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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본권을 옹호하고 성장시키는 일

은 교회의 복음적 사명이며, 이를 위하여 교회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

포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정치 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

다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37]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인권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인격적 존엄과 기본권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창세기(1, 26-27)에 근거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및 불가침성을 언급하였다. 하느님 모상론(Imago 

Dei)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자기발전의 권리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으

며, 그리스도의 육화와 이웃사랑의 법과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과의 연대성은 

인권에 대한 신학적 주제로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 이데올로기와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현실적 문제 사이의 심각한 괴리가 발견된다. 인권을 하느님에 의한 연역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서 더 이상 위로부터의 신학적 인권에 대한 연

구는 인권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적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 요한 

밥티스트 메츠나 콘라드 힐페르트, 투루츠 렌토르프, 조지 카텝, 베츠, 한스 큉,  

등에 의해 세계 안에서의 인권에 대한 실천적 신학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 현대사회의 무관심과 폭력적이고 혼란스런 사회 속에서 교회 사명의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해졌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무관심을 해소하고 복음적 사명인 인권을 실

천하기 위한 삼위일체의 상호침투(페리코레시스)적 관계성 중심으로 해석되어진 

몰트만의 인권 이해를 분석하였다. 우선 그의 십자가 신학을 근거로 인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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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의 토대를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으로 놓았다. 하느님의 열정에 의한 십자

가는 인간의 활동 및 가치의 식별 기준이며, 변증법적 인식을 통해 타인의 고통

에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서의 적극적 응답이 된다. 이는 곧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 신학의 상호침투적 관계는 그의 신학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재조명시켰다. 삼위일체적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상호침투의 역

동성은 개별성과 상호성이 상호공존하며, 상호협력적인 평등과 참여, 삼위일체

적 자유의 관계가 어우러져 있다. 인권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존재하는 세 위

격의 관계처럼 상생하는 관계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이해는 인

간과 자연의 관계로 확장이 되어 생태계에 대한 권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권리

까지 표명하며, 인권의 보편적 책임성과 맞물리게 된다.  

  그리고 몰트만 신학에서 나타난 인권이해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연계하

기 위한 작업으로 몰트만과 메츠의 신학을 비교하여 인권감수성과 인권 식별력

을 통한 내적 작업에 의한 지속적인 인권옹호의 방법으로서 연대를 모색해 보았다.  

주제어 : 신학적 인권, 십자가 신학, 사회적 삼위일체, 창조론, 성령론, 몰트만,  

        상호침투, 페리코레시스, 정체성, 상호내재, 기본적 인권. 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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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1.1. 현대사회의 인권침해 현상과 그리스도교 

  현대세계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 여러 사상과 체제가 어우러져 세계화를 이루

는 복잡한 시대이다. 이런 세계가 일부 국가에 의해 국제적 무역 전쟁이나 금융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다. 부의 편중에 따른 빈곤과 식량문제, 지구온난화로 인

한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및 생태환경문제, 종교적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사태, 테러 등 다양하게 인간 존엄성이 침해되고 파괴되는 상황들이 발생하

고 있다.1) 이런 와중에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은 지구 전체의 생태환

경보호와 세계 평화라는 이슈를 앞세워 제3세계의 무조건적인 발전을 저지시키

기도 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권’2)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

로 종교·인종·국가·민족·사회적 신분·경제적 부·성별·나이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

기에 실현되는 존엄성 및 존중은 국제사회의 이상으로만 남을 수 있다. 

  현대의 한국사회는 고도의 성장위주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정신적 가치의 토대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에 잠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이해

도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사회운동으로 일어났으나, 

사회의 세속화와 맞물려 그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적으로 

1) Richard Amesbury and George M. Newlands, Faith and Human Rights: Christianity 
and the Global Struggle for Human Dignity, Fortress Press, 2008(리차드 에임즈베리 
외, 『신앙과 인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와 자유로서, 인간과 시민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
으로 인정하여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하고 제도화 한 것은 근대시민사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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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폐해져버린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폭력과 원초적인 본능에 노출되어지

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력이 약해져 개인의 감정적인 폭발이 타인을 향한 무

차별적인 폭력으로 표출되는 ‘묻지마 범죄’나 ‘보복 운전’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

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인권에 대한 연구는 신학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은 시대적 맥락이나 정치·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도 인권에 대한 

해석이나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한국사회의 60~70년대는 경제성장만을 목표

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인권이 등한시 되었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정치 

독재에 저항하여 정의실현을 위한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 추구하였던 지향

점인 민주화라는 코드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인권은 불법에 대한 부

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역사적 과정 안에서 계속 

‘생성 중에 있는 법(nomin statu nascendi)’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인권이 요청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인권의 보편성 문제와 신학적 인권 해석

  슈바이들러(Walter Schweidler, 1957-)는 각 국가의 불법적인 만행이 세계적

인 인권보호에 대한 보편성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였다.3) 이것은 인권에 대한 

3) W. Schweidler, Geistesmacht und Menschenrecht. Der Universalanspruch der 
Menschenreche und das Problem der Ersten Philosophie, (Freiburg, 1994),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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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기도한 ‘인권의 보편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근대 인권사상은 유럽에

서 시작되었지만 그 지역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문화만이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문화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문화적 보편주의를 같이 

추구해야 한다. 인권의 개념에서 문화적 보편주의가 없다면 인권은 법과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개인의 기준과 해석으로 정의되고 실천하게 되는 무분별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4) 그러므로 인권은 시대적 맥락 안에서 그 시대의 사회문제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편적 가치 기준을 위한 신학의 해석학적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적 인권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안과 밖에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신학적으로 어떤 근거로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 또 그것이 정확히 적용이 되고 있는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

가? ‘인권’은 어떤 의미이기에 신앙의 중심이며, 실현해야 하는 요소라고 말하

고 있는 것인가?5)라는 질문이 올라온다. 

  이에 대해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실천적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엄성이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새겨주신 특성이라는 사

실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인권 주장이야말로 현대가 제공해 준 훌륭한 기회”라고  

하였다.6) 그리고 인권의 궁극적 원천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자체

4) G. Dietze, Bedeutungswandel der Menschenrechte, (Karlsruhe, 1972), p.15.
5) Wolterstorff, “Is A Secular Grounding of Human Rights Possible?” in Justice, 

323-341, 342-361; Kasper, Walter., “The Theolog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50 Jurist, 148(1990).

6) [GS 41] - 『제2차 공의회 문헌(Documenta Concilii Vaticani Ⅱ): 라틴어 대역』, “현대 세계
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Constitutio Pastoralis de Ecclesia in Mundo 
Huius Temporis Gaudium et Spes), (서울: 한국주교회의, 2013). 이후 사목헌장은 [GS *]
로 표시함; AAS 58(1966), p.1059-1060 - 교황 교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는 이후 ‘AAS *(년도), 항목’으로 표기함; 「사제 양성과 교회의 사회교리,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침」, 32항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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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기 때문에7) 인권은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8)고 하

였으며, 인권은 시대나 장소나 그 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보편적이다.”9)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호되어야 하며,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요구에 부응하

고, 가장 먼저 물질적 정신적인 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10)고 하였다. 하지만 사회교리에서 이렇게 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현실 생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과 맞물려 이해

되어야 하는지는 그 신학적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이

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권의 다양한 해석적 방법

  인권은 단지 개념이나 규정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

에서의 인간존엄성의 실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권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위험이나 사건과 경험에 의해 계속 문제에 직면하여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문화·다원적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해석은 단순할 수가 없는 

것이다.11) 이런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근거로서 스토아철학에서 시작된 자연법

적 인권해석은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는 권리로서, 모든 역사적 상황과 영

향에서의 독립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자연법에서 인권은 세계 이성과 보편적 

로고스를 소유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참여를 인간의 본질로서 보았다. 이것은 하느님 모상설과 결합되어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p.13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AAS 93(2001), p.266.

7) 「지상의 평화」, AAS 55(1963), p.259.
8) Ibid., p.259.
9) 요한 바오로 2세, 199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3항, AAS 91(1999), p.379.
10)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p.132.
11) K. Tanner, “Ethik und Naturrecht-eine Problemanzeige”, (ZEE, 1990), p.51-61; M. 

Honecker,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Berlin, 1990), 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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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과 동일한 권리의 근거가 되었다. 다른 방법인 

신학적 인권 해석은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행위에 의한 인권의 권위를 도출

하고 있다. 즉 신학적 인권의 근거는 인간과 하느님의 계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학적 해석은 신앙을 전제하지 않

으면 수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12) 또 다른 방법으로 인권의 경험적

이며 인간학적 해석을 통한 제3세대의 인권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인권의 보편적 해석을 위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

다.13) 그리고 실용적 인권 해석은 인권을 최종논증의 방법론에 따라 선험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함으로서 개인의 고유한 영역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받

아들여진다는 한계가 보여 진다.14) 그러나 인권에 대한 해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상실하고 개인의 가치해석에 의한 평가만이 남을 뿐이라고 쾨

니히는 말하고 있다.15)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찾는 

작업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2. 인권과 그리스도교 신앙과의 관계 

  신학과 인권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인권은 그리스도교 사상에 녹

아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야 인권의 신학적 해석과 실현이 가능할까? 일반

적으로 신학에서 인권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 ‘위로부터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12) F. Ricken, Allgemeine Ethik, (Stuttgart, 1989), p.26,28.
13) W. Benedek, “Progleme und Perspektiven des Menschenrechtsschutzes in 

Entwicklungsländern”, Opitz, P.(Hg.), Grundproblem der Entwicklungländer, 
(München, 1991), p.267; E. Riedel, Theorie der menschenrechtsstandards, (Berlin, 
1986), p.205; 

14) W. Brugger, “Pluralismus und Menschenwürde im Werk von William James”, 
Bielefeldt, H.,(Hg), Würde und Recht des Menschen, (Würzburg, 1992), p.15-33; 

15) S. König, Zur Begründung der Menschenrechte: Hobbes-Locke-Kant, (München, 
1994),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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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로부터’의 방법은 하느님의 권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보편성의 근

거를 찾는 것이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방법은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인권의 근

거를 찾고 설명하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신학적 해석은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

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이성에 의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적 해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

다. 아직도 인권은 현대에서조차 이상적인 표현이 대부분이며, 법의 경계를 넘

나드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1975년 교황청의 정의와 평화 위원회(Justitia et Pax)에서는 「교회와 인권(Die 

Kirche und die Menxchenrechte)」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모상에 근거

하기 때문에[GS 12]16) 인간이 타인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이 하나

의 인격으로서 행위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이 말씀으로 육화

되었으므로[GS 22]17) 인권을 추진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형제적 사랑과 인간적

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연대성을 실천해야 한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GS 55]. 그리고 교회의 인권옹호의 임무에서 밝히고 있는 교회의 역할은 

불의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때에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 교회가 

과거이든 현재이든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 1942-)와 하인츠 퇴트(Heinz Eduard Tödt, 

1918-1991)의 『인권의 신학적 배경(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er 

menschlichen Welt)』에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교회에 제기되었던 비판에 

대해 인권과 교회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을 자유

권과 평등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비교하였다. 우선 자유

16) 『제2차 공의회 문헌(Documenta Concilii Vaticani Ⅱ): 라틴어 대역』,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Constitutio Pastoralis de Ecclesia in Mundo Huius 
Temporis Gaudium et Spes), (서울: 한국주교회의, 2013), p.405. 이후 사목헌장은 [GS *]
로 표시함.    

17) “하느님의 말씀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역사를 당신 안
에 받아들이시어 새롭게 재창조하였다(에페 1,11).”; [G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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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이며, 평등권은 하느님 나라의 약속을 통한 

인간존엄성을 나타낸다. 참여권은 하느님 모상론에 의한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의한 공동체성과 공동책임을 언급했다.  

