이 역학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모른다. 이 이유를 
찾는데 일생을 보낸 사람들도 나보다 그것에 대해 더 모른다. 나의 뇌 속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하고 내 기억 속에 이미지를 간직하는 이 또 다른 힘은 무
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쓸데없이 그것을 연구한 셈이다. 
우리 모두 요람에 있었던 당시의 근본 원리에 대해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349)

347)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923.
348)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79.
349) Le Philosophe ignorant in Mélanges, op.cit., p. 860. “Je suis un faible animal; je 

n'ai en naissant ni force, ni connaissance, ni instinct; je ne peux même me traîner 
à la mamelle de ma mère, comme font tous les quadrupèdes; je n'acquiers quelques 
idées que comme j'acquiers un peu de force, quand mes organes commencent à se 
développer. Cette force augmente en moi jusqu'au temps où, ne pouvant plus 
s'accroître, elle diminue chaque jour. Ce pouvoir de concevoir des idées augmente 
de même jusqu'à son terme, et ensuite s'évanouit insensiblement par degrés. Qulle 
est cette mécanique qui accroît de moment en moment les forces de mes membres 
jusqu'à la borne prescrite? Je l'ignore; et ceux qui ont passé leur vie à chercher 
cette cause n'en savent pas plus que moi. Quel est cet autre pouvoir qui fait 
entrer des images dans mon cerveau, qui les conserve dans ma mémoire? Ceux qui 
sont payés pour le savoir l'ont inutilement cherché; nous sommes tous dans la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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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볼테르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낱 

동물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신체기관을 발달시키거나 팔다리의 힘을 증가
시키는 역학이 무엇인지, 인간이 사고를 품는 능력이나 사고를 습득하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인간으로 하여금 뇌 속에 이미지를 받아들이거나 
기억 속에 이미지를 간직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인간 자신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음을 내세운다. 또한 그는 이런 역학이나 원리나 힘을 
알기 위해 시도된 인간의 연구조차도 부질없으며, 이런 연구의 어떤 성과
도 여태껏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발육 과정이나 인
식 능력이나 사고 습득이나 기억 작용에 있어, 그 근본 원리나 힘이 과연 
무엇인지 인간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
는 무지한 인간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성찰 
노력에서 모든 것이 어리석고 헛된 것은 아님을 드러내려고 한다. 즉, 인
간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은 신에게 의존한 결과이므로, 인간은 자신이 어
떻게 사고하는지 그 방법도 모르지만, 인간은 신을 통해 사고하기에 인간
은 신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볼테르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으로 하여금 느끼고 
사고하게 하는 것은 신이며, 인간에게 끊임없이 향을 미치는 것도 신이
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스스로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
간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거나 소리 나는 물체의 소리를 듣는 즉시, 이 감
각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바가 사물이나 인간 안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는 것이다. 결국, 감각이 생기기 이전에는 인간 안에 사고가 전혀 없기 때
문에, 인간의 사고를 즉시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속에나 인간 주
위에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느끼고 사고하게 하
며, 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할지라도, 신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향을 미친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나머지 모든 것처럼 신의 손안에 있
고 끊임없이 신의 향을 받으므로, 천체가 자체의 힘으로 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느끼고 생각한다고 할 수도 없다.350)  

me ignorance des premiers principes où nous étions dans notre berc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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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흑 Le Blanc et le noir』에서, 칸다하르의 루스탄이라는 젊은이
가 단 한 시간의 꿈속에서 여섯 달 동안 신기한 사건들을 경험한다. 그는 
카불 장터에서 얼핏 본 캐슈미르 공주에게 사랑에 빠져, 그녀의 나라로 가
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한다. 여행길에 나선 그는 카슈미르 공주와 함께 
표창에 찔려 죽는 등 온갖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의 여행은 수수께끼와 같
은 역경과 신비한 만남으로 점철된다. 몹시 놀라 잠에서 깨어나 루스탄이 
사람을 부르고 고함을 치자 시종 토파즈가 달려온다. 자기가 겪은 일이 도
저히 꿈이라고 믿기지 않는 루스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묻
자, 토파즈는 그보다 더 쉽고 평범한 일은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
게 설명한다. 

  주인님은 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더 많은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은 조로아스터가 쓴 페르시아 역사 요약본을 단 한 시간 이내
에 읽을 수 있음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요약본은 팔십만 년이라는 세
월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월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단 한 
시간 동안 주인님의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브라만에게는 그 모든 사건을 한 
시간 속에 모두 집시키는 일이, 그것들을 팔십만 년 속에 펼쳐놓는 것만큼이
나 쉽다는 점을 주인님은 시인할 겁니다. (…) 태초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일
어나는 모든 사건은 십만 분의 일초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닥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사리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51)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인간에게 아무리 긴 세월이나 시간일지라도 

350) Sophronime et Adélos in Mélanges, op.cit., p. 1369. 
351) Le Blanc et le noir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66. “Vous auriez 

pu réellement faire le tour du monde et avoir beaucoup pous d'aventures en bien 
moins de temps. N'est-il pas vrai que vous pouvez lire en une heure l'abrégé de 
l'histoire des Perses, écrite par Zoroastre? cependant, cet abrégé contient huit cent 
mille années. Tous ces événements passent sous vos yeux l'un après l'autre en 
une heure; or vous m'avouerez qu'il est aussi à Brama de les resserrer tous dans 
l'espace d'une heure que de les étendre dans l'espace de huit cent mille années; 
(…) Il est clair que tous les événements, depuis le commencement du monde 
jusqu'à sa fin, peuvent arriver successivement du monde en beaucoup moins de 
temps que la cent millième partie d'une seconce; et on peut dire même que la 
chose est ai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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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상하며 세월이 얼마나 일순간에 지나가는 지를 부각시키려고 한
다. 이와 같이, 인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살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광대한 우주 전체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작
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자기를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며 우주 전체에 향을 미치는 
대단한 존재인 양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다.   

볼테르는 인간이 아주 미미한 동물이면서 벌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
며 질료 덩어리에 불과한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이므로,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낼 수도 없고, 우주 전체에 어떠한 향도 미칠 수 없다고 여긴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이 스
스로의 힘으로 느끼거나 사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신의 

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신의 힘을 통해서만 느끼고 사고할 수 있
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자신이 얼마
나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자연을 주관하고 천
체를 운행하는 신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이야 말
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세상과 우주에서 뭔가 대단한 존재라는 미망과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며,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인
식을 심어주는 방법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볼테르의 이러한 인식은, 탐욕스럽고 악한 인간들이 
자행하는 수많은 악행 때문에,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세상은 더 황폐해
지며 인간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그의 이런 인식은 타락한 인간 및 혼돈에 빠진 세상의 상황에 대해 그가 
드러내는 우려와 연관이 있다. 즉, 지구는 본래 선과 악 사이의 대립이 없
이 인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숱한 악행에 의해 세상은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인간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간다. 그 악행 중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
는 종교적 광신과 종교적 불관용으로부터 빚어진 살육과 참화가 당연히 포
함된다. 따라서 인간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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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자신이 신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힘으로 세상에서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는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인간의 선행에는 보답
하고 인간의 악행을 징벌하는 신의 존재를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Ⅲ.1.2. 혼의 존재와 실체    
『교양 있는 신사의 교리교육 Cathéchisme de l'honnê̂te homme』에서, 

볼테르는 모세의 율법에서 혼의 불멸 및 사후에 보상과 형벌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모세의 저작이라고 여겨지는 ‘모세 오경’에서 드러나
는 놀라운 점이라고 지적한다. 즉, 용변을 보는 방식까지 지시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기록된 율법 어디에도, 혼의 존재나 혼의 불멸에 대해
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신의 감을 받은 모세가 우리 인간의 정신보다 엉덩이에 더 관심을 가
졌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볼테르는 이스
라엘 진 에서 변소에 가는 방식을 규정하면서도, 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점은 율법의 기록자가 성이나 혼의 불멸을 믿는 민족 속에 살지 않
았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율법의 기록자나 유대의 입법자보다 시대적으
로 앞선 조로아스터가 생을 얻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십계명에는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
어 있다. 따라서 조로아스터는 신의 사람처럼 말하고, 모세는 지상의 사
람처럼 말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352) 

‘모세 오경’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부터 출발하여, 볼테르는 혼의 
불멸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는 모세에게는 모든 것이 현세적이며, 모세
는 모든 징벌과 보상을 현재에 한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볼테르의 입장
에서는, 신이 택한 민족의 율법에 성이나 혼 불멸에 대한 말이 한마
디도 언급되지 않을 뿐더러, 십계명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이에 대한 말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 너무도 이상할 따름이다. 그러므
352) Cathéchisme de l'honnê̂te homme in Mélanges, op.cit., pp. 6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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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심할 여지없이, 모세는 유대민족에게 내세에서의 보상과 형벌을 어
디에서도 제시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지도 않으며, 
지옥을 내세워서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모세가 죽기 
전 그들에게 한 온갖 약속과 협박에서도 혼의 불멸이나 다가올 내세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대인의 종파 중 윤회를 믿
은 바리새파, 혼이 육체와 더불어 소멸한다고 믿은 사두개파, 불멸하는 

혼을 주장한 에세네파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만일 모세가 ‘ 혼 불멸’
이란 교리를 알려주었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는 모세에 늘 반대
했을 것이므로, ‘ 혼 불멸’의 교리는 유대인의 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테르는 주장한다.353) 

더 나아가, 볼테르는 구약성서에서와 달리 신약성서에서는 혼이 불멸
한다는 점이 언급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괴리를 지적한다. 구약
시대 이후 이천년이 지나 신이 인간의 혼이 불멸한다는 점을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왔다는데, 볼테르 자신으로서는 사람들이 신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괴리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이 인간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하는 사실을 인간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점은, 자신의 이성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볼테르는 그것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계시의 문제라면 
자신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겠다고 하면서, 단지 신약성서의 계
시된 책들이 혼이 불멸한다는 점을 단지 우리에게 언급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한다.354) 

이와 같이, 구약성서의 핵심인 ‘모세 오경’의 저자로서 신의 감을 받
아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통하는 모세조차도 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반대로 신약성서에는 혼의 불멸이 언급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기독교에서 그토록 중시되는 혼이 과연 존재하는가라
는 의문이 당연히 생겨난다. 그뿐 아니라, 설혹 혼이 존재한다 하더라
도, 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
353) “Am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50-53.
354) Traité de métaphysique in Mélanges, op.cit.,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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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볼테르는 “ 혼의 본질이 무엇이든 신이 혼
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큼이나 혼을 보존하기 위해 혼을 만든 것이 
가능한 듯이 보인다.”355)고 하면서, 혼은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
히 존속하는 것인가라는 의문, 다시 말해 혼이 어떻게 되는지 라는 의
문을 제기한다.  

볼테르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이 물질이고 느끼며 생각한다는 점을 확
신하고, 인간을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간의 정신이 거역할 수 
없는 이성을 통해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이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했다는 점을 확신하고, 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존재를 부여했는지 아
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하지만 다음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
다. 즉, 인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던 이런 능력이 무엇인가라
는 질문이다. 그리고 혼이 존재한다면, 혼은 느끼고 생각하는 물질인
가, 아니면 비물질적인 실체인가라는 질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 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356) 더욱이, 볼테르는 동물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는 혼과 다른 종류의 혼을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우스꽝스러운 지나친 허 심의 발로라고 여긴다. 자연 
전체에서 인간과 동물 속에 작용하는 동일한 인과법칙이 있듯이, 인간과 
동물에 공통된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야말로 신이 물질에 부여한 속성이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 혼’이라고 불리는 것이 별도의 어떤 존재라면, 
이 존재의 본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테르
는 인간의 사고가 혼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357)  

종교적으로, 혼은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인간으로 하여
금 정신을 갖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혼은 과학의 범주 밖에 
있기 때문에 과학의 범위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며, 과학의 판단능

355) Ibid., p. 183. “il paraît aussi possible à Dieu de l'avoir formée (de quelle nature 
qu'elle soit) pour la conserver que pour la détruire.” 

356) Ibid., pp. 178-179.
357) Ibid.,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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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는 존재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다. 물론, 비과학적인 범위에서 인간
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혼이 존재한다고 증언되기는 하지만, 이 점은 
수많은 세월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다. 기독교에서는 마치 사
람이 육체에 옷을 입듯이 혼에 입혀진 옷이 육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혼이 불멸의 존재로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신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또한 성서
에 나오는 ‘신의 말’을 지키고 행한 결과에 따라, 모든 인간의 혼은 심
판을 받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나뉘어 가게 된다는 사실이 통용된다. 그
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혼이 존재하는 동안의 임시거처일 
따름이며,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억을 포함한 자아는 혼에 존재하기 때
문에, 육신보다 혼이 더 중요시된다. 따라서 사후 세계 및 적 현상을 
빼놓고서 존립하기 어려운 기독교에 있어 혼과 관련된 문제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볼테르는 인간에게 혼이 과연 존재하는지, 인간의 혼이 존재
하더라도 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인지, 인간의 혼과 동
물의 혼이 다른 종류의 것인지, 혼이 물질적인 실체인지 아니면 비물
질적인 실체인지, 다시 말해 혼이라는 존재의 본성이 무엇인지 등과 같
은 혼의 문제에 대한 일련의 의문들을 통해, 혼의 문제를 기독교와 
결부시켜 혼의 존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기독교의 근본 원리
를 통째로 뒤흔들려 한다. 그리하여 볼테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
터 시작하여 데카르트Descartes와 말브랑슈Malebranche에 이르기까지 
혼에 관한 개념을 살펴본 후, 로크 이전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간의 혼
이 과연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규명했지만, 그들은 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볼테르는 
혼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물리학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규명
하려는 로크의 신중한 방법론을 이렇게 예찬한다. 

  그토록 많은 추론가들이 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자, 혼에 
관한 이야기를 신중하게 하는 현자가 나왔다. 훌륭한 해부학자가 인체와 본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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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들을 설명하듯이, 로크는 인간의 이성을 인간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어디서든 자연학의 횃불을 이용하고, 때로는 혼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도 하지만, 혼이 있음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불
쑥 규정하는 대신, 우리가 알려는 것을 서서히 검토한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의 
아기를 정해 아기가 지닌 지적 능력의 발달 과정을 신중하게 좇아가고, 아기와 
동물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한 아기가 동물보다 우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며, 아기 자신의 직관적 기능에 의한 판단 전체, 곧 아기의 사고 의식에 
대해 살펴본다.358)

 
이와 같이, 인간의 혼과 관련하여 인간을 고찰하는 방식으로서 로크의 

방법론은, 예를 들어 한 아기의 탄생 시점부터 아기가 지닌 지적 능력의 
발달 과정, 곧 아기의 판단 능력이나 사고 의식의 발달 과정을 면 히 관
찰함으로써, 아기와 동물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볼테르
는 이처럼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하는 로크의 경험적인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로크가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인간의 관념이 ‘감각’을 통해 오
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생득관념’을 뒤엎은 사실에 특히 주목한다. 
즉, 로크는 인간이 신의 중개로 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믿던 시대에 ‘감각
론’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철학자로
서 그 존재가 부각된다.359) 이와 같은 로크의 사상으로부터 큰 향을 받
고 그 사상에 깊이 젖어 있는 볼테르에게, 인간은 외부의 사물들을 통해서
만 감각과 관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인간 혼의 
본질을 규명하거나 혼의 불멸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렇게 

358)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 38. “Tant de raisonneurs ayant 
fait le roman de l'âme, un sage est venu qui en a fait modestement l'histoire ; 
Locke a développé à l'homme la raison humaine, comme un excellent anatomiste 
explique les ressorts du corps humain. Il s'aide partout du flambeau de la physique, 
il ose quelquefois parler affirmativement, mais il ose aussi douter ; au lieu de 
définir tout d'un coup ce que nous ne connaissons pas, il examine par degrés ce 
que nous voulons connaître. Il prend un enfant au moment de sa naissance, il suit 
pas à pas les progrès de son entendement, il voit ce qu'il a de commun avec les 
bêtes, et ce qu'il a au-dessus d'elles, il consulte sur tout son propre témoignage, 
la conscience de sa pensée.”

359) 이효숙,「철학서한을 통해 드러난 철학자 볼테르」, 불어불문학연구 101집, 
2015년 봄호,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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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혼의 본질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혼이 불멸하
는지 아닌지를 정하려면 창조된 어떤 존재를 완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혼
의 불멸성을 입증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힘으로 혼의 불멸성을 거
의 입증할 수 없는 나머지, 종교가 혼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수밖
에 없었다.360)

이런 주장으로부터, 볼테르는 인간이 종교에 의해 주어진 신앙을 통해 
불멸하는 혼을 믿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혼이 고결하다면, 

혼이 무슨 물질로 되어 있는지 라는 문제, 곧 혼의 본질과 실체라는 
문제는 종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테
르는 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 첫째, ‘ 혼’은 인간 각자가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발음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인간은 사물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에
만 그 사물들을 이해하기 때문에361), 혼이나 정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은 ‘ 혼’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시각을 ‘보는 기능’이라 지칭하고 의지를 ‘원하는 기능’이라 지칭하듯이, 인
간은 혼을 ‘사고하고 느끼는 기능’이라고 지칭하기를 선호했다는 것이
다.362) 

더 나아가, 볼테르는 인간이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혼은 
원하며 혼에는 순수하고 적인 개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
을 펴는 사람을 국제 손목시계를 갑자기 손에 넣은 대학교수에 비유하여 
반박한다.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의 정확성에 놀랄 뿐 아니라 손가락으
360)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 40. “A l'égard de son immoralité, 

il est impossible de la démontrer, puisqu'on dispute encore sur sa nature et 
qu'assurément il faut connaître à fond un ê̂tre créé, pour décider s'il est immortel 
ou non. La raison humaine est si peu capable de démontrer par elle-mê̂me 
l'immoralité de l'âme que la religion a été obligé de nous la révéler.”

361) 이것은 볼테르 자신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볼테르가 영혼의 존재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세운 단순한 전제로 볼 필요가 있다.

362) Ibid.,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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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버튼을 누르면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이 정확히 울리는 데 더욱 놀
라는 대학교수는, 이 기계 속에는 기계를 조종하고 용수철을 움직이는 
혼이 있다고 반드시 생각할 뿐 아니라, 천체를 운행하게 하는 천사에 그 

혼을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박식하게 입증한다. 또한 그는 강의 
시간에도 손목시계의 혼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에, 학생 중 하나가 손목
시계를 열어보지만 용수철만 보일 따름이다.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사
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과 관련된 이론 체계가 입증된 것으로 여
기거나 그러한 이론 체계를 애써 주장한다는 것이다.363)

『체스터필드 백작의 귀』에서, 구드맨 사제와 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는 해부학자 사이드락은, 신이 사유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
를 자기에게 주었는지는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털어놓는다. 구드맨 사
제 역시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뻔뻔스럽게 그것을 안다고 믿어왔음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면서, 혼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언젠가 저는 동방 민족들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혼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도 그들을 모방하여 ‘아니마 anima’를 ‘동물의 생
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인은 호흡이 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호흡은 일종의 ‘바람 souffle’입니다. 로마인은 ‘바람’이라는 단어를 ‘스피리투
스 spiritus’라 번역하 고, 그로 말미암아 ‘에스프리 esprit’에 해당하는 단어가 
거의 모든 근대 국가에 출현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바람’이나 ‘에스프리’를 본 
적이 없는지라, 그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
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 머물지만 머무는 장소가 없고, 우리 신체기관을 움직이
지만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쏟아
내는 온갖 장광설은 모두 이 모호함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364) 

363) Ibid., p. 44.
364)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581-582. “J'ai remarqué que les peuples orientaux appelèrent l'âme d'un nom qui 
signifiait la vie. A leur exemple, les Latins entendirent d'abord par anima la vie de 
l'animal. Chez les Grecs on disait : la respiration est l'âme. Cette respiration es un 
souffle. Les Latins traduisirent le mot souffle par spiritus. De là le mot qui répond 
à esprit chez presque toutes les nations modernes. Comme personne n'a jamais vu 
ce souffle, cet esprit, on en a fait un être que personne ne peut voir ni t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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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실체에 대한 구드맨 사제의 설명을 통해 드러나는 점은, ‘ 혼’이
란 단어는 고대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에게 있어 번역과 표현상의 문제로 생
겨난 것이고, 혼이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바람처럼 어떤 실체가 없
는 모호한 존재이며, 혼과 관련하여 수립된 온갖 장황한 이론 체계도 이
런 모호한 존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이 인간
의 몸속 어디에 일정하게 머무르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혼은 인간
의 신체기관과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혼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드맨 사제의 설명에 이어, 사이드락은 사람들은 혼이 육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고 애쓰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혼이라는 것이 
있는지, 곧 신이 혼이라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었는지 혹은 그것과 유사
한 무엇을 인간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혼이라
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인간에게 굳이 필요 없음을 역설한다. 그래서 구
드맨 사제가 뇌수를 해부하거나 배아와 태아를 관찰하다가 그 속에서 혼
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사이드락은 흔적조차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비물질적이고 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소변과 
대변 사이에 끼어 썩는 냄새 풍기는 막 속에 아홉 달 동안이나 부질없이 
숨어 지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더구나 남자가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순간 신이 혼 하나를 만든다는 주장은 더 우
스꽝스러우며, 간통 행위나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신이 당사자
를 위해 혼을 만들어 파렴치한 행위를 보상해 준다는 주장은 신성모독처
럼 보인다고 비판한다. 사이드락은 더욱 기막힌 말은 신이 무無로부터 불
멸하는 혼을 빚어 혼으로 하여금 원히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태울 것이라곤 전혀 없는 순수한 존재를 어떻게 불에 태
운다는 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사이드락은 신이 우
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고 하면서, 무수한 천체들로 

On a dit qu'il logeait dans notre corps sans y tenir de place, qu'il remuait pons 
organes sans les atteindre. Que n'a-t-on pas dit? Tous nos discours, à ce qu'il 
me semble, ont été fondés sur de équivo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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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서로 이끌려 회전케 하고 빛을 만든 신은, 우리에게 감정과 사념을 
주기에 충분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 혼’이라는 굳이 보이지도 
않는 낯선 원자가 구태여 우리에게 필요치 않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사이
드락은 짐승에게는 굳이 혼이 없어도 신이 부여한 감정과 기억 능력과 
손재주가 있는데, 인간만이 왜 그토록 악착스럽게 혼을 갖겠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구드맨 사제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지닌 허 심의 발
로일 것이라고 대답한다.365) 

결국, 볼테르는 미래를 알거나 혼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혼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
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인간의 혼이 생육하는 모든 것처럼 소멸되는지,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지, 어느 날 동일한 모습을 띠게 되는지, 다른 세상
으로 가버리는지에 대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우주를 창조
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지고의 권능을 가진 존재가 인간 개인에게 느끼고 
생각하고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죽은 
후 이 능력이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팅게일이 독수리에게 잡아먹히고 나서, 나이팅게일이 살아 있을 
때처럼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점과 마찬가
지라는 것이다.366) 

이와 같이, 볼테르는 ‘ 혼’이라는 것이 별도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
의 사고가 바로 혼의 본질이기 때문에, 혼의 본질이라는 문제도 종교
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체가 없는 낯설고 모호한 존재인 

혼이 인간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동
물과는 다른 종류의 혼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 혼의 불멸성’ 같은 혼과 관련된 이론 체계를 입증하려는 태도를 비판
한다. 인간 혼의 존재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입장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를 미미한 질료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로 상대화함으로써, 인
간 역시 동물과 별 다름없는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려는 
365) Ibid., pp. 583-584.
366) Sophronime et Adélos in Mélanges, op.cit., p.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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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도가 드러난다. 볼테르가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인간이 나약
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임에도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
이나 맹신에 빠져 종교적 불관용과 광신을 통해 상대방의 종교나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
요하는 태도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볼테르의 관점에서는, 인간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인간에게 예정된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명에 따라 뒤바뀌고 결정된다. 따라서 볼테르가 부각시키는 왜소하고 나
약한 인간 존재를 통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변덕
스러운 운명에 휘둘리며 이런 운명에 따라 일어나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겪
는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과 상황이 투 된다.  

        

Ⅲ.1.3. 운명에 대한 자세
『브라만과 예수회 신부의 대화 Dialogue entre un Brachmane et un 

jésuite』에서는, 인간의 운명이나 세상만사가 연계되어 서로 향을 미치며,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명을 좌우할 수 없고 세상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지상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음이 드러난다. 예수회 
신부는 180세나 된 브라만에게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은,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367)의 기도 덕분임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이에 브라만
은 자기 스승은 300년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네 삶의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자기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무척 존경하지만, 그의 기도는 
우주 질서를 전혀 흐트러뜨릴 수 없다고 하면서, 파리 한 마리를 한 순간만이
라도 더 살게 하는 재능이나마 그에게 있었다면, 이 지구는 오늘날 당신이 보
는 바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말에 예수회 신부는 
당신은 우발적인 미래에 대해 이상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인간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
367) 프란시스코 하비에르Francisco Xavier(1506년~1552년). 근대 로마가톨릭교회의 가

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하나로서, 인도, 말레이 제도, 일본에 기독교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Ignatius Loyola가 이끌던 예수회 최초의 회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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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모르냐고 하면서, 예수회 신부들만이 그들 나름대로 이 지상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자랑한다. 이에 대해, 브라만은 자기가 예수회 신부들의 학
식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들이 이 세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고 응수한다. 그리고 브라만은 예수회 신부이든, 브라만이든, 각 사람이나 
인간 존재는 운명을 따르는 것이지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프랑스 왕 앙리 4세의 죽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368) 

브라만은 자신의 이런 주장에 의아해 하는 예수회 신부에게 운명에 의해 모
든 상황이 변화하고 조정된다고 하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
야기에 따르면, 브라만은 자신이 해변에서 오른발 대신 왼발을 먼저 내딛어 산
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 바람에, 불행히도 페르시아 
상인인 자기 친구를 물에 빠져 죽게 한다. 그래서 친구의 예쁜 아내는 아르메
니아 상인과 결혼하여 장차 그리스인과 결혼하게 되는 딸을 두게 되고, 그 딸
과 그리스인 사이에 태어난 딸은 프랑스에 정착하여 앙리 4세의 암살자인 라
바이약Ravaillac의 아버지와 결혼한다. 더 나아가, 만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 왕실과 오스트리아 왕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고, 유럽의 체제는 뒤바뀌었을 것이며, 국과 터키 사이의 전
쟁에는 다른 결말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결말은 페르시아에 향을 미쳤을 것
이며, 페르시아는 인도에 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모든 상황은 브라만 자
신의 왼발에 기인하며, 그 왼발은 우주의 지나간 모든 사건 및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369)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운명이나 세상만사
가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현상과 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각 사람이나 인간 존재는 운명을 따르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
로 운명을 좌우하거나 우주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 질서나 우주 질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아무리 하찮은 힘일지라도 
그 힘이 인간에게 있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운
368) Dialogue entre un Brachmane et un jésuite in Mélanges, op.cit., pp. 311-312.
369) Ibid, pp. 3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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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 세상만사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어
떤 일이든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퓌졸
Stéphane Pujol에 따르면370), 이 작품에서 이신론자로서 볼테르는 자연적
인 필연성을 통해 단순한 결정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질서
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디그는, 더욱 변덕스러워지기만 하는 운명과 늘 
마주친다. 다시 말해, 행복에 대해 그가 품은 꿈은 수많은 환멸을 가져오는 현
실과 마주친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마침내 다시 만
나 행복을 얻기까지, 어쩔 수 없이 유랑하는 신세가 된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환멸이 늘 따라 
다닌다. 그리고 그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예정된 삶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명에 따라 뒤바뀌고 결정되며, 그는 운명에 좌우되어 일어나는 온갖 시련을 
겪는다. 모지Robert Mauzi는 “자디그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연쇄들, 근거 없는 
사건들, 부당한 불운들의 부조리한 연속처럼 전개된다. 거의 언제나 사소한 원
인들이 불길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들로 나타난다.”371)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
나 결정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명에 이끌려가는 자디그의 삶을 묘
사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하는 자디그는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자기가 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도 심문을 받고 결국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인간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더라도, 운명의 일상적인 기현상 탓으로 어떤 일
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
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변덕스러운 운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370)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405.
371) Robert Mauzi, L'idée du bonheur dans la littérature et la pensée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Slatkine Reprints, 1979, p. 65. “L'existence de Zadig se déroule 
comme une absurde suite d'enchaînements imprévisibles, d'accidents gratuits, 
d'infortunes imméritées. Presque toujours des causes minuscules se répercutent en 
effets sinistres et inatten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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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디그는 운명이 자기에게 끼친 고통에서 벗어나 학문과 
우정으로 위안을 얻고자, 자기 집 서재를 학자들에게 개방하고 저녁 식사 때에
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그러던 어느 날, 존재하지도 않
는 전설적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율법을 놓고 커다란 다툼이 벌어진다. 자디그
는 그들을 화해시키고자 한 말이 빌미가 되어 말뚝 형에 처해질 위험에 놓인
다.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곤경에서 벗어난 자디그는 “도대체 행복이 무엇
에 달려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를 박해한다.”372)라고 탄식한다. 터무니없는 종교적 율법을 놓고 벌어진 다
툼을 중재하려는 자신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
던 자디그의 탄식에서, 운명에 휩쓸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옴짝달
싹 못하는 상황에 처한 인간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바빌론에서 오년마다 돌
아오는 축제에서 가장 고결한 행동을 한 자로 선정된 자디그는 드디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다. 이후에 그에게 펼쳐지는 운명은 그
를 행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즉, 인간의 불행과 행복이 개인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 또는 예기치 않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윽고 바빌론의 총리가 된 자디그의 젊음과 우아
함이 조금씩 왕비의 마음에 각인이 되면서, 그녀의 정염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거세지고, 자디그도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불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가 연정을 품고 있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알려져,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은 자
디그와 왕비를 죽일 결심을 한다.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자디그는 이렇게 탄식한다. 

  도대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오! 미덕이여, 그대가 나에게 무슨 유익함을 주었
는가? 두 여인은 나를 파렴치하게 속 고, 두 여인보다 훨씬 아름다우며 아무 죄도 
없는 세 번째 여인은 죽을 처지에 놓 다! 내가 행한 모든 선이 항상 나에게 저주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불운의 끔찍한 절벽 아
래로 떨어지기 위함이었다. 내가 그 많은 사람들처럼 악하게 처신하 다면, 나 역시 
그들처럼 행복하 을 것이다.373)

372)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66, “A quoi tient 
le bonheur! tout me persécute dans ce monde, jusqu'aux ê̂tres qui n'existent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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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디그의 탄식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운명에 좌우되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디그가 탄식하며 내뱉는 말은 선을 무시하려거나 
악을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하고 덕망 있게 행동하면 그 대가로 
행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물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인간이 
과연 선하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자신의 경험
을 통해 자디그는 인간사에 있어 결정 요인이 선이나 악을 행하는 데 달려 있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운명에 달려 있으며, 모든 일이 초월적인 존재
에 의해 좌우되고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우여곡절 끝에 자디그를 만나 그의 도
움으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바빌론으로 돌아간 왕비는 열렬한 환 을 받고 
옛 지위를 회복한다. 자신을 구해준 자디그를 잊지 못하는 왕비로부터,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자디그도 격투 시합에 참가한다. 자디그는 격투 시합의 최후 승자가 되지만, 
피곤에 지쳐 홀로 자신의 처소에서 깊은 잠에 빠진다.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처
소에 몰래 들어와, 승자임을 확인해주는 백색 갑옷과 등록된 문장紋章을 훔쳐
간 사람이 승자로 선포된다. 장차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자디그는 맹렬
한 노여움과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는 자기에게 닥쳤던 액운을 하나하나 떠올
리며, “너무 늦게 일어나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조금만 덜 잤어도 바빌론 왕
이 되고, 왕비 아스타르테도 얻을 건데! 학식과 좋은 품행과 용기가 내게 불운
만 가져다주는구나.”374)라고 한탄한다. 드디어 자디그의 입에서는 ‘신 la 
Providence’375)에 대한 불평이 터져 나온다. 그는 선한 사람을 박해하고 자기

373) Ibid., p. 79. “Qu'est-ce que dons la vie humaine? O vertu! à quoi m'avez-vous 
servi? Deux femmes m'ont indignement trompé, la troisième, et qui est plus belle 
que les autres, va mourir! Tout ce que j'ai fait de bien a toujours été pour moi 
une source de malédiction, et je n'ai été élevé au comble de la grandeur que pour 
tomber dans le plus horrible précipice de l'infortune. Si j'eusse été méchant comme 
tant d'autres, je serai heureux comme eux.”  

374) Ibid., p. 109. “Voilà ce que c'est, de m'être éveillé trop tard ; si j'avais moins 
dormi, je serais roi de Babylone, je posséderais Astarte. Les sciences, les moeurs, 
le courage, n'ont donc jamais servi qu'à mon in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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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색 갑옷과 문장을 훔쳐간 자 같은 악인을 융성케 하는 잔인한 운명에 의
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배된다고 믿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절망감으로 가득 
찬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신을 은 히 원망한다. 하지만 자디그가 우
연히 마주친 은자隱者는 사람은 신이 마련한 길을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지극
히 작은 한 부분만을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충고한다. 은자
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지는 듯 보이는 행복과 불행만을 보
고서 한정된 시각으로 전체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신이 개입하여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다. 자디그
도 자신의 불운이 심해질수록, 한편으로는 신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신을 원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결국 왕위에 오르고 
행복을 누리게 되자, 비로소 그는 신을 찬양한다. 이와 같은 자디그의 자세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듯이 보이는 운명에 
대해, 인간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자세일 수 있다.

