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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재 호* 

다종교가 공존하는 상황얘서 우리는 자연스럽재 종교 간의 대화훌 

논하지 않으연 안 되는 상황얘 처하게 되었다. 그것이 종교 간의 대 

화훌 흉한 평화가 목척이헌. 아니면 각 총교의 선교가 목적이먼. 타 
종교에 대한 이해는 생딩수 종교인들의 공용 판싱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불과 300여년 전. 서구 유럽의 영향으로 총교가 국가흘 초월 

하여 알려지기 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수많은 종교 중의 

• 서훌대학교 종교학확 박사과갱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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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올 믿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한 어떤 종교가 과연 진짜 

종교인가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에게 총쿄는 자연스려운 

하나의 문화였다. 
이제 총교는 국가와 민족올 녕어서 전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심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련 다 종교척 상황에서 종 

혁 (John Híck)온 신에 대한 새로훈 이혜를 시도하연서"만일 내가 

인도에서 태어났다연 아마도 힌두교언이 되었올 것이며， 이집트에서 

태어났다연 이슬람쿄도가 되었올 것이고， 만일 스리랑카에서 태어났 

다연 불교도가 되었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 

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1)라고 말한다. 즉 신용 선택의 문제 

라기보다 문화의 문제이며. 따라서 서로흘 배척할 존재로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병합 · 저항 · 채강화하는 동의 역동적인 운동 
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혁은 더 냐아가 다음과 같이 알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는 총쿄률이 상호간의 판창과 대화활 용해 의 

식적으로 교휴하고 있으며 . 미래에는 종교흘。l 서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었다 ... 그리하여 언첸가는 기독교·률교·이슐랍교·힌두교 
같은 명칭이 더 이상 그때의 총교척 경협이나 밍융을 표현하는 척쩡한 수 

단。l 휠 수 없게 되는 때가 융 것이다.2’ 

존 회은 이러한 자신의 종교다원주의 논의활 위해 신 중심척 신학 

을 펼쳤다. 그는 문자와 도그마적인 성육신율 비판하며， 온유와 상 

징으로서의 성육신롱올 대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혁은 기독교의 

본거지인 서구 유럽 사랑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의 

신중심주의 신학은 종교 내에 공통본질이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종교들이 다 그들의 경 

험척 뿌리에 있어서는 통일한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다"3)라는 가껄올 

세우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정대자가 동일한지의 여부룡 떠냐 

1) John 에ck， r총교철학'J , 김회수 역， 풍문선，2(뼈" p. 206. 
2) John 뻐ck， r종교청학J , p. 214. 
3) 강용 쩍， 강옹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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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궁극척 실재에 대한 서구척 갱의훌 타종교에 강요함으로써 

서로간외 톡톡성 • 특별성에 대빼서는 칭육하고 있다는 벼판에 직연 

하게 왼다. 

혁의 이러한 문제쟁에 대혜 필자는 노자의 r遺德챙」어l 냐타난 값 

의 개념에서 답융 찾고자 한다. 노자의 道사상온 f道徵經J 1장을 통 

해 -도가도바상도 명가명비상영 (道可값非챔tl.tt 名可名非常名r으로 요 

약되는데. 이것은 시적인 상징성과 상징으로 그치지 않는 심요한 직 

판융 보여춘다 r遺~*짧」은 81장.5천여 자에 불과하지만 .열련 핵스 

트.로서 앞으로도 무수한 사랍릎에게 새로운 영강윷 주고 새홉게 해 

석월 것이다. 따라서 봉 글에서는 노자 사상의 핵싱이라고 할 수 있 

는 rilt~홉훌J 1장융 중심으로 노자의 ilt가 존 혁의 신 중심척 신롱과 

어떻게 초화흘 이루고 있고， 어떻게 회의 신용옳 보완할 수 있는지 

훌 살며보고자 한다. 수천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두 사랑올 연결 

하며 글융 쓴다는 것이 약간 억지스렵게 바휘칠 수도 있지만. 2천 

년 천에 씀인 성경이 지금도 신학의 충요한 해석척 핵스트가 되는 

것처렴 총교척 진려에 대한 논의는 시대훌 초웠하는 것임을 생각하 

며 조심스렵게 글융 전개할 것이다. 

n 장에서는 그려스도 중싱에서 신 충싱으로. 신 중심에서 실재 

(ReaJ) 중심으로 연한 존 혁의 신롱애 대해 살며보고.m장에서는 r 
ilt홉앓J융 중싱으로 노자의 道얘 대혜 상며융 것이다.N장에서는 

존 핵의 궁극적 실재와 노자의 i효훌 비교하며. 노자훌 홍혜 존 혁의 

신룡이 어떻게 보환휠 수 있는지훌 살회융 것이다. 