 1.3. 신학적 인권 해석에 대한 개방성과 선험적 연구

  신학적 인권 논증은 신앙을 전제로 한 논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는 한계18)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대사회의 만연한 인권운동들은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이

권에 집착한 투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에 그러한 현상에서 인권의 근본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신학적 인권 해석을 통

해 형식에 치우치고 결과만을 위한 인권투쟁이 아닌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

키기 위한 의식적 깨우침과 실천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몰트만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연구함으로써 시대의 징표에 대한 

인권적 이슈에 대한 실천적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신학적 해석의 근

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인권은 신학이라는 맥락에서만 연구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인

권은 시대의 인권에 대한 개념 변화와 맞물려 개방적으로 연구되고 해석되어야 

인권의 보편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인권의 개방적 연구에 있어서 걸림

돌이 되고 있는 유럽 중심주의는 서구문화 전통에 의한 보편적인 윤리라는 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문화를 비하하는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래

18) M. Honecker, Sozialethik zwischen Tradition und Vernunft, p.138; M. Honecker, 
Das Recht des Menschen, p.201.; H.E. Toedit, Der Spielraum des menschen, p.137; 
Honecker, Martin, 『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상: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근본문제』, (서울: 대한기
독교, 1988), p.24-65(Martin Honecker, Konzept einer Sozialethischen theorie: 
Grundfragen evangelischer Sozialethik, (Tübingen: Paul Siebeck,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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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방적인 인권연구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나 보편주의도 개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권에 대한 연구나 해석이 개방

적이 되기 위해서 상대적 보편주의가 필요하다. 후버의 ‘상대적 보편주의’에서 

세계 속에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논증은 원칙적으로 불

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19)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존

재하는 세계는 하나의 보편적인 논증으로 결론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도 다양한 연구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일 개신교협의회

(EKD) 에큐메니칼 인권백서(Die Menschenrechte im Ökumenischen Gespräch)

에서도 인권에 대한 신학적 독점이 아니라, 비그리스도교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과

제20)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인권침해의 불법현장

에서 개방된 토론을 통해 요청되고 있다.  

신학적 인권 해석의 선험적 연구    

  사무엘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 1632-1694)는 인권의 요소를 복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평등을 그리스도교의 복음에서의 타인과의 관

계에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등의 관점 기준으로 밝히고 있다.21) 요하

네스 헥켈(Johannes Heckel, 1889-1963)은 인권의 기본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관계를 제1기본권을 그리스도교 형제적 사랑, 제2기본권을 평등, 제3기본권을 

그리스도교적 자유로 구분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 평등, 박애와 

19) Wolfgang Huber, Die tägliche Gewalt. Gegen den Ausverkauf der Menschenwürde, 
(Herder, 1993), p.21. 

20) Die Menschenrechte im Ökumenischen Gespräch: Beiträge der Kammer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für Öffentliche Verantwortung (Gütersloh, 
1979), p.14.

21) 타인을 향한 관점의 변화로서의 평등에 대한 문제는 인종차별문제, 경제의 불균등에 의한 문
제, 인권침해로 인한 외교에서 국제법상의 문제 및 긴급 연대 의무, 제3세계의 국제경제 질서
의 요구 등이 있다(후버, 퇴트, 『인권의 신학적 배경』,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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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투

쟁할 때 신앙에 의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이 자의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는 사실을 깊게 통찰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인간 사이의 평등을 ‘형제

적’ 평등 관계에서 확보한 인권 이해를 촉진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세속적 권

리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조건을 확보해야 함을 언급하였다.22) 

투루츠 렌토르프(Trutz Rendtorff, 1931-)는 윤리신학적 관점에서 인권과 신학

의 관계를 인권의 기능 분석으로 해석하였다.23) 그가 본 인권은 의화론에 의한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을 의롭게 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이다. 후버와 

퇴트는 책임윤리로서의 인권의 관계를 보고 있다. 인권은 그리스도교 책임윤리

의 실천과제로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

라고 말한다.24) 콘라드 힐페르트(Konrad Hilpert, 1947-)는 인권을 사회회칙과

의 관계에서 바라보았다. 콘라드는 인권을 복음의 보편적 원리와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고 말한다.25)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인권에 대해 이중적 방법을 사

용하여 기초를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 이성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식 가능한 인간의 존엄을 그리스도교 기초로 세우고, 두 번째로는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궁극적인 인간존엄을 근거 짓는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계명에 의한 종교의 자

22) 후버, 퇴트, 『인권의 신학적 배경』, p.203-205.
23) 랜도르프의 다음 논문 참조. T. Rendtorff, “Freiheit und Recht des Menschen”,  

Lutherische Rundschau, 18(1968), p.215-227; “Menschenrecht und Justification”,  
Lutherische Monatshefte, 11(1972), p.175-178; “Menschenrechte und Rechtfertigung”, 
Der Wirklichkeitsanspruch von Theologie und Religion, Steinbach-Festschrift, 1976, 
p.161-174.

24) Wolfgang Huber, Heinz Eduard Tödt,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en Welt, (Kreuz Verlag Stuttgart, 1977).   

25) 콘라드 힐페르트의 다음 저서 참조. K. Hilpert, Die Menschenrechte. Geschichte – 
Theologie – Aktualität, (Patmos Verlag), 1991; K. Hilpert, Menschenrechte und 
Theologie. Forschungsbeiträge zur ethischen Dimension der Menschenrechte. 
Studien zur theologischen Ethik, (Friburg: Universitätsverlag - Paulusdruckerei - 
Verlag Herd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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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언명하였다. 즉 인권은 인간 이성에 의한 이해와 하느님 모상론에 의해 인

간 존엄성을 세우고, 하느님 계명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위르겐 몰트만(Jüergen Moltmann, 1926-)은 하느님 통치의 약속이라는 계약

신약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Recht Gottes auf der 

Menschen)」라는 명제에서 시작하여 기본적 인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26) 그리

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류는 하나의 보편적인 책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

을 근거로 인권의 생태적 기본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스 큉(Hans Küng, 

1928-2021)은 세계윤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신학적 인권을 분석하였다. 그는 인

권을 모든 세계인들이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세계윤리라고 말하고 

있다.27) 이 밖에 인권의 신학적 논증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조지 

카텝(G. Cateb)28)과 철학자 베츠(F. J. Wetz)29)는 하느님 모상에 근거한 인권논

증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마틴 호네커(Martin Honecker)는 

인권을 단지 그리스도교의 부산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 묶인 신학적 정당화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

26) 위르겐 몰트만의 논문 참조. J. Moltmann, “Wer Vertritt die Zukunft des Menschen? 
Fragen zur theologischen Basis der Menschenrechte”, Evangelische Kommentare, 5( 
1972), p.399-402; “Theologische Erklärung zu der Menschenrechten”,  
epd-Dokumentation Nr, 15/76, p.10-25; “Welches Recht hat das Ebenbild Gottes? 
Erklärung des Reformierten Waltbundes zu den Menschenrechten”, Evangelische 
Kommentare, 9(1976), p.280-282; J. M. Lochman., J. Moltmann, Gottes Recht und 
Menschenrechte, 1976. 

27) 한스 큉의 저서 참조. Hans Küng, Menschwerdung Gottes, 1970; Hans Küng, Global 
Ethic: The Declaration of the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Bloomsbury 
Publishing Plc), 1994. 

28) 카텝은 “인간은 같은 인간 이외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존엄
성을 논증하기 위해 신에게 부담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G. Kateb, 『인간의 존엄』, 이태영 
옮김, (서울: 말글빛냄, 2012), p.57).

29) 베츠는 인간존엄성의 중립적 논증을 위해 인권논의에서 종교적 세계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하
느님 모상에 근거한 신학적 인권논증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반면 인간의 고통과 같은 감각능
력의 경험적 요소를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아 인간존엄성과 보편가능성은 인간의 경험적 사실
에 근거해서만 논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F. J. Wetz, “Menschenwürde: eine Illusion? 
W. Härle, B. Vogel(hg.), Begründung von Menschenwürde und Menschenrechte, 
(Freiburg im Breisgau: Herder, 2008), 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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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사회에 대한 합리화 및 보편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0) 

  몰트만 신학에서의 인권연구는 계약신학에 근거한 ‘하느님의 권리에 의한 권

리’로서의 인권이해가 그의 연구서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해석이었

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관계중심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면서 몰트

만 신학에서의 인권 이해도 그 근거가 그의 신학 안에 있기 때문31)에 본 연구

에서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톨릭 사회교리에서처럼 

신학은 인권과의 관계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인권이 현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교 신앙으로서의 실천적 근거로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신앙을 사회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신학적 인권 이해가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면 이해가 불가피하겠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요청되고 있는 교회의 비판적 역할 및 실천에 대

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70-80년

도와는 다르게 현재의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운동이나 인권운동에 있어서 사회 

비판적 목소리가 작아졌으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에 대한 직면에 있

어서도 약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존엄성보다 이권에 

집착한 투쟁적 인권운동, 정치적 색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이권을 창출하기 위

한 종교적 운동에서 교회라는 테두리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인권에 

30) 마틴 호네커의 논문 참조. M. Honecker, “Recht oder ethische Forderung-Aporien in 
der Menschenrechtsdiskussion”, Evangelische Kommentare, 8(1975), p.737-740.

31) John David Jaeger, "Pneumatological Developments in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the Graduate Faculty of Baylor University, Waco, Texas, August 2003.; 
Ante Jeroncic, "A Peaceable Logic of Self-Integration: Jürgen Moltmann's 
Theological Anthropology and the Postmodern Self", Chicago, Illinois, June, 2008.  



- 12 -

대한 현주소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실천적으로 인식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의 신학적 근거에 대한 해석학적 작업의 필요성

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학적 작

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문제에 직면하여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해

석학적 방법을 모색하였던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새로운 정치신학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몰트만은 개혁교회 신학자로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인권에 대한 연구를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작업하

여 『정치신학–정치윤리(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라는 그의 저서

에서 「인권에 대한 신학적 논증」을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 그리스도를 통한 구

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약의 입장에서 전개하였다.32)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몰트만의 신학적 인권이해를 근거로 그의 전체 신학의 

입장에서 좀 더 교의학적 해석을 위한 연구로서 그의 십자가 신학과 사회적 삼

위일체론과 삼위일체적 창조·종말론의 관점에서 그의 인권논증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적 현상에서 특히 교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인권에 대한 근본정신을 신학적으로 되새기기 위한 작업이 

되기 위함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깨어서 고통에 직면한 이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신앙을 현재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기 위한 신학의 실천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32)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München: Kaiser, 1984),   
p.1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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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범위
  유일신론에 의한 신학이 호교론적으로 국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전개되면서 

전제정치 및 독재정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런 슈

미트의 정치신학과 우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 전쟁동안 아우

슈비츠에서의 대량학살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란 질문은 그 당시 신앙에 대한 위기의 도전

으로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왔다. 이런 시대적 맥락 안에서 신학적 성찰에 

의한 해석학적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 독일에서 위르겐 몰트만과 요한 밥티스트 

메츠, 도로테 죌레를 중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정치신학의 등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치신학자로 불리는 몰트만 신학을 중심으로 인간존

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의 인권에 대하여 신학적 분석을 시도해보고

자 한다. 가톨릭적 입장은 교도권에서 선포된 문헌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개

신교의 신학적 입장은 몰트만 신학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신학적 인권논증에서의 교회와 인권에 대한 관계를 전체적으로 알아보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1장 그리스도교와 인권’의 장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보여지는 인권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권개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회문

제로 드러났던 근대시대의 그리스도교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서구인권사상의 토대가 되었던 그리스도교 사상과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인권개

념의 변화를 교회문헌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학 안에서의 인권의 

좌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신학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제2장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 개념 형성’의 장에서는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개

념이 형성되기까지의 영향을 미쳤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몰트만 신학

에 영향을 주었던 신학자나 철학자들에 대해 그의 신학을 화해의 변증법과 새

로운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몰트만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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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형성의 기초가 된 인간이해의 근거와 다른 학자들의 인간이해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그의 인권개념에 영향을 주었던 자연법적 근거와 정치신학

에 대해 살펴보았다. 

  몰트만 신학안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간존엄성

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의 십자가 신학을 ‘제3장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서 나

타난 기본적 인권과 의무’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장은 그리스도교 정체성인 십

자가 신학 안에서의 인권이해이다.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에 포커스

를 맞춰 그의 신학 안에서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신학과 맞물려 해석되

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과 의무’에서는 그리

스도교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 안에서의 인권이해이다. 몰트만

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형성된 과정과 배경, 삼위일체 세 위격의 역동성에 관

련된 신학적 해석 및 실천과의 연계, 사회적 삼위일체의 친교를 통한 경험 안에

서의 사회적 관계성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성령론에 의한 생태·미래지향적 기본권과 의무’

에서는 그리스도교의 미래성을 함축하는 창조론과 종말론 안에서의 인권이해이

다. 인간의 미래와 연계되고 있는 것이 몰트만에게서는 창조론에서부터 종말론

까지의 연결이고 확장이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계속적인 창조를 통해 역사 

안에서 개방된 종말론적 지향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미래성은 창조론에서 시작되며, 그 창조론은 몰트만에게서는 삼위일체

론적 창조론과 개방된 체계로서의 창조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창조와 종말론에

서 빠질 수 없는 성령론은 몰트만에게서 특히 후기 작품에서 생명력과 맞닿아 

있는 하느님의 창조활동의 표징으로서 드러난다. 그렇기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

과 성령의 관계를 알아본 후 삼위일체 역사와 친교로서의 성령, 성령의 삼위일

체 위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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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과 예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교 삼위일체적 창조와 영의 관

점에서의 인권이해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제6장 그리스도교 사명으로서의 신학적 인권 실천’에서는 몰트만 신학 안에

서 분석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지향성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 이해의 분석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인권감수성이나 인권 식

별력이라는 일반적인 개념과의 연결을 통해 보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인권 실천의 지속적인 옹호로 이어지는 신학적 작업의 기초

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대의 요청에 의해 여러 고통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인권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숙고하여 신학적·정치적·법적·경제적·사회복지적인 다방면의 개방적인 연

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인권론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신학적 연구이기에 실천을 위한 인권목록의 작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싶

다. 좀 더 윤리적인 이슈와 규범적인 영역에서의 연구는 윤리신학 및 다른 범주

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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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그리스도교와 인권

  몰트만의 신학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 그가 인권에 

대해 언급하게 된 근대주의 사상에 맞서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던 교회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사상은 근대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하지만 인간존엄성 및 인권개념은 근대주의 이전부

터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 가르침이나 정신에 내포

되어 있었고, 유럽의 법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렇기에 본 장에서는 

근대주의 인권개념 형성 이전의 그리스도교에서의 인간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근대사상에 맞서면서도 그리스도교 사상에서의 인간 존엄성을 

실천하려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 연구는 몰트만 신학에 대한 인권이해이

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가톨릭교회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학 안에서 인권의 좌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이 잘 드러난 정치신학 중심으로 본 장에서 연구하려고 한다. 