『자디그 혹은 운명』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볼테르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
는 운명의 장난과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자디그가 마주치는 모험들 속에서 
예기치 못한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나타난다. 굴모에 따르면376), 이 작품
에서 볼테르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합리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세상에
서 모든 것은 ‘신 la Providence’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입증하려고 하
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적어도 일반적인 조직화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신’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오만의 죄를 
짓는데, 이런 사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고 특별한 자신의 신앙심 너
머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광신자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작
품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지
혜와 세상의 질서에 대한 냉소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볼테르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운명이나 세상만사는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375) 여기서 볼테르는 섭리를 통해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신’이라는 표현으로 ‘섭리’를 뜻하기도 하는 ‘la 

Providence’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76) Jean Goul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p. 14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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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현상과 연결되어 서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없으며, 지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자신의 의지와 결
정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비록, 인간은 변화하는 운명에 따라 예정
된 삶이 뒤바뀌고 온갖 시련을 겪으며 운명에 휩쓸려가는 나약한 존재임에
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사에 있어 결정 요인이 인간을 초월한 운명에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인간이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고난을 스
스로 헤쳐 나갈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
거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넘어설 것을 강조한다. 결국, 그는 인
간이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지는 단편적인 행복과 불행만을 보고서 제한된 
시각으로 전체 현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에 대처하여 그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자세
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인간이 삶의 흐름을 어떤 변화의 여지도 없이 자신에게 
고착시키는 듯이 보이는 운명을 그대로 따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운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운명을 극복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능가하거나 초월하는 듯이 보이는 어떤 힘, 곧 인간에게 삶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이 고정시키는 듯이 보이는 어떤 힘에 인간이 굴복하지 않게 하
기 위함이다. 특히, 그는 인간사에 있어 ‘운명’이라는 결정 요인을 신이 세상의 
일이나 인간사에 일일이 개입하고 신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고 이루
어진다는 ‘섭리주의’와 연결시키면서, 인간이 ‘섭리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
서 헤쳐 나가기를 권고한다. 결국, 그는 ‘운명’이라는 초월적인 힘을 ‘섭리주의’
에 빗댐으로써, ‘섭리주의’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면서 광신과 독선에 빠진 기
독교 사제와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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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기독교 사제와 종교의식

Ⅲ.2.1. 세속적인 타락과 탐욕    
『알렉시스 사제의 교서 Mandement du père Alexis』에서, 볼테르는 세
속 권력과 쌍벽을 이루며 심지어는 그 권력을 훨씬 능가하는 로마 교황청
을 근거지로 하는 교황의 권력과 관련하여,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
를 뒤흔들려는 의도에서, 교황권의 역사적 유래와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면
서 허구성을 폭로한다. 특히, 복음서의 내용과 초기 교부들의 행적에 비추
어 볼 때, 로마에는 어떠한 교부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사도 베
드로의 법통을 이어 받아 교황권의 근거로 삼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우선, 볼테르는 복음서
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으며, 사람의 아들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 같은 
점을 상기시킨다. 즉, 예수가 제자들에게 부여한 권능이란 악령 들린 몸에
서 귀신을 쫒아 내고, 아무 탈 없이 뱀을 만지며, 배우지 않고서도 몇 개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의 그림자로써 혹은 안수함으로써 병자를 고치는 것
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초기 기독교 시절 교부들은 비록 이 권능을 잃지
만, 그들은 예와 평판과 부와 야심으로 이 권능을 대체하려 들지 않는다
는 점이다.377) 다음으로, 볼테르는 베드로가 25년간 로마의 주교 다는 주
장, 곧 로마에서 베드로의 주교 직분을 입증하는 증거란 바빌론의 오바댜
가 집필한 ‘위경’378)으로 간주되는 저작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379) 이와 같은 복음서의 내용과 초기 교부들의 행적에 비추
377) Mandement du père Alexis in Mélanges, op.cit., pp. 744-745.
378) ‘위경僞經’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중 현재 기독교 모든 종파에서 ‘정경正經’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일부 종파에서만 인정받는 경전을 말한다. 개신교에서는 ‘외경’과 ‘위경’
을 구분하면서 ‘외경’도 ‘위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로마 가톨릭교회나 그리
스 정교회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379) 이 이야기에는 로마로 간 베드로가 궁정에서 네로 황제가 총애하는 마술사 시몬을 
만나 여러 가지 경합을 벌이다가 공중에 나는 시합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묘사된다. 즉, 
시몬이 날아오를 때 베드로가 신에게 눈물로 기도하자, 이 기도에 감동한 신은 시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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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로마에는 어떠한 교부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사도 베
드로의 법통을 이어 받아 교황권의 근거로 삼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볼테르는 교
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뒤흔들려는 의도에서, 베드로가 로마에 온 적이 있
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베드로의 법통 승계가 교황권의 근거
가 된다는 논리가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380) 

그뿐 아니라, 볼테르는 미천한 사람이던 초기 신도들 모두 손수 노동을 했
다는 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를 벌었다고 증언하는 점, 
사도 베드로가 다시 살린 재봉사인 도르가는 형제들의 옷을 만들었다는 점, 초
기 기독교도들의 집회가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열리곤 
했다는 점을 들면서, 사도들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교황과 고위 사제들이 누
리는 엄청난 부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381) 즉, 별다른 격식도 위계
질서도 없이 직접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비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신도들이나 사도들과 달리, 완전히 제도화되고 교계제도가 뿌리
내린 교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며 호화롭기 그지없는 생활을 하는 교황과 
고위 사제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관리집사와 그리젤 수도원장의 대화』에서, 관리집사가 “사도들은 손
수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왜 그 후계자들은 부와 명예로 넘쳐나는
지요? 성 요셉은 목수 고 그의 거룩한 아들도 이 직업으로 길러졌는데, 
왜 그의 대리자는 황제들을 쫓아냈으며 거리낌 없이 그들의 자리에 앉았는
지요?”382)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볼테르는 엄청난 부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시몬은 다리를 다친다. 이에 몹시 화가 난 네로 황제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Christianism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177-178.

380) Mandement du père Alexis in Mélanges, op.cit., pp. 745-746.
381) Christianism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 170. 
382) Conversation de l'intendant des menus avec M. l'abbé Grizel in Mélanges, 

op.cit., p. 424. “Pourquoi les apôtres ayant gagné leur pain à travailler de leurs 
mains, leurs successeurs regorgent de richesses et d'honneurs; pourquoi saint 
Joseph ayant été charpentier, et son divin fils ayant daigné être élévé dans ce 
métier, son vicaire a chassé les empreurs, et s'est mis sans façon à leu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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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누리며 황제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마음대로 다루던 교황의 행태를 
드러내어 비판하려 한다.

『아마베드의 편지』에서, 아마베드Amabed가 목격하는 교황즉위식은 청빈
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극도의 호사 속에서 벌어지는 행사와 연회
이다. 또한 아마베드가 교황청의 어떤 신학자와 나누는 대화에서, 아마베드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죽은 예수는 제자들에게 청빈을 가르
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든지 명령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
고 언급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에 대해, 신학자는 예수의 제자들이 빈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의 계승자인 고위 사제들은 부가 넘치는 생
활을 해야 하고, 초대 교황이 1에퀴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천만 에퀴가 필
요하며, 가난이란 바로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고위 사제들은 
필요한 것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청빈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
이라는 식으로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다.383) 또한 어떤 사려 깊은 사람이 
“교황은 로마제국의 수도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진정한 황제는 교황이지요. 이
와 같이 황제에게 주라는 말은 교황에게 주라는 것을 뜻하지요. 교황은 실제로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주라는 말도 교황에게 주라는 것을 의미해요. 
교황만이 모든 이의 마음과 지갑의 주인이지요.”384)라고 아마베드에게 하는 
말에서도, 금권을 장악한 채 사람들에게 막강한 향력을 미치며 절대 권력을 
누리는 교황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극도의 호화로움 속에서 벌어지는 행사인 교황즉위식, 금권을 장
악한 채 사람들에게 막강한 향력을 미치는 교황의 모습, 물질적인 탐욕과 금
권에 사로잡힌 교황의 타락상을 고발한다. 

볼테르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뒤이어지는 시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계제도나 관례는 교회 제도가 강화될수록 고착되기 마련이고, 
교회 제도가 확장될수록 더 많은 규정을 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통해 교
383) Les Lettres d'Amabe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515-516.
384) Ibid., p. 518. “Le véritable empereur est le pape, puisqu'il règne dans la capitale 

de l'empire. Ainsi Rendez à l'empreur veut dire Rendez au pape ; Rendez à Dieu 
signifie encore Rendez au pape puisqu'en effet il est vice-Dieu. Il est seul le maî
tre de tous les coeurs et de toutes les b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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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고위 사제들이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베일에
게 행한 설교 Sermon prê̂ché à Bâ̂le』에서, 볼테르는 이 세상에서 비천하
고 가난한 삶을 산 예수의 행적과 교황의 행위를 빗대면서, 교황이 누리는 
권력과 그가 차지한 부를 풍자하기도 한다. 즉, 한편으로 당나귀에 탄 예
수를 보고서,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탄 교황을 보고서, 
또 한편으로 성전 세를 지불할 은전 한 닢도 없는 예수를 보고서,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온 돈을 세느라 끊임없이 바쁜 교황청의 비서과
를 보고서 분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385) 이 작품을 통
해, 볼테르는 교계제도나 교회 제도가 강화되고 확장될수록, 교황과 고위 
사제들이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드러내려 한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 나오는 신세계로 가는 배에 캉디드와 동승한 
노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황 가족이 누리는 사치와 호사 및 세속 권력을 
남용하는 교황청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이어진다. 이 이야기에서, 노파는 자신
이 교황 우르바노 10세와 팔레스트리나의 공주 사이에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교황 우르바노 10세는 역사상 실재하지 않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볼테르는 교황이 실제로 사생아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피하
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녀는 어마어마한 궁전에 살며 엄청난 
사치와 호사를 누릴 뿐더러, 화려하고 장엄한 예식을 치르고 왕자와 결혼
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독살 당하자 절망에 
빠진 그녀와 어머니는, 거기를 떠나 있고 싶어서 어머니 소유의 지로 가
기로 결심하는데, 교황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성 베드로 성당의 제단처
럼 빛나는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배를 타고 지로 향한다.386) 그러나 
도중에 해적의 습격을 받고 해적에 의해 모로코로 끌려간 그녀는 거기서 
내란으로 인한 처참한 살육 현장 한가운데 놓인다. 어머니와 시녀들은 모
두 학살당하고, 혼수상태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락가락하던 그녀는 몸 위
에서 꿈틀거리며 짓누르는 백인 남자 때문에 깨어난다.387) 그는 그녀에게 
385) Sermon prê̂ché à Bâ̂le in Mélanges, op.cit., p. 1329.
386)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167-168. 
387) Ibid.,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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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막강한 기독교 세력에 의해 모로
코 왕에게 파견되었음을 알려준다. 모로코 왕과 협약을 체결 하러 온 그는 
협약을 통해 화약과 대포와 배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독교도의 교역을 근
절시키도록 왕을 돕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388) 당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 알제리 등에 진출할 때, 서로 세력을 경쟁하느라 
그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여 엄청난 살상을 유발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
서 백인 남자의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막강한 기독교 세력으로 표현되는 
교회 권력이나 교회 권력을 대표하는 교황청도 이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으로써, 그러한 살상을 더욱 더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빌론의 공주』에서, 아마잔은 알비온의 수도로 가는 길에 구덩이에 
빠진 마차를 꺼내 줌으로써, 그 마차에 타고 있던 귀족의 초대를 받는다. 
아마잔은 귀족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이 모임에 참석한 어떤 의회 의
원과 대화를 나눈다. 다음과 같은 의회 의원의 이야기에서도, 왕들 위에 
군림하여 절대 권력을 누리는 교황의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는 티베르 강물로 적셔진 옛 목성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 오랫동안 
노예로 취급받았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의 첫 정복자들로부터 당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했어요. 우리의 왕들 중 하나는 자신을 티베르 강가
에 역시 거주하고 ‘일곱 산의 노인’이라 불리는 한 사제의 신하로 선언할 정도
로 까지 비굴함을 드러냈지요.389)

여기서 볼테르는 ‘일곱 산의 노인 le Vieux des sept montagnes’이라는 
표현으로 교황을 지칭하려고 하는 듯이 보이는데, 아마도 볼테르는 십자군
에 의해 아랍 군대의 대장에게 붙여진 이름인 ‘일곱 산의 노인’을 생각한 
388) Ibid., p. 170. 
389) La Princesse de Babylon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90. “Nous 

avons été longtemps traités en esclaves par des gens venus de l'antique terre de 
Saturne, arrosée des eaux du Tibre. Mais nous nous somme fait nous-mêmes 
beaucoup plus de maux que nous n'en avions essuyé de nos premiers vainqueurs. 
Un de nos rois poussa la bassesse jusqu'à se déclarer sujet d'un prêtre qui 
demeurait aussi sur les bords du Tibre et qu'on appelait le Vieux des sept 
montag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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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아마잔이 소위 ‘일곱 산의 노인’을 만나러 갔을 때 그를 안내하는 
자주 빛 옷을 입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하인들의 하인’으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왕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왕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교황의 
실상이 드러난다. 우선, 아마잔이 당신의 주인은 일곱 산의 옛 웅들처럼 
유럽 전체를 소유하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 자주 빛 옷을 입은 안
내자는 그가 신성한 권리로 온 우주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 때 그
의 전임자들은 전 세계적인 군주국에 근접했으나, 오늘날 그 후계자들은 
자기 신하인 왕들이 조공의 형태로 바치는 얼마의 돈에 만족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아마잔은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사실상 
‘왕들의 왕’이냐고, 또한 그것이 바로 그의 직함이냐고 묻는다. 안내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의 직함은 ‘하인들의 하인’이며, 그는 본래 생선 
장수이자 문지기인데390), 그 때문에 그의 존엄을 나타내는 표식이 열쇠와 
그물이라고 대답한다.391) 이어서 안내자는 ‘일곱 산의 노인’이 늘 모든 왕
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얼마 전 켈트족 국왕에게 일백 한 가지 명령을 내
렸으나 그 왕은 복종했다고 자랑한다. 그러자 아마잔이 당신의 생선장수가 
자신의 일백 한 가지 의지를 실행하게 하려고 오륙십만 명의 사람들을 보
냈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 안내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주인은 만 명의 병사를 고용하기에도 충분한 부자가 아니지
만, 그에게는 다른 나라에 배치된 사오십만 명의 신성한 예언자가 있다고 
하며 다음 같이 덧붙인다. 즉, 온갖 피부색의 예언자들은 당연히 백성의 
희생으로 먹고 사는데, 그들은 우리 주인이 자신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자
물쇠, 특히 금고 자물쇠를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하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이다. 또 왕의 속내 이야기를 들어 주는 직무를 맡은 노르망디의 사제가 
우리 주인의 일백 한 가지 생각에 반박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고 왕을 설
득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늘 옳다는 점이 ‘일곱 
산의 노인’의 특권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92) 따라서 이 작품을 

390) 교황권의 원조로 간주되는 사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고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

라는 전승傳承에서 나온 내용이다.  

391) Ibid., p.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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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볼테르는 왕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에게 군림하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는 교황을 비판한다. 

한편, 볼테르는 교황이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해악과 파렴치한 
행위와 이익 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판한다. 볼테르에 따
르면,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드러내놓고 교황의 지위를 돈으로 사며, 그
가 낳은 다섯 명의 사생아는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나누어 챙
긴다. 또한 추기경 보르자 공작은 아버지인 교황과 합세하여 수많은 귀족 
가문을 파멸시키고 지를 빼앗는다. 그와 같은 성향인 교황 율리우스 2세
는 프랑스 왕 루이 12세를 파문하고, 왕의 토를 가장 먼저 점령한 자에
게 넘겨주며, 자신도 투구와 갑옷 차림으로 이탈리아의 한 지역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레오 10세는 향락 비용을 충당하려고 공설 시
장에서 상품을 파는 것처럼 면죄부를 매매한다는 것이다.393) 

이와 같이, 볼테르는 교황과 고위 사제에게서 드러나는 행태 및 모습과 관련
하여, 세속 권력을 능가하고 세속 권력을 지배하기까지 하는 교황권이 사도 베
드로의 법통 승계를 근거로 삼는다는 주장이나 논리가 터무니없다는 점, 아무
런 권력도 없이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간 사도들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교황과 고위 사제들이 권력을 통해 막강한 향력을 미치며 엄청난 부와 명예
를 누린다는 점, 자신이 차지한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교황이 온갖 해악과 파
렴치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볼테르는 교황 다음으로 첫째가
는 지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교황 못지않게 권력을 누리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한 고위 사제인 추기경들과 더불어,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여 지상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며 교계제도의 정점에 있는 교황이, 청빈하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제들의 모범이 되는 대신, 오히려 극도의 사치와 호사를 누리며 일
반 사람 뿐 아니라 심지어 왕이나 황제 같은 통치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신랄
히 비판한다.

『스카르멘타도의 여행기』에서는, 성적으로 무절제하고 도를 넘어선 수도
사의 행태가 드러난다. 즉, 로마로 유학을 간 스카르멘타도를 사랑하기로 
392) Ibid., p. 397. 
393)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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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먹은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어떤 부인이 어떤 종단의 두 젊은 서원 수
도사로부터 구애를 받는다는 내용이다.394) 또한『랭제뉘』에서는 세속적이
고 성적으로 문란한 예수회 신부들의 생활과 풍속이 이렇게 묘사된다. 

  수도원장은 존귀한 드라쉐즈de La Chaise 사제 집에 나타났다. 그는 뒤트롱du 
Tron 양과 함께 있어서 수도원장들을 접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대주교의 집 문 앞
으로 갔다. 그 고위 사제는 교회 업무로 아름다운 드레디기에르de Lesdiguières 부
인과 칩거해 있었다. 그는 드모de Meaux 주교의 시골별장으로 달려갔다. 이 주교
는 드몰레옹de Mauléon 양과 함께 기용Guyon 부인의 신비한 사랑을 검토하고 있
었다.395) 

『아마베드의 편지』에서는, 사제나 수도사들의 성적인 타락의 또 다른 예가 
나온다. 즉, 감옥에 갇힌 남편 아마베드를 구해내려고 노심초사하던 아다테가 
믿고 따르던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인 파투토Fa tutto에게 능욕을 당하는 이야
기이다. 아다테가 아직 잠자리에 있던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침실로 파투토 수
사가 들어오면서 아마베드의 석방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쳐 파투토 수사를 ‘나의 보호자이자 나
의 아버지’라 부른다. 갑자기 파투토 수사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처음엔 그녀는 
그의 행동이 그녀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호의의 표시인 줄 생각한다. 하지만, 
이내 그는 그녀의 이불을 벗겨내고 수사 복을 벗어던진 후 비둘기를 덮치는 
맹금처럼 달려들어 몸으로 그녀를 짓누르면서 두 팔로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
여 강간한다.396)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자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곤경에 빠진 여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 

394) Histoire des voyages de Scarmentado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35.

395) L'Ingénu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22. “Le prieur se présente 
chez révérend père de La Chaise : il était avec Mlle du Tron, et ne pouvait donner 
audience à des prieurs. Il alla à la porte de l'archevêque : le prélat était avec la 
belle Mme de Lesdiguières pour les affaires de l'Eglise. Il courut à la maison de 
campagne de l'évêque de Meaux : celui-ci examinait avec Mlle de Mauléon l'amour 
mystique de Mme Guyon.”

396) Les Lettres d'Amabed in Romans et Contes, op.cit., p.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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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기어이 채우고야 마는 수도사의 성적 타락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
난다. 또한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파몰토Fa molto는 자신을 포함하여 파투토와 
두 명의 선원 등 모두 네 명의 남자가 데라를 놓고 격투를 벌이며 데라Déra를 
이리저리 잡아당기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인다. 다음 날, 파몰토는 자신이 저지
른 잘못을 아마베드에게 사죄하러 오는데, 아마베드는 순결 서약을 하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문란할 수 있냐고 파몰토를 질책한다. 아마베드의 이 질책에 대
해, 파몰토는 사제나 수도사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드는 원인에 
대해 이렇게 토로한다. 

  제가 이 서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제 피가 혈관 속을 결코 흐르지 않을 거라고 또 
제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더라도,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당신은 시인할 겁니다. 저희로 하여금 순결을 지키는 맹세를 하게 하는 대
신, 모든 승려로 하여금 내시가 되도록 강요하는 게 낫지요. 새는 깃털이 있는 한 
날아다니고, 사슴으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를 자르는 겁
니다. 저처럼 원기 왕성하면서도 부인이 없는 사제는 자기도 모르게 본성을 부끄럽
게 하는 과도한 방종에 빠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397)

“순결을 지키는 맹세를 하게 하는 대신 내시가 되도록 강요하는 게 낫다”는 
파몰토의 말에서 나타나나듯이, 볼테르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사제들이 순결 
서약을 무시하고 순결한 생활과 거리가 먼 성적 타락에 빠져드는 상황과 현실
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제들의 성적 탐욕과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파투토가 아다테를 다시 찾아 기쁨에 넘쳐 방심한 그녀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르고 나서도 데라Déra에게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대목
은, 가톨릭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를 상징하고, 가톨릭교회
의 교계제도가 지닌 부조리한 면을 드러낸다는 것이다.398) 
397) Ibid., p. 506. “Il est vrai que j'ai fait ce voeu; mais, si j'avais promis que mon 

sang ne coulerait jamais dans mes veines et que mes ongles et mes cheveux ne 
croîtraient pas, vous m'avouerez que je ne pourrais accomplir cette promesse. Au 
lieu de nous faire jurer d'être chaste, il fallait nous forcer à l'être et rendre tous 
les moines eunuques. Tant qu'un oiseau a ses plumes, il vole. Le seul moyen 
d'empêcher un cerf de courir est de lui couper les jambes. Soyez très sûr que les 
prêtres vigoureux comme moi, et qui n'ont point de femmes, s'abandonnent malgré 
eux à des excès qui font rougir la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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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서는, 사제나 수도사들의 성적인 타락과는 다른 
타락상이 나온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는 행위로 나타
나기도 하고, 물욕에 눈이 멀어 저지르는 도둑질 같은 범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며, 그들의 설교 내용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실제 행동과도 전혀 
들어맞지 않는 선교사들의 위선적인 모습 및 그들이 하는 거짓 설교로 나타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 팔려간 퀴네공드가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서 그녀를 차지하려는 종교재판소 판사가 유대인에게 그녀를 양보하라
고 하지만, 왕실의 은행가로 신망이 높은 유대인은 청을 거절한다. 결국, 
판사가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하자, 유대인은 퀴네공드와 그녀가 거처하
는 성을 판사와 공동소유하기로 한다.399) 또한 캉디드와 함께 스페인의 카
디스 항구로 도망가던 퀴네공드는 중도에 머무른 여인숙에서 돈과 보석을 
도둑맞는데, 그것을 훔쳐간 자가 청빈과 금욕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프
란체스코회 수사임이 드러난다.400) 그리고 엘도라도를 떠나 수리남에 도착
한 캉디드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서 손과 발이 하나씩 잘린 흑인 노예를 
만난다. 무자비한 네덜란드 상인의 노예로서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흑인 노예는, 자기를 개종시킨 네덜란드 ‘무당들’, 곧 신교의 목사나 선교
사들이 주일마다 하는 설교, 곧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
손이라는 설교가 진실하다면, 우리 모두 한 핏줄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자
신의 친척을 그보다 더 끔찍한 방법으로 대할 수는 없다고 하소연한다.401) 

사제들이 저지르는 일탈과 타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순진한 신도를 감언
이설로 설득하거나 겁을 주는 말로 협박하여 면죄부를 결국 구입할 수밖에 없
게 만드는 사제들의 행태일 것이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서는, 무슨 수
를 써서라도 면죄부를 팔아보려고 혈안이 된 사제의 모습이 부각된다. 여행의 

398) “고위 사제를 야수성의 화신으로 그려놓은 볼테르는 여기에서 가톨릭교회의 위선을 
우화적 묘사로써 비판하려는 의도와 함께 사제들의 정결 허원과 순결한 생활에 대한 불
신, 그리고 이 제도의 부조리한 면을 꼬집으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이효숙, 「볼

테르의 종교관과 철학동화」, art.cit., p. 400.

399)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62.
400) Ibid., p. 165.
401) Ibid.,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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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로 병에 걸린 캉디드를 부자로 생각하고서 의사가 둘이나 달려와 치료
하지만 병은 더 심해진다. 이 때, 동네 신부가 와서 캉디드에게 저승사자
에게 줄 면죄부가 필요하지 않은지 은근히 묻자, 캉디드는 그런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옆에서 캉디드를 돌보던 여신도들도 새로운 유
행이라고 안심시키면서 면죄부를 사라고 권해도, 캉디드는 자기는 유행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신부는 캉디드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죽
더라도 묻어 줄 이가 결코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다.402) 

『아마베드의 편지』에 나오는 아마베드가 신학자와 나눈 대화에서도, 죽은 
자의 혼을 치유하여 혼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빌미로 막대한 부를 
챙기는 사제들의 행태 및 면죄부와 관련된 사제들의 타락상이 묘사된다. 아마
베드는 신학자에게 외양간에서 소와 당나귀 틈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
라고 살다가 죽은 당신네 신은 제자들에게 가난하게 살 것을 명하고, 제자
들 중에 첫째도 꼴찌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려는 자는 다른 사람
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자기가 보건대 사람들은 당신네 신이 원하
는 바와 정반대로 행할 뿐 아니라, 당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네 신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들을 믿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
에 대해 신학자는 이 모든 말이 사실이기는 하나, 자기네 신은 백성들을 
희생시켜 부유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명시적으로 명
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렇게 명한 것이라 대꾸한다. 교리에 대해서
도 자기네 신은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았기에, 자기들이 교리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중 결혼제도는 결혼으로 말미암
아 생기는 송사를 자기네 법정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막대한 수입을 보장해
준다고 덧붙인다. 아마베드가 그 외 다른 재원은 없냐고 묻자, 신학자는 
산자와 죽은 자를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 되는데, 예를 들
어, 혼이 운명하면 혼을 ‘ 혼 치료소’로 옮겨 ‘ 혼 약국’에서 약을 먹
게 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고 설명한다. 이 말에 대해 아마베드
는 일반적으로 혼이 지닌 돈지갑은 거의 비어 있는데도, 어떻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한다. 이에 대해 신학자는 혼이 지닌 
402) Ibid.,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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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지갑이 거의 비어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죽은 부모나 친지를 ‘ 혼 치
료소’로부터 끄집어내어 더 마음에 드는 장소로 옮기는 데 만족해하는 산 
자들이 있기에, 또한 혼의 입장에서도 약을 먹으며 원한 시간을 보내
는 것은 서글픈 일이기에, 산 자들이 죽은 부모나 친지의 혼이 건강해지
도록 각자 능력껏 돈을 지불하면 ‘ 혼 약국’ 용 표를 나누어 주는데, 이는 
자기네의 가장 훌륭한 수입 중 하나라고 자랑한다.403)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죽은 자의 혼을 이용하여 부를 챙기는 사제들의 행태를 비난
하고, 면죄부 판매를 통한 돈벌이에 열중하는 사제들의 타락상을 비판한다.

특히, 볼테르는 교회와 수도원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계기로서, 사람들
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방편이 된 십자군 전쟁을 지목한다. 죄악과 
무지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며 전쟁을 즐기는 성질이 조급하고 예속되
기 싫어하는 신흥 주들에게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 나서는 것을 속죄의 조건
으로 부과하여 그들의 온갖 죄악을 용서해주기로 제안한다. 이에 서로 다투어 
십자군에 가담하고, 교회와 수도원은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한 약간의 돈과 무기
만 필요하다고 여기는 주들의 많은 땅을 헐값으로 사들여 그것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404)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바빌론에서 총리가 된 자디그는 탁월한 재능
을 발휘하며 공명정대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하루는 부유한 여인과 결혼
을 약속한 두 사제가 그녀가 잉태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그녀
와 결혼하겠다고 서로 고집을 부린다. 판결을 맡은 자디그는 두 사제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묻는다. 그 중 박학한 사제는 아
이에게 온갖 학문을 가르치려 한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다른 사제는 아이
를 올바르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노라고 대답
한다. 그러자 자디그는 나중에 대답한 사제가 여인과 결혼하도록 판결한
다.405) 자디그가 두 사제의 송사에서 내린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사제나 수도
사의 행태를 극렬히 비판하는 볼테르에게 있어, 사제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403) Les Lettres d'Amabe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16.
404) Histoire des croissades, Mille et une nuits, 2006, pp. 17-18.
405)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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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이 방대한 지식이나 고매한 학문이 아니라, 올바른 품성과 훌륭한 인간관
계임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순결 서약을 하고서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여 과도한 방종
에 빠져들며 물욕에 눈이 멀어 도둑질에 이력이 나있는 사람, 위선적인 모습으
로 사기를 치는 데 능숙하며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 무지한 신자들의 순진한 신앙심을 이용하여 감언이설과 
협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해관계
에 따라 행동하고 협잡을 벌이는 세속적인 사람, 볼테르는 사제나 수도사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로 묘사하면서 극렬히 비판한다. 

볼테르는 막강한 권한과 엄청난 권위를 지닌 교황에게서 교권과 지상권
을 분리함으로써만이,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적 광신을 막을 수 있다는 생
각에서, 신의 뜻과 이름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부패가 극에 달한 교황
과 고위 사제들의 행태 및 거기서 비롯된 교회의 악습에 대해 비판한다. 
또한 그는 사제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일탈과 세속
적인 타락을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사제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이
야말로 올바른 품성과 훌륭한 인간관계임을 강조한다. 특히, 그가 지향하는 종
교는 인간 본연의 지혜나 자연적 이성이나 통찰에 바탕을 둔 ‘자연 종교’의 
일종이므로, 올바른 품성이나 훌륭한 인간관계와 같은 덕목들은 그가 추구하는 
‘자연 종교’의 본질을 형성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비판들은 신의 뜻과 이름을 빙자하여 저질러지는 불법과 해악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서 그가 구상한 ‘절대자’로서의 신의 개념이 생겨나는 주요인
이 될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다른 비판들과 마찬가지로 이신론을 바탕
으로 하여 치열하게 전개된다.  

Ⅲ.2.2. 종교적 전횡과 폐단 
『예수회 신부 베르티에의 견문기 Relation du Jésuite Berthier』에는, 예

수회 신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이 나온다. 이 풍자와 비판은 국왕의 
고해 신부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권력을 등에 업은 예수회 신부들이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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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횡과 해악에 대한 볼테르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레부 지
誌’406)의 집필자 중 한 사람인 베르티에Berthier 신부는 베르사유 궁에서 이 
정기간행물의 후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후원자가 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십 권을 가지고 쿠튀Coutu 보좌신부와 함께 마차로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간
다. 도중에 두 신부는 마차 안에서 계속 하품이 나오고 구토할 것 같고 정신이 
몽롱하던 중 베르사유에 도착하자 혼수상태에 빠진다. 마부가 문을 열고 아무
리 흔들어 깨워도 소용이 없자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 베르티에 신부보다는 더 
건장한 쿠튀 신부는 어느 정도 소생하나, 베르티에 신부의 상태는 더 악화된
다.407) 마침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던 궁중의사가 베르티에 신부의 입
을 벌려 진찰하고서는 입에서 풍기는 악취로 보아 독을 마신 것으로 판단한다.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아해 하던 중, 마차에 실린 짐 
보따리에서 정기간행물 수십 권을 발견하고서 비로소 독의 원인을 알아낸다. 
의사는 환자 앞에서 그 정기간행물들을 불태우고 환자로 하여금 백포도주에 
탄 『백과전서』 한 페이지를 삼키게 하는 처방을 내린다. 그 처방으로 베르티
에 신부의 증상은 좀 완화되지만 오래가지는 않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
다.408) 그리하여 지나가던 신부가 베르티에 신부의 마지막 고해를 듣게 된다. 
특이하게도, 그 고해 신부는 베르티에 신부에게 나쁜 책들을 많이 읽었음을 고
백하게 한다. 그 바람에, 베르티에 신부는 그토록 많은 사람과 특히 양식 있는 
저자들을 호되게 비난하는 정기간행물인 트레부 지를 자신이 책임 맡고 있음
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쿠튀 보좌신부가 당황한 채로 갑자기 나타난
다. 왜냐하면 베르티에 신부가 얀센파 정기간행물을 책임 맡고 있는 가장 고약
한 적에게 고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409) 베르티에 신부가 죽은 지 
406) ‘트레부 지誌 le Journal de Trévoux’는 예수회 교단에 의해 창간된 잡지로서 본래 

목적은 유럽 각국에 발간된 과학 서적을 요약해서 싣는 것이었으나, 차츰 예수회 교단

을 옹호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프랑스 백과전서파 및 볼테르의 거센 비난과 공

격 대상이 된다. 볼테르는 1759년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르티에 신부가 정직

한 사람들을 향한 욕설과 어리석은 말로 ‘트레부 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비난한다.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Correspondance avec d’Alembert, op.cit., p. 78.
407) Relation du Jésuite Berthier in Mélanges, op.cit., pp. 337-338.
408) Ibid., pp. 338-339.
409) Ibid., pp. 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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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그의 환 幻影이 그를 뒤이어 트레부 지를 책임 맡고 있는 가라시즈
Garassise 신부에게 나타나자, 가라시즈 신부는 베르티에 신부가 수백만 명의 
다른 예수회 신부들과 더불어 당연히 천국에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베르티에 
신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루이 14세의 고해신부로서 바로 지옥
에 떨어진 광신자 르텔리에 신부를 제외하고, 예수회 신부들은 오래전부터 연
옥에 있다고 덧붙인다. 가라시즈 신부는 왜 예수회 신부들이 그런 슬픈 운명을 
겪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례로 나타나는 주요 죄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 예수회 신부들을 타락시킨 것은 바로 ‘오만’이라는 사탄이다. 결국, 꿈에서 
깨어난 가라시스 신부는 트레부 지의 일을 그만두고 리스본을 향해 떠난
다.410)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예수회 신부들이 저지르는 전횡과 해악을 비
판하면서, 사랑과 평등을 내세우는 기독교 사제들이 엄격한 교계제도를 만
들고 불의와 쾌락에 빠져 극도의 타락상을 보이며 사회의 부패를 조성했다
고 주장한다. 특히, 행정권이나 재판권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당시 
사제들 사이에서 교회 안팎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음모와 암투
가 벌어지는 상황은, 기독교를 더욱 타락시키고 불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권력과 부를 보유한 사제 계층이 형성되는 반면, 교회 조
직에는 부유한 고위 사제와 달리 성직을 통해 살아갈 방편을 구하기 어려
운 가난한 수많은 하급 사제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의 부와 권력으
로부터 소외된 하급 사제에게 있어, 특히 물질적인 욕구는 갈수록 증대되
고, 급기야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설교를 하고, 성직을 부를 축
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사제들의 부패와 타락이야말
로 볼테르가 기독교를 타도하려 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볼테
르는 기독교 사제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를 피력하는 동시
에, 국가에 있어 사제권을 둘러싼 사제들의 암투 및 거기서 비롯되는 참화
와 죄악성을 이렇게 지적한다.   