Il . 존 혁의 신론 

1. 그리스도 중싱에서 신 중심으로 

존 핵용 기독교라는 종교를 중심에 내써우는 대신. 신을 중심에 

내째운다.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홉융 강조했던 배타척인 

기독교 교려들의 수정올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측의 시대 (axial 

period) 이후의 세계 고천 종쿄는 신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원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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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퉁한 구원의 길로 본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이것과 모순되는 신의 보면척 온총과 사랑에 연 

결시키기 위하여 ‘구원 받은 모든 사랍은 그리스도언이다-라는 정의 

로 대체시킨다.4) 

회온 예수가 신과의 만남올 위한 중재자이나， 유일한 중재자는 아 

니라고 본다. 예수는 모든 총교훌 구성하는 초월척 경혐의 대상。l 

아니고， 신만이 유일한 시발자이며 대상이다. 그는 다양하고 상이한 

종교 속에 있는 신의 모습의 다양성올 받아들인다. 서로 다른 종교 

에서 배타적인 신 표상들이 대연하게 휠 때 갈둥이 발생하는데. 쩍 
은 여기에 내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기존의 세 가지 

방식을 거부한다.5) 

학은 칸트의 인식론올 토대로 총교를 정대적이게 하는 주체훌 그 

리스도로부터 신으로 전환시킨다. 칸트에 의하연. 인간의 경험파 인 

식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물 자체 

(Ding an sich)흉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은 다만 드러나는 혐상계만 

인식할 뿐이다 그는 .초월척 실재 자체’와 ’인간에 의해 경험된 것’올 

나누어 생각한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나 수용능력 혹은 표현능력올 

통하여 결코 신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이 신으 

로 경헝한 하나의 상이며 실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신척 실재 자체 

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근거하여 핵온 종교들이 궁극적 실재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실재가 우리를에게 나타냐는 

현상만율 인식한다고 본다6) 즉. 종교인들은 자기률이 속한 종교적 

4) John Hick, r하나님은 않온 이를올 가졌cb. 이찬수 역. 도서출판 창， 1991, 
p. 81. (없rl Rahner는 ·익명의 그리스도인(Anonymous Christian)’이란 용어로 
그리스도인이란 개녕융 확장해 왔지만， 혁은 이러한 노력이 억지로 부라는 듯하 
다고 비판한다.) 

5) 그 세 가지 방식용 다융과 갈다. 첫째， 모든 신틀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다신혼). 풀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무신흔). 셋째， 유대적-기독교적 신만이 
혼재한다{배타적 유신돈). (John 버ck‘ r하나님옹 않용 이동을 가셨cb ， p. 
132) 

6) 까lornas Aq삐as도 비슷한 생각올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용 그 자체로서는 어 

떠한 차별성도 없는 전격으로 단일하고 단순한 존재이지만， 인간의 지성은 그훌 
그 자체료서 올 수 없기 때문얘 다양한 판녕들애 따라 인식항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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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용의 언어와 법주흩에 의해 얘개원 ·굴절된 신.융 접할 뿐이다. 따 

라서 기독쿄흘 절대적이게 하는 것은 교회나 기독교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의 정대성융 기독흔에서 

핫으려했던 모텔도 부정왼다. 그리스도 중심에서 신이 모든 인류가 

방률고 그 주변을 선찍하는 중심이 원다는 생각으로의 전이률 말하 

는 것이다.71 

이처럼 혁은 각 종교의 독륙성 보다는 신옳 더 중요하게 본다. 그 

런데 종쿄에 따라 신이 엄격척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벼인격 
척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격척인 신인 야빼. 알라， 크리슈 

냐는 영원한 일자의 상야한 현현방식으로 서로 병흔하게 왼다. 이률 

총교얘서 숭앙되는 신률용 하나의 인격척 얼굴. 모습 혹은 역항이 

다. 인간이 상이한 사회척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역할융 빼야 하며. 이 

때 인간의 인격성도 서로 겹켈 수 있는 많옹 인격률로 나뉘깨 되는 

것쳐럽. 하나의 신성도 인간의 해석 법례로 인해 산출된 특별한 현 

현 방식 속에서 그때그때 마다의 서슐 공간의 혀도에 따라 나타난 

다. 신은 인간에게 오직 다양한 얼굴을 지나는 신 표상의 형식 속에 
나타나며 그의 역 할 속에서 신융 파악한다. 하나의 신척 현현이 인 

간외 인식이라는 여과기훌 용해 다중척이고 혐상척으로 상이하게 정 

헝되며 혜석될 수 있다. 

핵용 나아가 비인격혀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신플(Brahrnan. 