1. 그리스도교와 인권의 관계
  인권사상은 근대주의 사상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아니 성서의 창조론에서부터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근대주의 사상을 거부만 했던 폐쇄된 교회에 한정된 것

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존엄성을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교회의 

모습을 교회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권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

쳤던 사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며,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움직였던 인권이 어떻게 투쟁의 역사가 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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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스도교에서의 천부적 인권 개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33)에서 인간 존재가 하느님 모상(Imago Dei)에 근

거해 자신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리움을 갈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창조론에 근거한 인간 존엄성은 하느님에 의한 인

간 존재의 근거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이후, 중세 유럽을 지나

면서 교회는 점점 커지고 조직화 되어버린 교계제도 속에서 차츰 교황권과 황

제권의 긴장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직접 인권을 언

급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근대주의 이전의 가톨릭에서 인간 존엄성

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움직임을 교회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우선 교황 니콜라오 1세(Nicolaus PP. I, 858.4.24–867.11.13)[DS 648] 때 로

마교회 회의(862년)의 조항들 가운데 「범죄자의 자백은 고문으로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억울하게 죄를 인정하게 되는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고발

된 사람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황 요한 8세(Ioannes PP. Ⅷ, 872.12.13

–882.12.16)가 사르디니아의 군주들에게 보낸 서한 『Unum est』(873. 9.)에서 

「근절되어야 할 노예제도」[DS 668]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요한 8세는 노예를 산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노예들을 자유로이 보내주

기를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문헌에서 가장 많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고리대금’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교황 레오 1세(Sanctus Leo PP. I, 440.9.29–

461.11.10)가 캄파니아, 피케눔, 투스키아의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Ut nobis 

gratulationem”(443.10.10)중에서 「고리대금」에 대해서 제3-4장에 걸쳐서 부정

한 이득을 얻으려는 탐욕을 조심하고, 평신도든 성직자든 대부업으로 부자가 되

려고 하지 말라고 언급되어 있다[DS 280-281]. 교황 인노첸시오 2세(Innocentius 

33)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
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
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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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Ⅱ, 1130.2.14-1143.9.24)때 개최되었던, 제2차 라테라노 공의회(제10차 세계 

공의회, 1139.4.4 개회)에서 선포되었던 법규들에서 「성직 매매와 고리대금」[DS 

715-716]에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다. 교황 알렉산데르 3세(Alexander PP. Ⅲ, 

1159.9.7-1181.8.30)때 개최된 투르교회 회의(1163.5.19 개최)에서도 제2장에 

「고리대금」[DS 747]에 대해 언급되었다. 교황 우르바노 3세(Urbanus PP. Ⅲ, 

1185.11.25-1187.10.19)가 브레시아의 한 신부에게 보낸 서한 “Consuluit nos”

에서도 「고리대금」[DS 764]이 언급되었다. 이 밖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

(Gregorius PP. Ⅸ, 1227.3.19-1241.8.22)가 형제 R에게 보낸 서한 “Naviganti 

vel”(1227-1234 사이)[DS 828], 교황 클레멘스 5세(Clemens PP. V, 

1305.11.14-1314.4.20)때 개최된 비엔 공의회(제15차 세계 공의회, 

1311.10.16.-1312.5.6.)의 헌장 “Ex gravi da Nos”에서 「고리대금」[DS 906], 

그리고 교황 갈리스토 3세(Callistus PP. Ⅲ, 1455.4.8-1458.8.6)가 막데부르크, 

나움부르크, 할버슈타트의 주교에게 보낸 헌장 “Regimini 

universalis”(1455.5.6)에서 「고리대금과 임대 계약」에 대해 언급되었다[DS 

1355-1357]. 또한 교황 레오 10세(Leo PP. X, 1513.3.11-1521.12.1)때 제10회

기 칙서 “Inter multiplices”에서 「고리대금과 “자애의 산(Montes pietatis)”」

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DS 1442-1444].      

  그리고 교황 바오로 3세(Paulus PP. Ⅲ, 1534.10.13-1549.11.10)가 톨레도 대

주교에게 보낸 소칙서 “Pastorale officium”(1537.5.29)에서 「자유와 소유에 대

한 인간의 권리」[DS 1495]는 카를 5세가 동인도인들을 노예신분으로 만드는 것

에 저항하기 위하여 인도인들을 제멋대로 노예신분으로 만들거나 그들의 재산

을 약탈하는 것을 파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19세기 이전의 가톨릭교회에

서의 하느님 모상론에 근거한 복음적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교

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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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리스도교 사상을 토대로 형성된 서구 인권사상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근대주의 사상인 이성주의와 자유주의, 합리주의의 영향

으로 신학은 교의의 변형 및 오류를 피하고 보존하기 위해 애썼다. 그런 작업들

이 오히려 교회가 세계의 변화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났다. 근대주의 

사상은 신생국가들의 독립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식

을 확산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인권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사상에는 종교해방운동, 스토아 사상, 그리스

도교 정신 및 이성주의와 근대주의 영향, 개인주의, 철학적 자연법사상 등이 있

었다.34) 그렇다면 근대주의의 변화 속에서 인권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사

상이나 철학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35) 

  16-17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사회계약설에 의해 인간의 자유권이 등장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반종교적 태도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자본

주의적 경제방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휴머니즘적 개인주의가 강화되었다.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은 창조주에 의해 탄생한 인간의 기원을 주장

하며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드러냈다.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16-18세기 스토아 철학을 통해 인간의 개성을 조화시킨 자연에 따른 질서를 주

장하였다. 여기서 자연은 각 개인이 생활할 때 기준이면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

이고 동시에 전체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36) 피히트(Georg Picht, 1913-1982)

34)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p.167(Wolfgang Huber, Heinz Eduard Tödt,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en Welt, Kreuz Verlag Stuttgart, 1977). 

35) Jürgen Havermas, The Future of Human Nature, (Oxford: Polity Press, 2003), 
p.108-115.

36) 딜타이에 의하면 하느님의 이성적 말씀에 따라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의해 전체로서의 자연 
안에서 규범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후버,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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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성에 의해 기초된 법의 보편성으로 인간과 자연, 우주까지 통용된다는 주

장을 부정하였다. 그는 오히려 주관적 이성과 권리로서의 인권을 통해 객관적 

법칙으로서의 자연을 대하였다. 그러나 근대철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법칙을 다루고, 자연을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착취하고 있다. 근대의 합리주

의자인 데카르트는 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존재론적 증명과 신학적으로는 인간

이 갖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성서적 전통에 의거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모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 초의 

독일 관념론에서 형이상학의 종언은 절대적인 진리와 법적 토대의 소멸로서 해

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 진리에 의거해 있지 않다면 인권은 인간의 주관적 

요구가 될 수 있고, 인권사상의 중심인 자연법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유럽의 

자연법은 그리스도교의 창조 신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면서37) 정치윤리와 

교회의 사회윤리를 구성해 왔다.38) 이와 같이 인권개념의 형성은 자연법, 이성

법, 휴머니즘, 개인주의와 관계를 갖고 있다. 

  유럽의 자연법이 그리스도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17~18세기 국가 권

력에 대한 정당성을 자연법에서 근거를 찾는 법신학(Rechtstheologie)을 통해

서도 살펴볼 수 있다. 법신학은 하느님의 계시를 근거로 하는 자연법을 바탕으

로 생성되었고, 영국 청도교 혁명의 시민권 사상이나 미국 정부수립 시기의 자

유민주주의 법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18세기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

명은 오히려 공포정치를 탄생시켰으며, 유토피아 사상은 20세기에 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1818-1883), 레닌(Vladimir Lenin, 1870-1924), 무솔

37) 보에티우스(Anicius Manlius Boethius)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면 인간은 자유로울 권
리와 의무를 가진 책임감 있는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였다(rationalis naturae individua 
substantia). 이것은 하느님의 모상설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으면서, 그에 대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승찬, “인격 개
념의 근원에 대한 탐구 – 그리스도교 신학과 보에티우스의 정의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13(2007), p.102-107). 

38)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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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Benito Amilcare Andrea Mussolini, 1883-1945),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1879-1953) 등에 의한 반인

권적인 폭력과 억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근대 합리주의에 근거한 이성주의는 

인간이성의 완전성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이성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오히려 인

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란시스 섀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를 중심으로 모인 법신학자들은 인간 이성을 맹신하는 사상이 전체

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39)    

  인권은 인간관 및 세계관에 따라 그리고 각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의 내용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40) 이런 상황에서 서구법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리스도교가 인권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성경에 기초한 

인권사상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평등권으로 볼 수 있는 죄를 지은 성직자들

에 대한 처벌, 여성의 인권 향상 및 종교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다.41) 17

세기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1600-1661)는 ‘법이 왕이다(Lex 

Rex)’라고 주장하면서 ‘하느님의 법’에 기초한 실정법을42) 통해 절대왕권을 제

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했다. 18세기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 

1723-1794)은 사무엘 러더포드와 법신학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미국 독

39) Francis A. Schaeffer,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A Christian View of the West) 2nd, (Crossway Books·Wheaton, Illinois, 
1985), p.135-153. 

40)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34-35; 김재민, “범죄피해자 인권보
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신앙과 학문」, 23(1), p.36.

41) 김정우,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개신교적 관점에 관한 일고(一考) -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루터의 비판에 나타난 헌법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7(2011), p.235-237.

42) Francis A. Schaeffer,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A Christian View of the West) 2nd, (Crossway Books·Wheaton, Illinois, 
1985). ; Colson, Charles W., Justice that Restores, (Tyndale House Publishers, 2001). 
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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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선언서에 기초하여 초기 미국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천부적 인권과 평등

권을 주장하였다.43)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인권사상은 서구 그리스도교 사상 안

에서 신학을 세속적으로 해석해 냈던 사상가들의 노력이기도 하다. UN의 세계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작업도 그리스도교 신학

자들이 인권존중 실현을 목표로 기초 작업에 관여했었다.44) 이렇듯이 성경이 인

권사상의 원천적 근거가 되는 종교개혁이나 법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

성 사상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법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45) 

따라서 신학적 인권에 대한 해석이 신앙의 맥락 안에서만 가능한 한계에 머무

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위한 가치 및 정신적 토대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

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46)  

1.3. 투쟁의 역사인 인권 

  모든 인간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동일하게 기본적 권리(자유권, 

평등권, 참여권)47)를 가지고 있다는 인권 개념은 이런 권리들이 서로에게 상호

적인 의무도 부여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인권개념은 특정 계급만의 

소유물이나 유효한 권리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생득권으로

서 문화, 인종,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43) Jürgen Havermas, The Future of Human Nature, p.101-115.;  Colson, Charles W., 
Justice that Restores, (Tyndale House Publishers, 2001). p.52-54.

44) 세계법제정보센터, 「UN 세계인권선언(1948)」[On-line 판]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DnKJAW97LYITMy1Q
7CO2nFw9vhaCCzaCdPrwVOmvM23Yheqb0JXBl453hcfHKoG6.eduweb_servlet_engine7?1=1
&searchPageRowCnt=10&A=A&AST_SEQ=309&CTS_SEQ=14746&searchType=all&searchNt
nl=UN&searchNtnlCls=11&pageIndex=1&ETC=8&searchTy=4(접속일: 2019.02.18.).

45)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Ⅱ: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Belknap Press, 2003), p.114-130. 

46) Colson, Charles W., Justice that Restores, (Tyndale House Publishers, 2001), 
p.84-88, 94-100.