  국가 안에서 시민들 가정에서의 가정교사에 거의 해당하는 사제들은, 가르치고 기도하며 

410) Ibid., pp. 3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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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이게끔 되어 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복종해야 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제들은 집주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종교 중에서, 사제들에게 어
떤 세속의 권한이든 그 권한을 가장 적극적으로 금하는 종교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치라. 당신들 중에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없다. 나의 왕국은 결코 이 세상에 속
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의 종교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천년 이상 유럽을 피로 
물들인 로마제국의 분쟁과 사제권 분쟁은 사제들에게 있어 신과 인간에 대한 반역일 따
름이고, 성령에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죄악일 따름이다.”411)

볼테르에 의하면, 사제란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으나, 수도사로 출발하
여 교구 사제, 수도원장, 주교, 추기경으로 차츰 승차하여 부와 권세를 
거머쥐고, 결국에는 교황의 자리에 까지 올라 모든 왕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교계제도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
제들 중 극소수만이 고위직으로 나아 갈 수 있고, 대부분의 사제는 하위
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부와 권세와는 점점 멀어진다. 따라서 사제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력한 후견
인을 만나 그 후견인의 도움으로 고위직으로 나아가려고 기를 쓴다.412) 

『체스터필드 백작의 귀』에서, 구드맨 사제는 주임 사제직 하나가 공
석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체스터필드 백작을 찾아 가지만, 귀가 몹시 어
두운 체스터필드 백작은 구드맨 사제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주임 사제직
을 주는 대신 그의 방광을 치료해 주려고 주치의 사이드락에게 구드맨 
사제를 보낸다. 구드맨 사제는 사이드락이 주임 사제직 임명장을 줄 것이
라고 잔뜩 기대하고 달려가지만, 그 사이에 주임 사제 자리를 놓고 다투
411) “Prêtres”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 441. “Les prêtres 

sont dans un Etat à peu près ce que sont les précepteurs dans les maisons des 
citoyens, faits pour enseigner, prier, donner l'exemple ; ils ne peuvent avoir aucune 
autorité sur les maî̂tres de la maison, à moins qu'on ne prouve que celui donne les 
gages doit obéir à celui qui les reçoit. De toutes les religions, celle qui exclut le 
plus positivement les pré̂tres de toute autorité civile, c'est sans contredit celle de 
Jésus : Renez à Cézar ce qui est à Cézar. - Il n'y aura parmi vous ni premier ni 
dernier. - Mon royaume n'est point de ce monde. Les querelles de l'Empire et du 
sacerdoce, qui ont ensanglanté l'Europe pendant plus de dix siècles, n'ont donc été 
de la part des prêtres que des rebellions contre Dieu et les hommes, et un péché 
continuel contre le Saint-Esprit.” 

412) “Abbé”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39-40.



- 211 -

던 경쟁자 중 하나가 백작에게 가서 그 자리를 청하여 차지한다.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백작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이틀 후 그는 세상을 떠난다.413) 낙담해 있던 구드맨 사제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드락에게 조금 전 걷고 있다가 잘 꾸민 사륜마차를 타
고 지나가는 글로체스터의 주교를 보고서 마음이 상해 있다고 털어 놓는
다. 또한 국에 있는 사제의 수가 일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궁
에서 주교직을 얻을 확률이 일만 분의 일밖에 되지 않아, 그 사실을 생각
할수록 울화가 치민다고 토로한다.414) 어느 날, 구드맨 사제가 사이드락
과 그로우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체스터필드 백작의 집사가 찾
아와서 구드맨 사제를 불러내어 은 한 제안을 한다. 집사는 구드맨 사제
를 사랑하는 피들러 양을 자기도 사랑하기에, 피들러 양을 양보하면 일백 
오십 기니의 수입이 보장되는 소 교구를 맡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드
맨 사제는 이 제안을 놓고 두 사람과 상의하는데, 둘은 일백 오십 기니를 
가지고 교구의 모든 여인을 수중에 넣을 수 있으며, 피들러 양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준다. 그래서 구드맨 사제는 교구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제가 된다.415)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프랑스 가톨릭교회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나 
국국교를 예로 들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위직으로 나아가려는 사제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하지
만, 이 이야기는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을 겨냥하여 그들을 비판하
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볼테르는 종교
를 빌미로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지배자가 되려는 야심에 차 있는 사제들
의 태도와 모습을 역시 국국교를 예로 들어 이렇게 묘사한다.  

  여기서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신을 섬길 수 있지만, 정말 끔찍한 종교, 곧 가
장 돈벌이가 되는 종교는 ‘ 국국교’ 혹은 ‘국교’라 특히 불리는 감독교파이다. 

413) Les Oreilles du compte de Chesterfiel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577-578

414) Ibid., p. 580.
415) Ibid., p.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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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국국교도가 되지 않고서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
다. 훌륭한 증거가 되는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비非국교주의자
가 개종한 나머지 지배적인 국교의 품에서 벗어난 사람은 오늘날 국민의 20분
의 1도 되지 않는다. 국국교 사제는 많은 가톨릭 의식을 보존하 는데,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십일조를 받는 의식을 특히 보존했다. 그들에게는 지배
자가 되려는 경건한 야심이 있다. 더구나, 그들은 할 수 있는데 까지 비非국교
주의자를 적대시하는 거룩한 종교적 열의를 신도들 마음에 불러일으킨다.416)

이와 같이, 국국교도가 되지 않고서는 직업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결정적인 향력을 이용하여, 십일조와 같
은 방식으로 신도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아
니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찬 사제들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다. 따라서 볼테르는 이와 같이 부와 권세를 차지하려 애쓰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야심에 불타는 사제들이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성聖 퀴퀴팽의 시성식諡聖式 Canonisation de saint 
Cucufin』에는, 수도사들의 생활을 떠받치기 위해 대규모 군대에도 충분했을 
수많은 종류의 포도주, 고기, 과일, 기름, 양념, 랍, 직물, 금은 장식 등 온갖 
생필품을 열심히 제공하느라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세금징수인과 주
와 교구 사제에게 바치고 나면 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
선을 강요하는 탁발수도승의 횡포가 이렇게 지적된다. 

  탁발수도승이 적선이란 미명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 가난한 농부가 아직 팔리지 않은 수확물의 삼분의 일을 세금 징

416)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 14. “Quoique chacun puisse ici 
servir Dieu à sa mode, leur véritable religion, celle où l'on fait fortune, est la 
secte des épiscopaux, appelée l'Eglise anglicane, ou l'Eglise par excellence. On ne 
peut avoir d'emploi ni en Angleterre ni en Irlande sans être du nombre des fidèles 
anglicans; cette raison, qui est une excellente preuve, a converti tant de 
non-conformistes qu'aujourd'hui il n'y a pas la vingtième partie de la nation qui 
soit hors du giron de l'Eglise dominante. Le clergé anglican a retenu beaucoup des 
cérémonies catholiques, et surtout celles de recevoir les dîmes avec une attention 
très scrupuleuse. Ils ont aussi la pieuse ambition d'être les maîtres. De plus, ils 
fomentent autant qu'ils peuvent dans leurs ouailles un saint zèle contre les 
non-conformistes.”



- 213 -

수인에게 현금으로 내고, 또 주에게 세금을 내고 나서 교구 주임 사제에게 수확한 
곡물의 십일조를 내면, 그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거의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
게 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탁발수도승은 사람들이 감히 거부할 수 없
는 조세로서 요구한다.417)

또한 『40 에퀴를 가진 남자 L'Homme aux quarante écus』에서, 지대地
代로 들어오는 수입 40 에퀴의 반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앙드레André는 
현재 벌어지는 전쟁 비용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고 투옥된다. 
그런데 그가 만난 금융업자나 수도승은 세금이 토지 생산물에만 일단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앙드레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집어 삼키는 적은 무리의 수도승들이 자기보다 과연 국가
에 더 유용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이 아이가 있는 자기보다 국가의 인구
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땅도 경작하지 않으며, 국가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하는 대신 신에게 기도만 올린다고 빈정거린다.418)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으며 심지어 아이도 없이 구걸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수도승들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노동력을 통해 부가 창출되
기에 그들을 환속시키기를 제안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사제와 
수도승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나 십일
조가 교회의 소득이 되고 사제와 수도승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가에 아무런 보탬이 않은 채 이런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승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서, 캉디드가 엘도라도에서 만난 노인은 그곳 종
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엘도라도에서는 신에게 청할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
에 기도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할 따름이며, 모두가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
417) Canonisation de saint Cucufin in Mélanges, op.cit., p. 1354. “Il faut remarquer 

que sous le nom d'aumône moines mendiants imposent au peuple la taxe la plus 
accabulante, Quand un pauvre cultivateur a payé au receveur de la province, en 
argent comptant, le tiers de la récolte non encore vendue, les droits à son 
seigneur, les dîmes de ses gerbes à son curé, que lui reste-t-il? presque rien; et 
c'est ce rien que les moines mendiants demandent domme un tribut que l'on n'ose 
jamais refuser.”

418) L'Homme aux quarante écus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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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캉디드는 논쟁하고 통치하며 음모
를 꾸미면서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화형 시키는 사제가 전혀 없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 노인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일 터인데, 당
신이 말하는 사제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419) 
메를르Denis Merle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처럼 종교적 측면에서 엘도라도는 
나머지 세상과는 대조되는 완벽한 세상의 표상이다.”420)라고 지적하듯이, 캉디
드는 그러한 종교가 있는 엘도라도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좋은 이상향이라고 
여기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온갖 사치와 호사를 누리면서 
세속 권력을 남용하는 교황을 비판할 뿐 아니라, 사제나 수도사들의 타락상을 
지적한다. 마소Didier Masseau에 따르면421), 볼테르는 1759년에 이 작품을 
출판한 것을 계기로,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래서 『철학 서한』에서, 볼테르는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회당에서 목격한 
일과 퀘이커 교도의 말을 통해, 종교에서 사제들은 필요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
다. 퀘이커 교도의 안내를 받아 퀘이커 교회당을 방문한 그 사람은 교회당 안
에 운집하여 깊은 침묵에 잠겨 앉아 있는 퀘이커 교도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침묵이 계속된다. 마침내 그들 중 하
나가 일어나 몇 차례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쉰 다음, 복음서에서 발췌된 그
도 다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뜻 모를 말을 반쯤은 입으로 반쯤은 코로 낭
송한다. 찡그린 얼굴을 한 이가 독백을 마치고 회중이 아주 감화되어 멍한 채
로 흩어지자, 그 사람은 그들 중에도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왜 이 바보짓을 참고 있는지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에게 묻는다. 안내하는 사람
은 우리는 그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데, 말하려고 일어난 사람이 으로 고취
된 것인지 광기로 고취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끈기 있게 모든 것을 들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자에게도 말하는 것을 허용한
다고 대답한다.422)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사제들이 없느냐고 그 사람이 
419)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88.
420) Denis Merle, Voltaire Candide, Ellipses, 1996, p. 18, “Sur le plan religieux 

comme dans tous les autres domaines, l'Eldorado représente un monde parfait, qui 
s'oppose au reste du monde.”

421)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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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자, 그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일요일 마다 다른 신도들을 제쳐 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어떤 사람에게 감히 명령하
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지요. 신 덕분에 우리는 사제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교도가 
된 셈이죠. 당신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행복한 특전을 앗아가길 원하세요? 아기에게 
줄 젖이 있는데, 고용한 유모에게 왜 아기를 맡긴단 말입니까? 이 고용인은 곧 집안
에 군림하여 엄마와 아기를 억압할 겁니다. 신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지
요. 이 말을 듣고도 복음을 흥정하고 성령을 팔며 기독교도의 모임을 장사꾼의 가게
로 만들 겁니까? 우리는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돈을 주어, 불쌍한 사람을 돕거
나 죽은 자를 묻거나 신도들에게 설교하게 하는 법은 없지요. 이 성스러운 직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기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423)    

퀘이커 교도의 주장처럼, 신도들 스스로의 힘으로도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고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으므로, 신도들 위에 군림하여 억압할 따름인 사제들
을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신도들의 특전인 이 성스러운 직무
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재물과 돈에 집착하여 복음과 성령을 흥정하고 사고팔
면서 종교적 전횡과 폐단을 일삼는 사제들에게 이 직무를 도저히 맡길 수 없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사제나 수도사들에게 있어 세속적인 타락,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나온 부패,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위와 권력의 남용 외에도, 자신의 
학식과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제들이 저지르는 종교적 전횡과 
폐단이라는 문제를 부각시킨다. 그는 기독교 사제들의 이와 같은 행태를 지
422)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p. 5-6.
423) Ibid., p. 6. “A Dieu plaise que nous osions ordonner à quelqu'un de recevoir le 

Saint-Esprit le dimanche à l'exclusion des autres fidèles. Grâce au ciel nous 
sommes les seuls sur la terre qui n'ayons point de prêtres. Voudrais-tu nous ôter 
une distinction si heureuse? Pourquoi abandonner-nous notre enfant à des 
nourrices mercenairesm quand nous avons du lait à lui donner? Ces mercenaires 
domineraient bientôt dans la maison, et opprimeraient la mère et l'enfant. Dieu a 
dit : vous avez reçu grtis, donner gratis. Irons-nous après cette parole marchander 
l'Evangile, vendre l'Esprit-Saint, et faire d'une assemblée de chrétiens une 
boutique dd marchand? Nous ne donnons point d'argent à des hommes vêtus de 
noir pour assister nos pauvres, pour enterrer nos morts, pour prêcher les fidèles; 
ces saints emplois nous sont troip chers pour nous en décharger sur d'au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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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면서, 다음 같은 이유를 들며 심지어 사제들은 없어도 되는 존재라
고 극단적으로 비판한다. 즉, 기독교 사제들은 세속적인 타락과 탐욕에 
깊이 물들어 있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심을 채우는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며, 자신이 맡은 성직과 인간 혼의 구원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사제들은 교회 안팎에서 권력과 고
위 성직을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치열한 음모와 암투를 벌이고, 자신
의 학식과 권위를 방편으로 전횡과 해악을 일삼으며, 부와 권세를 차지
하여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볼테르는 기독교 자체가 세속적 탐욕과 야심의 거대한 산물
일 수도 있으므로, 기독교에 과연 사제가 존재해야 하는지 또한 그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그는 사제들이 
저지르는 종교적 전횡 및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폐단과 해악에 대
한 비판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일종의 ‘자연 종교’로서의 ‘절대자의 종
교’에서는 모두가 사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제가 필요 없
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Ⅲ.2.3. 종교의식의 문제와 한계
참된 신앙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일이 진정한 회심이나 내적 결

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관례나 관습으로 굳어진 종교의식에 주로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볼테르는 이 경향이 형식화된 기독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이런 경향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
서, 사제들의 광기와 음모와 탐욕이 주로 개인적 성향과 일탈에서 나온 것이기
는 하지만, 그것은 변화의 여지없이 고착되고 제도화된 수도원과 교회에서도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에서는, 계급화 되고 집단화된 조직으로 변한 수도원
과 교회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결국 수도원은 
수도와 연구를 통해 사제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이익에 사로잡혀 서로를 비
방하고 없애려는 이전투구의 장소가 되고 만다는 점이 묘사된다.424) 남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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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봉사하는 존재인 사제들이 계급화 되어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될수록, 
또 수도원과 교회가 축적된 부와 확립된 권력을 지키고 강화할수록, 이러한 현
상은 더욱 더 공고해진다. 또한 이 현상과 더불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신자들
을 제도화된 교회에 예속시키기 위해, 신자들로 하여금 종교의식과 계율을 맹
목적으로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도록 강요하는 사제들의 행태이다.

죽음이 임박한 신자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죽기 전 사제 앞에서 행하는 
고해 성사나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세례 의식이, 본
래 취지나 목적과 달리 신자가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교회에서 신자에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베푸는 계율이 되어버리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반
드시 생겨난다. 다시 말해, 고해 성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참회 
없이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의 의식으로서만 행해지고, 
기독교로의 회심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확인하는 세례 의식도 본래 의미
를 상실한 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마치 목욕재계하듯이 단순히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제나 수도사가 사소한 계율에 집착하여 그 계율
을 애써 지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그 계율을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개
인의 신앙심을 가늠하는 기준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계율을 준수하는 데 
두어지면, 결국 신자들은 계율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 계율에 얽매
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사소한 계
율은 수도사들이 일반 신자에게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려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계율의 준수가 독실한 신앙심의 척도가 됨으로써, 신앙의 중심이 
외양과 형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만다. 

『랭제뉘』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기독교에 입문할 때, 할례나 고해나 세례를 
포함한 종교의식에 대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자세 및 그로부터 비
롯되는 갈등과 문제가 풍자된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인 랭제뉘가 자
신의 조카임을 알게 된 수도원장은, 자기가 받는 성직 록을 조카에게 물
려줄 요량으로 그가 세례를 받아 수도회에 들어가게 하는 데 앞장서면서, 
랭제뉘로 하여금 성서를 읽게 한다. 탁월한 기억력을 지닌 랭제뉘는 성서 
424) Le Monde comme il va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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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체를 외우고서 기독교도가 되기로 다짐하는데, 성서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도가 되려면 할례부
터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신한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네 의사
를 찾아가서 수술을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의사가 이 사실을 랭제뉘의 친
척들에게 알리자, 친척들이 부리나케 달려와서 만류한다. 수도원장이 할
례가 더는 이 시대의 관습이 아니며 세례가 훨씬 더 부드럽고 유익하다
고 설득하자,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원할 때 세례를 받겠노라고 
다짐한다.425) 하지만 세례를 받기 전 가장 어려운 절차인 고해를 해야 
하는데, 랭제뉘는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는 성서에서 단 한 명의 사도도 
고해를 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고해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에게 수도원장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구절을 제
시하며 고해를 하도록 설득한다.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에게 고해를 마친 
랭제뉘는, 수도사를 꼼짝 못하게 팔로 붙든 채 수도사의 자리로 가서는, 
수도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구절을 들이대
면서, 나도 내 죄를 당신에게 말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죄를 말하기 전에
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윽박지른다.426) 이 소동을 치르고 나서 랭제
뉘가 세례를 받게 되는 날, 세례를 받을 랭제뉘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자, 
친척들은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강 속에 들어가 목만 내 놓고 있는 그
를 발견한다. 수도원장이 달려가 이 지역에서는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니 옷을 입고 함께 가자고 달래 보지만, 그는 성서에 보면 세례는 반
드시 개울이나 강 같이 흐르는 물에서 받는 것이어서 결코 다른 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427)  

특히, “성서에 나오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은 행해지면서도, 정작 
성서에 언급된 것은 아무 것도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매일 깨닫는다.”428)

425) L'Ingénu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294-295
426) Ibid., 295-296.
427) Ibid., pp. 296-298.
428) Ibid., p. 301. “Je m’aperçu tous les jours qu’on fait ici une infinité de choses 

qui ne sont point dans votre livre, et qu’on n’y fait rien de tout ce qu’il 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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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랭제뉘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신도들로 하여금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해 버린 종교의식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인 양 세뇌시킴으로
써, 또한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통해서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그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나 진리를 도
외시한 채, 신도들로 하여금 종교의식에 집착하게 만든다. 종교의식에 대
한 맹목적인 집착을 통해, 그 종교가 지닌 본래 모습 및 그 종교가 지향
하는 가치나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식
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이고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종교가 자리 잡는다. 
다시 말해, 종교적 광신이 생겨나는 원인 중 하나가, 틀에 박힌 종교의식
이 부과되고 강요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 뿐 아니라 사제들까지 종교의
식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문명과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박한 청년
을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강요하
면서 일방적으로 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잘못된 태도를 비판한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나 진리를 도외시
한 채 신도들로 하여금 종교의식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풍조를 비판하는
데, 이런 풍조는 신도들로 하여금 종교의식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인 듯이 세뇌시켜 종교의식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굴모에 따르면429), 이 작품은 종교적 관용
에 대한 옹호를 표방하는데, 랭제뉘를 개종시키기 위한 교리교육은 볼테
르가 인간의 제도라고 판단하는 가톨릭 성사聖事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의 계기가 된다.    

『철학 사전』에서, 볼테르는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할례 의식에 있어 드
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2권
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고대 몇몇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할례를 
행하지만, 어떤 민족도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들인 거라고는 하지 않는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비 스런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받으려면 할
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제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429)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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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제들은 요셉이 이집트에 올 당시에도 존재한다. 이후 유대인은 수
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할례가 중단
된 것이 분명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비로소 할례를 
한 것으로 보인다.430)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만, 아브라
함은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간 적이 있으며, 그토록 역사가 오래된 이집
트에서 유대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할례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지 않았으
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브라함 이후 할례는 이어지지 않다
가, 그의 후손은 여호수아 시대에야 비로소 할례를 다시 시작한다. 따라
서 여호수아 이전에 유대인은 종교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의식에서
도 이집트인의 많은 관습을 택하고 모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대인이 
할례에 있어서도 이집트인을 모방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이다.431)

역시 『철학 사전』에서, 볼테르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예로 들면서, 바울 역
시 할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는 할례를 행하지만432), 다른 제자인 이방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다.433) 바울이 성전 안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루살
렘에서 박해를 당하던 그때까지는, 예수의 형제이자 제자이던 이들은 여전히 유
대인과 접히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유대인에 의해 고발당한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바울에게 머리를 것
을 제안하는 동시에, 머리를 민다고 서약한 4명의 유대인과 함께 성전으로 가
서 몸을 깨끗이 하기를 제안한다.434)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몸을 깨끗이 
하고, 다음 날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의식 절차를 마친다.435) 
430) “Circoncision”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199-200.  
431) Ibid., pp. 200-201.  
432) La Bible, traduction œcuménique de la Bible, op.cit., p. 1645.  

433) Ibid., p. 1720.
434) 볼테르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야고보가 바울에게 다음 같이 말한다고 덧붙인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데려 가서 그들과 함께 몸을 깨끗이 하시오. 또한 당신에 대해 
말해진 바가 거짓이라는 것과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 준수한다는 것을 모든 사
람이 알아야 합니다. Prenez-les avec vous; purifiez-vous avex eux, et que tout le 
monde sache ce que l'on dit de vous est faux, et que vous continuez à garder la 
loi de Moїse” “Circoncision”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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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볼테르는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도라고 공표될 때 자신이 비방 당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오늘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에서 화
형으로 처벌되는 끔찍한 죄로 간주되는 것을 저지른다. 그는 사도 야고보의 설
득으로 그것을 행하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한 것이다. 즉, 예전에 신
에 의해 만들어졌던 유대교적인 모든 의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신에 의해 가르
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한 것이다.”436)라고 하면서, 예수에 의해 세워진 
단체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박해자 다가 이후로는 갓 생겨난 그 단체를 지배
하려 했던 기독교도이면서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울의 미묘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 설명한다. 그럼에도 바울은 배교 및 이단으로 고발당해 자신의 범죄에 대
한 공판이 오래 지속된다. 바울 자신을 해치려고 의도된 고발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유대교 의식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며, 바울이 베
스도 총독 앞에서 한 말에서도 유대교 전통과 의식을 지키려는 바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즉, 우여곡절 끝에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은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집필한 서신서에서,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는 유익하
지만,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할례는 ‘음경의 포피包皮’, 곧 무
無할례가 될 따름이고, 무無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는 할례 받은 자처럼 여
겨지므로, 진정한 유대인은 내적으로 유대인인 자라고 선언한다는 것이다.437) 
435) 볼테르는 바울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도가 새로운 신앙을 가지면서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유대 율법, 특히 그중에서 할례 의식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설명한다. “신도
들은 그리스로 은 히 퍼져나갔고 어떤 이들은 거기서 로마로 갔는데, 그들은 로마
인들이 회당을 허용했던 유대인 가운데로 들어갔다. 신도들은 우선 유대인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그들은 할례를 지켰으며, 다른 데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예루
살렘의 장로 15명 모두 할례를 받았다. Les fidèles se répandirent secrètement en 
Grèce, et quelques-uns allèrent de là à Rome, parmi les Juifs, à qui les Romains 
permettaient une synagogue. Ils ne séparèrent point d'abord des Juifs; ils gardèrent 
la circoncision, et, comme on l'a déjà remarqué ailleurs, les quinze premiers évê
ques de Jérusalem furent tous circoncis.” Ibid., p. 170.

436) Ibid., p. 171. “Afin que le monde sache qu'on le calomnie quand on dit qu'il est 
chrétien, Paul fait ce qui passe aujourd'hui pour un crime abominable, un crime 
qu'on punit par le feu en Espagne, en Portugal, en Italie; et il le fait à la 
persuasion de l'apôtre Jacques; et il le fait après avoir reçu le Saint-Esprit, c'est 
à dire après avoir été instruit par Dieu même qu'il faut renoncer à tous ces rites 
judaїque autrefois institué par Dieu 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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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볼테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고유한 의식이라 여겨지는 
할례 의식이 유대인이 이집트인을 모방하여 시행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
하는 동시에,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유대 율법의 준수라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며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던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볼테르의 이와 같은 의도
는 비록 바울이 유대인과 갈등을 피하려고 유대 전통과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아닌 종교의식과 계율의 준수를 통해 진정한 
신앙심이 형성된다고 보지 않는 바울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으뜸가는 의식이면서 기독교도임을 보증해주는 의식으
로 통하는 세례와 관련하여, 볼테르는 세례의식에 부여된 신성함을 박탈하려고 
애쓰면서, 세례 의식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표식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또한 
그는 퀘이커 교도가 그리스도와 성서에 의거하면서도 이 성사를 받아들이지 않
듯이, 세례 의식이 모든 기독교도가 받아들이는 표식이라는 점도 부인한다. 그
는 기독교 초기의 주교들이 아마도 세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았음을 지적하
면서, 세례 방식도 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수에서 몸에 물을 뿌리는 살수로 변해 
갔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이 종교의식의 기원이 인도인이나 이집트인이 
행한 세정洗淨 의식에서 나온다는 점과 유대인이 이 의식을 차용했을 수도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438) 

그래서 『철학 사전』에서, 볼테르는 세례는 ‘물에 담그기’를 의미하는 그리
스 단어인데도, 사람들은 육체를 씻는 것이 혼도 씻는 것이라 쉽게 상상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그렇게 상상함으로써, 세례를 통해서만 육체와 
혼이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통념이 생겨나고, 세례만이 기독교도로 받아
들여지는 결정적 자격요건이라는 통념이 생겨난다고 하면서, 히브리인의 세례 
의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이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다.439) 볼테르에 따르면, 이집트의 신전 지하에는 사제 및 교리를 전수받는 자
를 위한 커다란 물통이 있었고, 인도인도 아득한 옛날부터 갠지스 강에서 몸을 

437) Ibid., p. 171.
438)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115.
439) “Baptêm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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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했다. 이 의식이 히브리인에게 넘어가서, 모세 율법을 받아들이지만 할례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에게는 세례를 주게 된다. 특히,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여성들은 세례를 받는데, ‘갱생’을 뜻하는 이 의식은 새로운 혼을 부여하는 
것이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수는 이 오래된 의식을 신성한 것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세례는 즉시 기독교의 으뜸가는 의식이 되고, 기독교도임을 보증해주
는 것이 된다. 그런데, 초기의 열다섯 추기경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며,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440)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는 이 성사가 오
용되어, 임종하기 전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세례를 받기 위해 임
종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평범한 일이 된다. 더구나, 친족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후라도, 모든 것을 정화하는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식의 위험한 논리까지 생겨난다. 세례를 받자마자 기독교도로 받아들여
지지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비 신자일 따름이므로, 교회가 새로운 기독교
도의 신실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 신자가 되려면 소위 ‘대부’에 해당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2세기 무렵에는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기 시작
하는데, 이 성사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것은 기독교도로서는 당연한 일이 된다. 유대인에게 있어 아이가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가 주어지기에, 이 점을 본 따서 팔일 후에 세례를 주기로 결
국 결정된다는 것이다.441)

『철학 서한』에서, 볼테르는 퀘이커 교도와의 대화를 통해 세례 의식의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잘 드러낸다.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주 유명한 퀘이커 교도 중 한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저녁 식사 후, 그 사
람이 퀘이커 교도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자, 퀘이커 교도는 자기 뿐 아니라 
동료 퀘이커 교도들도 결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 사람이 그렇다
면 당신은 기독교도가 아니냐고 되묻자, 퀘이커 교도는 우리는 기독교도이며 선
한 기독교도가 되려고 애쓴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가 약간의 소금기와 함께 
찬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서 
440) Ibid., pp. 90-91.  
441) Ibid.,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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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당신은 예수가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았던 것을 잊어 버렸느냐
고 묻자, 퀘이커 교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으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대답한다. 마침내, 그 사람은 종교재판이 있는 나라에서는 당
신은 화형감이라고 하면서, 신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고 당신이 
기독교도가 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퀘이커 교도는 당신의 약함에 응해주기 
위해 단지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지만, 우
리는 세례 의식을 사용하겠다는 빌미로 아무도 단죄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그
리고 퀘이커 교도는 예수가 히브리인의 전통인 할례를 따랐듯이, 히브리인들 사
이에 오랫동안 통용되던 세례를 기꺼이 받았지만, 할례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의 세례에 의해 둘 다 폐지되어야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정신의 세
례와 혼의 세정이라고 주장한다.442) 

볼테르가 퀘이커 교도의 주장을 통해 부각시키려는 점은, 세례야말로 기독교
도임을 보증해주는 의식도 아니고, 인간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단죄하기 
위한 빌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례 의식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표식도 아니며, 모든 기독교도가 받아들이는 표식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세
례를 통해서만이 육체와 혼이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만
이 기독교도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적 자격요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볼테르
는 할례 의식과 세례 의식이라는 두 종교의식을 예로 들어, 그 의식들이 지닌 
문제점과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이 아닌 종교의식이나 계
율의 준수가 진정한 신앙심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며, 인간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필수 요건도 아님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기독교
에서 종교의식이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 되어버린 나머지, 종교의식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기독교 본래의 진리에서 비껴난다고 
비판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 폐해와 갈등을 
지적할 뿐 아니라, 진정한 신앙심이나 인간의 구원과 상관없는 종교의식이 지
닌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볼테르는 비록 교회나 종교의식을 비판하면서도 신을 거부하지 않은 채, 
442)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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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론이 지배하는 국가 교회가 태동하기를 열망한다. 따라서 그는 겉치
레만 남은 예배나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종교의 모습, 곧 ‘절대자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독단적
이고 변함없는 교리나 진리만을 확립할 따름인 교회 제도나 종교의식을 따
르지 않고도,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미덕을 실천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열망하는 ‘절대자의 종교’의 토대가 되는 이신론을 
전파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간다.  

Ⅲ.2.4. 신탁과 성전聖戰의 논리
신탁이란 신神이 사제나 사제를 통해 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나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대답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주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
측이나 예언이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독교 국가나 
특정 종교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중요한 국가 대사나 문제가 있을 때 마
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신의 진정한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인 기준이 없다면, 이러한 신탁 자체는 신탁에 관여하는 고위 사제의 성향
에 따라 좌우되거나, 정치적 선택과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특히, 신에 대해 인간이 품고 있는 생각을 비
꼬고 풍자하는 몽테스키외의 견해처럼, 만일 신의 존재가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투 한 것이라면443), 신탁은 신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인간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주관하는 
443) 몽테스키외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은 히 품고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사물들을 

판단하는 듯이 보이므로, 흑인들이 눈부신 흰색으로 악마를 칠하고 그들의 신이 숯처럼 
검은 신이라는 것도, 어떤 민족들이 숭배하는 비너스 여신은 젖가슴이 허벅지까지 내려
오는 것도, 모든 우상 숭배자가 인간의 형상으로 그들의 신을 나타내며 그 신에게 인간
의 모든 기질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세모꼴이 신을 
만든다면 신은 세 면으로 된 신일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고 하나의 티끌인 지구 위에 붙어사는 인간이 신의 본보기라고 자처하는 걸 
보면, 그렇게 미미한 존재들이 어떻게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Montesquieu, Lettres persanes, Gallimard, 1973,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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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의도에 따라 임의대로 날조됨으로써, 신의 뜻 대신에 인간의 뜻이 
고스란히 담긴 신탁이 생겨날 따름이다.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결이 사실이나 증언에 입각하지 않고 
서로 옳다고 우기는 두 사람이 벌이는 결투의 승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
우도 일종의 변형된 신탁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결투를 시작하기 전 종
교의식을 치르고 봉헌 물을 바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투의 결과가 마치 
신의 뜻을 드러내거나 신의 응답을 보여주는 신탁처럼 둔갑한다. 다시 말
해, 결투의 결과에 따라 신의 뜻이 나타나므로, 결투가 누구의 승리로 돌
아갈 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는 것이다. 승부의 결과가 마치 신의 뜻을 드
러내는 것인 양 믿고 그렇게 몰고 가는 상황에서, 신의 뜻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신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고 싶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가 신의 진정한 뜻을 드
러내는 것이라고 세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혹
은 신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상관없이, 행위의 결과에 따라 신의 뜻을 빙
자하여 인간 마음대로 신의 뜻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바빌론의 공주』에서, 중요한 국가 대사나 왕실의 문제가 있을 때 마
다 신탁의 결정에 따르는 바빌론 왕은, “나는 또 다시 신탁에 물어 보겠소.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신탁이 말하는 바에 따라 결론
을 내릴 것이오. 왜냐하면 왕은 불멸의 신들의 엄명에 의해서만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오.”444)라고 하면서, 신탁을 무분별하게 따르고 신탁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왕은 사원으로 가서 신탁에 의뢰한 결
과, 관례에 따라 신탁은 너의 딸은 세상을 두루 다녀 본 후에야 만이 결혼
하게 될 것이라는 몇 마디로 답한다. 신탁에 대해 깊은 존중심을 지닌 것 
같은 바빌론의 모든 조신朝臣은 신탁이 종교의 근본이므로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은 바로 신탁에 의해서이며 사제가 왕 위에 군림하는 것도 신
444) La Princesse de Babylon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59. “Je vais 

encore consulter l'oracle. En attendant, délibérz, et nou conclurons suivant ce qui 
l'oracle aura dit; car un roi ne doit se conduire que par l'ordre exprès des dieux 
immor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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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에 의해서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는 척 한다. 그렇지만 신탁
에 대한 극도의 존중을 나타낸 후에는, 거의 모두가 이 신탁은 부적절하므
로 그것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히, 바빌론의 위대한 왕
의 공주에게 있어 어디인지 모른 채 두루 다니는 것보다 더 무례한 일은 
없고, 그것이야말로 결혼을 시키지 않는 진짜 방법이거나 혹은 은 하고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결혼을 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신탁에는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445) 

위의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서, 종교나 미신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약한 인
간의 습성이 드러날 뿐 아니라, 신탁을 전적으로 따르는 척 하다가도 이익
이나 이해관계가 결부되면, 신탁을 무시하고 태도를 교묘히 바꾸는 권력을 
가진 자나 신탁을 주관하는 사제의 이중적인 자세가 나타난다. 더욱이, 신
탁이 신의 뜻과 결정을 나타내는 것임을 빌미로 사제가 통치자 위에 군림
하면서, 신을 위하여 또한 신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을 부추기고 정당화
함으로써 성전聖戰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볼테르에 따르면, 신탁의 가장 두드러지는 기능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확
신시키는 것으로서, 전쟁을 벌이는 양 편 군대나 나라에는 각각 승리를 약속해
주는 나름대로의 신탁이 있다. 그런데, 양 편 중 승리를 거두는 쪽에서는 그 
신탁이 진실한 신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패배하는 쪽에서는 그 신탁이 틀린 
신탁이 됨으로써, 패배하는 쪽은 자신의 패배를 신탁을 받은 후에 자신이 신들
에게 저지른 어떤 잘못으로 돌리면서, 언젠가는 신탁이 성취될 것을 기대한다. 
결국, 전쟁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여 일으키든, 타의에 의해 전쟁에 말려 들든 
간에, 통치자나 사제는 신탁을 통해 신의 뜻과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신이 함께 함으로써 또한 신의 도움에 힘입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
다는 환상을 군대나 백성으로 하여금 품게 만든다. 예컨대, 구약성서에서 선택
된 민족 이스라엘이 야훼의 도움을 입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직접 적용시키듯이, 신은 언제나 자기편에 서서 싸운다는 확신이야말
로, 성전의 논리를 확산시키고 부추기는 맹신이자 환상이다. 결국, 이렇게 만들
445) Ibid., pp. 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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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맹신과 환상을 통해 무수한 전쟁이 유발되는 동시에, 광기를 띤 전쟁조차
도 신의 뜻과 이름으로 미화되고 정당화된다.446) 따라서 신탁의 주된 목적은 
신의 뜻을 빙자하여 혹은 신의 이름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러한 결정
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성전의 논리도 이런 신탁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국가 간의 전쟁 상황에서 자신의 국가를 정신적으로 혹은 적으
로 떠받치는 일이 교회와 사제들의 역할이다. 특히, 신탁을 통해 신의 뜻과 이
름으로 전쟁을 벌인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전쟁 중인 국가들이 각자 신이 자
기편에서 싸우고 있음을 확신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교회와 사제들이다.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 신의 은총을 찬미하는 장엄한 성가를 부르게 하는 것이 단적
인 예로서, 교회와 사제들이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의 대리자인 듯이 행세하
며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합리화하는 성전聖戰의 논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진다.『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서는, 불가리아 군대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고 나서 전쟁에 참여한 캉디드는 벌벌 떨며 숨어서 전쟁 현장을 목격한다. 마
침내, 왕들이 각자 진 에서 성가 ‘테데움 Te Deum’(신의 은총을 찬미하는 
장엄한 라틴어 성가)을 부르게 하는 동안 무참한 살육이 벌어진다.447) 

또한 이러한 성전의 논리는 기독교 국가의 군대가 이교도 군대와 전쟁
이나 전투를 벌일 때, 사제들이 병사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주입하는 논리
이기도 하다.448)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지기 전, 기독교 신의 뜻에 따라 
이교도를 무찔러야 하며 전투에서 죽더라도 순교자가 되고 낙원에서 안
식을 얻게 된다는 식의 사제의 설교에 이어 속죄의식이 늘 거행된다. 따
라서 소위 성전은 교회나 수도원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 및 그것들과 

접히 관련된 종교적 이념이나 교리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교
와 속죄의식을 통해, 전쟁에서 무모한 죽음을 내세에서 혼 구원으로 보
상받는다는 점을 세뇌시킴으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나약하고 

446) Essai sur les mœurs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Ⅰ à XⅢ, Édition 
Garnier, 1883, p. 89.