Nirvana. Sunyata)의 표상세계에도 관심융 갖는다. 처읍부터 륙갱 

한 신 표상올 포함하지 않용 중립척인 용어는 없기 때문에 이미 알 

려진 이홈올 택하여 다시 그것융 전통과 특정 종교훌 초월한 의미에 

서 사용혜야 한다. 따라서 회온 이러한 쩨한 초건하에서 .神.이란 청 

효훌 유신론적 의미훌 초훨하여 사용한다.8' 
보았다. (John 뻐ck. An Interpretation of ReJigion, Yale UniversilY Press, 
2005, pp. 240-24 1) 

7) JOM 뻐ck， r하나남용 많옹 이홈율 가졌다J , p. 41. 
8) 회용 초월재까le Transcendenl), 궁극자{까le Ulùmate}, 궁극적 실째(까le 

Ulùmate Re외ity)， 잉재까le One), 영왼한 것(끼le Etemal), 영원한 일자{The 
E‘emal αJe)， 설채(까le Re찌)톨 언급한다.0뼈1 Hïck, An InterpretalÌOn of 
ReJigi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p. 10) 



50 종교학 연구 

혁은 모든 종교경험올 환상으로 보는 독단도 거부하고. 반대로 자 

기 종교의 경헝만이 진실왼 것으로 보는 배타주의도 거부한다. 따라 

서 그는 다양한 종교 경험과 인식의 타당성을 모두 인청하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 결국 현상과 실재 사이에 일정한 거리흘 인 

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1 즉. 인간의 총교경험이 다양하다는 

사실과 이 경험을 일정부분 초월적 실재와의 접촉으로부터 오는 결 
과라는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게 되연서 , 혁은 해납적으로 .실재 

(Real)'라는 개념올 상정하게 되었다 101 

2. 신 중심에서 실재 (Real) 중심요효 

혁은 자신의 문화척 배경 때문에 기독교의 신 개념에 가까운 인격 

적인 신올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의 많온 종교틀이 신을 탕인격적으 

로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의 존재를 셀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 

신의 생각융 더 진천시킨다 1980년대 이후 그는 인격척 신 표상과 

활인격적 신 표상을 보다 더 높은 영원한 일자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자 하는 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신롱척 신중싱주의로부터 구원 

중심. 다흔 말로 실재 중심으로 나아간다 이 실재에 대해 그는 다옴 

과 갈이 말한다 

풍극적인 것은 그 자셰 이외의 것융 초월하연서. 그 자체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초월되지 않는 추상척 실재이다. 이렇게 이해왼 궁극척인 

것은 우주와의 그 근웬 또는 그것의 창조자로. 우주의 의식적인 부분인 
우리 인간졸파는 우리 존재의 원천파 존재의 가치 또는 의미의 원천으로 

연판된다 1 1 ) 

9) 길희생 r존 혁외 쩡학적 종교다원주의론J . r종교연구J. 한국종교학회. 1998. p. 
292. 

10) ]뼈1 뻐ck， “ [n 아fence of Religious Pluralism". Problems o[ Re.얘10US 
Pluralism, Macmillan. 1985. pp. 103-104. 

11) ]ohn 댄ick. αSPU않 Questions in 까leology and the PhJ7osophy of 
Religion. New Haven: Ya[e University Press. 1993,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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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은 이련 궁극적인 것이 각 문화 가운데서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실재는 인격/탈인격을 초월한 존재이다. 인격/할 

인격의 구분도 인간의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적 차훨일 뿐 실재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힐 것이 있는데. 

하냐는 이렇게 현상과 실재륭 구별합에도 불구하고 종교틀의 타당성 

내지 진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냐는 이런 거리두 

기가 구체적인 종교 전통들에 하나의 추상적인 총교 외적 관점만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2) 종교사를 살펴보연 총교전홍들 

스스로가 ’실재 그 자체 ’와 ’인간의 의해 다양하게 체험되고 생각되는 

실재흘 구별하는 풍부한 전흥을 가지고 있었음율 볼 수 있다. 

학온 일단 종교의 가치나 진위 문제는 접어두고. 실천적 판정에서 

종교의 형가 기준올 제시한다. 그는 종교들 간의 교리나 사상의 차 

이는 중요하거나 결정적이지 않다고 본다. 종교의 풍극적 목표는 인 

간의 구원/해방에 있다는 것이다. 종쿄들은 비록 교려적 다양성이나 

의혜. 제도 동의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구원/해방융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말이다. 축의 시대 이후 종교틀윤 모두 자기중 

심 적 인 (self-centred) 삶￡로부터 . 실재 중심 적 인 (RealitY'"centred) 삶 

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동하다는 것이다. 

왜냐하연 축의 사대 이후의 종교의 기능은 자기중심성( self-centrednessl 
으로부터 설재중심성 (Reality-centredness)으로 인간 종재의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는 액락률융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기준은 구웬 
용척인 것이다. 종교천통풍파 그율의 다양한 구성훌들， 즉 신녕률， 경험 

양태들， 경전플. 의혜흘， 훈련툴. 윤리와 삶의 양식풍. 사회적 규칙훌파 
조직툴운 그것줄이 구원의 변화훌 중진하느냐 혹은 방해하느냐에 따라 

가치의 크거나 작게 형가된다 13) 

혁은 고전 종교를이 모두 통일한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단지 각기 다른 사고 방식이 수 세기 동안 작용함에 따라 절대자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고. 결국 각각의 종교가 그 

I잉 질희성. pp. 294- 297. 
13) J뼈1 Hick. An lnterprelation of Religiofl,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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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가르침의 내용. 예배 의식 둥에 있어서 쟁점 차이가 벌어졌 

다는 것이다 14)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서로 대화와 교류가 가놓하 

기 때문에 미래에는 총교톨이 서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갈 가놓성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언첸가는 기독교·불교· 이슬람교·힌두교 같옹 

명칭이 없어지재 되며 단지 기독교 내의 다혼 교파와 같은 형태훌 

며계 펼 것이라고 본다. 