47) 후버, 퇴트, 『인권의 사상적 배경』,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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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48) 

  이런 인권은 16세기에 비로소 개인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정치적 투쟁과 법적

인 보장 방법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 시대는 이미 특권층에 의한 계급차별로 

기본권 보장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은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하기 위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와서는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專制)정치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典據)로서 이용되었다. 이렇게 대헌장은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그리고 1776년 6월 미국 버지니아 인권선언의 초석을 놓은 제퍼슨

(Thomas Jefferson, 1743-1826)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동등하고 자유롭

고 독립적이며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공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헌법의 기초에는 인종차별이나 빈민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1791년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de 1791) 제1항에는 “인간은 

나면서 자유롭고 법에 관해 언제나 동등하다. 사회적인 공통된 사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여기서 인간의 권리(droit del’homme)는 시민의 권리(droits du 

citoyen)로 번역되고 있다. 이렇게 인권은 객관적인 법의 기초인 헌법에서 규범

적 구성의 원리로서 자리 잡게 된다. 

  반면 인권유린의 현장으로부터 인권보호를 위한 정치적 체계가 형성되는 과

정을 볼 수 있다. 러시아혁명으로부터는 착취자에게 대항하는 착취자의 헌법49)

이 생겨났다. 유럽의 파시스트들의 공포정치는 대서양 헌장(Atlantik-Charta, 

48) Perry, Michael J, The idea of human rights: four inqui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47; Richard Amesbery, George M. Newlands, Faith and Human Right, 
Forres Press, 2008, p.53.

49) 1918년 제창된 러시아 사회주의자 연방 공화국 헌법에서는 국가가 수여하는 권리만을 말하였
지, 국가적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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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을 이끌어냈고, 세계대전 전후에는 UN에서 1948년 12월 10일에 UN 가입

국 58개국 중에서 50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까지 국제법상으로 인권이해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역

사에서 보았듯이 인권을 위한 국가의 보호적 역할은 공포정치에 대한 경험으로

부터 규정되었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요청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인권사상의 기원이 그리스도교의 인권사상에 있다고 주장한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1929-)는 신학을 세속적으로 해석한 것이 철학이나 사상

가에게 전달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50) 물론 그리스도교뿐만 아니

라 다른 종교에서도 인권 사상의 단편들을 찾아볼 수는 있다. 그리스도교 인권

론은 개인적 가치에 치우쳐 주관적 해석에 매몰되지 않고, 가치중립적이고 이성

과 신앙의 상호관계적 해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권의 발전과정은 종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인권은 

각 지역적 문화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

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상대적인 해석과 보편성 문제는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면서 계속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50) Crag Calhoun, Rethinking Secular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eter Burger,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A Global Overview” in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9, p.1-18.; Gilles Kepel, The Revenge of God: The 
Resurgence of Islam, Christianity and Judaism in the Modern World,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4; Robert Audi and Nicholas 
Wolterstorff,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 The Place of Religious Cnvinctions in 
Political Debate, (Lanham: Rowman & Littlefield), 1997; Judith Butler, The Power of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Paul J. 
Weithman, Religion and Contempoary Liberalis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Jürgen Habermas, “Faith and Knowledge” in The Future of 
Human Nature, (Oxford: Polity), 2003, p.101-115; Jürgen Habermas, An Awareness 
of What is Missing: Faith and Reason in a Post-Secular Age, (Oxford:  Pol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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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주의 이데올로기와 교회 

2.1. 교회의 저항 - 가톨릭과 개신교

  근대 인권사상의 출발은 인간이해의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가와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를 주체적인 자율적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면서 합리주의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시민들의 생활에서는 종교적 

요소들이 줄어들었고 사회의 탈그리스도교화와 세속화가 촉진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더욱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었다. 이런 상황 속

에서 교회는 순수하게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위협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저항의 자세를 취했다.51) 중세의 ‘완전한 사회’였던 교회52)는 근대주

의의 물결 속에서 세속화되었고, 탈그리스도교화 되는 상황들 속에서 변화가 위

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에서 인권사상이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황 바오로 3세는 톨레도 대주교에게 자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소칙서 「Pastorale officium」(1537.5.29.)[DS 1495]를 보

냈었고, 교황 그레고리오 16세(Gregorius PP. ⅩⅥ, 1831.2.2.~1846.6.1.)는 헌장 「In 

supremo apostolatus fastigio」(1839.12.3.)[DS 2745-2746]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요구하였다. 이밖에도 교황들은 노예가 된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과 아프리

카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뒤늦게나마 노력하기도 했다.53) 

51) 그레고리오 16세, 회칙 「Mirari vos arbitramur」(1832.8.15.)[DS 2730-2732]; 비오 9세 회
칙 「Qui pluribus」(1846,11.9)[DS 2775-2786], 「Quanta cura」(1864.12.8.)[DS 2890-2896], 
교황 비오 9세의 오류 목록(Syllabus)(1864.12.8.)[DS 2901-2980];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1885.11.1.)[DS 3165-3179].

52)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1885.11.1.)[DS 3166-3167].
53) 교황 우르바노 8세(1639.4.22.) 포루투갈의 사도좌 전권 사절들에게 보낸 서한 “Commissum 

nobis”(BullCocq 6/Ⅱ, 183f); 교황 베네딕토 14세(1741.12.20.) 브라질의 주교들에게 보낸 
교황 교서 “Immensa pastorum”(Benedikt ⅪⅤ., Bullarium [Mecheln] 1,204-209;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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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교회가 근대주의 인권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

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교회가 근대주의 영향으로 형성된 인권개념에 대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원인54)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몰트만에 의하면 특히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 신학을 더 강조하게 

되어 원죄론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렇게 신적인 절대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하느님 모상론이 약해지고 하느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엄성도 약해지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죄의식만을 강조하는 자학적인 

종교가 아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 잃

어버렸던 하느님 모상론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래

서 하느님 은총의 무상성에 의한 평등한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되새기려는 것이

다. 라너도 ‘하느님의 자기양여’로서의 인간55)이라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둘째, 그리스도교는 신앙에 대해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교뿐만의 문제는 아니며,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

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보다 신앙의 유무로 그리스도교인과 

비그리스도교인을 구분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유럽에서 남미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인디언을 동물 취급하기도 했었다.56)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근대주의 인권

개념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 이 배타성은 민

비오 2세(1462.10.7.) 루보의 주교에게 보낸 서한(BarAE, zum Jahr 1462 Nr. 42). 
54) 『The Ideology of Human Right and Hermeneutics(인권의 이념과 해석학)』, 김형민, “신

학적 인권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 한들출판사), p.17-18 참조.
55) 칼 라너,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문』, (경북: 분도출판사, 1994), p.163-1190(Karl Rahner, 

Grundkurs des Glaubens: Einfuehrung in den Begriff des Christentums, (Freiburg: 
Herder, 1976)).

56) 클라우스 미하엘 마이어-아비히, 『자연을 위한 항거』, 박명성 옮김, (서울: 도요새, 2001),  
p.52-54(Meyer-Abich, Klaus Michael, Aufstand für die Natur : von der Umwelt zur 
Mitwelt, (Hans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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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종교 간의 갈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 시키는 입장이 되기도 했다. 이미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정복전쟁을 일으

키는 것 자체가 학살이나 폭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전제한 행

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회가 현 세계의 문제에 직면하여 분석하

고 연구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천의 중심적 과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입

장을 분명히 하였다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의식 없이 행해지는 무차별

적인 폭력의 앞잡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시대의 사회문

제에 대한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토대를 둔 인

권연구의 신학적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교는 사도로부터 이어져온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가 점

차 역사 속에서 수직적이고 계급적으로 고착되어 성직자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많은 폐해들이 일어났고, 종교개혁과 

수많은 교회 내의 쇄신운동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구조적

인 문제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근대주의 사상의 영

향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훼손 및 변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의 구

조적인 문제는 더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띄게 되었다. 그 현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넷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나 근대주의를 통해 종교와 사회의 분리가 일어나

면서 점차 사회 안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어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거부하는 저항을 불러일으켜 그리스도교는 종교로서 사회

의 버팀목이 되는 가치나 정신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교회

도 사회의 한 분야로 전락해 버려 사회에서의 근대주의 사상에 대한 저항과 교

회의 기능에 대한 거부감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비오 9세(Pius PP. Ⅸ, 재

임:1846.6.16.-1878.2.7.)의 회칙 「Qui Pluribus」(1846.11.9.)[DS 2775-2786]에

서 처음으로 근대주의의 여러 오류들, 이성주의·자연주의와 사회주의·교회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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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국가의 권위에 관한 회칙이 선포되었고, 비오 9세의 「오류목록(Syllabus)」

(1864.12.8.)[DS 2901-2980]는 이러한 오류들을 모아 놓은 목록으로서 그런 교

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문헌이기도 하다.      

2.2. 근대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권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대처 

  개신교의 근대주의 인권개념에 대한 연구 및 수용은 몰트만 신학에 대한 연

구에서 자세히 드러나므로 이 장에서는 가톨릭 교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는 근대주의의 자유주의와 이성주의, 세속주의 배경에서 발표된 인권선언들

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경계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계몽주의와 프

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성직주의(clericalism)에 반대한 세속화 및 무종교주의와 

자연주의의 무차별적인 전파로인하여 교회는 교의를 근대주의 사상으로부터 지

키고 단죄하는데 급급했다.57) 그러나 근대국가들은 여러 사회·정치적 문제로 인

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이에 교회는 프랑스 혁

명 이후 ‘자유’에 대한 근대적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58)을 선포하게 되었다. 

교황 레오 13세(Leo PP. ⅩⅢ, 1878.2.20.~1903.7.20) 회칙 「Libertas 

praestantissimum」에서 자유로서의 ‘인간의 품위’를 언급함으로써 그동안 방어

적이었던 교회의 입장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탁월함은 자연법과 인정법, 양심의 자유와 관용 및 교리와 연관 지어 인간

의 품위로서 강조하였다. 이렇게 레오 13세는 근대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를 인정하였고, 교회가 국가나 사회 속에서 자유주의적인 제도들에 

57) 비오 6세 소칙서 「Quod Aliquantum」(1791.3.10.); 회칙 「Adeo Nata」(1971.4.23); 그레고
리오 16세 회칙 「Mirari vos arbitramur」(1832.8.15.)[DS 2730-2732]; 비오 9세 회칙 「Qui 
pluribus」(1846,11.9)[DS 2775-2786], 회칙 「Nostis et Nobiscum」(1849.12.8.), 회칙 
「Quanta cura」(1864.12.8.)[DS 2890-2896]; 「Syllabus」(1864.12.8.)[DS 2901-2980];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1885.11.1.)[DS 3165-3179] 등. 

58) LEONE XIII, 「Libertas praestantissimum」(1888.06.20.)[DS 324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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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우선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 존엄성은 천부적 인권으로서 하느님 모상론

에 근거한 존엄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리들을 침해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

도 없는 것이다[DS 3957,4326]. 이것은 곧 인간 존엄성은 인간에 의한 파괴나 

손상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의 ‘세계인권선언’

에서도 인간 존엄성은 천부적 인권에 대한 근거로서만 언급할 뿐 그 기원이나 근

원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 작업은 종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아닐까 싶다.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i’homme et du citoyen, 1789.8.26.)‘에서는 인간의 선천적 자유와 

권리의 평등, 주권재민의 원칙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 제1

조에서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을 언급했고, 제3조에서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말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인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 평등, 참정권 외 복음적인 인간존엄성을 나타내는 생명의 

권리와 인간이 누려야 할 문화와 생활적 범주를 고려하여 교회문헌 안에서 크

게 4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 생명의 권리[DS 4552, 4791]이다. 생명의 권리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심리적 억압,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 불법 감금, 추방, 지체 상해, 고문, 노예화, 

매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 굴욕적인 노동 조건들은 인간의 불가침성

을 손상시킨다[DS 4327]고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노예의 자유를 언급할 

때는 인간을 팔고 사는 것이 정의와 인간성을 훼손하는 일[DS 668, 1495, 

2745f, 4327]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개인의 자유권이다. 인간의 자유는 양심

에 따라 행동할 권리[DS 3250, 3961, 4240, 4326]와 종교의 자유[DS 4162, 

4240, 4243, 4321, 4326, 4712, 4243], 신앙의 자유[DS 1998, 2552-2554, 

2557]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셋째, 평등권이다.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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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인종, 피부색,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은 배척되어야 

함[DS 4198f, 4321, 4329, 4467, 3709, 3975f, 5029f]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

생활권이다. 문화·생활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문화적, 생활권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즉 윤리질서와 모든 공동선을 보존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권리[DS 3959, 4328], 가정을 형성할 권리와 교육의 권리[DS 4326, 4455, 

4712], 노동의 권리[DS 4326], 주거지를 정하고 옮길 권리[DS 3967, 3990], 의

식주의 권리[DS 4326], 사생활 보호의 권리[DS 4326, 4712], 명예와 존경의 권

리[DS 4326],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DS 3944-3946]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이해 및 신학을 통해 

인간과 국가의 관계, 국가와 종교의 관계, 경제·사회·정치·문화 안에서의 인간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래서 각 국가 및 기관의 역할을 현 시대의 문제들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교회의 입장을 선포하였고, 그것이 사회·정치·경제·문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3. 인권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그리스도교 사상이 사회·정치·경제·문화적인 맥락에서 교회의 인권에 대한 이

해와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명하고 있는지를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3가지 맥락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 사회교리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의 맥락, 둘째, 국제법적 인권으로서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

s)」의 맥락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로서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n)」

의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톨릭교회는 초기 교회의 가르침을 보존하면서 그 시대의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뿐 기본 교리를 시대마다 변화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3가지 회칙을 근거로 각 시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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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슈나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 요소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1. 인권 이슈 변화에 따른 가톨릭 사회교리

  그 시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의 기준을 세운 가톨릭

교회 최초의 사회교리는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1891.5.15.)[DS 

3265-3271]이다. 「새로운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노동문제와 사유재산 및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비오 11세(Pius PP. 