447)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149-150.
448) ‘성전聖戰’이란 개념은 이슬람교로부터 기독교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이슬람

에서 ‘성전聖戰’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지하드 Jihâd’는 이슬람교의 신앙을 전파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벌이는 이교도와의 투쟁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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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심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겁내지 않고 
처절한 전쟁과 전투에 빠져들게 하는 종교적 광신이 생겨나게 한다. 이러
한 종교적 광신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무모한 죽음조차 일종의 순교로 
여겨지므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은 신 앞에서 무한한 
축복과 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성전의 논리이다.449) 

이교도와 벌이는 성전과 마찬가지로,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사하는 방
편으로 행해지는 성지 순례도 교회나 수도원에서의 종교의식이나 종교적 
이념이나 교리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성지 순례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이나 환란이 닥칠 때, 이 재앙이나 환란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던 수단으로서, 모든 종교에 편재하는 미신적인 
순기능이 있다. 물론, 성지 순례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나 진정한 참
회의 정에 이끌려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
렀을 때,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속죄 의식의 성격이 
강한 성지 순례는, 집요하게 강요되고 주입되는 종교적 이념이나 교리의 
결과로 생겨난 것일 수밖에 없다. 신은 온 지상 구석구석을 뒤져 어느 누
구보다 순수한 혼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부도덕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
키고서, 신의 뜻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릴 노여움을, 그들의 고
행과 열렬한 기도를 통해 유예한다고 신학자들은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이, 성지 순례처럼 고행을 동반하는 종교 의식을 통해, 자신 뿐 아
니라 주변 사람까지 신의 노여움으로 인한 환란이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이 신자에게 끊임없이 주입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성격을 띤 성지 순례와 성전이 교묘히 결합된 대표적인 예는 바로 십
자군 전쟁인데, 볼테르는 십자군 출정을 불러일으킨 원인과 동기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성전의 논리를 비판한다. 볼테르에 의하면, 십자군을 불러일으킨 것은 
‘은자隱者 피에르Pierre’라고 불리는 프랑스 피카르디Picardie 지방 출신의  성
지순례자이다. 아라비아를 향해 성지 순례를 떠난 경험이 있는 ‘은자 피에르’
는, 서방국가가 동방국가에 대적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수백만의 유럽인이 아

449) 『롤랑전』, 이형식 역, 궁리, 2005, pp. 77-78. (La chanson de Roland, H. 

Piazza, 1974.)



- 230 -

시아에서 죽어간 원인이 된다. 마호메트 교도가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성지순례자들이 겪는 억압에 대해, 예루살렘의 총 주교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
는 비  주교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은자 피에르’에게 때마침 계시가 나타난다.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나
의 종들을 도와줄 때라는 것이다.450) 이 계시에 고무된 ‘은자 피에르’는 성지 
순례에서 돌아오는 길에 로마에 들러, 아주 격렬한 어조로 말하면서도 너무나 
감동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묘사한 나머지, 교황 우르바노 2세는 그를 오
래전부터 마호메트교에 맞서 기독교 국가들로 하여금 전쟁준비를 시키려던 역
대 교황의 거창한 구상을 실행에 옮길 적임자로 여긴다. 교황은 그의 대단한 
상상력과 열정을 통해 그 구상을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전쟁 열기를 부추기도
록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그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우르바노 2세는 공의회를 
열어 팔레스타인으로 전쟁을 벌이러 가는 계획에 대해 공의회 참석자들의 열
렬한 지지를 받지만, 그 계획은 아무에 의해서도 실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탈리아 대 주들이 자기 지에서 처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도 할 뿐더러, 
안락한 자기 지를 떠나 중앙 아라비아로 싸움을 하러 가고 싶지 않기 때문
이다. 하는 수 없이 교황은 프랑스 오베르뉴Aubergne 지방의 클레르몽
Clermont에서 공의회를 다시 열어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그 결과, 아시아 기독
교도의 불행에 대해 이탈리아에서는 한탄만 하고, 정작 프랑스에서 그들을 위
해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 프랑스에는 방탕한 행위에서 비롯된 죄악에 빠져, 
또 방탕한 행동만큼이나 부끄러운 무지 속에 빠져, 방탕한 생활과 전쟁을 즐기
는 성질이 조급하고 예속되기 싫어하는 신흥 주들로 넘쳐난다. 교황은 그들
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용서해주기로 제안하는 동시에, 그 조건으로 십자군 전
쟁에 나서는 것을 속죄의 방편으로 부과하자,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십자군에 
가담한다.451) 그런데, 소 주들은 그나마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출발하지
만, 가난한 일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종 노릇을 하며 출발한다. 전리품은 지
위에 따라, 또 십자군 출정에 부담한 비용에 따라 분배되기로 한다. 그것은 분
열의 엄청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정념에 이끌려 약탈을 벌이게 될 십자군 
450) Histoire des croissades, op.cit., p. 15.
451) Ibid.,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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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한 대단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종교와 탐욕과 정신적인 불안정
이 한데 어울려 십자군 출정을 부추긴 것이다. 수많은 보병이 모이고, 수천의 
다양한 깃발 아래로 많은 경기병이 모여 드는데, 8만 명 이상이나 되는 유랑객
들은 십자군의 선두에서 걸어가는 ‘은자 피에르’의 깃발 아래로 결집한다. 성스
러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는 유사 이래 보기 힘든 종교적 열
정에 의해 생겨난 십자군 무리는, 전염성을 띤 광기에 휩쓸려 세상의 어떤 지
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떼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452) 

이와 같이, 볼테르는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전쟁에서처럼 신의 이름과 신의 
뜻을 내세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을 물리치고 제압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그 
일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성전의 논리를 비판한다. 성전의 논리는 실제
로 신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인간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임의로 만들
어 낸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런 성전의 논리가 인간에게 
종교적 광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간을 종교적 맹신과 광신에 빠지게 함은 
물론,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더구나 신이 개입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신을 개입시키려는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가 거기에 반 된 것
으로 간주한다. 결국, 이런 성전의 논리를 통해 인간은 신의 이름과 뜻을 빙자
하여, 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전쟁 및 거기서 비롯되는 폭력과 
살상을 정당화한다.453)

452) Ibid., pp. 17-18.  
453) 볼테르가 성전의 논리를 단지 비판하는 데 그친다면, 엘륄은 성전의 논리에 맞서 그 

대안으로서 ‘비무력非武力 la non-puissa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엘륄에 따르면, 
‘비무력’은 ‘무능無能 l'impuissance’과 분명히 구별되는데, ‘무능’은 본래 힘과 능력이 없
어서 힘과 능력에 의해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비무력’은 실제로 힘과 능력
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힘과 능력을 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 국가 간의 
전쟁이나 종교 전쟁에 신을 기필코 개입시키려는 의도 및 거기에 신이 분명히 개입한다
는 잘못된 확신이 생겨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신의 
힘’이라는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성서적인 신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은 
전능한 존재이고, 전제 군주이고, 철저한 심판자이며,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신은 인간의 자유를 배제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신의 손안에 있는 장난감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결국, 신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창조자이며, 선과 악 그리고 불행과 축복을 나
누어 주는 창조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서적인 신의 진정한 속성과 성서적인 신이 드
러내는 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즉, 사랑만을 드러내고 해방자로 정의되는 성서적인 
신의 계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힘과 능력을 쓰기를 거부하고 힘과 능력을 포기
하며 내려놓는 것인 ‘비무력’의 방향으로 인간을 이끈다. 특히, 세상은 무한한 힘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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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는 신탁과 성전의 논리에는 인간이 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사
에 신을 마음대로 개입시키려는 인간의 불순한 의지가 반 되어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그는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상적인 신을 제시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이신론을 지탱하고 뒷받침하는 신의 개념으로
서 ‘절대자’로서의 신이다. 그가 추구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은 피조물인 인간
을 초월하여 인간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의 운명
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존재도 아니고, 인간사에 세세히 관여하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존재도 아니다. 결국, 그에게 신은 인간의 의도나 필
요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변함없는 원한 뜻에 따라 존재하는 지고의 존
재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신탁과 성전의 논리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이 만들어 
낸 신에 대한 잘못된 표상들 때문에, 인간 재앙의 한 원인으로서 종교적 
광신이 원천적으로 생겨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을 얻고서 힘의 수단에 의지하며 힘의 논리에 빠져 있는 나머지 인간이 정말 어려운 처
지에 놓인 상황에서, ‘비무력’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독
교도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비무력’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악을 극복하
고 넘어서서 그 너머로 가야하고, 악이 침범할 수 없는 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악이 
사용할 수 없는 수단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다른 승리를 원하는 것, 겉모습뿐인 승리를 포기하는 것은 폭력의 사슬을 끊
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증오와 공포의 무한한 악순환이 없어지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즉, 악에 대응하기 위해 악이 사용하는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의도에 따라 신을 개입시
키려는 성전의 논리에 맞서는 방법이며, 악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이다. 
Jacques Ellul, “Anarchie et chrisatianisme” in Cahiers Jacques-Ellul, La Politique, 
L’Esprit du temps, 2008, pp. 101-102. ; Jacques Ellul, Contre les violents in Le 
défi et le nouveau, La Table Ronde, 2007, p.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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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교리에 대한 해석 

Ⅲ.3.1. 교리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
볼테르에 앞서 계몽주의의 싹을 틔운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 

Lettres persanes』에서, 성서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이 종파 간의 
갈등과 알력을 불러일으킨다고 간주한다. 그는 성서학자나 신학자가 자기
들의 구미에 맞게 성서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성서
를 멋대로 해석함으로써 종파간의 다툼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다고 지적하면서,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즉,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제의 의견에 반대하고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단지 속박
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므로, 결국에 가서는 사제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 좌우되어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 어
떤 종파에 속해 그 종파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동기나 배경은 개인의 확고
한 신념이나 확신에 근거한다기보다 단순한 것에서 출발한다.454) 몽테스키
외에 따르면, 성서를 해석한 책의 저자들은 성서 속에서 믿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것을 찾아낸다. 또한 그들은 성서를 받
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교리가 담긴 책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사상에 
권위를 부여할 책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성서의 모든 의미를 
변질시키고 모든 구절을 왜곡시킴으로써, 성서가 온갖 종파들이 기습해서 
약탈하려는 토나 마찬가지가 되고, 적국끼리 접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
이고 서로 공격하며 갖은 방법으로 교전을 벌이는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된
다.455) 

이와 같은 몽테스키외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종파간의 다툼은 일반인이
나 기독교도가 자기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 확고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
되는 까닭에, 성서에 대한 성서학자나 신학자의 해석은 종파간의 다툼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만일 일반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확고
하다면, 성서학자나 신학자의 성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신앙이 
454) Montesquieu, Lettres persanes, op.cit., pp. 189-190. 
455) Ibid., pp.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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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종파간의 다툼은 훨씬 줄
어들 것이다.  

결국, 교리 논쟁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사상을 옹호하려고 성
서를 제멋대로 원용하는 신학자나 성서학자는 성서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왜곡함으로써, 성서는 온갖 종파들이 기득권과 이익을 유지하거나 쟁취하
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장소가 되고 만다. 
따라서 종파간의 다툼은 일반인이나 일반 신자들에 의해 생겨나기 보다는, 
그 주된 요인이 성서를 멋대로 해석하고 성서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제들의 
교리 논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자들을 자기 의견에 끌어들이려
는 어쩔 수 없는 욕구에 사로잡혀 신자들로 하여금 종교상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사제의 열정은 결국 종파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위험한 것이므로, 
사제가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힐 때는 반드시 신중히 생각하고 처신해야 한
다는 것이다.456) 이와 같이, 종파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
한 욕구로 끊임없이 번민하면서도, 이 욕구로 말미암아 자신이 속한 종파
나 종파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계속 강요할 수밖에 없는 사제
의 모습을 몽테스키외는 이렇게 묘사한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의견에 끌어들이려는 어떤 욕구는 우리 같은 사제를 끊임
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직업과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유럽인이 인간 본성을 살
리기 위해 아프리카인의 얼굴을 하얗게 칠하는데 힘쓰는 만큼이나 우스꽝스러
운 일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교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느라, 우
리 같은 사제는 국가를 어지럽히고 우리 자신도 고민에 휩싸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같은 사제는 피지배자에게 머리카락이나 혹은 손발톱을 자르도록 강요하
여 대대적인 반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국 정복자와 비슷하다.457) 

456) “득세한 정파나 종파가 협잡이나 사기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내는 
이념이나 교리는 그 집단들 내부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한 이념과 교리들은, 그것
들을 주조맨뗄해 낸 집단의 세력에 비례하는 온갖 의식儀式과 허무맹랑한 개념들
을 만들어서 전파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
들은 자기들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유치한 의식이나 터무니없는 개념들을 다
른 이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는 행태까지 보인다.” 이형식, 『루시퍼의 항변』, 서울대
학교 출판부, 2007, pp. 163-164.

457) Montesquieu, Lettres persanes, op.cit, p. 159. “Une certaine envie d'attirer les 
autres dans nos opinions nous tourmente sans cesse, et est, pour ainsi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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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에 따르면, 신의 권위에 진정으로 근거를 둔다고 우기지도 않고, 다
른 종파에 존재하는 온갖 오류와 기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우기지도 않
는 그런 특이한 종파는 없다. 그 때문에, 자기 종파의 진리를 확립한다고 우기
는 이들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자기 종파가 신이 세운 
것임을 납득시키려 든다. 그런데, 이런 증거와 증언 없이는 어떤 이에게 그 종
파는 오류와 기만으로 가득 찬 인간의 고안품일 따름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
다.45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테르는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 특히 기독교 종
파간의 알력과 다툼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 및 이에 따른 폐해를 이렇게 지적
한다.

  기독교 숭배자 중 무슨 종파에 속하든 자기 종교가 진정으로 신이 세운 것임을 명확
한 증거에 의해 납득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에 대한 증거는 그토록 오랜 
세월 전부터 이 점에 관해 서로 다투며 심지어 자기 견해를 떠받치려고 전쟁을 하
거나 피를 흘리며 서로 박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리를 입증함으로
써 다른 진 을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진 도 없었는데, 그 종파가 신이 세운 것
이라는 확실한 근거나 혹은 증거가 양쪽 어디엔가 있다면, 상황이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459)

더 나아가, 볼테르는 기독교 종파간의 대립으로 야기된 참화 및 교리를 둘러
attachée à notre profession. Cela est aussi ridicule, que si on voyait les Européens 
travailler, en faveur de la nature humaine, à blanchir le visage de Africains. Nous 
troublons l'Etat; nous nous tourmentons nous-mêmes, pour faire recevoir de points 
de religion qui ne sont point fondementaux; et nous ressemblons à ce conquérent 
de la Chine, qui poussa ses sujets à une révolte générale, pour les avoir voulu 
obliger à ses rogner les cheveux ou les ongles.”

458) Extrait des sentiments de Jean Meslier, op.cit., p. 459. 
459) Ibid., p. 459. “Or, il n'y a aucun de nos christicoles, de quelque secte qu'il soit, 

qui puisse faire voir, par des preuves clairs, que sa religion soit véritablement 
d'institution divine; et pour preuve de cela, c'est que depuis tant de siècles qu'ils 
sont en contestation sur ce sujet les uns contre les autres, même jusqu'à se 
présécuter à feu et à sang pour le maintien de leurs opinions, il n'y a eu 
cependant encore aucun parti d'entre eux qui ait pou convaincre et persuader les 
autres par de tels témoignages de vérité, ce qui ne serait certainement point, s'il y 
avait de part et d'autre des raisons ou de preuves et sûres d'une institution 
di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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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논쟁으로 치른 대가가 엄청나다는 점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
형장과 전쟁터에서 일어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살육행위를 이렇게 지적한다. 

  기독교도가 교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온 이후로 치렀던 대가는 익히 알려져 있
다. 4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공개 처형대에서든지, 전쟁터에서든지 피가 흘러넘쳤다. 
여기서는 종교개혁의 분쟁이 불러일으켰던 전쟁과 잔학행위에만 한정하면서, 프랑스
에서 종교개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아마 그토록 많은 재앙을 간략하게 
충실히 살펴보기만 해도, 이제껏 잘 모르던 어떤 이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양식 
있는 이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460)

『스카르멘타도의 여행기』에서는, 세속 권력을 놓고 벌이는 종파 간의 
암투와 분쟁, 사소한 종교적 교리 논쟁과 견해 차이로 인한 내전의 참화와 
광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종교 재판의 폐해, 그리스 정
교회 기독교도와 로마 가톨릭교회 기독교도 사이의 알력이 묘사된다. 굴모
에 따르면461), 이 작품에서 볼테르가 의도하는 바는 세상이 종교적 불관용
과 야만성에 사로잡혀 있음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제도적인 폭력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폭력이라는 것이다. 로마로 유학
을 갔다가 거기를 떠나 프랑스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스카르멘타도는, “그 
국가는 계속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가끔은 왕실 고문의 자리 때
문에, 가끔은 텍스트 두 페이지를 놓고 벌이는 논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었다. 때로는 꺼지다가 때로는 격렬하게 피어오르는 전쟁의 불길은 아름다
운 지역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다.”462)라고 묘사한다. 스카르멘타도의 
460)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572. “On sait assez ce qu'il en a 

coûté depuis que les chrétiens disputent sur le dogme : le sang a coulé, soit sur 
les échauds, soit dans les batailles, dès le Ⅳe siècle jusqu'à nos jours. 
Bornons-nous ici aux guerres et aux horreurs que les querelles de la Réforme ont 
excitées, et voyons quelle en a été la source en France. Peut-être un tableau 
raccourci et fidèle de tant de calamités ouvrira les yeux de quelques personnes 
peu instruites, et touchera des coeurs bien faits.”

461)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654.
462) Histoire des voyages de Scarmentado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36. “Cet État était continuellement en proie aux guerres civiles, quelquefois pour 
une place au conseil, quelquefois pour deux pages de controverse. Il y avait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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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를 통해, 세속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종파 간의 암투, 그리고 사소한 
교리 논쟁으로 인해 생겨나는 내전 및 내전에서 비롯된 참화가 드러난다. 
프랑스를 떠나 국으로 건너 간 스카르멘타도는 거기서도 프랑스에서와 
거의 똑 같은 사소한 교리 문제와 종파간의 분쟁을 통해 비슷한 광란이 부
추겨지고 있음을 목격하고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거룩한 가톨릭교도들은 교회의 이익을 위해 왕과 왕실 가족과 의회를 화약으로 
공중에 날려 버리고, 그 이단자들로부터 국을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헨리 8세의 딸로서 신의 축복을 받은 메리 여왕이 신하 500명 이상을 화형 시
켰던 장소를 내게 보여주었다. 아일랜드 출신 사제는 그것이 아주 잘한 조치라
고 나에게 단언했다. 첫째,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잉글랜드 인이었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은 결코 성수聖水를 받지 않았으며, ‘성 패트리스의 구멍’463)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사제는 여왕 메리가 아직 성인으로 추대되지 않
은 것이 놀랍다고 했으나, ‘친족 추기경’464)이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
녀가 즉시 성인으로 추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465)

이어서 네덜란드로 간 스카르멘타도는 프랑스인이나 잉글랜드인보다는 
성격이 더 차분하다고 여겨지는 네덜란드인들에게는 평온함이 더 있을 것

de soixante ans que ce feu, tantôt couvert et tantô̂t soufflé avec violence, désolait 
ces beaux climats.” 

463) ‘성 패트리스의 구멍 le trou de saint Patrice’. 아일랜드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 그
것을 통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Romans et Contes, tomeⅡ, 
Gallimard, 1979, p. 813.

464) ‘친족 추기경 le cardinal-neveu’. 교황이 자기 조카나 더 넓게는 자기 친족을 추기
경으로 등용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친족 등용 le népotisme’으로 임명된 추기경을 말한
다.

465) Ibid., p. 136. “De saints catholiques avaient résolu; pour le bien de l'Eglise, de 
faire sauter en l'air, avec de la poudre, le roi, la famille royale et tout le 
parlement, et de délivrer l'Angleterre de ces hérétiques. On me montra la place où 
la bienheureuse Marie, fille de Henri Ⅳ, avait fait brûler plus de cinq cents de ses 
sujets. Un prêtre hibernois m'assura que c'était une très bonne action : 
premièrement, parce que ceux qu'on avait brû̂lés étaient anglais ; en second lieu, 
parce qu'ils ne prenaient jamais d'eau bénite, et qu'ils ne croyaient pas au trou de 
saint Patrice. Il s'étonnait surtout que la reine Marie ne fût pas encore canonisé ; 
mais il espérait qu'elle le serait bientôt, quand le cardinal-neveu aurait un peu de 
loi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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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하지만, 헤이그에 도착할 때 존경받는 노인이 참수당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참수당한 사람이 그 공화국의 가장 큰 신망을 받던 총리이기에, 
동정심에 사로잡힌 스카르멘타도는 죄목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과연 국가
를 배반했는지 물어 본다. 이 질문에 대해, 검은 외투를 입은 신교 목사가 
“그는 더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의해서 뿐 아니라 선행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견해가 자리 잡으
면 어느 공화국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과 그렇게 파렴치한 행위를 처벌하
려면 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직감하실 겁니다.”466)라고 대답한
다. 신교 목사의 대답에서는, 종교적 교리에 대한 사소한 견해 차이가 국
가반역죄보다 더 엄중히 다루어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이 대
답에서는 이런 견해 차이가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억지 논리와 
더불어,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는 단순한 이유로 상대 종파에 대해 전혀 관
용을 베풀지 않고, 그 종파를 엄격히 처단하는 종파간의 다툼이 드러난다.  

스페인을 떠나 터키로 간 스카르멘타도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거기에 
기독교 교회당이 많이 있는 것에 놀라고, 자유롭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
도하며 마호메트를 저주하는 것이 용인되는 많은 수도승 무리를 목격한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도와 로마 가
톨릭교회에 속한 기독교도 사이의 알력이다. 스카르멘타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알력 때문에 겪은 고초 및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 정교회 교도와 로마 가톨릭교회 교도는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었다. 그들은 길에서 서로 물고 뜯어 주인이 떼어 놓으려고 몽둥이질
을 해대는 개들처럼 서로를 박해했다. 그 당시에는 총리대신이 그리스 정교회를 
두둔하고 있었다. 그리스 정교회 총주교는 내가 로마 가톨릭교회 총대주교 집에
서 식사를 했다고 나를 고발했다. 나는 발바닥에 몽둥이질 일백 회를 당하도록 
언도되었고, 벌을 면하려면 속죄금 오백 제키노(옛 베네치아의 금화)를 지불해

466) Ibid., pp. 136-137. “Il a fait bien pis : c'est un homme qui croit que l'on peut 
se sauver par les bonnes œuvres aussi bien que par la foi. Vous sentez bien que si 
de telles opinions s'établissent, une république ne pourrait subsister, et qu'il faut 
des lois sévères pour réprimer de si scandaleuses horr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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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그 다음 날 총리대신은 목이 졸려 죽었고, 그 다음 다음 날은 로마 가
톨릭교회 편을 드는 후계자가 세워졌으나 단 한 달 만에 목이 졸려 죽었는데, 
그는 내가 그리스 정교회 총주교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나를 앞서와 같은 벌금
형에 처했다. 나는 그리스 정교회에도 로마 가톨릭교회에도 아무데도 더는 가지 
말아야 하는 서글픈 처지에 놓 다.467)

볼테르에 따르면, 그리스 정교회 교도와 로마 가톨릭교회 교도 사이에 
일어나는 알력과 다툼이 종교적 관습이나 세례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 교도의 궤변 정신에서 생겨난 사소한 교리 논쟁
에서 야기된다. 물론,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사이에 종교적 의
례는 그들의 언어만큼이나 다른데, 전례, 사제의 복식, 교회 장식, 교회 형
태, 십자가의 형태도 같지 않으며, 그리스 정교회 교도는 서서 기도하고, 
로마 가톨릭교회 교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 종교적 관습의 
차이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서로 대결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 교도는 몸을 물에 담그는 방식의 세례만을 고집하면
서, 북유럽 기독교 교도를 위해 물을 뿌리는 방식의 세례를 도입한 로마 
가톨릭교회 교도를 혐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는 어
떠한 분란도 생기지 않는다. 더욱이 서방교회, 곧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항
상 분쟁거리가 되는 세속에 대한 지배는 동방교회, 곧 그리스 정교회에는 
생소한 문제로서, 주교들은 세속의 통치자 아래에서 신민臣民으로 지내는
데 만족한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파국을 초래하는 분쟁은 결국 그리스 
정교회 교도나 그리스 정교회 추종자들의 궤변 정신에서 생겨난 끊임없는 
논쟁에 의해 유발된다. 초기 기독교 시절의 지극히 단순한 교리는 인간적
인 호기심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 속에 묻혀 버린다. 다시 말해, 기독
교의 창시자인 예수는 거의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므로, 신비한 교리를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 견해
467) Ibid., p. 139. “Les chrétiens grec et les chrétiens latins étaient ennemis mortels 

dans Constantinople ; ces esclaves se persécutaient les uns les autres, comme des 
chiens qui se mordent dans la rue, et à qui leurs maîtres donnent des coups de bâ
tons pour les séparer. Le grand vizir protégeait alors les Grecs. Le patriarche grec 
m'accusa d'avoir soupé chea le patriarche latin, et je fus condamné en plein divan à 
cent coups de latte sur la plante de pieds, rachetables de cinq cents sequ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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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 견해들의 대립으로 결국 피를 흘리게 된다.468)  
이와 같이, 볼테르는 기독교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이, 신자들에게 자기 

의견을 억지로 주입시켜 신자들을 자기 의견에 끌어들여 자기가 속한 종파
의 진리를 확립하려는 사제들의 그릇된 욕구 및 교리를 둘러싼 견해 차이
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사소한 교리를 둘러 싼 논쟁에서 
비롯된 기독교 종파 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참화와 분쟁 및 재앙
에 가까운 살육행위와 잔학행위가 야기된다고 하면서, 종파간의 알력과 다
툼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은 비록 사소할지라도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을 
지적한다. 

볼테르는 성서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문제 삼을 뿐 아니라, 삼위일체설과 
예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면서, 기독교를 대체하는 ‘자연 종교’의 일
종으로서 ‘절대자의 종교’를 내세운다. 따라서 그는 신의 이름과 권위를 통
해 교리의 토대로서 제시되는 모든 것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나 신앙은 오
류의 원리일 뿐 아니라, 이런 맹목적인 신뢰나 신앙은 자기 종교를 유지하
려는 인간들 사이에 분란과 분열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물며, 선하
고 전능한 ‘절대자’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려 그러한 수단이나 기만
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 사이에 원한 분란과 분열의 치
명적인 원천을 종교의 토대로 세울 리 없으므로, 볼테르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절대자’가 세운 진정한 종교일 리 없다고 단정한다. 결국, 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와 교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된 기독교 종파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야기된 참화와 살육과 잔학행위는, 이런 타락한 기독교를 대체하
기 위해 볼테르가 추구하는 ‘절대자의 종교’의 토대로서 이신론이 생겨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Ⅲ.3.2.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
『스카르멘타도의 여행기』에서, 터키를 떠나 페르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468) Essai sur les mœurs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Ⅰ  à  XⅢ, op.cit., p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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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스카르멘타도는 거기서도 기독교 종파간의 다툼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회 사제와 도미니크회 사제 사이에 알력이다. 스카르멘타도
는 두 기독교 종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기와 다툼을 이렇게 묘사한다. 

  한편에는 예수회 사제들이 다른 한편에는 도미니크회 사제들이, 그 점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거기서 자기들이 신에게 혼을 거두어 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토록 열성적인 개종자를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들은 서로 돌아가며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로마에 엄청난 양의 중
상모략 글을 써 보내곤 했으며, 혼 하나를 위해 서로를 이교도나 부패한 자로 
취급하곤 했다.469)
 
볼테르는 프란체스코회 사제와 도미니크회 사제는 수도회 설립 이후부터 

서로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신학 상의 몇몇 논점에서 뿐 아니라 수입
의 이득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마베드의 편지』에서470), 
아마베드가 로마로 가는 배 안에는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인 ‘보시布施 사제’
라 불리는 중요한 인물이 타고 있다. 그가 ‘보시 사제’로 불리는 것은 그가 
적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포르투갈어도 이탈리어도 아닌 
언어, 곧 라틴어로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에 동승한 아무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며 심지어 ‘보시 사제’ 
자신도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그가 같은 배에 탄 도미니크회 수도사
와 더불어 기도문의 뜻을 놓고 늘 다투기 때문이다. 그들의 종파는 서로를 
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물론, 그들은 의견이 도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인정하며,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표시나 하듯 전혀 
다른 수사 복을 입는다.     

469) Histoire des voyages de Scarmentado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40. “Les révérends pères jésuites d'un côté, comme les révérends pères 
dominicains de l'autre, disaient qu'ils y gagnaient des âmes à Dieu, sans que 
personne en sût rien. On n'a jamais vu des convertisseurs si zélés : car ils se 
persécutaient les uns les autres tour à tour ; ils écrivaient à Rome des volumes de 
calomnies ; ils se traitaient d'infidèles, et de de prévaricateurs pour une âme.”