핵옹 그리스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신 중심에서 실재 중심으로 

그의 이롱올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가 .실채.홉 성갱한 것에 대한 비 

판흩이 있다. 쉽게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로. 굳이 핵과 같이 궁극객 

일치흘 전재하는 것이 오히려 종쿄다원주의훌 방혜하는 것온 아닌가 

하는 것이다 종쿄 간의 -*.이와 다양성율 싼션혀 보장하는 것이 진 

청한 의미의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냐는 말이다. 이얘 대혜 혁은 여러 

총교률이 다양하게 요사하고 있는 인간실존의 변화된 상태가 너무나 

도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척 근원율 가 
진 것이라는 추론이 가놓하고 말한다. 다용￡로. 궁극척 실재가 하 

나이거나 동일할 훨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궁극척 실재가 여릿일 

수도 었다는 비환에 대얘 핵용 -냐는 우리가 단수로서의 실재훌 셜 

갱하지 않올 수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연 모동 위대한 천통들옹 각 

기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요. 현천 혹온 그 이상 더 위대한 것을 생 

각항 수 없는 것. 혹옹 모든 것의 최종척 근거 혹용 본성으로서의 

공극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15)라고 말한다. 즉 궁극책 

실재가 여렷이라연 궁극객이 아니라는 말이다. 

m. 노자의 道
i효는 머리 수(首)와 달혈 학(U으로 되어 었다， 뾰는 주채와 훈 

용， 혼재와 과정율 용시에 포함한다. 다시 망해서， itt는 움직이는 주 

체이여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다. 遊는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해야 

14) 10hn Hick. r.종교철학J • p. 214. 
15) J.이m 뻐ck. An !nterpreta{，때1 o( Religion. pp. 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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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두 껴안는 종합이다 16) 

노자에게 進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道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 

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변화를 낳는 궁극적 실재이다. 道는 만물이 

몰아가야 할 고향으로 어디든 있으며，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주 내에 내째하고 있으 

며. 우주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17) 

노자의 道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fi효德經J 1장에서 말하는 道와 
명. 無와 有의 의미흘 살펴봐야 한다. ri효짧앓J 1장에서 노자는 .’말 

해질 수 있는 道는 영훤한 道가 아니며. 01름하여 질 수 있는 이릅 

윤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無는 천지의 시작율 이릅하고 有는 만물 
의 어미률 이름한다. 그러므로 항상 熱는 그 묘함을 드러내고자 하 

고， 항상 有는 그 다양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툴온 같용 데서 나 

와서 이름을 달리한다. 같으므로 어둥이 되고. 어둡고 어두워서 모 

든 요리의 문이다"18)라고 말한다. 

‘道可道非常道n로 시 작하는 ri효德經j의 첫 구절에서 노자는 常道와 

可道률 구분한다 常道의 지청 가농성을 부정하연서 동시에 지칭 가 

능한 道는 常道가 아님을 말한다. 형道는 시간적으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영원용변한 존재로서의 道이다. 반면， 可道는 시간파 공 

간에 의해 제한왼 상태에서 특청한 현상이나 하나의 사융로 드러나 

는 제한왼 존재로서의 道이다， 따라서 우리가 道라고 지칭하는 것운 

可道이지 ?홉i효일 수 없다. 可道는 常道의 한 순간 내지는 한 단연을 

가리키기 때문에 常道 안에 포합된다고 할 수 있다. 

-名可名非常名-으로 이어지는 다옹 문장은 道可道非챔i효와 대구흘 

이룬다. 常名옹 항상 타당한 이륨을 말하는 것으로. 변함없이 그 대 

상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재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는 것들은 시간과 공 

간의 제한을 받올 수밖에 없으므로. 常名이라 이릅항 수 없다. 반연 

에 . 可名온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간 공간척으로 제한된 이륨이다. 

16) 김홉영 • r;(!의 신학J • 마산글방. 2α)(). pp. 356-357. 
1끼 이세형. rJiî의 신학J • 한돌출판사. 2002. pp. 26-27. 
18) “뼈可道非힘道 名可名非?깜名 11名天Jt!!之tlHï名합物之Il} 1tl.1i';~1l):以1l!;JJ;μ， 힘 

.:tïã1:μI!!Jt~ 此쩌홉I러뻐而웠% 同웹Z玄 .li:之R.li: ~tJ>킹llJ" 



54 종교학 연구 

可名은 사물 혹은 현상의 존재흘 전제로 하며， 그러한 사융이나 현 

상이 없다연 이릅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접하 

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특정한 이릅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이훌 

통해 우리는 그 사율이나 현상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으로부터 구분 

하여 이해하게 원다 191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에 이어서 .無名夫地z.M> 有名萬物之

iIf가 둥장한다- 無는 ’천지의 시작‘융 이흘하고. 有는 .만물의 어미. 