ⅩI, 1922.2.6.-1939.2.10)의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1931.5.15)[DS 

3725-3744]은 경제 성장의 결과로 편중되어 축적된 문제가 되는 자본들, 사유

재산 및 임금체계, 자유 시장논리에 대한 경제 권력에 대한 공동선 추구를 선포

하고 있다. 비오 12세(Pius PP. ⅩII, 1939.3.2.-1958.10.9)의 라디오 담화

(1941.6.1.)(AAS 33[DS 194] 198f.)에서는 생계권, 노동권, 가정문제, 보조성의 

원리, 정당한 임금규정과 기업에 노동자의 참여, 사유재산의 권리 및 성격에 대

해 정리하였다. 교회는 시장 경제논리만으로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음을 경험

한 후 국가적 책무 및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보조성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새로

운 사태」 70주년 기념 회칙인 요한 23세(Ioannes PP. XXⅢ, 1958.10.28.-1963.6.3)

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1961.5.15.)[DS 3935-3953]은 그

동안 선임 교황들의 사회교리를 요약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사

회 상황에 입각하여 사회교리를 발전시켰다. 바오로 6세(Paulus PP. Ⅵ, 

1963.6.2.-1978-8.6)의 회칙 「팔십주년(Qctogesima adveniens)」(1971.5.14.)[DS 

4500-4512]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상대하는 교회의 사회

교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새로운 사태」 90주년 기념 회칙인 요한 바오로 2

세(Ioannes Paulus PP. Ⅱ, 1978.10.16.-2005.4.2)의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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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ens)」(1981.9.14.)[DS 4690-4699]은 인간이 경제적 구조 속에서 부품처

럼 전락해버려 인간보다 자본을 더 맹신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의 

의미를 부각시켰고, 노동이 자본에 대하여 갖는 우위성을 강조(AAS 73(1981) 

591-616.) 하였다. 회칙 「100주년(Centesimus annus)」(1991.5.1.)[DS 4900-4914]

은 1989년까지 사회적 변화의 과정과 사유재산에 부과된 사회적 의무를 밝히고 

있다. 즉 사회적 의무란 부의 편중에 따른 사회계급의 양극화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복음적 사랑의 의무이자,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59)에 대한 자각을 촉구한 것이다.   

3.2. 가톨릭교회의 국제적 및 제3세계에 대한 인권보호

  비오 11세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께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

을 폐지하거나 억압하는 사회의 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60) 즉 이

것은 그리스도교의 적극적인 인권 옹호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인간의 

문화적·정치적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인류공동체 재건을 위한 법적 질서를 강조

하였다. 비오 12세는 사회개혁과 종교생활은 분리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ACLI, 

14, 5, 1953)61), 교회는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침묵할 수 없음을 표명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나 전쟁 직후에 인간 존엄성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적 제도들이나 법적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를 구성할 것

을 요구하기도 했다.62)     

59)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노블레스라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오브러리주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를 1808년 프랑스 정치가 피에르 마르크(Gaston Pierre 
Marc, 1764-1830)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
다. 즉 신분이나 권력에 의해 많은 재산과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60) PIO XI, 「Mit Brennender Sorge」(1937.3.14.).
61) PIO XII, “Ai lavoratori delle A.C.L.I. di Roma”(1953.5.14.)(A.C.L.I. 로마).
62) PIO XII, “Radiomessaggio alla vigilia del Santo Natale”(거룩한 성전 전야의 라디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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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1963.4.11.)[DS 3955-3997]

에서 그는 UN의 세계인권선언을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의 법률적 정치적 질서

를 확립하는 단계이자 입구’라고 정의(AAS 55[1963] 295)하면서 그동안의 회칙

들을 종합하고 있다. 인권은 근대국가에서 헌법의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적 인권유린이 만행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보호의 

전 세계적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법적 실행을 적극 환영하였다. 또한 

이 회칙은 더 나아가 교육·정보·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부가하였으며, 그리스도

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숙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 회

칙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징표(Signum Magnum)’에 대한 식별을 통해 인권

을 위한 방법론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1974년 주교 시노드에서 공포한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복음 선포(Evangelii 

Nuntiandi)」63)에서는 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인권을 옹호하며 성장시키고 화해

를 촉진하기로 결의를 발표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종교자유에 관한 선

언』 중 「인간 존엄성(Digntatis humanae)」(1965.12.7.)[DS 4240-4245]은 종교

문제의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계시에 비추어 본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인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1965.12. 

7.)[DS 4301-4345]은 현대 세계의 인간생활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및 공동체, 인간의 활동에 대한 하느님께 받은 소명과 인간의 품위와 기

본 권리의 숭고함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진보나 발전은 법률적·정치적

으로 인권의 기본이 보장받고 지켜져야지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 침해나 구원에 관련되어 교회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정치

적 개입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64) 

명)(1942.12.24.). 
63) PAULI VI, 「Evangelii nuntiandi : Summi Pontificis Pauli VI」(1975.12.8.)[DS 45];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Evangelii Nuntiand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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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1979.3.4.) 

[DS 4640-4695]65)에서는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인

간의 품위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절대 진리임을 밝히며 진정한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서 진리에 대한 성실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제연합기구를 통한 회

원국들 간의 권리를 서로 수호함으로써 인간의 불가침적인 권리들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가장 중대한 억압 및 파괴의 형태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

를 무시하고 인간을 물질적인 부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사회조

직의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통치체제로서 이런 사회에서 인권은 손상 받고 짓밟

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빈번한 인권침해는 적어도 직간접적으

로 그러한 침해를 조장하는 경제적·정치적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3세계라 불리고 있는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

은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에서 언급된 개발도

상국에 대한 원조와 연계된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1967.5.26.)[DS 

4440-4469]은 체계적인 구조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로 더 나은 세계에 대

한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회칙 후속으로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

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1987.12.30.)[DS 4810-4819]은 발전의 새

로운 문제들과 그에 따른 ‘죄의 구조’와 ‘연대성’을 강조하였다. 베네딕토 16세

(Benedictus PP. ⅩⅥ)66)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 40주년을 기념하여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ate)」(2009.6.29.)[DS 5119-5120]을 통해 사회 안에

서의 공동선 및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해 향주덕 중 하나인 자비로서의 ‘사랑’을 

강조하였다. 

64) [GS 76].
65) John Paul II,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1979.3.4.)[DS 4640-4645]. 
66) 교황 베네딕토 16세, 재임기간: 2005.4-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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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학 내 인권의 좌표 - 정치신학 중심으로

4.1. 정치신학의 흐름

  초기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드러났을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하여 종

교와 정치의 관계에서 문제가 붉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종말이 계속 연기되면

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세계 안에서 신앙을 토대로 생활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국가를 지지하고, 국가가 그리스도교

를 지지하면서 종교적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67)이다. 그는 두 도성(duae 

civitates)을 통해 하느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비교·대조함으로써68) 초기 그

리스도교가 직면했던 그리스도교의 생활방식과 대조되는 생활방식을 생명과 죽

음의 길로 비유하여 그 간격과 분열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두 왕국의 대립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도 

언급하고 있다.69) 그리고 중세의 유럽 그리스도교는 황제와 교황의 권력이 서로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교

황 젤라시오 1세 (Gelasius PP. I, 재위: 492.3.1-496.11.21)의 ‘두 개의 칼’에 

대한 이론은 교회와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황제의 권력에 맞서는 교황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70) 그것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us PP. VIII, 

67)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교부문헌총서;15-17, 성염 역주, (경상북도: 분도, 2004); 
(Augustine, Saint, De civitate dei: Contra Paganos Libri Viginti Duo I-XXII, tran. 
William G. Most, (Washington, D.C.: Catholic Education Press), 1949). 

68) 두 도성의 생활양식의 대조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영을 따르는 
삶과 육을 따르는 삶,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임자를 나타내며, 예루살렘과 바빌론
을 지칭하기도 했다. 이런 두 도성의 토대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 사랑, 자기애와 하느님 
사랑의 대조로 개인적 사랑(amor privatus)과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을 대조시키고 있
다(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 p.28-29).

69) David VanDrunen,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김남국 역, 『자연법과 두 나
라: 개혁파 사회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p.46.

70) Sidney Z. Ehler and John B. Morrall, Church and State Through the Centuries: A 
Collection of Historical Documents with Commentaries, (Newman, MD: Burnes & 
Oataes, 1954),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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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1295.1.23.-1303.10.11.) 때는 더욱 교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모든 것 위

에 교회가 군림하게 만들었다.71) 그 후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을 

토대로 ‘두 정부’라는 영적정부와 세속적 정부를 구분하여,72) 세상을 긍정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통해 세속적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루

터에 의해 국가가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근대 

과학의 발전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차원들이 축소되었고, 

종교는 합리적으로 윤리를 실천하는 역할로 한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는 인간의 실존적 위기와 국가적 차원의 파괴력과 공

포를 경험하게 된다. 이 경험은 근대주의 이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왔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학과 정치철학에 대한 반혁명적 사상이 대두되

면서 등장한 것이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의 정치신학이다. 본 연

구에서는 정치신학이라 불리는 슈미트가 전개한 신학이 어떤 방법으로 현실 속

에서 신학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신학에 강하게 영향

을 받은 파시즘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형식

의 정치신학이 있다. 새로운 흐름의 정치신학은 가톨릭 신학자인 요한 밥티스트 

메츠(Johann Baptist Metz, 1928-2019)와 그와 동시대의 개혁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의 정치신학, 그리고 여성신학자인 도로테 죌

레(Dorothee Sölle, 1929-2003)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슈미트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메츠와 몰트만을 중심으로 정치신학의 흐름 안에서 몰트만의 신학의 

위치를 슈미트와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71) David VanDrunen,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p.66.
72) Martin Luther,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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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권권력으로서의 슈미트의 정치신학 

  제1차 세계대전으로 공항과 혼란 상태에 빠진 독일의 상황에 대해 슈미트는 

헌법과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비

판하였다. 그는 자유주의 의회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상실과 결단 부족을 

비판하며 예외상태 일 때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의 주권권력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73) 여기서 ‘주권권력’이란 상황에 따른 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독점

자를 의미한다. 특히 그는 주권의 주체나 기원에 대한 물음을 중요하게 여겼는

데, 그것은 그의 신학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 국가론의 주요개

념을 모두 세속화된 신학개념이라고 보았다. 즉 전능한 신이 만능의 입법자가 

된 것과 같이 예외상태를 신학에서의 기적과 유사하다고 보았다.74) 즉 그의 정

치신학에서는 신학적 유비를 통해 군주의 인격적 주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

지하는 정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75) 즉 슈미트에 의하면 신이 인간으로 전환

한 것이 근대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에게 세속화76)는 신학의 역

할을 계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세속화 논의와는 다른 입장에서 

국가와 주권, 정치에서 신학적 요소를 제거할 수 없음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슈미트가 정의하는 국가는 집단들 간의 투쟁을 종식시켜 질서를 회복시

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힘 또는 주권의 힘을 통해 혼

란과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한 주권의 결단이며, 

법과 제도의 개입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신학은 모든 정치적 매개 속에 신

학이 존재하며, 그 정치적 매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은 ‘위에서 

오는 것’이어야 했다. 특히 그는 주권을 권위를 지닌 주권자의 인격을 통한 결

73) Carl Schmi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a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김
향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16-18.