470) Les Lettres d'Amabe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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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와 도미니크회 수도사 사이에 주된 논쟁은 
성모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은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제로 
전개된다. 즉, 프란체스코회는 성모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의 배속에서 죄
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도미니크회 수도사는 이를 부인한다. 볼테르
는 아마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문제는 결코 없다고 하면서, 프란체스코
회와 도미니크회라는 두 수도회를 양립시킬 수 없게 만든 이 주된 논쟁거
리 때문에, 프란체스코회 사제와 도미니크회 수도사 사이에 벌어진 황당하
고 끔찍한 이야기를 소개한다.471) 

『존속 살해범에 대한 공시公示 Avis au public sur les parricides』에
서, 마리아의 무염수태를 설교하던 프란체스코회 사제가 도미니크회 수도
사가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모 마리아여, 당신과 당신의 아
드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종파에 속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소리친다. 이 소리를 들은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그가 거짓을 말했다고 대
꾸하자, 프란체스코회 사제는 강단에서 내려와 쇠로된 예수의 수난상을 집
어 도미니크회 수도사를 사정없이 내리쳐 거의 죽게 만들고서, 동정녀 마
리아에 대한 설교를 태연히 마무리한다. 이를 복수하려고 참사회를 연 도
미니크회 수도사들은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에게 더 큰 모욕을 가하려는 
의도로 기적을 행하려 하나 번번이 실패하다가 좋은 기회를 잡는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멍청한 젊은 재단사가 수도사 중 
한 사람에게 고해를 하는데, 그들은 이 바보가 기적을 꾸며 내는 훌륭한 
소재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의 고해를 들은 수도사는 성모 마리아가 그에
게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되어 재산 전부를 수도원에 바치기를 명령한다고 
설득하자, 그는 이 설득에 넘어가서 수도사가 된다. 그가 소명을 받드는 
와중에 도미니크회 수도사 중 하나는 천사로, 또 하나는 지옥에서 신음하
는 신자로, 다른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로 변장하여 각각 그에게 나타난다. 
변장한 마리아는 자기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아직 세상에 태어나
지 않은 자기 아들이 그녀가 태어난 직후 그녀를 거듭나게 해주지 않았다
면 벌에 처해졌을 거라고 털어놓는다. 또한 변장한 마리아는 예수의 어
471) Avis au public sur les parricides in Mélanges, op.cit., pp. 8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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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를 짓지 않고서 수태했다고 주장하는 프란
체스코회 수도사들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심하게 모독하는 불경한 자들이라
고 하면서, 신과 마리아를 섬기는 모든 이에게 이 소식을 전할 책임을 그
가 맡아 달라고 당부한다.472)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던 중, 
변장을 한 건장하고 기운이 넘치는 두 천사를 대동하고 다시 나타난 마리
아는, 그의 사명과 그가 받을 보상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의 상
처 자국을 새겨주겠다고 하면서, 두 천사가 그를 묶자 그의 손과 발에 못
을 박는다. 다음 날 아침, 천상의 특별한 배려로 기적이 나타난 듯이 피가 
낭자한 그가 제단 위에 공시되자, 독실한 신도들이 그의 상처에 입을 맞추
러 몰려온다. 이후에도 마리아나 천사로 변장한 수도사들이 그에게 끊임없
이 계속 나타난다. 결국, 마스크 아래 숨겨진 수도원 부원장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그는 소리 지르며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다. 부원장을 
방에까지 뒤좇아 간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변장한 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광경을 목격한다. 꾸민 일이 들통 난 수도사들이 그를 독살하
려 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성당 밖으로 도망친다. 이 사건으로 재판이 
2년간 계속되는데, 세속의 재판이 수도사를 재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교의 관할로 넘어가서 소송이 진행된다. 도미니크회 수도
사 편을 드는 주교는 마리아와 천사가 나타난 것은 진짜이며 오히려 재단
사가 협잡꾼이라고 판결하고서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게 한다.473) 

이 작품에서, 볼테르는 수도사 간의 단순한 다툼을 통해서도 그렇게도 끔찍
한 혐오가 생겨날 수 있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종파 사이에서 당파심으로 말미
암아 수많은 죄악이 생겨난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하며, 종교적 광신이 귀결
되는 지나친 극단주의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심성이 약
한 자들을 파괴적인 열광과 가장 가증스러운 잔혹함으로 몰고 가는 광신적인 
견해에 몰두하는 대신, 진솔하게 신을 숭배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그는 이해할 
수 없고 불행을 초래하기 마련인 문제들을 놓고 쟁론하지 말고, 모든 사회적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종교적 파당에도 속
472) Ibid., p. 822.
473) Ibid., pp. 822-823.



- 244 -

하지 않은 채 정의롭고 자비로워 지기를 권고한다.474) 굴모에 따르면, 이 작
품에 담긴 내용의 요점은 종교적 광신에 대한 집요한 비판이고, 관용
을 통해서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는 마녀 재판의 판사, 잔인한 범죄에 사로잡힌 수도사, 관용을 베풀지 
않는 신교 목사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475) 

『범죄와 형벌 이론에 대한 논평 Commentaire sur le livre des délits 
et des peines』에서, 볼테르는 앙투안Antoine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당한 
일을 예로 들며, 종파 간의 대립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향을 미
치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지 보여준다. 가톨릭교도인 부모에게서 태어
난 앙투안은 예수회 신부들에게서 교육을 받으나 개신교 목사를 통해 개신
교에 귀의한다. 그러던 중 이단자로 낙인찍혀 친구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교수형을 당할 뻔 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지만 거기서는 교황주
의자로 의심받아 살해당할 처지에 놓인다. 그는 어떤 기이한 숙명에 의해 
자기 삶이 개신교도에게서도, 가톨릭교도에게서도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
고, 다른 곳으로 가서 유대교도가 된다. 그는 유대교가 유일하게 진정한 
종교임을 철저히 확신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주장한다. 유대
인들은 사법당국과 마찰을 빚을까 두려워 그에게 할례를 주지 않지만, 그
래도 그는 마음속으로는 유대교도이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유대교도라고 
공언하지 않은 채, 제네바로 가서 결국 개신교 목사가 된다.476) 그의 마음
속에 촉발되는 지속적인 갈등, 곧 개신교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전파해야 
하는 칼뱅 종파와 그가 유일하게 믿는 유대교 사이에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린다. 그는 고통스러운 병마 속에서 우수에 잠
겨 나날을 보내며 고통으로 번민하다가, 자기가 유대교도라고 갑자기 소리 
지른다. 다른 목사들이 달려와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애쓰지만, 그
는 이스라엘의 신만을 숭배할 따름이고 신은 변할 수 없으며 신은 자기 자

474) Ibid., p. 824.
475)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109.
476) Commentaire sur le livre des délits et des peines in Mélanges, op.cit., pp. 

78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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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저촉되는 발언을 한다. 그리고 나
서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신앙고백을 글로 쓰지만, 
신앙고백을 쓰고 나서도 자신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서명을 하지 않는다. 
도시 의회가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결정하려고 목사들을 소집한
다. 이들 중 소수는 그에게 동정심을 베풀어야 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그의 
정신병을 고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화형을 당해 마땅
하다고 결의함으로써 그는 화형을 당한다.477) 굴모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볼테르가 펼치는 논지는 사형의 무익함과 야만성을 입증하고 정도를 벗어
난 과거의 사법 관행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교 목사, 예수회 
신부, 계시를 받은 자나 혹은 마법사에 맞서 제도적인 불관용을 비판하는 
것이다.478)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일 수도 있는 전례나 
예배의식이 각 종파가 사활을 걸고 지키며 주장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상황
으로 인해, 종파 간의 반목과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묘사된다. 바빌론
에서는 오래 전부터 계속된 큰 논쟁거리를 통해 제국이 고집스러운 두 종파로 
갈라진다. 한 종파는 사원에 들어갈 때 반드시 왼쪽 발을 먼저 들여놓아야 한
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종파는 이 관례를 몹시 혐오스럽게 여기며 반드시 
오른쪽 발을 먼저 들여놓는다. 사람들은 총리 자디그가 어느 종파를 선호하는
지 알아보려고, 그가 사원을 방문하는 축제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자디
그는 두 발을 모아 깡충 뛰어서 사원 안으로 들어선다. 그런 다음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아무도 편애하지 않는 신은 오른쪽 다리건 왼쪽 다리건 어느 다리도 
특별히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백색 사제’와 ‘흑색 사제’479)는 기도
할 때 어떤 방향을 향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어떤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은 신
이 몹시 싫어한다고 각각 주장한다. 그런데, 자디그는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477) Ibid., pp. 781-782.
478)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129.
479) ‘백색 사제’와 ‘흑색 사제’는 흰색을 입는 가톨릭 사제와 검은 색을 입는 개신교도를 

암시한다. 또한 ‘백색 사제’는 ‘백의의 수도사’라고 불리던 흰색 승복을 입던 시토 수도
회에 속한 수도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흑색 사제’는 검은 승복을 입던 베네딕트 파 수
도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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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서 기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백색 사제’와 ‘흑색 사제’ 간의 분쟁도 성
공적으로 무마한다.480) 결국, 종교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신앙심이나 
종교적 진리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전례나 예배의식
이 각 종파의 존립을 위한 주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끔찍한 횡설수설 Galimatias dramatique』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즉, 예수회 사제, 얀센파 교도, 퀘이커 교도, 국국교 교도, 루터교도, 
청교도가 자기 종파로 서로 끌어들이려고 중국인들 앞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종파 및 교리에 대해 입씨름을 벌이는 장면이다. 예수회 사제는 주님은 모든 
이를 신의 선택받은 자로 만들기 원하고, 선택받은 자가 되려면 자기가 알려주
는 것만을 그 자리에서 믿기만 하면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를 위해 죽
었고, 은총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이라 설교한다. 이 때 등장한 얀센파 교도
는 예수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으며 은총은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회 사제를 파멸의 자식으로 몰아붙이며, 예수회 사제가 잘못
과 거짓을 설교한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예수회 사제는 얀센파 교도를 이단
자이자 사도 바울의 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중국인들에게 그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고 하며 세례를 줄 테니 모두 나오라고 한다. 얀센파 교도는 ‘몰리니
즘’481) 신봉자의 손을 통해서는 결코 세례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세례를 
받으면 악마의 수중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기가 은총이 무엇인
지 알려주고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세례를 주겠다고 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퀘이커 교도는 중국인들에게 여우의 발을 통해서도 호랑이의 발톱을 통
해서도 세례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세례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단지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 일이므로, 성령
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말을 듣던 국국교 교도
가 국국교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종교라고 주장하자, 예수회 사제는 국국교 
교도를 파괴자로 규정하며, 국국교 교도가 과오를 범하지 않는 교황과 절연
했음을 비난한다. 교황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예수회 사제의 말에 대해, 
480)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73. 
481) ‘몰리니즘 le Molinisme’. 스페인 예수회 사제 몰리나Molina가 세운 신학체계로서, 

몰리나는 은총은 인간 의지가 따라야 효력을 발휘하며, 신의 예정은 인간이 공덕을 쌓

기를 기대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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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교도는 루터가 선언했듯이 교황은 바보멍청이라고 하면서, 교황이건, 국
국교 교도이건, 몰리니즘 신봉자이건, 얀센파 교도이건, 퀘이커 교도이건, 누구
에게도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고 중국인들에게 당부한다. 이 때 청교도가 나서
서 루터교도를 포함하여 이들 모두의 무분별함을 한탄하며, 신이 이 수다쟁이
들을 꼼짝 못하게 하러 자기를 정해진 날에 보낸 것이므로, 자기 말을 들으라
고 중국인들을 설득한다.482)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
파나 교리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열성적인 개종을 통해 자기 종파로 끌어드
리려는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상황, 심지어 서로 
박해하거나 서로를 이교도나 부패한 자로 취급하기까지 하는 상황을 풍자
하고 비판한다. 

『교양 있는 신사의 교리교육』에서, 볼테르는 종파나 혹은 종교 간의 
다툼과 알력이, 신이 인간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잘못 인식하거나 신
의 존재를 자기 이익에 따라 또한 자기 구미에 맞게 제멋대로 해석하는 데
서 기인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신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말을 걸며 
인간 모두에게는 그 말을 들을 공평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신을 숭배하
는 외적 방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즉, 신이 모든 인간에게 부
여한 양심은 인간의 보편적인 율법이므로, 인간은 의로워야 하고 부모를 공경
해야 하며 동포를 도와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다
양한 정부만큼이나 서로 다르기에, 신은 이 종교나 저 종교나 간에 모든 종교
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볼테르는 그러한 숭배가 신에 대해 미신적이지
도 않고 인간에 대해 야만적이지도 않다면, 신을 숭배하는 외적인 방식은 신의 
비위를 맞출 수도 없을뿐더러, 신을 모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483)

퓌졸에 따르면484),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신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리스 정
교의 수도사는 가톨릭교회의 죄악과 권력 남용을 쉽게 시인하고, 도덕이 
교리보다 무한히 뛰어남을 인정한다. 특히, 이 수도사는 『불랭빌리예 백
작의 만찬』에 나오는 얀센파 수도원장처럼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는 

482) Galimatias dramatique in Mélanges, op.cit., pp. 333-334.
483) Cathéchisme de l'honnê̂te homme in Mélanges, op.cit., p. 668.
484) Jean Goulemot, Inventaire Voltaire, op.cit.,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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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상기시키면서, 사실상 볼테르의 이신론을 또다시 정당화한다. 따라서 
볼테르는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 자신이 추
구하는 ‘절대자의 종교를’ 제시하는데, ‘절대자의 종교’는 어떠한 종파에도 
속하지 않고서 다른 종파를 용인하고, 덕망 있는 시민을 양성하며,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언급하는 종교이다. 

  

Ⅲ.3.3. 종교재판의 실상과 논리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을 통해, 또한 교리 및 종교적 문제와 관련된 이

단 논쟁을 통해 기독교 국가 내에서 내란이 끝임 없이 일어날 뿐 아니라, 
사소한 종교적인 견해 차이로도 종교재판을 통해 소위 이단교도를 화형에 
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소위 ‘정통파’가 아닌 이단을 규정하
는 기준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애초에 이단을 구분하는 기
준이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떤 종파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자들
은 자기들이 이단으로 몰리는 것을 모면하려고 어떤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일 수 있다는 대답이 가능하다. 따라서 순수한 종교적 교리에 따르기
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볼테르는 모호한 규정에 따라 
이단을 처단할 목적으로 생겨난 종교재판을 비판할 뿐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광기어린 종교재판의 실상을 이렇게 지적한다.  

  또 다른 미친 짓이 지상을 혼란스럽게 했고, 또 다른 광기가 지상에 피가 흘러넘치
게 했다. 일례로, 마법에 대한 고발에 따라 거리낌 없이 태연하게 화형 선고를 내리
는 무지한 재판관에 의해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형리에게 넘겨졌는지 충분
히 알려져 있지 않다. 15세기 동안 내내 기독교 유럽에는 그러한 사법 살인에 의해 
아주 빈번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재판정이라곤 전혀 없었다. 내가 기독교도 가운데서 
이 어리석고 야만스러운 판례의 희생자가 10만 명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이 부녀자나 
순진무구한 소녀 다고 말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언급한 것은 아니다.485)

485) Avis au public sur les parricides in Mélanges, op.cit., p. 812. “Il est d'autres 
démences qui ont troublé la terre, d'autres folies qui l'ont inondée de sang. On ne 
sait point assez, par exemple, combien de misérables ont été livrés aux bourreaux 



- 249 -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는, 이단과 마법에 대항하려고 설치된 종교재판

소의 전형적인 예가 나온다.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리스본에서 지진을 막으려
고 벌이는 화형식을 위한 종교재판이 벌어진다. 그런데, 화형식을 치르기 위해 
가톨릭교회의 계율을 어긴 사람과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두 사람이 체포된다. 
캉디드의 스승 팡글로스Pangloss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원죄’를 믿지 않는다
는 혐의로, 캉디드는 그 말에 동조한 혐의로 종교재판소 관리에 의해 체포되어 
독방에 갇힌다. 별다른 재판 과정 없이 그들은 화형식에 끌려 나와 화형당하
고, 팡글로스는 교수형에 처해지며 캉디드는 태형을 당한 후 풀려난다.486) 

『스카르멘타도의 여행기』에서, 네덜란드를 떠나 스페인으로 간 스카르
멘타도는 거대한 투기장에서 왕과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종교재판관의 
당당한 위세를 목격한다. 그는 왕실 가족의 자리보다 더 높이 세워진 보좌
를 발견하고서, 이 보좌가 신을 위해 예비 된 것이 아니면 무엇에 쓰이는
지 모르겠다고 같이 여행하는 동료에게 말한다. 이 경솔한 말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곤욕을 치를 뿐 아니라, 나중에는 종교재판소가 관할하
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다. 자신의 경솔한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난 
후, 스페인을 떠나 터키로 가서 여행을 마치기로 계획을 세운 스카르멘타
도는 더는 자기 견해를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는 동료에게 터키인은 
세례도 받지 않은 이교도여서 결국 종교재판관 신부보다 훨씬 더 잔인할 
것이므로, 마호메트 교도들 사이에 있게 되면 침묵을 지키자고 하면서, 종
교재판관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가차 없는 
종교재판의 실상을 드러낸다.487) 

par des juges ignorants, qui les condamnèrent aux flammes tranquillement et sans 
scruple sur une accusation de sorcellerie. Il n'y a point eu de tribunal dans 
l'Europe chrétienne qui ne se soit souillé très souvent par de tels assassinats 
juridiques pendant quinze siècles entiers; et, quand je dirai que parmi les chrétiens 
il y a eu plus de cent mille victimes de cette jurisprudence idiote et barbare, et 
que la plupart étaient des femmes et des filles innocentes, je ne dirai pas encore 
assez.” 

486)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57-158.
487) Histoire des voyages de Scarmentado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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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자 집단적인 공포의 수단이 되어버린 종
교재판소의 성격은,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에 나오는 마르탱과 포코쿠란테 
의원 사이에 대화에서 드러난다. 베네치아에 온 캉디드와 마르탱은 포코쿠란테 
의원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집을 방문한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
서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구경하면서, 고전과 희곡 등에 대해 포코쿠란테 의
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마르탱은 국 서적으로 가득한 서가를 바라보며, 
공화주의자는 아주 자유로이 집필된 이 작품들 대부분이 틀림없이 마음에 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말에 동의하는 포코쿠란테 의원은 자기가 생각
하는 것을 글로 쓰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므로 좋은 일이지만, 이탈리아 전역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것만을 글로 쓴다고 대답한다. 또 시저와 
안토니우스 후예의 조국에 산다는 사람들이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의 허락 없
이는 감히 어떤 생각도 갖지 못한다고 덧붙인다.488) 『아마베드의 편지』에
서, 종교재판을 관장하는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는 신의 사람이자 혼의 
재판관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육체와 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로 묘
사되듯이489),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단을 심문하는 종교재판소가 설립될 때 
집행권을 얻은 수도회이므로,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는 종교재판을 관할
하는 소임을 맡은 수도사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종교적 
교리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책을 쓰거나 종교와 관
련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다가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종교적 교리에 저촉되지 않고 이단 논쟁
에 빌미를 주지 않는 책을 쓸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 생겨난다. 

『기독교도의 대화 Dialogues chrétiens』에는, 어떤 사제와 『백과전
서』 집필자가 종교재판소의 설치나 백과전서의 집필 같은 예민한 주제를 
놓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입씨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사제가 언
제까지 당신은 종교를 모독하고 사제를 헐뜯을 거냐고 질책하자, 『백과전

137-138.
488) Candide ou l'optimism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18.
489) Les Lettres d'Amabed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491.



- 251 -

서』 집필자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존중하는 종교를 결코 모독하지 않
으며 사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질문
을 하며, 당신의 목적이 무어냐고 묻는다. 사제는 자신의 목적이 기독교의 
경건한 마음과 열정과 자비라고 하면서, 당신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의도
에 맞설 용기를 지닌 사제가 없다면, 당신 같은 무신론자가 곧 승리할 것
이라고 내뱉는다. 또한 당신이 뒤엎으려는 교회를 지탱하려고, 신의 사랑
으로 가득하면서도 신의 통치를 진척시키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기 같은 
사제 두 사람과 합세하여, 살피고 토론하고 조사하고 추론하고 집필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특히 『백과전서』 집필자들을 향해 원한 전쟁을 선
포했다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백과전서』 집필자는 무슨 권리로 당신
은 감히 사람의 심중을 살피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집필자들의 신앙을 
함부로 드러내느냐고 항의한다. 또한 『백과전서』 집필자는 누구도 감히 
종교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종교는 토대가 흔들리지도 않으며 법과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데도, 이런 종교를 옹호한다는 진부하고 허울 좋은 
핑계로, 종교재판소를 만들 생각을 하느냐고 따지고 든다. 그러자 사제는 
만일 프랑스에도 종교재판소가 있다면, 당신이나 당신 같은 다른 불경한 
자들은 종교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490) 『백과전서』 집
필자가 『백과전서』 집필자들에 대한 당신의 분노가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들의 작품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느냐고 묻자, 사제는 그토록 세속적인 
작품을 읽음으로써 자기 정신을 더럽힐 정도로 자기는 사악한 자가 아니라
고 대꾸한다. 결국, 사제는 당신이야말로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죄악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죄의 원인이 됨은 물론,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당신과 더는 교제하고 싶지 않다
고 못 박는다. 이에 덧붙여, 사제는 『백과전서』 집필자들의 작품은 처음
부터 끝까지 고약하기 이를 데 없어서 없애고 태워버려야 하며, 그 작품의 
집필을 위해 애쓴 자들을 고발해야 함은 물론, 그 작품을 인쇄한 자들이나 
구입한 자들 모두를 고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491) 이 작품을 통해, 
490) Dialogues chrétiens in Mélanges, op.cit., pp. 357-358.
491) Ibid., pp. 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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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는 종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종교재판소가 여론을 통제하
는 수단이자 집단적인 공포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을 비판하고, 다른 어떠
한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는 종교재판의 특성 및 터무니없는 종교재판의 
억지 논리를 비판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믿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모독한다는 이유로, 또
한 상대방과 견해가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종교재판에 회부되거
나, 어떤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사소한 문제나 시빗거리로 말미
암아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
었다. 『수탉과 암평아리의 대화 Dialogue du chapon et de la poularde』
에서, 닭장 속에서 잡아먹힐 때만을 기다리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세된 수
탉과 살찌운 암평아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종교재판
을 통해 잔인하게 자행되는 화형에 대한 볼테르의 풍자가 드러난다. 수탉
은 암평아리에게 닭을 불에 구워 요리하듯이,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람을 
불에 굽는 일이 너무 흔히 벌어진다고 하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견해로 말미암아, 2만 명 이상이 불에 굽혔다는 두 사제의 말을 전한
다.492) 그래서 볼테르는 “냉혹한 광신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처럼 생각
하지 않는다는 죄밖에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종교재판관이다.”493)라고 하
면서,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혀 단지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
람을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무자비한 종교재판관의 
행태를 단호히 비판한다.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아라비아 상인의 노예로 팔린 자디그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인의 특별한 신임을 얻는다. 아라비아로 가게 된 자디그는 거기서 
끔찍한 관습을 발견하는데, 남자가 죽으면 총애 받던 여인이 시체와 함께 분신
하는 것이 미덕으로 칭송받는 야만스러운 관습이다. 이 악습은 오랜 세월을 통
해 율법처럼 신성시되어 존중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 악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제 집단 및 분신한 여인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명성과 존경을 얻는 부
492) Dialogue du chapon et de la poularde in Mélanges, op.cit., p. 681.
493) “Fanatism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 264, “Il y a des 

fanatiques de sang-froid : ce sont les juges qui condamnent à la mort ceux qui 
n'ont d'autre crime que de ne pas penser comme 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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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사회가 있다. 그러한 여러 요인과 더불어 이 악습은 종교적 광신에 의해 부
추겨지고 정착된다. 자디그가 분신하기로 되어 있는 한 젊은 미망인을 만나 그
녀가 분신하지 않도록 설득함으로써, 이 잔인한 관습은 단 하루 만에 타파된
다. 분신하는 미망인의 보석과 장신구는 합법적으로 사제에게 귀속되므로, 졸
지에 물질적 이익을 잃게 된 사제들은 자디그를 벌하기로 작정한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을 한 죄로 자디그를 고소한다. 
법관들 역시 반종교적이고 불경스러운 말을 전해 듣고 몹시 분노하면서, 자디
그를 서서히 태워 죽이라는 판결을 내린다.494) 이 이야기에서, 사제들이 자디
그를 고소한 것은 자기들이 얽매여 있는 물질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자신
들의 종교적 신조나 교리와 다른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종교적 불관용의 화신처럼 보이는 법관들은 반종교적인 말이나, 자신들
의 종교에 대한 불경스러운 말이나, 교리에 어긋나고 저촉되는 말이라면 조금
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 없이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종교재판관의 모습을 그대
로 드러낸다. 

『인도인의 모험 Aventure indienne』에서, 인도에 머물던 피타고라스가 어
느 날 산책을 하고 돌아오다가, 우리는 그것들이 구워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계속 말하며 몰려가는 군중과 마주친다. 피타고라스는 구워지는 
것이 콩이나 채소인 줄 생각하다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인도인이 화형 
당하는 것임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군중과 더불어 화형이 집행되는 광장으로 
가게 된 피타고라스는, 불붙은 장작더미 맞은편에 하나같이 소꼬리를 손에 든 
재판관들이 심판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화형 선고를 받은 두 인도인 
중 한 사람의 죄목이란, 사람이 임종할 때 소의 꼬리를 잡지 않더라도 덕행을 
베풀어서 ‘절대자’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추측했다는 것이다. 인도인이 그런 
추측을 한 이유는, 임종 시 ‘절대자’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소꼬리를 잡으려 해
도 언제나 제 때에 소를 발견하지 못하는 반면, 덕행을 베풀어 ‘절대자’의 마음
에 들 수 있다면 덕행은 어느 때고 마음만 먹으면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495)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죄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화형 시키는 이야기를 
494)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90-91.
495) Aventure indienn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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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기존의 교리에 위배되는 말을 전혀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말을 하는 자를 가차 없이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화형에 처
하는 종교재판관들의 무자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군중심리에 휩쓸려 거기에 동
조하는 군중의 맹신적인 모습을 풍자한다.  

『스카르멘타도의 여행기』에서, 자신의 종교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적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로, 숭배대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도사에게 적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 쓴 무고한 사람들이 종
교재판에 회부되어 억울하게 화형 당하는 장면을 스카르멘타도는 이렇게 
묘사한다. 

  종교재판관이 그 보좌에 나타나 거기서 왕과 백성을 축복했을 때, 그래도 나는 
우리가 기마 시합이나 또는 황소 축제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한 떼의 수도사가 2열로 줄지어 나왔다. (…) 그리고 나서는 형리가 
걸어 나왔으며 경찰과 관리들 한 가운데 악마와 불꽃이 그려진 자루를 뒤집어 
쓴 대략 40명의 사람들이 보 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절대 포기하려 들지 않
았던 유대인이었다.496) 그들은 자기들의 대모와 결혼했거나 혹은 ‘아토차의 성
모’497)를 섬기지 않았거나 혹은 히에로니모스 파 수사를 위해 현금을 풀기를 원
치 않았던 기독교도 다.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이 경건하게 낭송되었고, 그런 
다음 모든 죄인을 천천히 태워 죽 다.498)

496) 볼테르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유대인을 화형 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일임을 환기시킨다. “신이 아브라함의 신이라면, 왜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화형 
시키는가? 당신들은 그들을 화형 시키기까지 하면서도 왜 그들의 기도문을 암송하는가? 
그들의 율법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당신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따랐다고 해서 
죽게 하는가? Si Dieu est le Dieu d'Abraham, pourquoi brû̂lez-vous les enfants 
d'Abraham ? et si vous les brû̂lez, pourquoi récitez-vous leurs prières, même en 
les brû̂lant ? Comment, vous qui adorez le livre de leur loi, les faites-vous mourir 
pour avoir suivi leur loi ?” Les Questions de Zapata in Mélanges, op.cit., p. 931. 

497) 볼테르의 주註에 따르면, ‘아토차의 성모 Notre-Dame d'Atocha’는 마드리드에 보존
된 나무로 된 성모상으로 매년 자신의 축일에 눈물을 흘린다고 되어 있다. Romans et 
Contes, tomeⅡ, op.cit., p. 813.

498) Histoire des voyages de Scarmentado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137. “Cependant je m'imaginais que nous allions voir quelque carrousel ou quelque 
fête de taureaux, lorsque le grand inquisiteur parut sur ce trône, d'où il bénit le 
roi et le peuple. Ensuite vint une armée de moines défilant deux à deux, blanc, 
noirs, gris, chaussés, déchaussés, avec barbe, sans barbe, ave capuchon point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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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는 소위 혼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재판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정
당화하는 어떤 종교재판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떠한 반대는 물론 당사자
에 대한 변호조차 용납지 않는 가혹한 종교재판의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단 한 사
람의 증언이라도 있다면 증언을 한 사람이 파렴치한 전과자일지라도 종교재판
소 재판부가 당신을 체포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또한 
당신을 변호해줄 변호인을 전혀 둘 수 없는 것도, 당신을 고발한 사람의 이름조
차 알려주지 않는 것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종교재판관이 당신
에게 사면을 약속했다가 유죄판결을 내리고 당신에게 다섯 가지 다른 고문을 
가하거나, 이어서 당신이 태형이나 갤리선에서 중노동형에 처해지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 이 재판을 경건하게 실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반대도 용납할 수 없다.499)

볼테르는 주로 종교적 불관용에서 비롯되는 종교재판이야말로 인간으로
서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일이면서도 신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억지 논리에 대해 이렇게 반박한다.  

sans capuchon ; puis marchait le bourreau ; pouis on voyait au milieu des alguazils 
et des grands environ quarante personnes couvertes de sacs sur lesqueles on avait 
peint des diables et des flammes. C'étaient des Juifs qui n'avaient pas voulu 
renoncer absolument à Moïse, c'étaient des chrétiens qui avaient épousé leurs 
commères, ou qui n'avaient pas adoré Notre-Dame d'Atocha, ou qui n'avait pas 
voulu se défaire de leur argent comptant en faveur des frères hiéronymites. On 
chanta dévotement de très belles prières, après quoi on brû̂la à petit feu tous les 
coupables.”

499)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636. “Il s'agit ici du salut de 
votre âme : c'est pour votre bien que le direction de l'Inquisition ordonne qu'on 
vous saisisse sur la déposition d'une seule personne, fût-elle infâme et reprise de 
justice; que vous n'ayez point d'avocat pour vous défendre; que le nom de votre 
accusateur ne vous soit pas seulement connu; que l'inquisiteur vous promettre grâ
ce, et ensuite vous condamne; qu'il vous applique à cinq tortures différentes, et 
qu'ensuite vous soyez ou fouetté, ou mis aux galères, ou brû̂lé en cérémonie. (…) 
et cette pieuse pratique ne peut souffrir de sontra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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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 짧은 생애에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벌을 선고하는 
것은 정말 뻔뻔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다. 한 순간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우리
가 조물주가 내려야 할 판결을 이처럼 미리 알리는 것은 우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500)

이와 같이, 볼테르는 교리 논쟁을 둘러싼 기독교 종파 간의 대립, 목전
의 이익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기독교 종파간의 알력과 다툼, 기독교 
사제들 사이에 반목과 분쟁,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공포의 수단이자 사형도구가 되어버린 종교재판소 같은 현상들의 주된 
원인으로서, 자기가 속한 종파의 진리를 확립하려는 사제들의 그릇된 욕
구, 세속적인 이익과 목적에 따라 반대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단을 규정
하는 모호한 기준 등을 제시한다. 볼테르는 이런 대립과 알력과 분쟁이 
다른 종교나 종파를 전혀 용납하지 않은 종교적 불관용과 맹목적인 종
교적 광신으로 이어져 엄청난 박해와 참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간주한다. 특히, 그는 종교재판과 화형으
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잔혹 행위와 종교적 광신을 가차 없이 비판하면서, 
종교재판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와 박해를 저지르는 독단적인 종교
로서 당시 기독교에 대해 품고 있는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따라서 그
가 이런 기독교의 대안으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로 자신이 구상한 
이신론이다. 그는 이런 종교적 박해와 불의가 사라진 이상적인 사회를 꿈
꾸면서, 자신의 이신론을 세상에 실현하기를 열망한다.   

500) Ibid., p. 636. “Non seulement il est bien cruel de persécuter dans cette courte 
vie ceux qui ne pensent pas comme nous, mais je ne sais s'il n'est pas bien hardi 
de prononcer leur damnation éternelle. Il me semble qu'il n'appartient guère à des 
atomes d'un moment, tels que nous sommes, de prévenir ainsi les arrêts du 
Cré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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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종교적 불관용과 광신

Ⅲ.4.1. 종교적 독단주의와 불관용
보네Bénédicte Bonnet는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의 광신주의를 논하

는 자리에서, “종교적 광신은 어떤 종교나 혹은 이념이 그 종교나 이념이 
아닌 모든 것을 배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광신자는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 대해 고집스러운 종교적 불관용을 드러낸다.”501)라고 
하면서, 종교적 광신과 종교적 불관용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이처럼 사
람들은 종교적 광신에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종교를 전혀 용납하지 
않은 종교적 불관용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알 수 
없는 혼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결과론적으
로 해석함으로써, 인간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이 관여한다는 맹목적인 종
교적 광신이 생겨나고, 그것은 결국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를 전혀 인정하
지 않는 종교적 불관용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인간이 좀처럼 피해 가
기 어려운 악으로 부각되는 종교적 광신과 종교적 불관용은, 인간을 결국 
거기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볼테르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종교적 원리인 독단적 
교리 및 권위적이고 비타협적으로 교리를 강요하는 태도인 종교적 독단주
의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독단적 교리 및 종교적 광신과 종교적 불관용에 
사로잡힌 교회와 사제들의 횡포와 전횡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수많은 함정
으로 점철된 『자디그 혹은 운명』에 나오는 자디그의 역정은 원하는 목적
을 달성하려고 일련의 시험을 극복해야 하는 전통적인 이야기의 주인공과 
비슷하지만, 볼테르는 특히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주로 관심을 쏟고 있
던 불의不義, 종교적 독단주의, 종교적 광신과 종교적 불관용과 같은 도덕
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접근한다.   