률 이름한다는 말이다. 천지의 시작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 

지 않는， 흑 모든 존재의 부청융 의미한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아 

직 어떤 특정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구분도 없는 상태흘 말 

한다. 반연에 有는 만툴의 어미률 이름하기에 모든 특정합 내지는 

구분의 긍정을 의미하며， 존재론척으로는 모든 특정합과 구훈의 근 

원을 의미한다고 활 수 있다. 無는 모든 유한존재의 큰원으로서 자 
체척으로 어떠한 규청도 부정하는 차원으로서의 道의 본연올 。l릅하 

는 것이라연. 有는 모든 유한존재훌 생겨나는 원인으로서 모든 존재 

훌 긍청하는 차현으로서의 i효의 본질율 이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201 이어서 나오는 .故常無欲以짧其妙 常·有欲以觀其飯’에서 

보이듯이. 無와 有. 이 둘옹 모두 道의 본성 내지는 존재양식을 표현 

한다. 

無와 有는 ‘此兩者同出而異名”에서 근훤이 같음을 드러 낸다. 양자 

가 상호 부정성에서 대청척으로 관계되었는데， 이 양자가 실운 동일 

한 근원에서 나왔으연서도 이름만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즉. 無와 

有는 모두 하나의 道의 두 가지 상야한 본질올 이름한다고 할 수 있 

다. 

N. 존 헥의 신론에 대한 노자적 보완 

1. 궁극적 실채와 道

19) 최혜숙 r노자의 Jtl- 그 종채흔적 이빼 r동양철학연구J. 동양철학연구회， 

2002. pp. 215-216. 
20) 최혜숙. p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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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차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한쪽에는 붉은 색깔. 다 

륜 쪽에는 푸른 색깔을 한 고깔모자률 쓰고 신이 농부가 일하는 툴 

판올 걸어가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신을 보게 된 농부들은 신이 붉 

용 모자를 쓰고 있음을 보고서 사랍틀에게 신은 붉은 모자를 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길 다른 면에서 신융 바라본 농부들온 신이 

푸른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틀의 눈으로 분명히 본 확실 

한 사실이라 서로의 주장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마침내 양편은 

들로 나가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타협을 보았다. 양측옹 서로 생 

각하기를 사실을 확인한다연 자신들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온 것으 

로 판명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들판 한쪽으로 나가서 

신을 기다렸다. 기다리던 신이 다시 저편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붉 

용 모자흘 쓰고 있었다봐라. 신이 붐은 오자를 쓰지 않았느냐?' 한 

편이 의기양양해서 외쳤다. 그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신이 이쪽올 쳐 

다보았다‘ 신의 푸른 모자 쪽이 보였다봐라. 신이 푸른 모자훌 쓰 

고 있다.’ 신은 다시 저쪽율 쳐다보았다. 붉은 모자였다. 이쪽을 쳐 

다보았다. 푸른 모자였다 신은 고개를 마구 흔들어대었다. 흙은/푸 

른/붉은/푸른/붉은/푸른 .. , 놓부들용 정신을 차힐 수 없었다. 어지러 

웠다. 그것온 붉음으로 푸릅이고. 붉음도 아니고 푸륨도 아니고. 무 

엇이연서 무엇이 아닌 ·어지러웅’ 그 자체였다，21 ) 

이 신화는 득청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서 규정왼 신이 보면적인 

신을 지청할 수 없옴을 말한다. 결국 경험될 수 있는 신은 경험이라 

는 조건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인식된 대상은 인식하는 주체의 

사고 능력과 범주훌 벗어날 수 없다. 혁에 의하연 . 인간온 어떠한 사 

물도 그 자체로서는 인식할 수 없고. 오직 인식될 수 있는 사태만윷 

인식할 수 있율 뿐이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세계를 객관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 라. 궁극적 세계와 연관시키고， 그 연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무한한 신의 존재 역시 인간에게 알려질 때 

인간의 초건에 제약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의 종교다 

원주의 논의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만 받 

아틀이기만 하연， 인간의 신체험의 다원적인 사실이 인정받게 되는 

21) 이경재， 텅F의 사학J , 다산블방. 2000. pp, 227-228얘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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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22) 이런 배경에서 그는 모든 신체험의 바탕에 있는 

궁극척 실재률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노자 또한 i효라고 하는 궁극적 실재흘 상정하기는 하지만 혁과 같 