74) Ibid., p.54.
75) Ibid., p.55.
76) 슈미트가 말하는 ‘세속화’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으로부터 자연적인 과학성의 체계로 옮

긴 발걸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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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서만 위기를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독재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된다.77) 위의 내용이 슈미트 정치신학의 근거이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 모든 신학은 계시에 대한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듯이, 그의 정치

신학도 그런 인식론적 신앙에 근거하여 주권자의 주권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리고 슈미트에게 법적 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은 규범을 지키는 여

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 이런 결정은 법만이 아

니라 비규범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규범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절대

화됨을 의미한다.78) 결정을 내리는 주권자는 긴급 상황인지에 대한 결정 뿐 아

니라 그것의 질서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

인 것이다. 

  슈미트가 독일 황제는 그리스도교 카테콘(katechon)79)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고 본 이유는 신의 계시에만 카테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주권자도 

이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카테콘은 그의 정치신학에 있어서 중

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슈미트에 의하면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

는 존재는 신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주권자’이다. 이 주권자는 예외상태

를 결정하는 자이기도 하며, 현실사회에서 카테콘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주권자는 지배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으로서 법을 중단 시키

77) Giorgio Agamben, Stato di eccezione, 김항 역,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p.156.

78) “예외상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 정지시키는 권한을 포함
한다. 이 상태가 되면 법은 후퇴하는 반면 국가는 계속 존립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예외상
태란 무정부 상태나 혼란 상태와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법질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학적 의미에서 하나의 질서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법규범의 유효성보다 국가의 실존이 우월
하다. 결정은 모든 규범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절대화된다. 주권자란 바로 이 정상적 상태가 
현실로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이다. 그는 이 최종적 결정
의 독점자이다.”(Carl Schmit, Politische Theologie, p.24-25).

79) 슈미트가 이해한 카테콘은 예수의 재림 전에 반그리스도교를 물리치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
는 세속적인 자유주의의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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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 나은 법을 시행시킬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슈미트는 그 정당성을 세속

화된 신학에서 찾았던 것이다.80)     

  슈미트가 비판했던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정

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이론이었다.81) 그가 주장했던 정치신학에서 주권자

는 강한 통치의 독재였으므로, 실체로서의 인민을 부정했다. 그리고 정치의 원동

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슈미트 정치신학의 신성화(Sakralisierung)는 정치에서 종

교적 신앙에 의지하여, 권력의 목적을 위해 민중들의 신앙과 사상들을 주입시키

는 역할을 했다. 그의 정치적 신성화는 개인과 집단의 열정과 환호, 열광의 에

너지를 끌어내었다. 이런 인민들의 환호성은 공적 의미를 지니는 권력에 대한 

지지로서 나타났다. 슈미트는 이런 인민의 찬양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고 단언하였다. 이런 정치적 신앙은 파시즘의 감정주의에 필요 요소이기도 하

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정치사상이 파시즘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며, 그

의 정치신학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슈미트의 정치신학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했던 피터슨(Erik Peterson, 

1890-1960)은 1935년 「정치문제로서의 유일신론주의」 논문에서 그리스도교 교

의에 대한 정신사를 묘사하였다. 그는 슈미트의 결정주의에서 형이상학적 권위

론의 양태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론에서만 근거된 것이 아니라, 유신론, 자연신

론, 자연주의, 양태가 비슷한 제도적 양식에 대한 정신사의 관점에서 이를 추적

하였다.82) 즉 피터슨은 신학적으로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83)        

80) Carl Schmit, Politische Theologie, p.84.
81) 샹탈 무페, 『민주주의의 역설』, 이행 역, (경기: 인간사랑, 2006), p.66(Mouffe, Chantal,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Verso), 2000).
82)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45-46. 
83) Peterson, Erik, Der Monotheismus als politisches Problem: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Theologie im Imperium Romanum, (Leipzig: Jakob 
Hegner), 1935,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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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메츠의 수난의 기억을 통한 정치신학  

  메츠는 슈미트의 정치신학에 의한 파시즘 옹호로 독재 권력의 패단을 경험했

던 가톨릭 신학자이며 정치신학자이다. 본 장에서는 그의 신학이 정치신학의 새

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의 

신학의 구조적인 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시대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주의가 하느님의 계시를 대체하였고,84) 고

전형이상학을 사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의 종교비판의 영향으로 하느님에 관련 된 것은 상부구조 이데올로기

(Überbau-Ideologie)로85) 취급되었다. 그는 종교를 지배자의 권력을 합리화 시켜 

하층계급에게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민중의 아편’86)이라고 말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위로자를 거부하였고, 인간에 의한 유토피아를 주장하

며 더욱 강한 종교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의 그리스도교의 메시아 사상은 

더욱 약화되어 부르주아적인 사적인(private) 종교로 변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중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인간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 너머에 있는 신의 객관적 실체를 증명할 수는 없어도 신앙

을 위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실천이성을 요청하였다. 그의 실천이성의 요청은 종

교를 도덕적 실천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87) 칸트가 형이상

학적인 신 인식을 거부하고 종교와 도덕적 실천을 주장하게 된 후, 신학에서는 

윤리신학(ethische Theologie)과 경험신학(Erfahrungs Theologie)이 등장하게 

된다. 윤리신학은 개신교에서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에 의한 문화신

학(Kultur Theologie)으로, 경험신학은 슐라이어마허(Friedrich Ernst Daniel 

84) K. Vorländer, Kants berühmtes Werk,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PhB(Philosophische Bibliothek), p.45. 

85) K. Mark, Luther als Schiedsrichter zwischen Strauss und Feuerbach 
MEW(Marx-Engels Werk), Bd.1, p.26-27.  

86) K.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MEW Bd.1, p.378. 
87)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PhB, Bd. 38,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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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iermacher, 1768-1834)88)와 불트만(Rudolf Kart Bultmann, 1884-1976)

으로 이어진다. 슐라이어마허 절대의존감정에 의한 하느님 인식과 불트만의 인

간의 경험 안에서의 하느님 인식은 비슷한 노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트만은 

하느님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하기 위한 해석학적 방법을 제시하였다.89)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실존 안에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선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였

다.90) 반면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절대 타자(ganz Andere)로서

의 하느님을 주장하면서 오직 하느님 말씀만의 신학을 전개한다.91) 

  이렇게 근대주의 이후 인간학적 신학(Anthropozentrische Theologie)이 전

개되면서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는 근대철학 안에서 토마스적 이해

에 신학적 근거를 세워,92) 존재론적 유비에 대한 스콜라적 사상을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사유로 재해석하였다.93) 그는 세계 안에서 

88)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신은 개개인의 실존 속의 ‘절대의존감정(schlechthin abhängig)’에 
의해 간접적 경험을 통해 인식되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진리를 실존과 경험을 연결시켜 이해
하고 있으며, 신앙 안에서의 경건심은 내적으로 체험된 확고한 감정 또는 자의식이라고 말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서 하느님을 우리 자신의 근거로 의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F.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M. Redecher, Berlin, 19608, p.171-184).

89) “하느님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R. 
Bultmann, Glauben und Verstehen, Bd.1, Tübingen, 19542, p.26-37,117). 

90) “신학은 하느님에 의해 규정된 인간 실존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이다.”(R. 
Bultmann, Das Problem einer theologischen Exegese des Neuen Testaments, 
Zwischen den Zeiten 3, 1925, p.353). 불트만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하느님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에 인간 실존 자체가 하느님 인식의 선이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
며 하느님에 대한 인식·앎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인식이며 앎이라고 한 것이다(R. Bultmann, 
“Die Frage der natürlichen Offenbarung”, Glauben und Verstehen, Bd.2, P.82). 

91) 바르트는 가톨릭의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를 비판하며, 오로지 하느님만의 계시, 계시
자, 계시된 자이며, 하느님의 계시는 그 자체로 하느님 말씀이라고 주장하였다(K. Bart, 
Kirchliche Dogmatik I/1, p.8). 이에 대한 가톨릭 입장은 Denzinger-Schö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 Freiburg, 197636, DS [806] 참조.     

92) Karl Rahner, Geist in Welt: Zur Metaphysik der endichen Erkenntis bei Thomas 
von Aquin, (Munich: Kösel Verlag), 1957, p.13-14. 

93) 라너는 인간의 실존은 질료(matter)에 의존해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정신이기에 초월에 의존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스콜라신학에서 인간은 질료에 대한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듯이, 
라너는 인간이 하나의 정신을 소유한 자로서 유일한 존재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라너는 존재
에 대한 물음, 그 자체의 물음, 존재와 실재들 사이의 질적 차이에 대한 형이상학을 전개한다
(Karl Rahner, Hörer des Wortes, (Munich: Kösel Verlag), 196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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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을 하느님의 자기양여에 의한 

형이상학적 인간이해에 전제를 두고 전개하고 있다.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자기 자신의 모상에 대한 반영과 성찰에 있는 것이다. 

  메츠의 신학은 라너의 초월론적 해석의 영향94)과 마르크스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으로 계몽주의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개인화된 종교를 비판하며 신학적 회

심을 통해 상실된 그리스도교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인간학적 혁명을 시도한

다. 그의 신학에서 중심이 되는 주체, 세속화, 미래, 기억, 이야기, 연대성에 대

한 개념을 살펴본 후 비판적 신학으로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적 구조

를 알아보고자 한다. 

  메츠에게 있어서 인간은 세계 안에 있는 실재이며, ‘주체’로서의 인간 자신을 

통해 세계와 만난다고 했다. 메츠에 의하면 인간을 해방하는 자유로서의 초월은 

인간의 주체성이 해방을 추구할 때 더 분명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방하는 

초월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미래의 약속이며,95) 하느님과 세계의 매개

체인 인간에 대한 이런 이해가 메츠 신학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의 신학에서 ‘그리스도교의 세속화’는 계몽주의와 근대주의의 영향으로 일

어난 세계의 세속화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고가르텐(Friedrich 

94) 라너의 토마스적 유비의 존재와 스콜라적 전통 교리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영향으로 초월론
적 신학이 형성되는데, 메츠는 라너의 초월론적 형이상학(존재에 대한 물음, 질문 자체, 존재
와 실존하는 실재들 사이의 질적 차이)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메츠는 토마스의 인간 중
심의 형식에서 선험(a priori)적 지평을 수용하였고 형식적 인간 중심(formal anthropocentric)을 
수용하였다. 즉 그는 인간과 자신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간학적이고 존재론적 이해를 
가져온 것이다. 라너는 인간과 세계의 만남을 타자성 안에 반영된 자기 자신을 관찰함으로서 
이해하는 반면 메츠는 세계 안의 의미 있는 실재로서 자신과 함께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둔 세
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메츠에게 초월은 인간 자유를 해방하는 자유로서 인간의 주
체성을 해방함을 의미하는 해방의 초월이다. 이는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미래에 대한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Karl Rahner, Geist in Welt: Zur Metaphysik der endlichen 
Erkenntis bei Thomas von Aquin, (Munich: Kösel Verlag, 1957), p.13-14; Karl 
Rahner, Hörer des Wortes, (Munich: Kösel Verlag, 1963), p.53; Metz, Heidegger und 
das Prablem der Metaphysik, Scholastik XXV III, 1951, p.21-22).  .    

95) Johann Baptist Metz, Frühe Schriften, Entwürfe und Begriffe: Band 2, “Christliche 
Anthropozentrick: Über die Denkform des Thomas von Aquin”,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GmbH), 2015, 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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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rten, 1887-1967)의 세속화(Verweltlichung)의 개념 역시도 교회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해석이다. 그에 의하면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육화를 통한 세속화를 이루었으므로,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세속화의 통로

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하였다.96) 뢰비트(Karl  Löwith, 1897-1973)는 

그의 역사철학에서 신학적 로고스가 육화 된 것은 신의 인간화로서 신과 세계

가 인간 안에서 매개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97) 메츠에게 있어서

도 세속화(Verweltlichung)는 세계에 대한 현대적 개념으로서 실재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에게 세속화는 하느님께서 창조하고 축복한 세계를 인간이 

신적인 세계(vestigia dei)가 아니라 인간화된 세계(vestigia hominis)로 만든다

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교화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표현하였다.98)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는 그의 신학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이며 장(場)이 

된다. 특히 그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자유와 육체성(Körperlichkeit),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at)에 근거하여 인간의 주체와 자유와 창조성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인간학으로 발전시키게 된다.99) 인간은 몸과 마음과 정신의 혼합

체로서 개별자가 아닌 ‘세계 내 존재’로서 다양한 개별자와 사회·정치적 환경 안

에서 상호협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메츠의 신학에서 ‘미래(Zufunkt)’의 개념은 계속적인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미래의 개념에서 현재의 ‘있는 사실(das Immerschon)’

에 중점을 두었고, 불트만은 미래를 현재의 결단으로서 언급하였다.100) 메츠는 

96) “세속화는 이미 기독교의 본질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 세속화는 필요하고 합당한 그리
스도교 신앙의 결과들이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바르게 이해된 세계의 세계성이
며 세계를 향한 인간의 역사적인 책임이다.”(F. Gogarten, Der Mensch zwichen Gott und 
Welt, (Stuttgart: Friedrich Vorweg Verlag), 1967, p.119-120). 