『자디그 혹은 운명』에서, 자디그는 한 해가 365와 4분의 1일로 되어 있고 
501) Bénédicte Bonnet, Voltaire Zadig, Hatier, 2004., p. 95. “Le fanatisme est le 

comportement d'exclusion qu'exerce une religion ou une idéologie à l'égard de tout ce 
qui n'est pas elle. Le fanatique fait donc preuve d'une intolérance intraitable à l'égard 
de ceux qui n'ont pas les mêmes croyances que l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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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세상의 중심임을 확신한다. 이런 자디그에게, 대사제들은 태양이 자전
한다거나 한 해가 열두 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국가의 적이 
되는 거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말한다. 한편, 자디그는 왕비의 암캐와 왕의 말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서,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
이 허락된다. 자디그는 변론을 통해 재판관까지 탄복하게 만드는 심오하고 치

한 감식력을 드러낸다. 이 소문은 왕과 왕비에게까지 전해지고, 어디를 가나 
자디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제들은 그를 마법사로 여기며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고 고집한다. 결국, 그에게 부과된 벌금을 돌려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지만, 자디그는 박식한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다.502) 자디
그는 자기가 당한 고통에서 벗어나 학문으로 위로를 얻고자, 서재를 학자들에
게 개방한다. 어느 날, 거기 모인 학자들 사이에 종교의 어떤 율법 때문에 다
툼이 벌어진다. 자디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의견을 말하자, 소문난 신학자
이던 학자 하나가 대사제에게 급히 달려가 자디그를 고발한다. 아주 미련하면
서도 광신적인 대사제는 자디그를 사형에 처하려 한다. 사형을 당하게 된 자디
그를 구명하려고, 자디그의 친구가 대사제를 찾아가서 간곡히 말하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친구는 사제 집단에서 큰 신망을 얻고 있던 시녀를 동원하여 사건
을 무마한다. 이 일에 대해 여러 박식한 사제들은 수군거리면서, 바빌론이 이
로 인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기까지 한다.503)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제들은 종교적 이유와 명분으로 말미암아 명백한 
‘자연 법칙’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연 법칙’을 주장하는 것조차 국가의 적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의 독단적인 종교적 교리를 강요하는 횡포를 부린다. 또한 
그들은 사실의 입증에 이용된 심오하고 치 한 감식력을 마법으로 여길 정도
로, 독단적인 교리에 매달려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극
단적인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여기서 종교적 율법에 얽매여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엄격히 
금지하는 사제들의 독선적인 태도가 드러날 뿐 아니라, 율법을 고수하려고 율
법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정도로 단죄하는 종교적 광신에 
502) Zadig ou la destiné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57, pp. 64-65. 
503) Ibid.,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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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잡힌 사제들의 종교적 불관용이 나타난다. 이런 사제들과 정반대로, 자디
그는 정의롭고 덕이 많으며 합리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특히 종교적 편견과 종
교적 광신을 견디지 못해 이에 맞서 투쟁하는 인물로서 나타나며, 볼테르가 품
고 있는 이신론의 이상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간주되기도 한다.504) 

『잡문雜文 Pot-pourri』에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적 불관용 및 종교
적 편향의 실례가 나온다. 즉,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술탄이 그리스 정교회를 허
용하고 종교상의 예배행렬이 거행되며 심지어 회교국가인 터키에서도 기독교 
교도를 위한 교회당이 있는데 반해,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에는 이슬람 사
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회교도가 사원을 
요구하더라도 그 청을 들어주기 어려운 것은, 기독교 국가에서 회교도는 흔히 
내전의 빌미가 되므로, 기독교 국가에서 회교도가 국가에 비록 충성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으로 간주되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교도가 
내전의 빌미가 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진저리를 칠 정도로 회교도를 
공공장소에서 화형을 시키기 때문이라면, 결국 그 문제의 소지는 기독교도에게 
있다는 것이다.505) 

『바빌론의 공주』에서, 포르모산테 공주가 킴메리아 제국에 도착하자, 
공주와 동행한 말하는 불사조에 관심이 많은 이 나라의 귀족이 불사조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 대화에서 귀족은 다음 같이 언급하면서, 자기와 다른 
종교나 종교의식을 무턱대고 배척하는 종교적 편향이나 종교적 불관용보다
는, 다른 종교나 종교의식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적인 자세야 말로, 이
웃 나라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 나라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요건임을 
강조한다.  
504) “아랍 상인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종교적 폐습에 대해 끊임

없이 교화적인 역할을 맡아 그것을 훌륭히 수행해낸다. 그는 주인 세토크Sétoc의 미신
을 교정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함께 화장을 당하는 동양의 종교적 악습을 시정하
는 수완을 발휘한다. 주인과 함께 발조라Balzora를 여행할 때에는 자디그는 세계의 각종 
종교적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 때 이 지혜로운 인물은 조정에 나서서 사이한 각종 종교적 신념과 관행에도 불구하
고 ‘최고의 존재 l'Etre supérieur’를 믿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는 설득으로 종교적 
이견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기에 이른다.” 이동렬, 「볼테르의 철학적 콩트
와 계몽사상」, 불어불문학연구 33집, 1995, pp. 299-300.

505) Pot-pourri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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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여자 황제는 완전히 대립된 정책들을 포용하지요. (…) 그분의 원칙 중 
첫째는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과 온갖 잘못에 대한 공감이었어요. 그분은 타고
난 재능을 통해 종교의식은 달라도 도덕은 어디서나 같다는 점을 체득했지요. 
이 원칙에 의해 그분은 자기 나라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연결했어요. 킴메리아
인은 스칸디나비아인과 중국인을 자기 형제처럼 여기지요. 더 나아가 그분은 인
간 사이에 첫 번째 끈인 그런 소중한 관용이 이웃 나라에도 정착되기를 원했어
요.506)

포르모산테 공주는 사랑하는 아마잔을 찾으러 중국으로 가는데, 그녀는 
거기서 만난 황제를 가장 정의롭고 정중하며 현명한 군주로 묘사한다. 황
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를 존중하도록 황제가 손수 작은 밭을 경
작할 뿐 아니라, 처음으로 미덕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법은 죄를 처벌
하는 것으로만 어디서든지 제한한다. 그러한 황제가 얼마 전 한 떼의 외국 
승려들을 쫓아낸다. 이들은 중국 전체를 자기들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는 부
질없는 희망을 품고 서양의 오지로부터 와서, 진리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부와 예를 이미 얻은 자들이다.507) 황제는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이
야기하며 명령을 내린다. 

  당신들은 다른 곳에서 저질렀던 것만큼의 악을 여기서 저지를 수도 있다. 당신
들은 지상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에 불관용의 독단적 교리를 전파하러 온 것이
다. 내가 당신들을 억지로 벌하지 않도록 당신들을 되돌려 보낸다. 당신들을 이 
나라의 국경으로 정중히 데려다줄 것이다. 또한 당신들이 출발했던 지구 반대편
의 변경으로 돌아가도록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가능한 한 평온
히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508)

506) La Princesse de Babylon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p. 384-385. 
“Notre impératrice embrasse des projets entièrement opposés. (…) La première de 
ses lois a été la tolérance de toutes les religions, et la comapssion pour toutes les 
erreurs. Son puissant génie a connu que, si les cultes sont différents, la morale est 
partout la même; par ce principe elle a lié sa nation à toutes les nations du 
monde, et les Cimmériens vont regarder le Scandinavien et le Chinois comme leurs 
frères. Elle a fait plus : elle a voulu que cette précieuse tolérance, le premier lien 
des hommes, s'établît chez ses voisins.”

507) Ibid.,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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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이야기와 명령에서, 서구 기독교국가의 사제들이 선교라는 미명
하에 해외에서 독단적 교리를 전파한데서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
고, 다른 종교를 전혀 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종교만 강요하는 종
교적 불관용의 자세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자신이 
신봉하는 것과 다른 종교나 교리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적인 자세가 강
조된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다른 종교나 교리를 전혀 인정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종교와 독단적인 교리만을 강요하는 종
교적 불관용을 비판하고,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신도나 사제들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희생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종교적 불관용은 자기가 신봉하는 교리체계에서 벗어나 있거나 
민족과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식을 전혀 인정
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형적인 이런 태도는 콘스탄티노플
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주교좌성당의 참사원이 스키티아 지방에 가다가 
만난 스키티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참사원은 가족과 하인들과 
더불어 꿇어 앉아 신에게 경건히 찬양을 올리는 스키티아인을 만나자, 우
상 숭배자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나무란다. 스키티아인이 자기는 우상 
숭배자가 결코 아니라고 대답하자, 참사원은 당신이 그리스인이 아니라 
스키티아인이기에 우상숭배자일 수밖에 없으며, 야만스러운 스키티아 방
언으로 무슨 찬양을 하는 거냐고 질책한다. 스키티아인이 신의 귀에는 모
든 언어가 동등하며 우리는 신을 찬양하는 거라고 대답하자, 참사원은 우
리 같은 사람으로부터 교리 교육을 받지 않고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509)

이와 같이, 독단적인 종교적 교리에 집착하여 권위적이고 비타협적으로 
508) Ibid., pp. 379-380. “Vous pourrez faire ici autant de mal que vous en avez fait 

ailleur : vous êtes venus prêcher des dogmes d'intolérance chez la nation la plus 
tolérante de la terre. Je vous renvoie pour n'être jamais forcé de vous punir. Vous 
serez reconduits honoralement sur mes frontières m on vous fournira tout pour 
retourner aux bornes de l'hémisphère dont vous êtes partis. Allez en paix si vous 
pouvez être en paix, et ne revenez plus.” 

509) “Dieu”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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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강요하는 태도, 종교적 율법에 얽매여 
그 율법을 고수하려고 율법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해석을 엄격히 금지
하는 독선적인 태도, 다른 종교나 종교의식을 전혀 포용하지 않고 배척하
면서 자신의 종교만을 강요하는 종교적 편향을 드러내는 태도, 자신이 따
르는 교리체계에서 벗어나거나 민족과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예배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간주하는 태도, 볼테르는 이 모든 태도야말로 
독단적 교리와 종교적 편향에 사로잡힌 교회와 사제들의 횡포와 전횡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랭제뉘』에서는, 문명과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박한 청년을 자유
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강요하며 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일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국에서 프랑스로 간 
랭제뉘를 집으로 초대한 수도원장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휴런 족 출신인 랭제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 질문을 쏟아 낸다. 그 중 한 사람이 랭제뉘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
보려고 랭제뉘가 선택한 것이 국국교인지, 프랑스 가톨릭교회인지, 신
교 위그노 교파인지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 랭제뉘는 여러분도 여러분
의 종교에 속해 있듯이, 자기도 자기만의 종교에 속해 있다고 대답한다. 
이 대답을 듣고 그들은 국인들이 그에게 세례만이라도 주겠다는 생각
조차도 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단정하면서, 어떻게 휴런 족 사람이 가
톨릭교도가 아닐 수 있으며, 예수회 신부들이 그들을 모두 개종시킨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랭제뉘는 자기 고장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개종시키지 않고, 진정한 휴런 족은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는다고 단언
한다. 이 말을 들은 거기 모인 사람 모두가 랭제뉘에게 세례를 줄 계획을 
꾸미면서, 우리가 그에게 세례를 줄 거라고 외친다. 그러자 랭제뉘는 
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면서, 자기에
게 세례를 주겠다는 제안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510)  

『관용론』에 나오는 죽어가는 병자와 건강한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에
510) L'Ingénu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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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조와 교리를 받
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어떤 시골 마을에서 병
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찾아 와서 자
기가 말하는 종교적 신조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병자의 마지막 임종 
시간을 혼란스럽게 한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종교적 교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육신이 쓰레기더미에 던져지고, 자식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며, 아내는 결혼지참금까지 몰수당해 빵을 구걸하게 되지만, 모두가 
그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협박한다.511) 죽어가는 병자는 그러한 위협이 자
신의 귓가를 어지럽히는 바람에, 혼이 고통을 겪고 죽음이 끔찍한 것이 
되고 말았으니, 제발 자비를 베풀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
신의 의견에 대해 병자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병자가 그 의견에 동의하기를 끝내 거부하자, 결국 건강한 사
람은 거짓 맹세라도 하여 교회 묘지에 묻혀 아내와 자식으로 하여금 살아
갈 재산을 얻도록, 위선자가 되어 숨을 거두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병자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거짓말을 요구하는 걸 보니, 당신이야말로 신을 모
욕하고 있거나 부정하고 있어, 머지않아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응수한다. 이에 건강한 사람이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자기가 말한 대로 
따르라고 다그치자, 병자는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고 묻는다. 건강한 사람이 당신의 서명을 받아내기만 하면 
성당 참사회의 자리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병자가 숨을 거두자, 건강한 사람은 병자가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죽은 것
을 보고 투덜대며 그의 필체를 흉내 내어 대신 서명하려고까지 한다.512) 

코토니Marie Hélène Cotoni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심지어 협박을 
통해 일반인에게 신앙을 억지로 강요하는 교회 권력과 교회를 상징하는 
‘건강한 사람’과 강요된 신앙을 거부하면서도 신의 사랑을 내세우는 일반 
세속인을 상징하는 ‘죽어가는 병자’ 사이에 벌어진 이 대화가 드러내려고 
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한다.
511)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p. 620-621.  
512) Ibid., p.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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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괜찮은 성당 참사회의 자리를 그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줄 수도 있는 ‘죽어
가는 사람’의 회심 고백을 협박을 통해 억지로 얻어낼 수 없었고, ‘죽어가는 사
람’과의 그의 대화는 필적 위조를 저지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위독한 죄인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비열한 짓을 행하면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고
해담당자를 볼테르는 보여주기 때문에, 관례적인 상황의 반전을 통해 결국 노골
적인 권위의 승리와 어떤 사제의 악랄한 행위의 승리가 드러난다. 반면에, 불쌍
한 속인俗人은 신의 이름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
을 바친다. 이 대화는 고해자의 궁극적인 회심을 통해 감화하는 방식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고해담당자의 소란을 통해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끝이 난
다.513) 

임종을 앞둔 위독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거나 구원받게 할 목적에서
가 아니라, 죽어가는 병자를 협박하여 강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종교적 신
조와 교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이용하면
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건강한 사람’이 상징하는 교회 권력과 교
회 사제의 비열한 짓을 볼테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 비판한다.    

아킵이라는 유대교 랍비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종교재판으로 화형
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러한 처형을 ‘신앙행위’라고 일컫는 
야만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한다. 이 설교를 통해, 아킵은 유럽
을 정복한 회교도 조상들은 아무에게도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고 
피정복자나 유대인을 인도적으로 대하는데 반해,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처형당한 회교도들의 운명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종교의

513) Marie-Hélène Cotoni, “Le Mot de la fin dans les dialogues philosophiques de 
Voltaire sur la religion” in Revue Voltaire N 〬 5, 2005, p. 156. “Son entretien avec 
≪le mourant≫ à qui il n'a pas pu extorquer, par ses menaces, une déclaration qui 
lui vaudrait un bon canonicat, s'achève sur sa décision de commettre un faux en 
écriture. Un renversement de la situation conventionnelle, puisque l'écrivain montre 
un confesseur qui n'est pas là pour aider le pécheur moribond mais pour le terrifier 
et l'exploiter en se permettant toutes les sortes de vilenies, aboutit à mettre en 
lumière le triomphe de l'autorité brutale et de la scélératesse d'un ecclésiatique, 
alors qu'un pauvre laïc consacre ses derniers instants à lui prêcher la charité au 
nom de 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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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행했다는 죄목만으로 화형을 당한 유대인들의 처지를 부각시킨다. 
또한 아킵은 예수는 로마인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은 것인데도, 유대인
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건을 
빌미로 자행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그만 둘 것을 역설한다.514) 따
라서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이교도를 전혀 용납하지 않고 사소한 관
습과 종교의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이교도를 박해하는 
종교적 불관용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각자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의 
종교 가운데서 신을 섬길 것을 권고한다.

특히, 볼테르는 십자군 전쟁에서 5주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을 함
락하고서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이면 모두 학살할 정도로 기독교 군대가 벌인 
무자비한 행위는 종교적 불관용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즉, 그 도시에
서 이슬람교도가 살려둔 기독교도 중 몇몇은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숨어 
있는 가장 외딴 지하실까지 십자군 병사들을 인도하여 아무도 살려두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515) 

이와 같이, 종교적 불관용은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
방이 믿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로 개종시키려
는 일방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이
익을 챙기려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조와 교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며, 유대인과 회교도 같은 이교
도를 용납하지 않고 고문하거나 화형에 처하며 박해하는 태도로 나타나
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에서와 같이 이교도라면 어린아이까지 모두 학살
할 정도로 광기어린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마디로, 종교적 불관용이
란 상대방이 가진 신앙이나 상대방이 신봉하는 종교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 신앙이나 종교를 아예 무시하며, 종교와 관련된 사소한 견해 차
이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 때문에, 『관용론』에서 볼테르는 역사와 기독교 성서와 강론과 도덕
론을 샅샅이 살피면서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즉, 인간의 
514) Sermon du rabbin Akib in Mélanges, op.cit., pp. 449-450. 
515) Histoire des croissades, op.cit.,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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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인간의 성스러운 의무인 관용을 설득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인간 본성의 적인 종교적 광신이 광포하
게 포효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로는 관용을 역설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인데, 종교적 불관용을 통해 다른 사
람의 신앙심을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어리석
은 짓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우리와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해서, 다시 
말해 종교적 신념이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오를 품게 하는 일은 아무런 이득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516) 그래서 볼테르는 “관용의 정신은 형제를 만들고 불관용의 정신은 
괴물을 만들 수 있다.”517)라고 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아무 이
득도 가져오지 않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한 종교적 불관용 같은 잘못에 대
한 유일한 치료책은 결국 인간 상호간의 관용일 뿐이라고 역설한다. 종교
적 불관용을 통해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이 생겨나는 반면, 종교적 관용 
혹은 종교적 포용이야 말로 서로를 이해시키고 융화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관용론』에서,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을 통해 파괴와 살육이 
야기되고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칼라스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범죄는 ‘칼라스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종교개혁에 
따른 살육과 끊임없는 내란이 그 전형적인 예임을 상기시킨다. 그는 기독
교 종파간의 대립과 교리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온갖 종교적 기만과 맹신
을 통해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참화가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그는 신이 분
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불행에 대해 인간을 위로해 줄 
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종교가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행복하
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임을 전제하면서,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작품을 

516)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620. 
517) Le Fanatisme ou Mahomet le prophète, op.cit., “L'esprit d'indulgence ferait des 

frères, celui d'intolérance peut former des mons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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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가 지향하는 ‘절대자의 종교’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 종교를 믿
는 모든 사람이 평온한 삶을 허락해준 공통된 하나의 신, 곧 ‘절대자’를 찬
양하고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이다.          

Ⅲ.4.2. 종교적 광신의 희생자
『철학 서한』의 마지막 편지에서, 볼테르는 파스칼의 여러 가지 단상斷

想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데, 그는 파스칼의 천재성과 표현력을 존
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것들을 존중할수록 파스칼이 무턱대고 종이 
위에 써놓았던 이 단상들 중 많은 것을 그가 나중에 검토했다면 수정했을 
것이라고 빈정거린다. 특히, 그는 자신이 파스칼의 천재성을 예찬하기에 
파스칼의 견해 중 어떤 것들을 반박한다고 하면서, 파스칼이 이 단상들을 
쓴 취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이렇게 비판한다. 

  파스칼은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이 단상들을 썼던 것처럼 보이는
데, 그 취지는 인간을 끔찍하게 조명하여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인
간이 모두 악하며 불행하다고 묘사하는 데 열중한다. 그는 예수회 신부들에 
맞서 글을 썼던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 맞서 글을 쓴다. 그는 
어떤 인간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우리 인간 본성의 본질 탓으로 돌린다. 
그는 모욕적인 말을 인류에게 유창하게 퍼붓는다. 나는 이 천재적인 인간 
혐오자에게 맞서 감히 인류의 편을 든다. 나는 그가 말하듯이 우리 인간이 
그토록 악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감히 단언한다.518)  

여기서 볼테르는 ‘원죄’ 문제를 둘러싼 인간 상황을 놓고 파스칼이 
제시하는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라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의문을 
518) Lettres philosophiques in Mélanges, op.cit., p. 104. “Il me paraît qu'en général 

l'esprit dans lequel M. Pascal écrivit ces pensées était de montrer l'homme dans 
un jour odieux. Il s'acharne à nous peindre tous méchants et malheureux ; il écrit 
contre la nature humaine à peu près comme il écrivait contre les jésuites ; il 
impute à  l'essence de notre nature ce qui n'appartient qu'à certains hommes : il 
dit éloquemment des injures au genre humain. J'ose prendre le parti de l'humanité 
contre ce misanthrope sublime ; j'ose assurer que nous ne sommes ni si méchant 
ni si malheureux qu'il le 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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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는다. 즉, 볼테르에게 이런 이중성은 형이상학적인 만큼이나 불합리
한 관념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볼테르는 파스칼이 왜 인간 존재에 대
해 혐오감을 품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볼테르는 세상을 감옥처럼 여
기거나 인간을 곧 처형해야할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광신자의 견해
임을 강조한다.519) 따라서 타인에 대한 증오와 박해의 원인이 되는 종교적 
광신에 앞서, 볼테르가 우려한 것은 이런 종교적 광신의 시발점이 되는 파스칼
로 대표되는 엄격하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종교인 얀센주의에 
속한 극단적이고 광신적이며 열광적인 얀센주의자들의 종교적 광신이다. 이 
때문에, 볼테르는 종교적 신념이 다르고 다른 종교나 종파를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을 증오하고 박해하는 원인이 되는 종교적 광신에서 비롯된 끔찍한 살
육과 참상을 이렇게 지적한다. 

  격정이 열정에 속하고 분노가 노여움에 속하듯이, 종교적 광신은 맹신에 속한다. 법
열과 환상을 품고, 꿈을 현실로 생각하며, 상상력을 예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열광
에 빠진 자이다. 살인으로 자기의 광기를 유지하는 사람은 광신자이다. 종교적 광신
의 가장 혐오스러운 예는 미사에 결코 참석하지 않던 동향인들을 성 바돌로메 축일
의 밤에 살해하고 목 조르며 창밖으로 내던지고 몸을 토막 내러 몰려갔던 파리의 
부르주아이다.520)

종교적 광신이 극단적인 형태를 띤 전형적인 사례로서 성 바돌로메 축일의 
학살사건은 가톨릭교도에 의해 자행된 신교도인 위그노Huguenot의 대량학살사
건이다. 프랑스는 1562년 이후 위그노 전쟁에 돌입하지만, 1570년경부터는 신
교와 가톨릭 두 종파간의 항쟁이 소강사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생 제르맹 칙

519) Ibid., p. 110.
520) “Fanatisme” in Dictionnaire philosophique, Gallimard, op.cit., pp. 263-264. “Le 

fanatisme est à la superstition ce que le transport est à la fièvre, ce que la rage 
est à la colère. Celui qui a des extases, des visions, qui prend des songes pour 
des réalités, et ses imaginations pour des prophéties, est un enthousiastes. Les 
plus détestable exemple de fanatisme est celui des bourgeois de Paris qui 
coururent assassiner, égorger, jeter par les fenêtres, mettre en pièces, la nuit de 
la Saint-Barthélemy, leurs concitoyens qui n'allaient point à la m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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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l’Édit de Saint Germain’을 통해 신교도들이 궁정에 다시 출입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신교의 중진 드콜리니Gaspard de Coligny 제독이 샤를Charles 
9세에게 곧 커다란 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가톨릭의 총수 앙리 드 기
즈Henri de Guise는 드콜리니 제독의 국정에 대한 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싫
어한 나머지, 드콜리니 제독의 암살을 기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런데, 샤를 9세
가 이 암살 기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한데다, 신교도인 위그노들의 총반격
을 두려워하여 대량학살을 단행한 것이다. 이 학살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신
교와 가톨릭 사이에 잠정적인 화해의 상징으로서, 이후에 앙리 4세가 되는 신
교의 총수 앙리 드 나바르Henri de Navarre와 샤를 9세의 누이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의 결혼 계약이 성립하고, 1572년 8월 18일 파리
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진다. 이 학살사건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축일인 일요일 새벽에 국왕의 근위대 및 기즈Guise 가문과 가톨릭 측 주들
의 병사들이 행동을 개시함으로써 파리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각지로 번져 나
간다. 그리하여 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온 드콜리니 제독을 비롯해 
신교 지도자 다수 및 위그노 병사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특히 종교의식에 가까
운 시체에 대한 훼손이 자행된다. 특히, 열악한 생활조건에 허덕이며 신교도인 
위그노에 대해 매우 격앙되어 있던 파리의 가톨릭교도 하층민들도 이 무시무
시한 학살사건에 개입함으로써,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이단 박멸이라는 명분으
로 일종의 마녀사냥이 이루어진다.521) 

『바빌론의 공주』에서, 알비온의 수도로 가는 길에 귀족의 초대를 받은 
아마잔은 식사를 마친 후 거기 참석한 의회 의원과 대화를 나눈다. 의회 
의원은 “검은 망토를 걸친 몇 사람과 재킷 위에 하얀 셔츠를 입은 다른 사
람들522)이 미친개에게 물린 후, 공포가 극에 달할 정도로 나라 전체에 광
견병을 전파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지요. 하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찾
으면서, 모든 시민은 살인자가 아니면 교수형당한 자이고, 사형 집행자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진 자이며, 약탈자가 아니면 노예 지요.”523)라고 하면
521) 『프랑스의 역사』, 최갑수 역, 까치글방, 1995, pp. 156-157 (Daniel Rivière, 

Histoire de la France, Hachette, 1995.)
522) 찰스 1세 치하에서 검은 망토를 걸친 자들은 청교도 고, 재킷 위에 하얀 셔츠를 입

은 자들은 성공회 사제 다.



- 270 -

서,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신도나 사제들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희생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의 가장 경악할 만한 예 중 하나로 덴마크의 한 작은 
종파에 행해지는 폐습을 예로 든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 교리를 지닌 
이 종파의 신도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원한 구원을 얻게 해주려 하지만, 이 
신앙 교리로 말미암아 기이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
은 아이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다행히도 세례를 받은 즉시 죽더라도 
아이들은 복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세례를 받은 사내아
이나 여자아이를 보면 목을 졸라 죽이는데,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 이 행위는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 된다. 왜냐하면 이 행위를 통해 아이
들을 죄악과 이생의 비참함과 지옥으로부터 동시에 보호하면서, 틀림없이 아이
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524)

또한,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의 힘이 젊고 연약한 젊은이의 상상력에 미
칠 수 있는 향에 대해, 국에서 목격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국
왕 조지 1세를 암살하는 임무를 맡은 16세 소년을 이러한 광기로 몰고 간 
것은, 단지 이 소년의 종교가 국왕의 종교가 다르다는 점이다. 소년의 나
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사면을 제안하고 죄를 뉘우치기를 오랫동안 설득
하나, 소년은 인간에게 복종하기보다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
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다. 소년은 한술 더 떠 설사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그 자유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국왕을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
인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길들이기를 포기한 괴물처럼 소년을 
처형대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525)  

그리고 『라바르 기사의 죽음에 대한 진술 Relation de la mort du 
523) La Princesse de Babylone in Romans et Contes, tomeⅠ, op.cit., p. 391. “Il n'y 

a pas longtemps que, pour comble d'horreur, quelques personnes portant un 
manteau noir, et d'autres qui mettaient une chemise blanche par-dessus leur 
jaquette, ayant été mordue par des chiens enragés, communiquèrent la rage à la 
nation entière. Tous les citoyens furent ou meurtrière ou égorgés, ou bourreaux ou 
suppliciés, ou déprédateurs ou esclaves, au nom du ciel, et en chechant le Seigneur.”

524)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627.
525) Le Fanatisme ou Mahomet le prophète, op.cit.,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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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alier de La Barre』에서, 볼테르는 성직 종사자에 의해 부추겨진 하
층민의 종교적 맹신과 광신 때문에 프랑스 피카르디Picardie 지방의 작은 
도시 아브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소위 ‘라바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한
다. 이 도시의 수녀원에서 몇 가지 업무를 맡고 있던 벨르발Belleval이라는 
노인이 사랑스럽고 현숙한 수녀원장과 아주 친 하게 지낸다. 수녀원장은 
마침내 자기를 사랑하게 된 이 남자의 구애를 부드럽게 물리치지만, 거듭
된 성가심으로 말미암아 혐오감과 경멸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수녀
원장은 조카 라바르La Barre를 오게 하여 수녀원 밖에 있는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 젊은이를 아들처럼 보살피며, 간혹 그의 친구들에게도 야식을 
대접한다. 이 야식에서 제외된 벨르발이 앙심을 품고 수녀원장에게 문제를 
불러일으켜 보복하자, 라바르가 숙모의 편을 들어 벨르발에게 거만하게 대
들고, 완전히 격분한 벨르발은 라바르에게 보복하기로 결심한다.526) 벨르
발은 라바르와 그의 친구가 얼마 전 모자를 벗지 않고 예배행렬 앞을 지나
간 것을 안다. 그 때부터 벨르발은 예의범절을 일순간 잊어버린 일을 미리 
계획된 종교에 가해진 모욕으로 여기게 하려고 애를 쓴다. 벨르발이 음모
를 비 리에 꾸미고 있는 동안, 이 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다리 위에 세워
진 나무로 된 예수의 수난상이 훼손된다. 사람들은 술 취한 군인들이 불경
건한 짓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런데, 당치않게도 이 도시의 주교가 이 
사건을 중시해 계고장을 발부하게 함으로써, 일 년 간 이 도시에서 일어난 
신성모독 행위에 대해 많은 말이 오가게 된다. 벨르발은 사람들의 격앙된 
마음을 보고서 예수의 수난상 훼손 사건에 라바르를 연루시키려 애쓰나 아
무 단서도 찾지 못하자, 라바르가 친구와 더불어 모자를 벗지 않고 예배행
렬 앞을 지나가고 방탕한 노래를 부른 죄목으로 지방 수석판사에게 고발한
다.527) 재판이 일단 시작되자 라바르에 대한 신빙성 없는 수많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여러 명의 증인이 라바르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다.528) 급
기야 라바르와 그의 친구에게는 극형이 선고되고, 파리 고등법원의 재심을 

526) Relation de la mort du chevalier de La Barre in Mélanges, op.cit., p. 756. 
527) Ibid., pp. 756-757. 
528) Ibid., p. 758. 



- 272 -

거치지만 결국 형 집행 결정이 내려진다. 라바르는 혀와 손이 잘리는 끔찍
한 고문을 당하고서도, 아무 불평 없이 화도 내지 않고 의연하게 처형대로 
올라간다.529) 라바르는 형 집행을 참관하는 사제들을 향해, “나는 정말 하
찮은 일로 사람들이 귀족 한 명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
했다.”530)는 말을 던지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작품을 통해, 볼테르는 성직 
종사자에 의해 부추겨진 하층민의 종교적 맹신과 광신 때문에 일어난 끔찍
한 사건을 고발한다.

종교적 광신의 전형적인 희생자는 툴루즈에서 개신교도이자 상인으로서 
노년의 평온한 삶을 보내던 장 칼라스이다.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를 양분
하던 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광신적 대립의 희생자가 된다. 따라서 1761년
에 일어난 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프랑스에서 개신교의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모는 종교 통합을 빌미로 루이 14세 
시절에 이루어진 ‘낭트 칙령’의 폐지를 통해, 또한 왕실의 개신교 억압 정
책을 천명한 루이 15세의 선언을 통해, 개신교도들이 극심하게 탄압당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낭트 칙령’의 폐지 법령을 입안한 사람은 마지막 반항자들, 곧 마지막 개신교도
들이 회심함으로써 이 법령의 시행령들이 즉시 폐지될 것이라고 확신했음에도, 
‘낭트 칙령’의 폐지 법령을 통해 개신교도들은 공포 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유혈 참극을 불러일으키는 법규
의 구 적용은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1724년 루이 15세가 행한 선언은 왕
실 정책의 목표가 여전히 이단을 일소하는 것임을 천명했다. 예전의 시행령들이 
다시 시행되었다. 즉, 개신교도 대신들은 사형을 받아야 했고, 공개적으로 자신
의 종교적 의례를 지키는 신도들 중 남자는 종신 중노동형을 받았으며, 여자는 
종신 징역형을 받았다. 상당수의 직업이 개신교도에게는 금지되었고, 세를 받
지 않으면 호적이 박탈되었으며, 가톨릭 사제에 의해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내연 관계가 되었다. 물론, 칼뱅주의자 주민들이 집해 있었던 랑
그도크Languedoc 같은 지방에서는 지사가 그러한 법 규정들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었다. 권력당국의 소홀함에 힘입어 혹은 암묵적인 관용에 힘입어, 칼뱅주

529) Ibid., pp. 764. 
530) Ibid., p. 765. “Je ne croyais pas qu'on pût faire mourir un gentilhomme our si 

peu de c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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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의 종교적 삶은 재조직되었고, 모임들이 ‘오지에서’ 이루어졌으며, 1744년
에는 전국 교회회의가 소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칼뱅주의자들의 활동 재개는 
억압을 불러일으켰다. 1744년부터 랑그도크의 상황은 긴장되었다. 치안유지를 
맡은 근위기병들은 오지에서의 집회를 추적했다. 앙투안 쿠르Antoine Court에 
따르면, 10년도 안 걸려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1745년과 1746
년에는 200여명의 개신교도들이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 볼테르는 1745년부터 
8명의 설교사가 교수형을 당했다고 1762년에 평가한다. ‘칼라스 사건’이 일어나
기 10년 전, 가톨릭교도와 칼뱅주의자 사이에 논쟁은 다시 불이 붙었다.531)

1598년에 앙리 4세가 발표한 종교 칙령인 ‘낭트 칙령’을 통해, 공직 취임 등에서 
차별받던 개신교도에게 가톨릭교도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됨으로써, 근대 유럽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 칙령으로 인해 프랑스 
종교 전쟁인 위그노 전쟁이 종결되고, 전쟁의 후유증이 급속히 수습된다. 프랑스 
국가 통일의 출발점이 된 이 칙령을 통해, 국가 재정도 안정되어 프랑스가 유럽에
서 대국이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종교 통합을 꾀하는 의미에서 

531)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323.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avait placé les protestants sous un régime de terreur, le législateur 
étant persuadé que ses ordonnances tomberaient rapidement en désuétude par la 
conversion des derniers réfractaires. On sait qu'il n'en fut rien ; dès lors, 
l'application, en permanence, d'un code sanglant devenait malaisée. Pourtant la 
déclaration prêtée à Louis XV en 1724 proclamait que l'objet de la politique royale 
restait l'extirpation de l'hérésie. Les anciennes ordonnances étaient remises en 
vigueur : les ministres réformés étaient passibles de la peine de mort, les fidèles 
qui pratiquaient publiquement leur religion encouraient la peine des galères 
perpétuelle, pour les hommes, et celle de la prison perpétuelle, pour les femmes. 
Un certain nombre de professons étaient interdites aux protestants ; faute d'avoir 
été baptisés, et mariés par un curé, ils étaient privé d'état civil, et réduits, au 
regard de la loi, au concubinage. Bien entendu, dans les provinces comme le 
Languedoc, où la popolation calviniste était dense, l'ententdant ne pouvait appliquer 
à la rigueur de telles prescriptions. A la faveur de la négligence ou des tolérences 
tacitesde l'autorité, la vie religieuse des calvinistes s'était réorganisée. Des 
assembléesse tenaient ≪au désert≫, un synode national put même être réunien 
1744, la situation dans le Languedoc devint tendue. La gendarmerie faisait la 
chasse aux assemblées du désert. Selon Antoine Court, près de 2.000 personnes 
furent arrêtées en moins de dix ans ; 200 protestants auraient été condamnés aux 
galères en 1745 et 1746. Voltaire compte, en 1762, que huit prédicants avaient été 
pendus depuis 1745. Dix ans avant l'affaire Calas, la polémique entre catholiques 
et calvinistes s'était rallum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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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얀센주의자들을 억압하고, 1680년대에는 프랑스 내의 위그노에 대한 탄압을 
개시한다. 마침내, 1685년 루이 14세는 ‘퐁텐블로 칙령 l'Édit de Fontainebleau’을 
공포하여 ‘낭트 칙령’을 폐지함으로써, 프랑스는 다시 로마 가톨릭 국가로 되돌아
간다. 이 행위는 국내외 여론의 격렬한 비판을 받아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발이 끊이지 않아 남프랑스의 위그노 농민들에 의한 
‘카미자르Camisards의 대반란’을 유발한다. 특히, ‘낭트 칙령’의 철회로 개신교 신
도 대부분, 곧 대략 20만 명의 신교도 상공인과 기술자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국
외로 떠난다. 이 사건을 통해 불황과 더불어 타격을 받은 프랑스 경제와 산업이 
다시 한 번 치명타를 입음으로써, 프랑스의 쇠퇴가 가속화된다.532)

하지만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도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낭트 칙령’의 폐지로부터 이어지는 왕실의 개신교 억압 정책을 다시 천명한 젊은 
루이 15세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724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루이 15세의 
이 선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도의 어떤 모임이든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즉, 남자의 경우 종신 중노동형에 처해지고, 여자의 경우 종
신 징역형에 처해지며, 남자든 여자든 그 재산은 몰수된다. 개신교 목사나 혹은 설
교자에게 은신처나 도움을 제공한 자들도 마찬가지의 형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신생아를 24시간 내에 세를 받게 하는 것과 자녀를 가톨릭교회 내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개신교도에게는 엄중히 명해진다. 교회에서의 결혼만이 유효하고,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려면, 그 직업의 지원자가 가톨릭교회에 어김없이 출석한다
는 것을 입증하는 주임사제의 증명서가 요구된다. 이 법령은 1723년의 사제 총회
의 요구에 따라 채택되고, 사제들의 반대로 1787년까지 이 법령의 개정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533)    

따라서 이 법령은 ‘칼라스 사건’이 일어난 1761년에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법령이 그토록 압제적이더라도, 개신교도 주민이 집결되어 있고 집해 있던 
프랑스 남부의 랑그도크 같은 지방에서는 개신교라는 ‘이단’을 근절하는데 성공하
지 못한다. 물론, 대부분의 개신교 신도는 자기 가족으로 하여금 호적을 갖게 할 
수 있는 당국의 요구들을 따르기도 하고, 성당에서 세를 받거나 결혼을 하기도 
532) 『프랑스의 역사』, 최갑수 역, op.cit., 1995, p. 163, p. 167, pp. 211-212. 