이 어떤 현상계와 다른 일종의 뭉 자체로서 실재롤 규정하지는 않는 

다. 또한 혁의 실재와 같이 관념적이고 무규정척이지도 않다. 혁이 
말하는 궁극적 실재가 .절대자. 혹은 .초월자.률 의마한다연. 그러한 

개념온 유신론척 종교에서냐 가능한 것이다. 그가 아직도 서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쨌다는 중거다. 그가 스스로 유신론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포팔척인 개념으로서의 .실재.를 상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개엽 또한 서구적인 형이상학적이고 관녕적인 차원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가 이러한 비판율 

인식하며 神이라는 용어를 유신론 신앙에서의 인격적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종쿄척 경험올 통하여 다양하게 인식되는 무 

한한 실채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23) 또한 그가 자신의 실재 개념 

이 무신론척 종교틀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그 
개념의 수용 범위률 넓혀 자신이 말하는 실재 개념이 인격적 실재만 

을 가리킹이 아니라 인격적 범위롤 벗어난 .탈인격적 실재’까지도 포 

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격적 실채나 황인격척 실재 

모두 진정한 실재에 대한 다른 양상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은 인식론 
적 한계 배후에 존재하는 실재훌 여전히 상정항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회의 한계가 노자의 道에 대한 개념으로 다소 극복휠 수 있 

다， 노자는 遭를 無와 有가 혼융왼 궁극척 실채로 본다. 그는 ri효德 

짧J 1장에서 ‘無는 천지의 시작율 이름하고. 有는 안물의 어미률 이 

름한다， 그러므로 항상 無는 그 요합올 드러내고자 하고. 항상 有는 

그 다양합을 드러내고자 한다. 01 둘은 같운 데서 나와서 。l륨올 달 

리한다， 같으므로 어둥이 되고 ， 어둠고 어두워서 모든 요리의 문이 

다"2이라고 말한다 노자에게서 有와 無는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서 

22) John 에ck， r하냐닝옹 많은 이릅율 m:ttb . p. 126. 
23) H. Coward. r.종쿄다원주의와 세계종교J • 서팡사 1990. p. 74. 
24) "無名天뼈之뼈 有i'i~物IZf&lit.’체無欲以1!!1UJ> 염‘有w:以1ll;IÇ1! 1比빼者同出而왔 

名 同~ntl 玄之又玄 ~tJ>.낀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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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같운 데에서 나와서 혼융되어 있는 것이다. 有와 無. 전혀 반대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노자에게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혁의 궁극적 

실재도 울 자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無와 有

가 혼융왼 노자적 사고로 받아들이게 되연. 궁극적 실재에 대한 비 

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된다. 

2. 예수/그리스도와 可道/常道

존 혁은 r성육신의 새로운 이해」 에서 생육신에 대한 자신의 의 

견을 진술한다‘ 그는 참된 인간이자 참왼 신성이라고 주장되어온 기 

독교의 표준척인 형태로서 신적 성육 개념이 결코 문자척인 의미에 

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명가하며. 이 개념이 뛰어난 온유척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25)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의 이미지륭 

절대적 • 배타척 범주들로 존재론화시쳐 자연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지식. 그리고 인류종교 세계틀에 대하여 확장된 많온 도전 

앞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육을 사실적 · 역사적 진슐로서가 아니라. 용유로 이해합으 

로써 이러한 도전에 합당한 답변올 줄 수 있고. 냐아가 성육 개념에 

대한 서구 중심적인 문화적 해석의 단계도 넘어셜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성육신의 교리를 통하여 기독교가 역사의 토양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는 역사적 신앙이며 ，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 한복판에 

서 우려에게 현존하심올 통하여 계시하신다고 본다. 즉. 하나님이 

내역사화(內歷史化， inhistorized) 되신다는 말이다. 하지만 예수 안 
에 신의 성육이라는 관념은 한 방식이지 하나님의 내역사화를 묘사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26) 유일하다는 재한을 두게 되연 이러한 

위대한 운혜가 왜 소수의 인류에게만 제한되는지. 그리고 인간 역사 
에 견수어 겨우 최근에 일어났는지 등의 울음이 제기핀다. 따라서 

25) John 뻐ck， r성육신의 새로운 이혜J , 연선환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pp. 33-34. 

26) John Hick, r성육신의 새로훈 이해J ,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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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서 성육의 용혜가 크연 클수록， 겨우 

소수의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단 한 번의 현현에 제한된 제시의 

모순은 더욱 커지게 된다. 왜냐하연 단 하나의 유일한 신적 성육에 

대한 전통 기독교의 믿음온 하나님의 구원의 관성을 특정한 사랑들 
에게 임의적요로 체한시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7)라고 

말한다. 회에 의하연. 교회를 통한 성육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행 

위라고 말하는 것은 척철한 웅답이 아니며. 재한된 접근 혹은 제한 

된 계시라는 거침몰은 아마도 최고의 가치였올 신의 성육을 훼손하 

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성육 이해룹 통해 기독교를 초월척 실채 

에 대한 수많온 인간의 용답들 중의 하나로 보게 했으며 . 또한 다른 

총교 전통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초월적 실재에 대한 여러 용답들 

중의 일부로 보게 하여 기독교가 배타척인 이미지를 벗고 종교다원 

주의 시대의 종교로서 셜 수 있는 장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회의 이러한 기독론 주장은 기독교의 독특성올 앓게 한다 