97) Karl Löwith, Weltgeschichte und Heilsgeschehen, Metzler, 1983, p.82,
98) Johann Baptist Metz, Mit dem Gesicht zur Welt: Bd. 1., “Zur Theologie der 

Welt(1968)”,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GmbH), 2015, p.63, 79, 134.
99) Johann Baptist Metz, Kirchliche Lernprozesse: Band 6/1, “Kirche für die 

Unglaubigen?”,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GmbH), 2016, p.145-164.
100) Johann Baptist Metz, Mit dem Gesicht zur Welt: Bd 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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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서 계시의 언어를 미래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verheissungswort)’으로 해석

하였다. 이러한 계시언어는 현재의 고난이나 억압 및 착취에 대한 부정과 비인

간성 등에 대한 해방의 선언이기도 하다.101) 이에 대해 몰트만은 유일신으로 정

당화되는 독재체제 및 수직적인 교계제도를 비판하고 종말론적인 미래지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의 사상 중에서 몰트만

은 전적으로 철저한 새로움(Novum)을 하느님에 대한 가설적 설정으로 남겨진 

빈 영역에 대한 새로움의 개방된 장소102)라고 이해하였다. 즉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희망적·종말론적인 계속적 창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메츠에게서도 블로흐의 새로움(Das Novum)적 요소를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몰트만과의 신학적 공유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메

츠에게서는 블로흐와 근본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지만 주체의 본질과 역사적인 

불일치는 있다. 메츠는 감추어진 인간에서부터 희망과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

라, 하느님의 자유로운 미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미래가 하느님

의 종말론적인 유보(provisio) 아래 있기 때문이다.103) 메츠에게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해방하는 미래는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수난에 대한 기억’에 의해

서 가능하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인식을 가져다주며,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준다는 말을 인용하여 메츠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예수의 수난, 죽음, 부활에 대한 기억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원이며, 그 기억을 통해 교회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이다.104) 

  메츠는 서구 유럽사회의 중간계층에 의해 사유화되어가는 부르주아 신학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실천적인 신학을 통해 비판적 신학으로 되돌아 올 

101) Ibid., p.80-91.
102) J.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Muenchen: Chr. Kaiser, 1964), p.319.
103) E. Bloch und Georg Lukacs im Gesprach mit Iring Fetscher, J. B. Metz und J. 

Moltmann, News Forum XIV, 1967, p.841.
104) Johann Baptist Metz, Kirchliche Lernprozesse: Bd 1/6,, p.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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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정치신학은 1960년대 이후 세속화된 신학, 죽음의 신

학에 이어서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의 경험 속에서 상실된 인간 주체를 회복하

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런 수난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그 고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천하게 되는 비판적 신학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렇게 그의 신학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긴장 속에서 주체적

인 실천이 요청되는 신학인 것이다. 이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이

야기와 기억의 구조 속에서 연대성이라는 실천으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

스도 모방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4.4. 몰트만의 십자가 중심 정치신학 

 정치적 유일신론에 대한 피터슨의 비판과 메츠의 특권 계급에 의해 사유화되

는 신학에 대한 정치권력의 비판,105) 페일의 비판적인 개념사적 분석 등 슈미트

와는 다른 방향의 정치신학의 전개의 방향을 볼 수 있다. 

  슈미트에 의한 지배자들의 정당화를 위한 신학에 저항하여 정치적·경제적 이

데올로기와 지배의 폭력에서 벗어나 희생자들의 해방과 폭력적 지배자들에 대

한 비판이 중심이 되는 신학을 몰트만은 새로운 정치신학이라고 조심스럽게 말

한다. 이런 신학이 되기 위해서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정치

신학에서 식별의 기준이 되어야 정치적·경제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정치우상

화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몰트만의 정치신학의 근본 목적은 

본래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즉 폭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해방되기를 희망했다. 예수 시대의 

정치신학은 지배자들의 자기 정당화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수는 본시오 빌라도에 의한 로마제국의 폭력 아래서 사회적 소외 

105) Johann Baptist Metz, Mit dem Gesicht zur Welt: Bd 1,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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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나 약자들을 위해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와 대결하였다. 이렇듯이 정치신학

은 지배 권력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들과 힘이 없어 말을 못하는 자들의 목소리

가 되기를 시도하고 있다.106) 이것을 근거로 몰트만은 여러 정치신학의 공통점

을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

라고 하였던 예수의 메시지처럼 인간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곳에서 인권을 실

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07)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의 희생자들에게 이

끌어주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도록 요청한다.108) 

  정치적 십자가 신학은 몰트만의 정치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탈신화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기준이자 교회가 사적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109) 리차드 버캠

(Richard Bauckham, 1946-)에 의하면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 안에는 직접적

인 정치신학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메츠의 영향으로 정치신학으로 발전시켰다

고 말하고 있다.110) 몰트만의 정치신학은 『희망의 신학』에 의한 논리적 결과로

서 보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정치적 실천으로 연결시킬 때 그것이 해석학적 

구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교 희망에 대한 이해가 혁명적인 

정치적 실천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희망의 신학과 정치신학의 

핵심인 십자가의 변증법적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계시를 하느님의 약속

106) 정치신학에서 대변하는 목소리는 각 범주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주의 신학에
서는 노동자들을 위해, 평화주의 신학에서는 유럽의 핵전쟁 희생자들과 고도의 무기에 의한 
제3세계 희생자들을 위해, 인권신학에서는 동유럽 독재 권력에 의해 인간 존엄성을 짓밟히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신학에서는 이용당하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생태신학에
서는 인간에게 착취당하는 자연세계가 그 대상의 목소리가 된다. 이렇듯이 정치신학은 희생자
들의 해방과 지배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 행해진다(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men Wel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Ltd), 1997, p.60-61).

107) 라가츠(Leonhard Ragaz, 1868-1945)와 쿠터(Hermann Kutter, 1863-1931), 불룸하르트
(Christoph Blumhardt, 1842-1919)와 하이만(Eduard Heimann, 1889-1957)의 기독교적-
종교적 사회주의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108)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men Welt, p.60-61.
109)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64.
110)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New York: T&T Clark, 

1995), 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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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종말론적 이해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즉 

처참하게 버림당한 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다.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 의한 정치신학의 종말론적 가치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교 희망에 의한 정치적 결과는 실제 악을 겉으로 드

러내 보임으로써 그리스도교인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부터 정당화하고 있는 교회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든다. 셋째, 그리스도교의 희망

으로 종말론적 약속을 기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불러일

으켜 실천을 요청하게 만든다. 넷째, 몰트만에 의하면 신학자는 하느님에 의한 

변화를 기대하며 그것을 실천하는데 관심을111) 두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

신학은 실천이 신학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12)  

111)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84.
112) Ibid., 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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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몰트만 신학에서의 인권 개념 형성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 개념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먼저 몰

트만 신학의 형성 배경과 그의 인권 개념 형성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인간이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인권개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정치신학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인권신학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이해를 알

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인권 개념에 수용되어 있는 자연법적 근거도 살펴

보려고 한다.   

1. 몰트만 신학의 형성 배경
  몰트만 신학에서 희망, 종말론, 약속, 미래, 부활, 십자가, 화해라는 상징은  

희망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의 신학은 그 당시 다른 신학과는 달리 특히 종

말론이 바탕이 되는 신학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화해의 변증법

(Dialektik der Versöhnung)은 그의 신학 전체의 토대이며 기둥이 되고 있다. 

그의 신학은 주로 현대사회의 정체성 위기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신학적으

로 직면하면서 올라오는 긴장과 고민들에서 시작된 신학이다. 몰트만은 현대사

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종말론적 키워드를 찾아내었다.113)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정체성을 통해 부정적이

고 폭력적인 인류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종말론적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몰트만의 화해의 변증법이다.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화해의 변증법의 기능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본다면 희망의 

113) Jon Rohls, Protestantische Theologie der Neuzeit Ⅱ, (Tübingen: Mohrsiebeck, 
1997), p.4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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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의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변증법이다. 여기서 십자가는 그

리스도교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낮은 처참함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부활은 현대인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쉽게 해석 해 본다면 현대 인간들의 적대적인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미래로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몰트만이 말하는 신앙은 부활 안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의 미래이다.114)

  몰트만의 신학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준 철학자들 중에서는 희망의 철학의 에

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와 절대정신과 변증법의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이 있다. 신학에서는 변증법신학과 계약

신학의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와 개혁주의 종말론의 오토 베버

(Otto Weber, 1902–1966), 네덜란드 사도직 신학자인 아놀드 반 눌러(Arnold 

van Ruler, 1908-1970)와 요하네스 호켄다익(Johannes Hoekendijk, 1912-1975)

의 사명종말론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몰트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한스 요아킴 이반트(Hans Joachim Iwand, 1899-1960)의 신학일 것이다. 그렇

기에 본 연구에서는 몰트만 신학의 형성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신학의 

두 가지 흐름을 화해의 변증법과 새로운 종말론적 신학인 희망의 신학으로 나

누어 보고, 그것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화해의 변증법

  몰트만 신학에서 중심적 주제라 할 수 있는 화해의 변증법이 형성되기 위해  

영향을 받았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바

114) 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hiladelphla: Fortress 
Press, 197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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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의 변증법적 신학과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 헤겔의 영의 변증법의 화해를 

살펴보고, 이 학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반트 신

학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Dialektische Theologie)115)은 인간과 신의 무한대

의 차이 때문에 그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위기나 부정, 심판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인간의 위기나 절망, 좌절, 무력, 실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르트는 신학의 기초명제를 변증법적으로 보

고 있다. 이런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변증법적 

희망의 토대를 놓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몰트만의 화해의 변증법은 이런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과 성경의 무신론을 

주장했던 블로흐 철학에서의 ‘희망’이라는 상징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의 저서 『희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와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

(Atheismus im Christentum)』116)에서 나타나고 있는 블로흐의 희망은 몰트만

의 희망과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둘 다 그리스도교의 

주요정신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로서의 희망을 언급하였다. 즉 

두 가지 모두 묵시사상적 종말론과 메시아니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희망

의 선취를 나타낸다. 다만 블로흐의 희망은 현실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면, 몰트만의 희망은 종말론적 희망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고 있

다. 또한 블로흐는 메시아니즘적 사상을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을 통해 무신론

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로 전환시킨다. 반면 몰트만은 구약에서의 하느님의 약

속과 성취라는 메시아사상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상에서의 하느님 약속

의 성취에 대한 관점에서 희망의 선취를 보여주었다. 특히 블로흐의 변증법적 

115) Jon Rohls, Protestantische Theologie der Neuzeit Ⅱ, (Tübingen: Mohrsiebeck), 
1997, p.430-442.

116) Ernst Bloch, Atheismus im Christentum: zur Religion des Exodus und des Reichs, 
(Franfkurt am Main: Sunkramp),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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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은 몰트만의 변증법적 화해를 주장하기 위한 희망의 신학의 개념적 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117)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는 그리스

도교 교의와 실천방법 숙고에 도움을 주었고, 희망의 철학은 종말론적이고 묵시

론적인 성경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는데 용이했다. 왜냐하면 블로흐의 철학은 마

르크스주의 유물론과 메시아의 예언 및 성경의 신비적 요소들을 모아 마르크스

주의 휴머니즘과 인류학적 실천으로서의 희망의 원리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유토피아 사상은 형이상학적인 합리적인 유물론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종말론

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희망은 인간존재의 의미화, 현재의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된다. 즉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분석을 통해 성경적 의미를 부여

하고 역사에서 정신을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블로흐는 부

정의 변증법을 통해 미래를 개방하고 있는 반면, 몰트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변

증법을 통해 희망이라는 종말론적 개방성을 말하고 있다. 블로흐의 『희망의 원

리』는 변증법적 과정의 역사가 정체성의 고향을 향해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의 

철학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기원에 새로운 해결의 철학적 개념을 제공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분리는 인간과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헤겔의 영의 변증법적 화해의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헤겔의 성 금요일 

주장118)과 신에 대한 질문은 신의 부재, 신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야기시켰다. 