533) René Pomeau, Voltaire en son temps, tomeⅡ, op.cit.,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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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지만 간혹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이나 혹은 산
이나 오지에서 예배를 위해 모이기도 하는데, 고자를 통해 모임을 알아낸 근위
기병과 병사들은 제 때에 도망가지 못한 모든 자들을 소탕한다. 체포된 남자들은 
당연히 강제 노역에 처해진다. 이를 통해, 마르세유나 툴롱Toulon 같은 항구에서
는 갤리선을 젓는 노역자들이 쉽게 충원되고, 1748년에 갤리선이 폐지된 이후로는 
도형장의 노역자들이 쉽게 충원된다.534)  

변호사가 되고자 했으나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좌절되자 삶을 비관하던 
장 칼라스의 맏아들은,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자리를 떠나 아래층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다. 밤이 깊어 돌아
가는 손님을 배웅하러 나온 작은 아들이 형이 목매 죽은 것을 발견하자, 
온 가족이 달려와 시신을 땅에 눕히고 목의 끈을 푼다. 다음날 법원 판사
가 사체를 검시할 때, 맏아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
는다. 이 사건을 보려고 모여든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맏아들이 가톨릭으
로 개종하려 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소리친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은 개신교도에게 적대적이고 맹신적인 툴루즈 시민들 사이에 걷
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들뜬 여론에 평정심을 잃은 시 행정관은 아무 
증거도 없이 칼라스 가족을 체포한다. 당시 종교법에 따르면 자살자의 시
신은 벌거벗겨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교수대에 다시 매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 칼라스는 죽은 맏아들이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시
신을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발견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장 
칼라스는 목을 맨 상태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곧 진술을 번복한다. 거듭되
는 가혹한 신문에도 칼라스 가족은 범행을 부인하나, 군중의 종교적 광신
에 휩쓸린 재판관들은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장 칼라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다. 장 칼라스는 팔다리를 수레바퀴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인 차형車刑
에 처해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죄를 시인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으며, 
남은 가족은 추방당하거나 유폐당하고 재산은 국가가 몰수한다.535)  
534) Ibid., p. 110.

535) 칼라스의 맏아들이 자살하던 날 저녁의 자세한 상황 및 이 사건으로 인해 남은 가족
들이 받은 고통과 겪은 불행에 대해서는 칼라스 부인의 편지에서 잘 나타난다. 
L'Affaire Calas in Mélanges, op.cit., pp. 5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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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파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및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음모
와 더불어, 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려는 볼테르가 이에 맞서 벌이는 
운동과 투쟁을 기술한다. 우선, 볼테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완벽히 정보
를 취합함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 저질러진 사법적인 잘못과 사법적인 범
죄를 확신한다. 다시 말해, 인륜상 칼라스가 아들이 신교를 배교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들을 죽 을 리 없거니와, 재판관들은 최소한의 증거도 없이 
칼라스가 차형의 고통에 못 이겨 죄를 자백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급히 
서둘러 그에게 차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칼라스가 결백을 주장
하며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자, 이후 재판관들은 칼라스 가
족의 항의를 막으려고 무슨 짓이든 다한다. 그래서 볼테르는 이 사건을 통
해 나타나는 재판 절차의 부당함에 분개할 뿐 아니라, 종교적 광신에 눈이 
멀어 오히려 죄를 범하는 쪽이 된 재판관들의 맹신과 종교적 편견을 문제 
삼는다.536) 

특히, 볼테르는 칼라스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여러 고관에게 
칼라스 사건과 관련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다음 편지에서 칼라스 사건을 
대하는 볼테르의 근본적인 입장이 잘 드러난다. 

  툴루즈의 차형車刑 사건은 아주 애매합니다. 누군가는 ‘백색 고해자 평신도회’에 
속했던 8명의 판사가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평신도회
원이 아니었던 5명의 판사는 그 피고를 완전히 무죄석방하려 했고, 다른 8명의 
판사는 한 이단자를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 결국, 자기 자신의 아들을 목
매달아 죽 다고 고소된 어떤 아버지가, 13명의 판사 중에 피고가 무죄라고 선
언하는 5명의 판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소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은 정말 이상합니다.537) 

536) Pierre Lepape, Voltaire le conquérant, op.cit., pp. 327-330.
537) À M. Le coseiller Le Bault in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tomeXLII, 

Garnier, 1877, pp. 83-84. “L'affaire du roué de Toulouze devient très 
problématique. On prétend que le fanatisme est du côté de huit juges, qui étaient 
de la confrérie des pénitents blancs. Cinq conseillers qui n'étaient pas pénitents ont 
absous entièrement l'accusé, les autres ont voulu sacrifier un hérétique. (…) Il est 
après tout fort étrange qu'un père, accusé d'avoir pendu son propre fils, soit 
condamné sur des preuves si légère que, de treize juges, il y a en ait cinq qui le 
déclarent inno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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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소한 증거로 칼라스 일가에게 내려진 이 유죄 판결과 관련
하여, 알리에Raoul Allier는 “칼라스 일가에게 뒤집어씌운 죄는 난폭한 종
교적 광신자들에 의해서만 저질러질 수 있었던 죄악 바로 그대로이다.”538)
라고 하면서, 군중의 종교적 광신에 휩쓸릴 뿐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종교
적 광신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통해 칼라스 일가에게 
저지른 몹쓸 죄악을 지적한다.  

볼테르는 칼라스와 그의 가족에 대한 철저한 옹호를 표면적으로 내세우
면서, 이후로 반反기독교적인 공세를 취한다. 툴루즈에서의 칼라스에 대한 
공판은 ‘낭트 칙령’의 철회에 뒤이어 벌어지는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의 일
종이다. 그 이유는 툴루즈의 ‘백색 고해자 평신도회’539)와 프란체스코회 사
제들이 공판 이전에 시민들이 칼라스 가족에 적대적이 되게끔 시민을 선동
하느라 온갖 짓을 다하기 때문이고, 또한 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얀센파 가
톨릭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종교적 자유 및 국가의 정교
분리원칙을 위해 자기가 전개하는 운동에다 사법의 투명성을 위한 운동을 
별 어려움 없이 연결시킨다. 칼라스에 대한 부당한 형벌을 통해 종교적 광
신의 참화가 드러나는데, 국력과 국부와 시민의 행복은 국가 내부에서 유
지되는 평화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을 서로 적대적으로 만드
는 종교적 광신에 반하여, 관용을 통해서는 평화가 드러난다는 것이다.540) 
그래서 볼테르는 이러한 범죄는 ‘칼라스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종교개혁
에 따른 살육과 끊임없는 내란이 그 전형적인 예임을 이렇게 상기시킨다.

538) Raoul Allier, Voltaire Et Calas : Une Erreur Judiciaire Au XⅧe Siècle, P.-V. 
Stock Éditeur, 1898, p. 9. “Le crime imputé aux Calas est tel qu'il ne peut avor 
été commis que par des fanatiques furieux.”

539) 볼테르에 따르면, 툴루즈가 속해 있는 랑그도크 지방에는 ‘백색’, ‘파랑색’, ‘회색’, ‘검
정색’이라는 4개의 ‘고해자 평신도회 la confrérie de pénitents’가 있는데, ‘백색 고해자 

평신도회’는 그 중 하나이다. 평신도회원들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개의 구멍이 

뚫린 천으로 된 복면을 하고 뾰족 두건을 착용했다.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566.   

540) Pierre Lepape, Voltaire le conquérant, op.cit.,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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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루즈의 판사들이 군중의 종교적 광신에 휩쓸려 죄 없는 가장을 차형에 처했
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또 가장과 그의 아내가 맏아들을 목매달아 죽 는
데, 이 친족 살해에서 다른 아들과 친구가 거들었다는 것도 본성에 어긋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이든, 정말 거룩한 신앙심도 지나치면 엄청난 범죄를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앙심이 자비로운지 혹은 잔인한지 살펴보는 일은 인류
의 관심사에 속한다.541)

특히, 볼테르가 관용의 상징적 인물이나 정의의 수호자로 기억되는 것
은, 바로 ‘칼라스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다. 자신이 ‘비열
한 것’이라고 이름 붙인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종교적 관용을 호소하던 볼테르는, 당시 프랑스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
으킨 ‘칼라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이 사건을 재검
토함으로써 재심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그는 
툴루즈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동시에, 칩거하던 칼라
스 부인을 찾아가 ‘국왕 참사회 le Conseil du roi’에 상고할 것을 권유함
으로써, 일가족의 처참한 파멸로 끝나고 묻혀버릴 수도 있던 이 사건을 되
살려, 결국 장 칼라스의 복권과 다른 피고들의 무죄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
어낸다. 오리외는 유럽 역사에 있어 ‘칼라스 사건’의 중요성 및 이 사건을 
통해 볼테르가 끼친 향을 이렇게 설명한다. 

  근대 유럽사에서 ‘칼라스 사건’은 하나의 푯말이다. 끔찍한 불의를 물리침으로
써, 볼테르는 비할 바 없는 예의 칭호를 얻었다. 칼라스의 명예 회복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볼테르에게 더 명료하고 더 인간적이며 더 나은 정의에 대
한 은혜를 어느 정도는 입고 있다. 모든 것을 뒤바꾼 것은 볼테르가 개입하기 
전에는 칼라스 가족이 언제나 틀리고, 판사들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다. 희생자
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희생자는 언제나 유죄 다는 것이다. 볼테르는 이 합

541)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571. “Ou les juges de Toulouse, 
entraînés par le fanatisme de la populace, ont fait rouer un père de famille 
innocent, ce qui est sans exemple; ou ce père de famille et sa femme ont étranglé 
leur fils aîné, aidés dans ce parricide par un autre fils et par un ami, ce qui n'est 
pas dans la nature. Dans l'un ou dans l'autre cas, l'abus de la religion la plus 
sainte a produit un grand crime. Il est donc de l'intérêt du genre humain 
d'examiner si la religion doit être charitable ou barb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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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범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다.542)

따라서 포모는 “칼라스 사건은 위대한 인물, 곧 가장 훌륭한 볼테르를 
정의에 대한 그의 열정을 통해, 또 인간의 이상을 위한 그의 관대성을 통
해 드러낸다.”543)고 하면서, ‘칼라스 사건’에 관여한 볼테르가 행한 대단한 
역할과 지대한 공헌을 칭송한다. 또한 바테를로에 따르면, 당시 나이가 68
세나 된 노인으로 페르네에서 은거하며 여생을 보내던 볼테르가 ‘칼라스 
사건’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새로운 인생 역정을 시작한다. 이 인생 역정
을 통해 볼테르는 후세에 자기 이름을 가장 완벽히 전하게 되며, 따라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는 볼테르가 아무 잘못 없이 단죄 받고 짓밟힌 자에 
대한 옹호자이자 정의의 수호자로 기억된다.544) 이 때문에, 시고는 볼테르
가 끼친 향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엇갈리더라도, ‘칼라스 사건’에 있어 
볼테르의 역할과 공헌을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지
적한다. 

  볼테르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간에, 적어도 볼테르에게는 모든 사람이 동조
하는 어떤 것이 있다. 즉, 볼테르는 자기 아들을 죽 다고 혐의로 기소 당해 
1762년 3월 10일에 산채로 차형에 처해졌던 장 칼라스에 대한 유죄 선고를 취
소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기지의 사실이다.545)

542) Jean Orieux, Voltaire ou la royauté de l'esprit, op.cit., p. 565. “Dans l'histoire 
de l'Europe moderne, l'affaire Calas est un jalon. En triomphant d'une horrible 
injustice, Voltaire s'est fait un titre d'honneur incomparable. Tous les hommes qui 
vécurent après la réhabilitation de Calas sont, en une certaine mesure, redevables à 
Voltaire d'une justice meilleure, plus lucide et plus humaine. Ce qui change tout, 
c'est qu'avant Voltaire les Calas avaient toujours tort et les juges toujours raison. 
La victime étant désignée, elle était toujours coupable. Voltaire a dit non, au crime 
légal.”

543) René Pomeau, “Voltaire : Le combat pour la tolérance. Calas, Sirven, La Barre”, 
in Raison Présente N 〬 112, Nouvelles Éditions Rationalistes, 1994, p. 78. “L'affaire 
Calas révèle le meilleur Voltaire, un homme grand par sa passion de la justice, par 
sa générosité au service d'un idéal humain.”

544) Ghislain Waterlot, Voltaire le procureur des Lumières, op.cit., pp. 9-10.
545) Marion Sigaut, Voltaire, une imposture au service des puissants, op.cit., p. 163. 

“Que l'on aime ou que l'on n'aime pas Voltaire, il est une chose au moins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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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광신의 희생자를 낳은 대표적 사건인 ‘나바르 사건’과 ‘칼라스 사
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어떤 집단에 불어 닥친 종교적 광신이 아무 
죄도 없는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개
인의 삶을 전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두 
사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라바르 사건’에서는 종교적 광신의 희생자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고발이 빌미가 되어, 그 고발이 집단의 광
신적인 분위기에 편승함으로써 희생자가 집단적인 박해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칼라스 사건’에서는 종파 간의 알력과 갈등이 극도에 달
해 종파 간에 화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우위를 차지한 종파가 
약세에 놓인 종파를 박해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이 사회
적 환경이 특정 종파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와 맞물려 종교적 광신의 희생자
를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칼라스 사건’을 통해 종교적 광신과 종교적 불관용 및 이에 따른 
종교적 박해와 참화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볼테르는, 독단적인 정신이 
불러일으키는 광분 및 잘못 이해된 극단적인 기독교 신앙은 유럽 여러 나
라에서 참으로 많은 피를 뿌리고 참담한 재앙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볼
테르는 “자비와 관용과 신앙의 자유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이 있지만, 자비와 관용과 신앙의 자유가 이와 같은 재앙들을 초래했겠는
가?”546)라고 반문한다. 결국, 신앙의 자유는 결코 전란을 초래한 적이 없
으며, 오히려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이 파괴와 살육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도는 끊임없이 
서로를 박해해 오듯이,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은 참혹한 결과를 낳는데, 이 
역시 신의 법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예수 그리스

laquelle tout le monde se mettre d'accord : Il a fait réhabiliter Jean Calas, qu'on 
avait roué vif le 10 mars 1762 sur l'accusation d'avoir tué son fils. Voilà une 
donnée qui ne souffre pas de contestation.”

546) Traité sur la Tolérance in Mélanges, op.cit., p. 575. “Il y a des gens qui 
prétendent que l'humanité, l'indulgence, et la liberté de conscience, sont des choses 
horribles ; mais, en bonne foi, auraient-elles produit des calamités compa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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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말과 행동으로 온유함과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예수 그
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처형자가 아닌 순교자가 되라고 강조한다. 한마디
로 말해, 기독교도는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겨
야 한다는 것이다.547) 

칼라스 사건은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한 볼테르의 일생에
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자세는 
그의 일관된 정의감, 사명 의식, 기독교 비판 등의 정신에서 비롯된 필연
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행한 
역할과 공헌을 통해 후세에 정의의 수호자로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547) 참혹한 결과와 참화를 낳는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에 맞서 볼테르가 역설하는 ‘종교적 

관용’은, 종교적 박해와 참담한 재앙을 막기 위해 단순히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하
고 용납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적 관용’과 접한 관
련이 있는 ‘종교적 자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엘륄에 따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신앙 행위의 자유로서 ‘종교적 자유’는 주어진 사회에서 권력이 개입하지 않은 채 사람
들이 원하는 종교상의 의례를 지키는 자유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를 공공연히 밝히
는 권리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도나 교회는 실제로 ‘종교적 자유’의 주창자나 
수호자가 아니며, 그 상황은 반대이다. 즉, 교회가 권력을 지닌 시기에 이교도에 대한 
과도한 압제가 자행되고, 비국교도에 대한 과격한 제거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기독교의 토대 자체인 계시의 내용으로 보아, 기독교는 ‘종교적 자유’의 선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도가 ‘종교적 자유’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도는 
계시의 본질 자체를 부인하고, 역사에서 신의 활동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계시를 무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종교적 자유’가 선포되지 않고 수호되지 않는다
면, 신의 사랑의 선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기독교
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종교적 자유’의 선포와 신의 계시 사이에 불
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이와 같은 주장은 모든 형태의 종교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주장은 모든 종교 속에 선한 것이 있다거나 모든 종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집중된다는 선언이 아니므로, ‘종교적 자유’의 선포는 모
든 종교의 진실함이나 혹은 종교 현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
다. ‘종교적 자유’의 선포는 사랑, 자유로운 회심, 신과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
정한 자유만이 신자를 잘못되고 위험한 종교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끌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 근거를 둔다. 결국, 기독교도가 ‘종교적 자유’를 선포할 때, 이 선포는 종교
들이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는 ‘종교’가 아님을 
나타내며, 이 계시는 ‘종교’로 제도화되지 말아야 하고 ‘종교’로 변형될 수 없음을 나타
낸다. 기독교적 측면에서 ‘종교적 자유’는 기독교도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
람을 위해 요구하는 자유여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종교적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결국, 기독교도의의 ‘종교적 자유’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요구하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교적 자유’를 위해 기독교도 자신에게 주어
진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고, 모두를 위한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
하다. Jacques Ellul, Les Combats de la liberté, Labor & Fide, 1984, pp.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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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미지로 깊이 각인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에 맞서 
투쟁하며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신도나 사제들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희생을 부각시키면서,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기독교를 대
신할 수 있는 이신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도록 치열한 투쟁과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Ⅲ.4.3. 볼테르 이신론의 향
기독교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가차 없는 비판에서 비롯된 어떤 이들

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측면과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볼테르가 프랑스와 유럽 사회에 미친 향력이 엄청나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특히, 볼테르는 예수를 결코 신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에 의한 이신론’을 설파하고 예수를 자신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애착을 거듭 표현한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돌바크 진 을 중심
으로 유물론적 무신론이 유포되는 것에 대한 반발인데, 이런 반발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이신론의 복음적인 기원을 의식한다. 그는 예수의 소명을 예
외적으로 인정하지만, 이는 인간이 된 신의 소명이 아니라, 단지 어떤 인간의 
소명일 따름이다. 이와 같이, 신의 ‘강생’을 믿는 것을 줄기차게 거부하는 볼테
르에게 있어, 인간이 된 신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자’로서의 신은 
연약한 동물 같은 인간이 갖추지 못한 온갖 완전함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볼테르는 인간의 육체가 신을 포용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548) 

포모에 의하면, 인간적인 요소가 아무 것도 없는 극히 순수한 신으로 기독교
의 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볼테르는, 이런 움직임에 앞장서면서 강생한 신에 대
한 신앙을 파괴하기로 굳게 결심한다.549) 따라서 포모는 볼테르에 있어 신의 
‘강생’에 대한 부정을 당시의 종교적 상황과 연관시켜 이렇게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면, 볼테르를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548)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p. 379, p. 381. 
549) Ibid, 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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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강생’에 대한 거부이다. 기독교에 대한 그의 적개심 전체는 이런 부정으로 집
중된다. (…) 마찬가지로, 그의 주위에서 18세기의 종교적 위기는 ‘강생’의 위기 다. 
개신교 유럽에서 소치니주의자와 신新아리우스주의자 및 프랑스에서 다소 은 하게 
이신론으로 넘어간 사제들이 예수가 신성을 지녔음을 부인했다. 그들은 볼테르를 환

했다.550)

하지만 볼테르가 죽은 후 사람들의 관심은 볼테르의 이신론을 향해 
쏠리기보다, 디드로의 무신론이나 루소의 ‘감정 종교 la religion 
sentimentale’를 향해 쏠리게 된다. 그런데, 살아생전 볼테르는 루소를 
중심으로 유포되던 종교적 감상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이와 관련하
여, 포모는 기독교에 흠집을 내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루소 식의 종교적 감상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볼테르의 입장을 이
렇게 설명한다.

  하지만 루소가 볼테르 식의 야유로 기독교에 흠집을 낸 후 자기 어린 시절
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애정을 털어놓는 것을 알았을 때, 볼테르는 화를 
냈다. 루소야말로 ‘분별없는 악인’이 틀림없었다는 것이다. 볼테르는 루소 
이후에 기독교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적인 논리에 생소하다.551)

 특히, 루소는 볼테르가 쓴 리스본 지진의 끔찍한 광경을 묘사하는 시 
「리스본 참상에 관한 시」를 읽고서 그 감상을 볼테르에게 편지로 보내
550) Ibid., p. 467. “Si l'on fait abstraction des détails, c'est son refus de l'Incarnation 

qui le dresse contre la religion chrétienne. Toute sa haine du christianisme se 
concentre dans cette négation. (…) Aussi bien, autour de lui, la crise religieuse du 
18e siècle fut une crise de l'Incarnation. Dans l'Europe prostestante les sociniens 
et néo-ariens, en France les clercs passés, plus ou moins secrètement, au déisme, 
niaient que Jésus eût possédé une nature divine. Ceux-là firent bon accueil à 
Voltaire.”

551) Ibid., pp. 467-468. “Mais quand il vit que ce Rousseau, après avoir criblé 
le christianisme de railleries voltairiennes, avouait son amour de cette 
religion de son enfance, Voltaire se fâcha : il fallait que Jean-Jacques fût 
un ≪méchant fou≫. Voltaire est étranger à la logique sentimentale de 
tous ceux qui diront, après Rousseau, qu'il faut être chrétien parce que 
le christianisme est émouv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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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테르는 이에 대한 답장을 한다. 여기서 볼테르와 루소 사이에 신의 
섭리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종교 역에 있어서, 더 깊게는 
‘계시’에 대해서 볼테르와 루소 사이에 대립의 출발점이 된다. 모라나Cyril 
Morana는 신과 관련된 루소의 추론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즉, 루소에게 있
어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현명하고 강하
며 정의롭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내세에서의 혼의 
원과 불멸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현생에서의 어떤 비참함을 견딜 수 
있으며, 사실상 이런 악들은 진정으로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552)   

스테른Martin Stern에 따르면, ‘계시’에 대한 비판은 볼테르와 루소에게 
공통되며,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강생降生’과 승천을 원칙적으로 포함
하는 이 교리가 이성의 비판적인 검증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간주한다. 그
런데, ‘계시’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종교 역에서 이 두 철학자 사이에 중
요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 물론, 루소도 ‘자연 종교’가 역사상의 모든 종교
보다 더 순수하다는 점에서 볼테르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이신론적 원리는 이 두 사상가에게 있어 정확히 동일한 것이 아니다. 즉, 
볼테르에게 있어 이 원리는 그리스도가 그 전달자인 ‘계시’의 교리를 포함
하여 기독교의 교리들은 ‘자연 종교’를 변질시킨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반
면, 루소는 그런 것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결코 뛰어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553) 

그리하여 루소의 ‘감정 종교’가 등장하는데, 브릭스Michel Brix는 “정확
히 말해 루소가 ‘감정 종교’ 혹은 ‘마음 종교’의 시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루소는 ‘감정 종교’를 가장 눈부시게 전파한 인물이었다.”554)라고 하면서, 

552) Cyril Morana, Voltaire/Rousseau querelle sur le mal et la providence, op.cit., p. 
74.

553) Martin Stern, “Rousseau, Voltaire et la question de la Révélation : de l’art de se 
faire «brûler» à propos” in Cahiers Voltaire N 〬12, 2013, pp. 73-74.

554) Michel Brix, Eros et littérature, Peeters, 2001, p. 39, “Si Jean Jacques 

Rousseau n’est pas à proprement parle le père de la religion sentimentale – ou 

religion du cœur – il en fut en tout cas le propagateur le plus illu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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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감정 종교’가 지닌 특징을 설명한다. 브릭스에 따르면, ‘감정 종교’
의 원천에는 ‘사랑’과 ‘종교’ 사이에 혼동이 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절대미 le Beau moral’에 사로잡히게 하는 감정의 고귀함을 통
해, 인간은 지상의 관계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신이 기거하는 천상으로 
이끌려 가는데, 진정한 신앙은 이런 혼의 황홀경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루소가 보기에는 신앙과 사랑의 감정이 서로 구분되지 않듯
이, 신과 ‘정신적인 절대미’도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랑은 개
인적인 정화의 길을 열어주는데, 이 길은 신과의 직접적인 합일과 황홀한 
지복至福으로 귀결되는 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종교의 교리적 측면에
서가 아니라 신자에게서 신앙을 통해 유발되는 혼의 상태에 있다. 따라
서 ‘감정 종교’는 계시가 없는 정화된 종교로서 나타난다.555) 

포모에 따르면, 볼테르의 이신론의 명맥을 이어가는 듯이 보이는 ‘경신
박애敬神博愛주의 신봉자들 les théophilanthropes’의 이신론적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다. 더욱이, 볼테르의 가장 확고한 숭배자들도 그를 완전
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새로운 종교의 사도인 그가 너무 우스꽝
스러워 보인다. 물론, 볼테르는 신이 존재해야 하고 미덕을 실천해야 
함을 잘 알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다.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개혁자들처럼 볼테르는 자신이 타도 대상으
로 삼은 종교가 얼마나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를 무시한다. 
즉, 한 세기 동안의 교회에 대한 격렬한 공격과 사회를 휩쓸었던 격변 
이후에 새로운 세기가 시작할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건재해 있다는 것
이다.556) 

포모는 볼테르의 이신론의 명맥을 이어가려는 시도들이 차례로 실패
함으로써, 종교적 측면에서 볼테르의 이신론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확
실한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된다고 하면서, 이 시도들이 실패한 사례들
을 차례로 제시한다. 먼저, 1829년에 어떤 교회당에 이신론자들이 다
시 결집하도록 촉구했던 이장바르Isambart라는 사람의 실패인데, 이 
555) Ibid., pp. 39-40. 
556)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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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경찰의 수사로 끝이 났다. 또한 제 2제정 하에서 ‘보편 종교 
연합’을 창설했고 유물론자에 맞서 몇 년간 논전을 벌 던 앙리 카를
Henri Carle이라는 사람의 실패이다. 또한 1882년부터 1888년까지 그
의 ‘경신박애敬神博愛주의 신봉자 위원회’와 신문이 겨우 명맥을 유지
했던 데상브르Décembre라는 사람의 실패이다. 또한 두꺼운 이신론 개
론을 펴내는 데 만족했던 카메르리넥Camerlynek의 실패이다. 마찬가
지로, ‘자연 종교’에 대한 고상하고 냉철한 작품의 저자인 쥘 시몽
Jules Simon의 비종교적 유심론은 불발이 되고 만다.557) 

비록 볼테르의 이신론은 역사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론이 동시대에 미친 향은 과학 분야와 신학 분야에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신론은 과학 분야와 신학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우선 과학 분야부터 살피면, 이신론은 과학을 신학
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신론이 등장하기 
이전, 특별히 중세 시대에 있어 과학은 ‘신학의 시녀’에 불과했다. 크
게 보아, 과학은 신학의 역에 속했고, 과학의 진리 여부는 신학이 판
단했다. 그러나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안에 불변하는 법칙을 부여
하고 창조 후에는 손을 뗐다는 이신론의 주장은, 과학이 신의 도움 없
이 인간 이성의 능력만으로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의 토대 위
에 자연과학을 확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558) 그러
나 무엇보다 이신론이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은 신학 분야이다. 이신
론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심축을 이동시킴으로써, 신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첫째, 이신론은 하나님으로까지 높여진 
예수를 다시 하나의 인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둘째, 이신론은 기독교의 
중심축을 덕 혹은 도덕적인 삶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이신론은 기독교의 중심축을 신앙으로부터 이성으로 전환시켰다고 말
할 수 있다. 넷째, 이신론은 기독교의 중심축을 ‘계시 종교’로서의 기

557) Ibid., p. 468. 
558) 한인철, 「자연종교의 빛에서 본 기독교: 이신론을 중심으로」, art.cit., p. 

248



- 287 -

독교로부터 ‘자연 종교’로 전환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559) 
그런데, 포모는 볼테르의 정신이나 볼테르가 끼친 실질적인 향은 

이런 이신론적인 시도들에 살아남아 있기보다, 오히려 기독교를 사납
게 비방하고 격렬하게 비판한 그의 반反기독교적이고 반교권적인 공격
에서 비롯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힌
다. 

  볼테르의 정신이 살아남은 것은 이런 반복된 실패 속에서가 아니다. 그렇지
만 그는 살아남았다. 볼테르가 냈던 상처들은 여전히 피를 흘린다. 그렇게 
오래된 저자를 몹시 싫어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를 몹시 싫어한다. (…) 사람들은 그가 신을 그런 식으로 인식했다는 것도 
용서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렇게 사납게 비방했다는 것도 용서하
지 않는다.560)

포모에 따르면, 이런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록 반기독교주
의자이면서도 ‘신성 le divin’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지 않은 볼테르는, 
기존의 신앙고백에 동조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종교심을 창시한다. 
즉, 볼테르 이후에 어떤 이들의 종교는 ‘주변 종교 la religion en 
marge’가 되고, 종교의식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학적 표현 속에
서 나타난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루소가 그것을 이
용하고, 라마르틴Alphonse de Lamarine과 비니Alfred de Vigny와 위
고Victor Hugo는 신자들의 성체 의식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추구한
다. 심지어 페기Charles Péguy는 자신의 민중적인 반교권주의를 통해 
자신이 ‘사제들’이라고 경멸적으로 계속 지칭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싸웠으나 미처 이를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음을 
559) Ibid., pp. 249-250. 
560)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468. “Ce n'est pas dans ces 

redites que survit l'esprit de Voltaire. Il survit, pourtant. Les blessures que 
Voltaire a infligées saignent encore. Il continue d'être détésté par certains, 
comme il est rare qu'un auteur aussi ancien le soit. (…) On ne lui 
pardonne pas d'avoir connu Dieu et d'avoir si férocement vilipendé la 
religion chréti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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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한다.561)
바르트Roland Barthes는 『로망과 콩트』의 서문에서562), 현대적 관점에

서 볼테르의 철학은 시대에 뒤져 있고, 얀센주의자들과 예수회 신부들 같
은 볼테르의 적들은 사라지고 변신했으며, 볼테르가 이신론자나 합리주의
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특히, 볼테
르가 종교적 광신과 불관용과 박해와 미신을 표현하는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앞에 내세운 “비열한 것을 쳐부수자 Écrasons l'Infâme”
는 볼테르의 구호에서 ‘비열한 것’을 ‘교조주의’로 규정한다. 즉, 볼테르가 
당시 예수회 신부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볼테르의 적은 마르크스주
의자, 진보주의자, 실존주의자, 좌파 지식인 등 역사 교조주의자나 과학 교
조주의자일 것이며, 볼테르는 끊임없는 야유와 조롱으로 은폐한 채 그들을 
증오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바르트는 볼테르가 촘촘히 짜인 세상
의 체계에 반대하고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자유주의의 토대를 세웠다
고 평가한다.563) 하지만 바르트가 지적하듯이, 기독교 비판과 이신론으로 
대표되는 볼테르의 철학이 지닌 현대적 의의는 어쩌면 시대에 뒤쳐져 있을 
수도 있고, 볼테르가 살았던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는 엄
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즉,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해 
달라고 이신론자들에게 알랑대지도 않는데다가, 이신론자들은 더 이상 거
의 존재하지도 않으며, 신의 섭리에 대한 열띤 논쟁도 거의 벌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볼테르의 이신론과 기독교 비판이 현대에 어떤 의
미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561) Ibid., pp. 468-469.
562) Romans et Contes, Gallimard, 1976, pp. 9-17.
563) 바네그펠렌Thierry Wanegffelen에 따르면, 볼테르에게 있어 이와 같은 ‘교조주의’에 

대한 거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진리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벨의 가르침의 산물
인 동시에 변형인 듯이 보인다. 벨의 ‘불가지론 l’agnosticisme’은 신의 진리들을 종교적
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말해, 신의 진리들은 인간의 차원에서 알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반대로, 볼테르의 이
신론은 인간의 이성의 차원에 천착한다는 것이다. Thierry Wanegffelen, L’Édit de 
Nantes, Une histoire européenne de la tolérance (ⅩⅥe - ⅩⅩe), Le Livre de 
Pocche, 1998, pp.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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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와 볼테르 Nietzsche et Voltaire』의 서론에서564), 메테이예
Guillaume Métayer도 19세기 동안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볼테르의 철학
적 향력은 더욱 상실해 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직업적인 철학자들에
게 볼테르는 라이프니츠의 사상을 불성실하고도 손쉽게 반박하는 자로 전
락하거나, 계몽사상을 능숙하게 전파하는 자로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메테이예는 볼테르를 ‘종교적인 것 le religieux’을 놓고 논전을 벌
인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 광신의 공포와 미신의 어리석음이 사라
진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신앙과 도덕으로서의 이신론이라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에 능숙하게 보조를 맞추며 논전을 벌인 자로 규정한다. 또한 메테이
예는 볼테르를 ‘취향의 작가 l’écrvain du goût’로 규정하면서, ‘취향’은 기
독교를 위시하여 세상과 역사에서 합리적 계시와 사제의 망상이 혼합된 온
갖 신앙이 지닌 미신적인 상상의 기괴한 노골성에 대한 비판을 요구한다고 
밝힌다. 