는 비판에 직연활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독교의 독특성융 주장하면 

배타척이라는 이미지륭 벗올 수가 없게 왼다. 이런 모순된 상황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올까? 01에 대한 해결책을 노자에게서 찾아보 

자， 

노자의 신론은 철학적 신학의 모순적 일치라는 방법론을 통하여 

전개된다. 이경재는 이것올 설명하기 위해 常道적 철학으로서의 신 

론을 말한 후에 可道적 신학으로서의 신론을 말하고. 양자의 모순적 

일치라는 의미에서 철학적 신학의 신론올 정리한다 28) 

먼저 노자의 신론은 노자 철학의 급친척 사상인 영 (零)의 철학으 

로부터 사유된다. 無. 영. 공 또는 존재 자체로 표현되는 道RJj神은 

절대 존재이연서 절대無다. 그러나 遊則神은 혐i효와 可遊의 두 가지 

양태로 좀재의 큰원이 된다. 常道는 수적 상갱주의에서 1로 표현왼 
다- 하늘이 하나이듯이 常遭로서의 신은 하나다 . 하나로서의 하늘은 

27) John Hick, r성육신의 새로운 이해J , pp. 216-217. 
28) 이 부분온 이경재， pp. 221-225훌 정리한 것이고. 그가 깨‘m’에 대한 반대 개 

념으로 사용한 ‘lH可iH’를 필자는 ·可휩’로 d때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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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i효가 비인격적。l듯이 비인격척인 원리다. 그러나 l은 곧 2를 요챙 

하게 되듯이 하냐의 하늘응 자신의 타자률 요청하게 된다. 하나의 

하늘은 콜 하늘과 땅으로 분열한다(-生二). 하늘파 땅의 분열은 곧 

읍파 양의 비인격적 현려다. 음양의 원리는 상호 쿄섭적 관계이므로 

옴양의 관계 자체인 음양의 사이룰 전제한다， 사이는 공간적 메타포 

로서 실제는 사이가 없는 관계성 자체로서 노자적 용어로 사이 없는 

사이(無間之間)요. 공을 의미하는 충 (iljl)이다. 이로써 옴양의 2는 음 

양충의 3이 된다(二生三) . 이와 함께 음양의 사잇척 관계 원리에 의 

하여 우주 안물이 형성된다(三生萬物} . 이를 다른 말로 만율이 道<<IJ

神의 원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물이 신에 의해 생성되었으 

며 . 신에 의존해 있으며. 신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만툴에 

구현되어 있는 神則道의 웬리는 사랍과 통식물의 차이가 있올 수 없 

다. 

노자에게서 신은 첫째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인격이 아니라 비 

인격척인 내재척 원리가 왼다. 노자적 신학은 내재척 원리로서의 神

則i효를 스스로 그러한 도(自然之道)로서 말한다. 둘째. 자연지도의 

내재적이고 비인격적인 신척 원리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神則退의 일원롱이다. 이륜 범재신론이라고 말활 수 있다. 셋 

째. 신은 내재적 원리로서의 정신이요. 만물응 신적 정신의 현현으 
로서의 몸이라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만몰아 신의 몸이라연. 신 

은 만물의 청신이다. 넷째. 노자적 神<<1);효 일원롱은 인간중심척 사 

유를 제거하게 된다. 인간응 다른 만물과 같이 神<<IJ道의 안에 있는 

존재 중의 한 존재일 뿐이다. 
노자적인 철학적 신학은 성서에서 말하는 可退와 常道， 可名과 1t 

名의 절대적 합일의 위대한 상징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다 

예수는 역사적인 존재로서 可道적 개인이요， 可名척 예언자다， 반면 

그리스도는 영원 常道적 존재요. 常名적 존재다. 예수는 신의 역사 

척 양태이고. 그리스도는 신의 영원한 양태다 양자는 모두 신의 서 

로 다른 양태이면서(道可道/非/常道) 동시에 동일한 근원을 지니는 

하나의 본질을 이룬다(此兩者同出而잃名) . 이경재는 。l것올 그리스 

도-예수가 창 하나님 (vere Deus)이요. 창 인간(vere homo)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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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고액되는 이유라고 보며29} 다옵파 같이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예수는 철학객-신학의 궁극객 상징이요， 패러다임이 

다. 그것은 파값적 변화와 부푼의 역사가 햄값적 영원과 전써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통하여 초 

월용 내재로 바꾸며. 예수는 그리스도흩 흉하여 역사훌 영원으로 전환한 

다. 역사와 영원의 만냥， 하늘과 땅의 합일이 그리스도-예수의 상갱생윷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예수는 常뾰와 可道. 전째와 
부분이 하나훌 。l루는 신비의 원형이요. 위대한 시어(홉語)다 30) 

。l경재의 이런 주장이 존 회의 예수 그려스도 이해릎 더욱 풍성하 

게 한다. 기독교는 역사흉 통하여 해석되고 형성되어 용 可道적 종 

쿄인 것이다. 기독교는 영원 자체인 常道적 유일신의 역사척 양태일 

뿐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는 기독교의 구원 독정올 캉 

조하는 독점 자본주의적 배타론(ex-clusi씨sm)이나 타총쿄를 자신 

안에 포섭하려는 식민주의적 내포롱(in-c!usi에sm)이나 또는 타총교 
와의 어색한 공존율 말하는 궁여지책의 자본주의적 병렬론 

(paralleHsm)올 넘어서서. 모든 종교는 常道척 신 자신의 可道척 

또는 역사척 현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3 1)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모든 종교의 역사적 계시는 常道적 신 자신의 역사적 계시라는 정에 

서 유일성과 독특성올 갖게 되고. 각 종교의 제시가 역사적일 뿐 아 

니라 常道척 신의 부분이라는 접에서 겸허한 종교가 되어 배타척이 

라는 이미지에서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혁에서 운제가 되었던 기독 

론의 독특성과 배타성의 공존이 노자에게서 가능해진다. 

v. 결론 
기독교가 현대 사회와 소통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신학자툴용 

어떻게든 종교다원적 사회에서 기독교의 지위에 대해 혜영해야 한 

29) 이경재. p. 236. 
30) 이경채. p. 237. (道可遺를 可道로 바꾸어 표기햄 
31) 이경재.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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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 회옹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다 총 

교적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배타적이지도 않으연서 정채성도 지 

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는 기존의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이 배타적이라고 보고. 은유적 기독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사실이 아닌 은유로 이해하여 기독론을 

약화시키고 신론에 중점올 두려는 시도다. 또한 궁극적 실재를 상청 

합으로써 모든 종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세계의 모든 종교흘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 
내었다. 

혁의 주장이 종교다원주의 논의를 더욱 용성하게 하며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비 

판에 직연하게 되었다. 여러 비판 중에서 펼자는 혁의 신론이 태생 
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노자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융 찾아보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다 필요한 이유는 동양파 

서양은 근본척으로 서로 다른 역사관과 우주관융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서양인들의 사고가 직선척이고 이씬적이며. 또한 분석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의 륙정올 가졌다연， 동양인들은 순환적이고 종합척이 

며. 포괄적이고 생명척이다. 원천적으로 서양인들온 신과 인간과 우 

주흘 분리하여 분석적으로 바라보지만. 동양인들온 신파 우주가 함 

께 어우러진 통전적인 비전올 가지고 있다. 서구 신학이 분석적이고 

율체론척인 세계관을 기본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생태학과 

신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는 서양의 분리척인 율체론보다는 동양의 판 

계론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32) 신에 대한 이해에서도 차이를 보。l 

는데. 서구륜 중심으로 한 유일신 종교(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에 

서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반연. 동양종교(힌두교， 불 

교. 유교， 도교)들은 대채로 신 혹온 신척 대상올 탈인격적 

(impersonal) 존채 로 받아들인 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회의 논의가 동양적 시 
각으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동양척 사고가 혁의 

논의의 부족한 부분율 보충해 주게 되어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 

32) 김홉영. pp.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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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가 본 글에서 밝힌 대로 존 회의 신론온 노자의 道와 tI]교하 

며 바라올 수 있다. 또한 서구적 사고의 한계로 인혜 혁。l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훌 노자릎 용혜 극복할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훨자 

가 본 글에서 밝힌 부분은 아주 미미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사고를 

발전시킨다연 노자척 사고가 존 회올 포합한 종교다훨주의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용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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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Doctrine of God by John Hick and Tao by Lao-lzu 
- Complement of John Hick

J 

s Doctrine of God by Lao-tzu-

Jae Ho Jang 

The title of this paper is "The Doctrine of God by John Hick 
and Tao by Lao-tzu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our for 
the weak points of the Doctrine of God by John Hick with the 
theory of Lao-tzu. Hick is one of the distinguished defenders of 
the current religious issue on pluralism. He focuses on ’God’ 

instead of JChristJ because on one hand. Christ only reveals the 
uniqueness of Christianity. On the other hand God represents 
the universality of Christianity. He also makes the concept 
JJReaJ" which is the ultimate principle lying behind all religions: 
this means that all various names of God are just another 
designation for the "Real". His theory is persuasive to some 
degree. but it does not fully harmonize with oriental religions. 
However. this problem gets relatively solved with the theory of 
Tao in Lao-tzu. The main discours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trst part is to explain the Doctrine of God by John Hick. 
The second part is to investigate Tao by Lao-tzu. The third part 
is to understand how the theory of Tao by Lao-tzu can 
supplement the Doctrine of God by John Hick. As a part of the 
conclusion. 1 briefly summarized my perspectives and analyze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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