메테이예에 따르면, 니체는 볼테르에게서 후대에 속하지 않은 철학자의 
모든 자질을 갖춘 ‘현대적인’ 철학자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작품 
『인간적인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을 필
두로 끊임없이 언급하듯이, 볼테르를 정신의 새로운 자유에 대한 원형과 
모델로 간주한다. 즉, 이런 원형과 모델은 ‘금욕적 이상 l’idéal ascétique’
의 완벽한 반대명제인데, 볼테르의 환희는 금욕과 고행의 윤리에 대한 도
전이고, 기성 체제에 대한 볼테르의 불손함은 해방의 첫 걸음이며, 볼테르
의 비웃음은 종교적이고 교화적인 공포 체제에 맞서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볼테르는 계몽주의 작가들 중에서 가장 프랑스
적이고 철학적이며 반反기독교적이고 풍자적인 작가로 여겨지는 동시에, 
당시에 독일과 가장 접하게 연결된 작가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볼테르
는 스탕달Stendhal이나 로슈푸코Rochefoucauld나 파스칼을 제쳐두고 니체
에게 가장 중요한 프랑스 작가와 철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565) 볼테르는 
564) Guillaume Métayer, Nietzsche et Voltaire, Flammarion, 2011, pp. 14-17.
565) 물론, 당시로서는 니체의 생소한 서술방식과 자유로운 표현과 다채로운 주제가 무수

히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의 반反민주주의적 비판 속에 내재한 
독설들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파시즘과 나치즘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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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예외적인 문학적 성과의 전형을 니체에게 제
시했던 것이다.566) 

그래서 니체는 볼테르를 정신의 가장 위대한 해방자 중 한 사람으로 여
기면서, 이 위대한 선구자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자 행동으로, 볼테르 서거 
100주년인 1878년에 자신의 작품 『인간적인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볼테르에게 헌정한다. 니체는 종교와 형이상학에 맞서 르네상스 이후부터 
현대 유럽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발전한 정신의 해방이라는 
오랜 전통 속에서 중심축이 되는 인물로서 페트라르카Francesco Fetrarca,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볼테르를 꼽는다. 결국, 니체의 이 헌정 
행위는 자신도 이런 정신의 해방이라는 전통 속에 진정으로 속해 있으며 
이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페트라르카는 유럽이 
중세로부터 벗어나도록 고대 휴머니즘을 일깨우고, 에라스무스는 기독교의 
도덕적 내재화로 귀결되는 정신의 삶 전체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며, 볼테
르는 이신론과 더불어 ‘종교적인 것’의 경계에 진을 친 채로 있으면서 기독
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이끈다는 것이다. 마침내, 볼테르 이후에 
니체 자신은 고대의 모델을 척도로 삼아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방향
으로 문명을 개혁하도록, 도덕을 완전히 철폐하는 데 이르기까지 더 멀리 
투쟁을 전개하려고 한다. 결국, 니체와 볼테르의 작품 전체의 지평에는 행
동이라는 목적지가 있으며, 큰 차원에서 볼 때 이 작품들은 자유로운 정신
의 문명을 체득하게 하는 방편들이라는 것이다.567) 

볼테르의 이신론은 비록 역사적으로 후일에 실패로 돌아가지만, 당시의 
과학 분야와 신학 분야에서는 지대한 향을 미친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비판과 이신론으로 대표되는 볼테르의 철학이 지닌 실제적 의미는,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한다는 데 있

곡과 과장을 통해 니체에게 덧씌워진 오명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니체를 범凡게르만
주의자 및 심지어 나치주의자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한 니체의 여동생이 끼친 해로운 
향 때문에, 니체의 사상에서 차지하는 볼테르의 중요성이 부인되거나 간과될 여지가 충
분히 있다. 

566) Ibid., pp. 15-16.
567) Ibid., pp. 21-22.



- 291 -

다. 그것은 신앙이나 신조를 바탕으로 도그마를 고집하면서 어떤 원리나 
이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기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교조주의에 맞서 투
쟁하는 것이며, 점점 더 엄 해지고 확고해지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체계
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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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볼테르에 따르면, 당시 기독교 사제들은 신의 뜻과 이름으로 온갖 불법
을 저지르면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
으며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적 광신과 박해의 전형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그는 기독교를 통해 빚어진 타락한 상황과 부패한 세태를 고발하면서, 자
신이 타도하려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기독교와 거기에 속한 사제들을 집
요하게 비판하고 공격한다. 그는 교황과 고위 사제들의 권력 남용과 탐욕 
그리고 기독교 사제들의 부패와 전횡 등이 변화의 여지없이 고착된 수도
원, 제도화된 교회, 엄격한 교계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
들을 주로 개인적 타락과 일탈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비판하는 경향이 있
다.

이와 달리, 이 문제를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엘륄
에 따르면, 이 문제가 생겨난 주된 원천은 교황과 고위 사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와 세상 권력 사이의 결탁과 제휴에 있다. 따라서 역사상 기독교
의 일탈과 왜곡의 주된 원인도, 성령에 힘입어 세상 권력을 얻으면 권력이 
복음 전파와 기독교 선교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으로부터 교
회가 세속 권력과 맺은 결탁에서 나온다.568) 또한 볼테르가 권위적이며 제
도화된 세속적인 기독교에서 기독교 사제들이 저지르는 종교적 전횡과 해
악을 통해 엄청난 폐단이 생겨난다는 점을 비판하듯이, 엘륄은 계급제도와 
확립된 권력을 지닌 제도화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한
다.569) 그리고 엘륄은 기독교 사제들의 그릇된 태도와 일탈 행위가 생겨
나는 주된 원인이 기독교의 대중화와 교회의 제도화에 있다고 간주한다. 
기독교의 대중화는 교회의 성공을 통해 나타나고, 사회 권력 계층과 교회 
사이에 결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독교를 이데올로기로 변모시키고 교회

568) Jacques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Éditions du Seuil, 1984, pp. 
151-152. 

569) Jacques Ellul, Anarchie et christianisme, La Table Ronde, 199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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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대한 윤리적․법률적 조직체로 만들어 버리는 ‘기독교 세계 la 
chrétienté’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결국, 일반 사제와 권력을 가진 고위 사
제를 중심으로 교회의 계급제도가 구성되고, 이 계급제도를 중심으로 엄청
나게 축적된 부와 급속히 증가한 신도의 관리 때문에 교회의 제도화가 이
루어진다. 특히, 사회제도의 기본 틀과 지도 이념이 된 기독교가 사회 구
성원의 삶 전체에 관여하는 ‘기독교 세계’의 형성은 기독교 사제들의 종교
적 전횡과 폐단 및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가 생겨나는 주된 원인이 
된다.570) 

볼테르가 진정한 신앙심이나 인간의 구원과 상관없는 형식화된 종교의식
은 인간을 옭아매는 일종의 예속 수단이 되고 인간을 단죄하기 위한 방편
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하듯이, 엘륄은 기독교가 형식화되고 왜곡된 주된 원
인은 기독교가 신의 ‘계시 la révélation’로부터 일종의 ‘종교 la religion’로 
변질된 데 있다고 주장한다. 엘륄에 따르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신의 
‘계시’가 기독교에서 사라짐으로써, ‘종교’로 전락한 변질되고 왜곡된 외형
상의 기독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도들은 ‘참된 신앙 la foi’ 대신 
일종의 ‘종교적 신심信心 la croyance’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571) 결국, 신
의 ‘계시’가 사라진 기독교는 사회를 결속시키고 지탱하는 ‘종교’나 혹은 
‘집단 이념’으로 변질됨으로써, 종교적 형식만 남게 되고 그렇게 왜곡된 기
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의 분열과 증오와 몰이해의 요인이 되는 동시
에, 인류의 재난과 불행 및 전쟁의 요인이 된다.572) 

볼테르는 기독교 종파 간의 알력과 분쟁과 반목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엘륄은 이 알력과 분쟁과 관련하여 신의 계시와 진리에서 
벗어나 종교나 이념으로 변질되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락한 기독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고 밝힌다. 엘륄에 따르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에서 왜곡되고 뒤집혀진 기독교가 생겨난 
것, 인간 간의 신뢰가 사라짐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 

570) Jacques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op.cit., pp. 29-30, pp. 40-44.
571) Jacques Ellul, La foi au prix du doute, La Table Ronde, 2006, pp. 127-128.
572) Jacques Ellul, Ce que je crois, Grasset & Fasquelle, 1987,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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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노략질과 치부의 중심이 되어 돈을 통해 교회가 타락한 것, 교회
가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에 집착하여 교회 자체가 세상 권세가 된 것, 
종교 재판이나 고해 성사 등을 통해 죄에 대한 추궁이 강화된 것, 종파 
간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반목과 대립이 심해진 것 등 이 모든 현상은 
인간의 의도적 행동이나 혹은 무의식적 행동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서 성서에 나오는 악한 적 권세
들의 활동이 제시되기도 한다. 신이 창조한 세상을 위협하는 혼돈의 힘
인 이 권세들의 본질적인 역할은 모든 인간을 타락시키거나 지옥으로 데
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남을 막는 것이다. 왜냐하
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므로, 이 권세들의 전
면적인 패배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패배한 권세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란 지상에서 상황을 비극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삶을 견
디기 어렵게 만들며, 신앙을 파괴하고, 인간 간의 신뢰를 없애며, 인간으
로 하여금 고통 받게 하고, 사랑을 소멸시키고, 신에 대한 소망이 생겨남
을 막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 권세들의 시도는 지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 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이 권세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듯이, 인간과 신과의 관
계를 깨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한 관계를 깨트리려 한다. 결
국, 이 권세들의 활동과 노력이 집중되는 것은 신의 은총과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독교도들이 모인 교회이다.573) 이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종파 간의 알력과 갈등 및 기독교 사제들 사이에 다툼과 반목이 심해지
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기독교를 통해 빚어진 타락한 상황과 부패한 세태
를 비판하고 고발하지만, 우주의 창조자이면서 운행자로서 절대적이고 초
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우주의 창조주가 존재
해야 하므로 조물주인 신이 존재해야만 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도덕의 토
대가 필요하므로 신은 그 토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칙의 입법자’로서
의 신을 인정하는 그에게, 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뿐이
573) Jacques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op.cit., pp. 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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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간사나 인간의 운명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인간과 멀리 떨어진 ‘절대
자’로서의 신이다. 이신론자인 그의 관점에서, 신은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해 ‘절대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는 ‘절대자’에 의해 설
정된 원한 법칙에 의해 전체적으로 질서가 부여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법칙과 질서에 따라 빈틈없이 움직이고 진행되지만, ‘절대자’는 인간사
에 직접 개입하여 향을 미치거나 흐름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세
상사를 주관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은 신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자유에 
따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역할을 맡은 인간이다. 결국, 신의 역
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절
대자’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볼테르가 지향하는 ‘절대자의 종교’에서는 이런 ‘절대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세워진 질서정연한 우주를 운행하고 세상을 유지하는 창조주로서 ‘절대자’만 
부각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절대자의 종교’가 세상에 실현되면, 
인간은 서로 다투지도 괴롭히지도 않으며 서로 돕고 화합하여, 모두에게 공통
된 ‘절대자’를 찬양하며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때
문에, 그는 자신의 타도 대상이던 기독교를 대체하기 위해 이 ‘절대자의 종교’
가 세상에 실현되기를 꿈꾸는데, 그가 기독교의 대안으로서 추구한 ‘절대자
의 종교’, 곧 ‘자연 종교’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이신론이다. 그는 이신론을 모
든 종교의 밑바탕에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로 간주하면서, 이신론자의 
본분은 신을 경배하고, 의롭게 도덕을 실천하고,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며, 미신
을 믿는 자까지도 박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종파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리하여 그는 신과 인간들을 사랑하라고 힘써 권고하고, 모든 종파를 
용인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는 종교적 
불관용이라는 죄악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다. 따라서 그의 이신론이 정립되는 
것은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적 광신과 박해를 가리키는 ‘비열한 것’에 대한 
투쟁 및 예수회 신부들의 전횡에 맞선 투쟁 가운데서이다. 결국, 그가 내
세우는 이신론적 종교의 특징은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시키고 종교로부터 
독단적인 교리를 없애는 것이며, 사회를 유지하는 신성한 연결고리인 신에 
대한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이성과 자연에 모순되는 기성 종교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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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의 신비와 맹신을 벗어나서 유익을 주는 것이며, 신에 대한 그릇된 표
상과 인간의 사악한 본성 때문에 생겨난 종교적 광신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볼테르의 이신론은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지식
체계를 인정하고 그 바탕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적이고 윤
리적 원리로서 이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일종의 ‘자연 
종교’로서 ‘절대자의 종교’에는 그 자체로 어떤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자연 종교’와 ‘자연법’을 동의어로 간주하는 볼테르는, 기독교와 같은 ‘계
시 종교’도 완벽한 ‘자연법’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런 ‘자연 종교’
와 ‘자연법’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모든 인간이 신에게
서 부여받은 본능과도 같은 ‘양식良識’을 기초로 한다. 이와 같이, 볼테르는 
‘자연법’을 기독교 교리를 통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지만, 엘륄이 분석하
듯이 ‘자연법’ 이론은 어떤 점에서도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574) 즉, 계몽주의 시대에 표방된 ‘자연법’ 이론이란 ‘자연법’이 본질적으
로 이성에 일치한다는 것이고, 이성은 ‘자연법’의 표현 자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자연법’은 자율적인 이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575) 하지만 이성은 
사물과 세상과 사회와의 고된 투쟁의 결과로서, 인간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결과이다. 그런데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
성은 그 위력과 편재에서 너무도 명백한 것으로서 나타난 나머지, 이성이 
정립되는 느린 역사적 생성 과정은 무시됨으로써, 이성의 보편적인 위대함
이 선포되고 이성이 만물의 척도로 선포된다.576) 이성의 이런 속성을 고려
해보면, ‘자연법’은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실재도, 인간 이성의 산물도 아니
고,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은 없다. 그래서 ‘자연법’은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일관성 없고 변동하는 이성에 종속되어 버린다.577) 

따라서 ‘계시 종교’가 완벽한 ‘자연법’일 수밖에 없다는 볼테르의 주장은 

574) Jacques Ellul, Le Fondement théologique du droit, op.cit., p. 51
575) Ibid., p. 17.
576) Jacques Ellul, Trahison de l'Occident, op.cit., pp. 39-41.

577) Jacques Ellul, Le Fondement théologique du droit, op.cit., p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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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추구하는 ‘절대자’로서의 신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동시에, 그가 열망
하는 이상적인 종교인 ‘절대자의 종교’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로서의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신을 종교적으로 도구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제와 교회의 필요성도, 예수와 같은 메시아의 존재도 받아들
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종교적 계시가 독단과 종교적 불관용을 초
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 계시이든 계시를 철저히 불신한다. 따
라서 그는 신을 그 본성과 속성이 알 수 없는 채로 남아 있는 지고의 존재로 
간주하면서, 계시에 따라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을 통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음을 강조한다. 

엘륄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유롭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랑과 해방자로서의 기독교의 신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
을 경우에 따라 인정하면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인간사에 개입한다.578) 또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유롭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자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실행하기만 하는 로봇과 같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신은 인간에게 조언하고 명령을 내리
지만, 신은 자신의 조언과 명령과 다르게 인간이 행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를 
가로막지 않는다. 결국, 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을 인간이 행하더
라도, 경우에 따라 이런 인간의 일을 인정한다.579) 이런 기독교의 신과 달
리, 볼테르가 추구하는 ‘절대자’는 인간과 무한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인간을 
초월하여 아주 높은 곳에서 완전한 독단 가운데 자비를 드러내는 고독한 주권
자이다. 인간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이 ‘절대자’는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도, 인간의 활동을 판정하고 심판한다. 단지 인간의 숭배 대상으로서 인간과 
멀리 떨어져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우주를 운행하는 ‘절대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고 인간의 운명에 무심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지고의 통치자
나 지배자 같은 존재일 따름이다. 이런 ‘절대자’는 인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
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처럼 역사 속에서 인간과 동행할 수도 없다. 
578) Jacques Ellul, Ce que je crois, op.cit., pp. 212-214. 
579) Jacques Ellul, Anarchie et christianisme, op,cit.,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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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절대자’는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고
통을 떠맡으려고 ‘강생’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여 그 고
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비가 드러나는 기독교의 신과 같은 존재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볼테르가 추구하는 ‘절대자’나 ‘절대자의 종교’에는 신의 ‘강생’에 
대한 거부가 근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자연 종
교’의 기반이 되는 이신론을 정립하여 전파하려고 애쓰는데, 그가 향을 
미친 당시 프랑스의 이신론자들의 특징도 신의 ‘강생’에 대한 부정과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포모는 “강생에 대한 거부는 
볼테르가 예수에 대해 기록하는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룬다.”580)고 하면서, 기독
교에 맞서 싸우며 신의 ‘강생’을 단호히 부정하는 볼테르의 입장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볼테르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과 같은 원한 존재
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유한한 존재일 따름인 예수와 같은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 올 수 없으므로, 신은 예수와 같은 미천한 인간의 형태를 띨 수 
없다. 포모에 따르면, 볼테르는 신이 예수를 선택한 것은 다른 인간들보다 더 
예수에게 더 가까이 연결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신이 예수를 이성과 
미덕의 모델로 삼는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이는 인간의 상식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볼테르에게 예수는 ‘갈릴리의 소크라테스’이고, 자신
의 열성과 미덕과 우애 있는 평등에 대한 사랑을 통해 인간들 가운데 특히 뛰
어난 인간이며, 이신론자들 중에서 으뜸가는 존재이다.581)

예수라는 인간은 단지 인간들 가운데 특히 뛰어난 인간일 뿐 변함없고 
무한한 신적 존재일 수 없다면서 신의 강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볼테르의 
입장은, 자신의 신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인 예수라는 인간이 단지 
신과 연합한 존재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다. 
리쾨르Paul Ricœur의 분석에 따르면, 물론 구약성서에서는 신의 ‘전능함’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서적 신의 ‘전능함’은 변함없고 무한한 신
적 존재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신약성서에서는 십자가에서의 

580) René Pomeau, La Religion de Voltaire, op.cit., p. 377. “Le refus de l'Incarnation 
domine tout ce que Voltaire écrit de Jésus.”

581) Ibid, 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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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죽음을 통해 신의 ‘절대적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이 두 가지 상반
된 경향을 동일한 의미 속에서 받아들이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성서적 신
의 ‘전능함’에는 신의 ‘불변성 l’immutabilité’이나 신의 ‘평정 l’impassibilité’ 
같은 그리스적 신의 개념이 사라져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성서적 
신의 ‘절대적 연약함’은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케
노세’582)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583) 따라서 신의 ‘강생’에 대한 볼테르
의 거부는, 신을 오직 변함없고 무한한 존재로만 받아들이는 볼테르가 예
수의 이런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적 신의 이런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특히, 볼테르는 성서적 신의 ‘전능함’은 예수의 죽음과 고
통처럼 곤경에 빠진 성서적 신의 ‘절대적 연약함’이라는 경향을 띤다는 점
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볼테르는 유한한 인간일 따름인 예수가 
변함없고 무한한 신적 존재일 리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볼
테르의 이런 주장은 ‘강생’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
어와 인간이 된 상태에서 인간과 함께 한 성서적 신은, 죽음 없이 어떤 상
황에도 변함없는 무한한 존재로도 간주되지 않고, 결코 고통을 겪지 않는 
존재로도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의 ‘강생’이라는 문제는 볼테르가 제기한 세상에서의 
악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즉,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인간이 악으로 고통을 
받을 때, 볼테르에게 신은 인간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채 세
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주를 운행하는 데 그치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는 존재이다. 즉, 이신론자로서 그는 ‘절대자의 종교’ 같은 일종의 
‘자연 종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에게 신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뒤로 
초연하게 물러앉아 세상이 합리적인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두
는 존재이다. 엘륄에 따르면, 인간은 그토록 선한 신이 어떻게 세상에 그

582) ‘케노세 la kénose’는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6-8절에서 유래된 그리스 단어로 표현
된 기독교 신학의 개념으로 예수의 낮아지는 움직임을 지칭하는데, 예수는 이를 통해 
자신에게서 신적인 속성들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 La 
Bible, traduction œcuménique de la Bible, op.cit., p.1736.

583) Paul Ricœur, “Nommer Dieu” in Lecture 3 Aux frontière de la philosophie, 
Éditions du Seuil, 1994, pp. 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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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악한 일을 허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악은 신으로부터 분리
된 인간에게 신이 남겨둔 자유의 산물이고, 인간이 신에게 맞서 쟁취한 독
자성과 자율성의 산물이며, 세상과 사회에서 준동하는 악한 적 권세들의 
활동에 의한 산물이다. 따라서 엘륄에게 세상에서의 악은 악한 적 권세
들에 사로잡혀 적 권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원하면서 신으로부터 분
리된 독자적 삶을 받아들인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이다. 하지만, 신
은 악한 적 권세들에 사로잡힌 상황에 놓인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인간의 악한 환경을 소멸시킴으로써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한다.584) 엘륄은 
만일 신이 악한 적 권세들을 억제하기 위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적 권
세들이 광분하고, 신이 인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 있
지 않으면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한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신의 ‘강생’
은 절대적으로 전능한 존재인 신이 자신의 권능을 포기하고 비천함의 길을 
택하는 것임에도, 신은 ‘강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밝힌
다.585) 결국, 신의 ‘강생’은 세상에서 악한 적 권세들이 날뛰는 것을 억
제하여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악한 

적 권세들에 사로잡힌 인간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볼테르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이상적인 종교로서 일종의 

‘자연 종교’인 ‘절대자의 종교’의 토대를 이루는 이신론은, 그가 타도하
려던 기독교를 대체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계시 종교’
로서의 기독교와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면에
서 현 시대의 기독교와 같은 기성 종교도 여전히 종교적 불관용과 광
신과 독단을 드러내며 현대인에게 환멸을 주고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이 이신론에 매혹을 느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
문에, 볼테르가 구상한 ‘자연 종교’로서의 이신론이 기독교와 같은 기
성 종교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제시되면서 이 기성 종교를 대체할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다. 

584) Jacques Ellul, L'Apocalypse, Architecture en mouvement, Labor et Fides, 2008, 
pp. 90-91.

585) Ibid., p. 88,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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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ire affirme que les affaires humaines ne devraient pas relever 
d’une Divine Providence, même si celle-ci semble jouer sur l'Homme 
comme une force irrésistible. Cette prise de position à l'égard de 
l'existence de Dieu est une réaction violente contre les prêtres qui 
s’appuient sur un fanatisme profond et des dogmes figés. Ils 
commettent des illégalités et se livrent à la corruption, soit au nom de 
Dieu, soit en brandissant le providentialisme : croyance selon laquelle 
la volonté de Dieu est évidente en chaque événement et la conviction 
que le pouvoir de Dieu est si complet que l'homme ne peut égaler la 
puissance divine. Chez lui, le christianisme ne montre que l'exemple 
vicieux de l'intolérance religieuse, du fanatisme religieux et de la 
persécution qu'il prétend déraciner, les prêtres chrétiens s'acharnant à 
prêcher l'ascétisme et la soumission aveugle aux commandements. 
C'est ainsi qu'il critique et dénonce sans cesse le christianisme et 
l'Église catholique qui deviendront la lutte de toute un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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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ord, comme facteurs majeurs formant cette pensée religieuse de 
Voltaire, l’on peut énumérer l’environnement familial enclin au 
jansénisme, où il est né et où il a été élevé ; la répugnance face au 
christianisme due à la situation intérieure de la religion catholique de 
France dont les deux acteurs de conflit faisaient partie de l’ordre des 
jésuites et des jansénistes ; l’éducation lors de sa première jeunesse à 
l’établissement d’enseignement jésuite ayant de l’influence sur son 
penchant religieux ; l’influence de la pensée libertine par la 
fréquentation de réunions mondaines du «Temple» où régnait la 
débauche et la luxure ; l’emprisonnement à la Bastille à cause d’une 
accusation de crime de l’auteur des poèmes satiriques diffamant le 
régent ; le succès éblouissant dans le monde littéraire grâce à ses 
pièces de théâtre et ses poèmes épiques ; le barrage infranchissable 
et la frustration ressentis dans le monde de noblesse en tant que fils 
originaire d’une famille bourgeoise. Ensuite, comme les affaires et les 
occasions jalonnant les détournements de sa pensée, l’on peut 
répertorier son exil en Angleterre qu’il a choisi inéluctablement après 
la réincarcération à la Bastille ; la douleur et le découragement causés 
par la mort de Madame du Châtelet qui était sa compagne spirituelle 
et intellectuelle ; l’attente et la déception envers Frédéric II, le roi 
Prusse, au cours de l’élaboration du dessein de réaliser son déisme. 
Enfin, comme les activités et les luttes qu’il a menées en tant que 
défenseur de la philosophie du siècle des Lumières, l’on peut énumérer 
diverses activités à Ferney où il jouissait d’une vie la plus active et 
féconde de son vivant ; la lutte pour la justice et l’humanité se 
focalisant sur l’aide aux victimes du fanatisme religieux ; la lutte 
contre l’intolérance religieuse, le fanatisme religieux et la persécution 
qu’il dénomma «l’Infâme».

Bien que Voltaire critique et dénonce les situations avilies et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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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onstances corrompues dues au christianisme, il admet qu'il existe 
un Dieu absolu et transcendant en qualité d’Être suprême, qui a créé 
l'univers et qui en dirige le cours. Selon lui, tant que l'univers existe, 
il en existe nécessairement un créateur. Il s'impose donc qu'un Dieu 
existe en tant que Créateur. S’il faut un fondement de la morale dans 
la vie sociale, il se peut que ce Dieu même serve à l’établir. Il 
reconnaît aussi Dieu en tant que législateur de la loi naturelle. Mais 
même si ce Dieu a créé l'univers et en maintient l'ordre, Il est un 
Être suprême, distant de l'Homme et ne se mêlant pas des affaires et 
de la destinée de celui-ci. Étant donné que le point de vue de 
Voltaire, déiste, est que Dieu existe en tant qu’Être suprême à 
dessein de maintenir l'ordre du monde et de l’univers, cette sorte 
d'ordre est attribué au monde et à l’univers dans l'ensemble au moyen 
de la loi éternelle établie par l'Être suprême. Toutes les affaires du 
monde se déroulent exactement selon la loi et l'ordre établis, mais 
l'Être suprême n'influence pas les affaires de l'Homme directement, 
n'en détourne pas le cours, Selon lui, ce n'est pas Dieu qui préside 
aux affaires de l’Homme au monde, c'est l'Homme lui-même qui doit 
assumer la fonction de décider et d'exécuter toutes choses à mesure 
de la liberté qui lui est attribuée par Dieu. En somme, s'il y a un rôle 
de Dieu en tant qu’Être suprême, c'est, à la fois, conformément à son 
dessein premier, de maintenir l'ordre de l'univers et de conférer un 
certain sens aux comportements de l'Homme.

Chez Voltaire, qui considère qu'il n'y pas d'intermédiaire entre Dieu 
et l'être humain, Dieu est non seulement détaché et éloigné de 
l'Homme, mais désintéressé : il ne s'immisce pas dans les affaires de 
l'Homme, les cultes et les rites humains. C’est pourquoi les louanges 
et les prières de l'Homme s'adressant à Dieu ne peuvent avoir pour 
objet que de l'adorer, de remplir ses devoirs envers Lui e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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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forcer d'être juste. En concevant une religion digne de l'Être 
suprême qui pourrait suppléer les religions préexistantes, entre autres 
le christianisme, il entend réaliser cette religion-là sur la terre. Pour 
que se réalise cette religion à laquelle aspire Voltaire, il faudra non 
seulement que toutes les créatures se situent à leurs places et se 
meuvent selon l'ordre immuable établi par l'Être suprême, mais que 
l'Homme tache de ne pas aller contre la volonté de l'Être suprême en 
cessant de rivaliser avec Lui à force de s'apercevoir que l'Homme 
n'est qu'un être faible et médiocre. Si cette religion se réalisait sur la 
terre, les hommes s'accorderaient et s'aideraient au lieu de se disputer 
et de se harceler, et ils vivraient une vie heureuse en glorifiant et en 
servant l'Être suprême. Voltaire, n'admettant pas que Dieu soit 
considéré comme un instrument religieux, n'approuve ni la nécessité 
des prêtres et de l'Église, ni l'existence d'un messie incarné. Non 
seulement, il se méfie complétement de la révélation quoi qu'elle en 
soit, parce qu'il considère qu'elle entraîne le dogmatisme et 
l'intolérance religieuse, mais il affirme qu'il est absurde de croire que 
Dieu devient un homme par l'incarnation selon la révélation, parce qu'il 
considère Dieu comme l'Être suprême dont la nature et les attributs 
restent inconnaissable. Donc, le refus de l'incarnation de Dieu est 
enraciné comme un élément fondamental dans la conception de l'Être 
suprême et de «la religion de l'Être suprême», mais cela tient à ce 
que Voltaire n'admet pas les vrais attributs de Jésus en tant que Dieu 
incarné et ne considère pas les caractères essentiels de Dieu biblique.  
La religion à laquelle Voltaire aspire est «la religion de l'Être 
suprême», une sorte de «religion naturelle» et ce qui constitue le 
fondement de cette religion est le déisme.

Puisque le déisme reconnaît le système des connaissances 
religieuses que l’on peut obtenir au moyen de la raison, il est ba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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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ement sur la raison que l’on peut admettre universellement en 
tant que principe religieux et éthique. Par conséquent, en estimant que 
le déisme est une religion universelle et rationnelle sur laquelle toutes 
les religions se sont appuyées, Voltaire affirme que, l’obligation du 
déiste est d’adorer Dieu, de pratiquer honnêtement la morale, d’aimer 
infiniment ses frères, de tolérer toutes les sectes au point de ne pas 
persécuter ceux qui croient en des superstitions. Donc, en conseillant 
ardemment d’aimer Dieu et l’être humain, en exigeant sans relâche la 
tolérance envers toutes les sectes, Voltaire combat avec acharnement 
l’intolérance religieuse. En outre, c’est au milieu de la lutte contre 
«l’Infâme» désignant l’intolérance religieuse, le fanatisme religieux, la 
persécution et c’est aussi au cours de la lutte contre les actions 
despotiques des jésuites que le déisme de Voltaire se structure. Les 
caractéristiques de la religion déiste que Voltaire fait valoir, c’est de 
réduire la religion à la morale, d’enlever les doctrines dogmatiques de 
la religion, de maintenir la foi en Dieu servant de lien saint qui 
entretient la société ; c’est aussi d’offrir du profit en restant hors de 
mystère et de foi aveugle du christianisme qui est contradictoire à la 
raison et à la nature. C’est en outre une échappatoire à la foi aveugle, 
au fanatisme religieux, à la catastrophe religieuse, dus à la 
représentation fausse de Dieu et à la nature perverse de l’Homme. Le 
déisme de Voltaire aboutira à un échec plus tard ; malgré cela, les 
domaines scientifiques et théologiques de son temps se sont laissés 
tenter par son déisme. 

Voltaire, qui considère «la religion naturelle» comme un synonyme de 
«la loi naturelle», souligne que l'on est soumis à «la religion naturelle» 
et à «la loi naturelle», en affirmant que «la religion révélée» ainsi que 
le christianisme n'est que «la loi naturelle» parfaite. Ici, «la loi 
naturelle» est basée sur «le bon sens» qui est équivalent à l'ins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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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tous les hommes attribués par Dieu. C'est ainsi qu'il présente «la 
loi naturelle» comme nécessaire à travers la doctrine chrétienne, mais 
l'on peut dire que la doctrine de «la loi naturelle» ne serait en aucun 
point une doctrine chrétienne. À savoir, la doctrine de «la loi 
naturelle» réclamée par les philosophes au siècle des Lumières, c'est 
que «la loi naturelle» est essentiellement conforme à la raison, c'est 
que la raison se manifeste comme expression même de la «la loi 
naturelle» et c'est que «la loi naturelle» est un produit de la raison 
autonome. Pourtant, la raison qui résulte d'un âpre combat avec les 
choses, avec le monde, avec la société, elle n'est pas une donnée de 
nature humaine mais le résultat d’un certain choix. En dépit de cela, la 
raison apparaît au siècle des Lumières comme si évidente, dans sa 
vertu, comme dans son omniprésence, que l'on a négligé, ce lent 
cheminement, cette production historique pour en proclamer la 
grandeur universelle, et pour la proclamer mesure de toute chose. À la 
lumière de ces attributs de la raison, «la loi naturelle» n'est ni une 
réalité autarcique et indépendante ni le produit de la raison humaine, il 
n'y a pas de «loi naturelle» inhérent à la nature de l'homme, «la loi 
naturelle» est soumise aux divergences et aux fluctuations de la raison 
dans ses applications concrètes. Par conséquent, l'affirmation de 
Voltaire que «la religion révélée» n'est que «la loi naturelle» parfaite, 
elle provient à la fois de la caractéristique de Dieu en tant qu'Être 
suprême qu'il poursuit et de celle d'une religion idéale ainsi que «la 
religion de l'Être suprême» à laquelle il aspire.

En somme, dans cette société moderne, la signification de la 
philosophie de Voltaire dont les deux piliers sont censés être la 
critique du christianisme et du déisme, est la poursuite de la liberté et 
de la libération de l’esprit humain, sans oublier la lutte contre le 
dogmatisme qui impliquant automatiquement certains principe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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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éories sans aucune critique calqué sur les dogmes fondés sur la foi 
et la croyance. La résistance et la protestation contre la structure et 
les principes de la société moderne s’y ancrent de plus en plus 
solidement. Cependant, les violentes critiques sur le christianisme de 
Voltaire restent encore des blessures béantes en raison d’attaques 
antichrétiennes et anti-ecclésiastiques acharnée. Vu que «la religion 
de l'Être suprême» que Voltaire poursuit est une sorte de «religion 
naturelle» fondée sur le déisme, les différences fondamentales et les 
décalages invisibles entre le christianisme en tant que «religion 
révélée» et la religion de Voltaire est incontestable, si bien qu’il serait 
malvenu de substituer le christianisme que Voltaire a envie de démolir 
à cette religion-là. En dépit de cela, compte tenu du fait que le 
déisme en tant que «religion naturelle» conçu par Voltaire pourvoit 
l'occasion de la critique et de la réflexion sur les religions, accusées 
d’intolérance religieuse, de fanatisme religieux et de dogmatisme, 
envers lesquelles l’Homme moderne éprouve de plus en plus du 
désenchantement et de la déception, il reste toujours la possibilité que 
le déisme de Voltaire soit présentée en tant qu'alternative critique 
destiné à remplacer les religions établies ainsi que christianisme.

Mots-clés : Christianisme, déisme, Être suprême, religion naturelle, 
intolérance religieuse, fanatisme religi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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