그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억압과 비인간화로 인한 소외경험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계몽운동과 낭만주의 사이에서 찾았다. 그것은 성 금요

일에 예수가 경험했던 메마름으로서의 신의 부재 경험을 ‘의미상실’이라는 현대

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근본적인 본성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을 사회로 통합

되지 못하는 삶의 고통으로 보았다. 그 삶의 고통은 모든 존재의 무(無)의 심연 

117)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2-3.
118) Rohrmoser, Günter., Subjektivität und Verdinglichung: Theologie und Gesellschaft 

im Denken des Jungen Hegel, (Gütersloher: Mohn,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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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침체되는 ‘의미 없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사회 

속에서 연관관계를 추정할 때 역사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는 하느님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초월과 내재성, 시간과 영원에 대한 질문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 진리의 문제로서 역사적으로 경험된 사실에 근거한  

의미의 문제가 된 것이다. 역사 안에서의 초월에 대한 질문은 곧 역사의 개방성

에 대한 질문이며,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헤겔은 역사에

서 초월을 단지 근대 실존의 모순에서만 야기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하느님 

죽음의 무한한 고통(의미 없음)을 겪으면서 화해를 기다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

다고 하였다.119) 이것이 헤겔의 화해의 변증법(a dialectic of reconciliation)

이다. 모든 존재를 삼켜버리는 내적고통으로서의 무(無)의 심연에 대한 경험을 

한 헤겔은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고통과 자기 비움의 사랑의 변증법인 정신의 

실제 변증법(The Real dialektik of the Spirit)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헤

겔이 초월하고 내재하시는 하느님을 증명하고 인식하려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120) 

  몰트만이 그리스도교 신학을 하느님의 죽음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

은 헤겔의 신 부재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서 근대적 경험에 대한 해석과 이반트 

신학의 영향이다. 그러나 몰트만은 헤겔의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발전

한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헤겔의 절대정신의 변증법

적 운동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역사성을 상실하였고, 

119) 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35-40 참조.; Eine Studie 
zu Hegels Dialektik, Munich: Chr. Kaiser, 1965.; Theologie und Gesellschaft in 
Denken des jungen Hagels, Gütersloher: Mohn, 1961.; Ivand’s work “Glauben und 
Wissen” (Faith and Knowledge), the same title as an important piece by the young 
Hegel, constantly calls on Hegel’s criticism of German Idealism and its various 
forms of “feflection philosophy of subjectivity” in order to criticize the 
overwhelming presence of Idealism in modern theology. Nachgelassene Werke, I. 
p.17-26 and passim.

120) 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37 참조;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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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단지 절대정신의 한 내적요소로만 축소시켜 버렸

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의 실재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영원한 주체의 변증법적 

출현으로서 한정시켜버린 것이다. 

 

 1.2. 새로운 종말론적 신학: 희망의 신학 기원 

  새로운 종말론적 신학이란 전통적 관점의 종말론이 아니라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의 종말론의 형성배경121)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몰트만 신학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는 종말론에 영향을 미친 신학자들

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오토 베버의 통찰은 희망의 신학의 기본적인 특징이 된

다.122)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칼빈주의의 개혁사상에서 역사를 하느님 사업의 

장으로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의 이데올로기 논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다. 

칼빈주의의 개혁과 화해의 정신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참여와 

폭정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윤리이다. 이 윤리는 삶의 모든 차원에서 예

수에 대한 순종과 하느님 나라 도래에 대한 구원을 의미한다. 화해의 정신은 신

앙의 삶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부르심을 통한 해방과 개인 성화를 이룬다. 

여기서 베버가 말하는 희망은 세계에서 폐쇄된 존재를 극복하여 그리스도를 통

한 미래에 신앙을 개방시켜 신앙과 희망의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의미한다.123)  

  몰트만은 베버의 이런 영향을 받아 희망을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백성에 대

121) Jüe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ie, (Gütersloher Verlagshaus: Kaiser, 1999), p.85-165.

122) 오토 베버의 개혁주의 종말론 경향은 네덜란드 사도직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몰트만 신학의 
포용력의 근거가 되었다. 베버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HeidelbergerKatechismus)에서 
‘항구적인 개혁’이라는 사회윤리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123) 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23.; Otto Weber, 
Grundlagen der Dogmatik,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2, Ⅱ, esp. 
p.567-575, 718-7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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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약속을 성취하는 하느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124) 베버의 개혁

주의 종말론은 헤겔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이 만나 그리스도교 신학 전체

를 종말론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몰트만은 언급하고 있다.        

  베버의 개혁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사도직 신학(Dutch Apostolate 

Theology)은 모든 신학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희망의 신학의 종말론적 

상징들도 생성하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사명에 의한 네덜란드 사도직 신학자 중

에서 몰트만에게 영향을 주었던 학자는 아놀드 반 눌러와 호켄다익이 있다. 눌

러의 신학을 통해 몰트만은 바르트 신학이 종말론을 헤겔처럼 등한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몰트만은 눌러의 사도직 신학과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

의 형태화125)에 대한 신학에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 또한 눌러는 일원론적인 그

리스도교의 자기중심적인 교회를 역사적 화해를 통해 탁월하게 삼위일체론 중

심으로 변화시킴으로서 하느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주장하였다. 호켄다익이 신학

에서 주장한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사명종말론(eschatology of mission)은 교회

의 기능과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종말론적 기능으로서의 그리스도론이기 때문에 몰트만의 희망

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된다. 초대교회 복음에서 제자직은 하

느님의 나라와 세계의 상관관계 안에서 사명으로서 사도직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명으로서의 사도직은 첫째, 사람의 아들의 수난과 부활, 높이 들어 올려짐은 

메시아적 성취의 기적이며 끝까지 모든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 둘째, 성령의 약

속과 선물은 교회를 밖으로 움직여준다. 셋째,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124) 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20-22.
125) 눌러의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형태화’신학이란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 출판되었을 

때 그는 “한 배 위에 놓인 두 개의 손”과 같다는 행복한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 한 것이나 “나
는 한 송이 장미꽃의 냄새를 맡으며, 나는 하느님 나라의 냄새를 맡는다.” 같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나 현상을 나타낸 신학적 표현들을 의미하는 방법론이다(Arnold Albert van Ruler, 
Gestaltwerdung Christi in der Welt: Über das Verhältnis von Kiche und Kultur, 
Neukirchun, 1956.; Theologie van het Apostolaat, Nijkerk,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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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한 임무이다. 이렇듯이 호켄다익은 교회가 사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이 사명이라고 한 것이다. 이미 여기에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기본적인 구조인 약속(proimssio)-임무(commissio)-사명(missio)의 모습이 

보인다.126) 몰트만의 교회론은 호켄다익의 사명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사도직 관점에서 찾았기 때문에 교

회의 임무를 케리그마(Kerygma), 코이노이아(Koinonia), 디아코니아(Diaconia)

의 3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직 사명에 참여한 교회는 그리스도

의 행위(actus christi)이며, 세계에서 사도의 사명을 제자들의 행위로서 구체화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몰트만은 그 중에서 성만찬을 강조함으로써 사

도직 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호켄다익이 교회를 사도직의 기능으로서 주장하

였다면, 몰트만은 바르트의 신학을 근거로 종교적 경험이나 신앙을 현상학적 서

술로서만 한계 지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

명이나 종말론적 교리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몰트만 신학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반트의 신학에 대해 알아보자. 이반

트 신학은 1920년대 루터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반히틀러 교회 투쟁에 

참여하였고, 바르트 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의 신학의 출발점은 바르트 신학

과 유사하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모순을 강조하면서 시작된다. 그의 신학이 

하느님에 대한 변증법적 지식을 강조하면서 시작했던 이유는 복음에서 하느님

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만나는 곳은 무신론과 창조적 죽음의 힘 안

에서였기 때문이다. 이반트의 신학은 특별한 것에서 보편적인 역사로의 변화, 말씀

의 종말론에서 역사 신학에서의 종말론적인 직접성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반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

126) “하느님 나라-제자직-온 세상의 맥락에서 교회를 위해 많은 방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진
실이다. 종말론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세계에서 하느님과의 교재에 관해 말하는 것을 희망
할 때, 교회는 강하게 강조하지 않고 지나감을 언급할 수 있다.”(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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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적인 사고를 주장하였기에 자연신학을 부정한 바르트의 주장과는 대립

된다. 그는 자연을 배제한 실재세계는 있을 수 없으며, 신학은 교회의 사명을 

세계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반트의 주장에 근거하여 

몰트만은 신학이 세계 역사 안에서 어떻게 실천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

론적 토대를 수용하게 된다. 반면 이반트 신학은 인간의 회심을 강조한 나머지 

하느님의 종말론적 계시에 의한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다고 몰트만

은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반트 신학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형성에 가장 근원이 된

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반트 신학의 통찰을 통해서 몰트만은 헤겔, 바르

트, 블로흐 사상의 변증법적 화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27)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이반트 신학이 공헌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의 죽음에 대한 근대적 경험의 맥락에서 해석한 헤겔리즘의 수용이다. 이반트 

신학이 헤겔리즘을 수용함으로서 근대적 경험 해석에 대한 헤겔 사상에 대한 

다리를 놓게 된 것이다. 둘째, 칸트학파에 대한 비판과 낭만주의적 전통과 헤겔

의 사회철학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질문에 직면할 수 있었다. 그 결

과 신학의 자기 정체성보다 사회철학과 사회윤리 문제에 깊이 관계하게 되었다. 

셋째, 하느님 현존에 대한 전통적 증명을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반트는 현

실에 대립하면서 약속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졌다.128) 몰트만은 이반트 

신학의 영향으로 ‘신학은 종말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129) 

  몰트만은 이반트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학의 변증법적인 역사

적 사고로 화해를 실천하는 것이 신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은 역사에 대한 성찰과 비평적 대화의 과정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실현

127) H. J. Iwant., Nachgelassene Werke1-6, München 1962ff,; 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30-41. 

128) H. J. Iwant., Die Gegenwart des Kommenden, Siegen, 1955, p.36. 
129) M. Douglas Meeks., Origins of the Theology of Hope,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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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회 밖에서도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세계 모든 곳에서 교회의 사명

에 대한 계속적인 변증법적 질문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리스도교 실천의 종말

론적 구조인 윤리로서 그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몰트만의 인간 이해 – 인권 개념 형성의 기초

2.1. 인간이해 역사와 몰트만의 인간 이해 

  인간은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이다. 이 질문은 삶에서 드러

나는 고통이나 행복과 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깨달음이나 성찰을 통해 나타

난다. 스토아 철학자 메난더(Menander, BC 342-BC 291)는 인간 존재를 스스로 

참여한 실험과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두려워한다고 하였

다. 프랑소아 모리악(François Mauriac, 1885-1970)은 우리 얼굴의 마지막 가

면을 벗는 죽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130) 이렇게 인간의 삶에 

대한 대답들은 명확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은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삶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몰트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인간 존재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 대답을 내놓을 수 없으며 비교대상을 통해서만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에 대한 비교를 통한 인식

을 그의 저서 『인간(Mensch)』에서 3가지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과 동물의 비교이다. 인간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 인간은 생물학적

130) Jürgen Moltmann, Mensch: Christliche Anthropologie in den Konflikten der 
Gegenwart, (Kreuz Verlag: Stuttgart), 1971. p.13-14; Jürgen Moltmann, Man: 
Christian Anthropology in the Conflicts of the Present, Tran John Sturd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p.13-14.; 위르겐 몰트만, 『인간: 현대의 갈등 속의 
기독교 인간학』, 전경연, 김고광 번역, (서울: 종로서적), 1973, p.11-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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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완전한 생물이면서 문화를 창조하는 생물로서 정의되고 있다. 니체는 인

간이란 약속과 의식적인 행동에 의해 자신을 확정하기 때문에 인간을 아직 확

정되지 않은 동물이라고 간주하였다.131)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를 비교한 현대 

인간학의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1803)는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에서 인간은 생물

학적 결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운명이 작용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래서 동물은 

허리를 굽힌 노예이며, 인간을 최초의 자유인으로서 표현하였다.132) 그리고 막

스 쉘러(Max Scheler, 1874-1928)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의 힘으로 세계에서 

자신을 향상시키는 본질이라고 하였다.133)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비교의 

차이는 인간의 자기인식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134) 

  둘째 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비교이다. 문화인류학에서 인종

주의(racism)는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후, 식민지를 확장시키던 시기에 인

간을 백인과 유색인으로 구분하여 차별하고 억압하였던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

의 결과 인종의 다름 때문에 인간을 정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Adam)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창 

1,27)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동동하게 존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135) 고

대의 소피스트들도 ‘같은 것은 본래부터 유사하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인간의 

공통된 본성에 의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136) 스토아철학에서 이

성은 인간의 공통된 본성으로서 인간성(Menschilchkeit, humanitas)이란 개념을 

부각시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137) 이런 

131) 뤼디거 자프란스키, 『니체』, 오윤희, 육혜원 역, 꿈결, 2017.
132) Herder, Johann Gottfried, 『인류의 역사(History of Mankind)』, 1780;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 『언어의 기원에 대하여』, 조경식 옮김, (경기도: 한길사), 2003.
133) M. Acheler,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München, 1947, p.41. 
134) Jürgen Moltmann, Mensch, p.15-16.
135) 위르겐 몰트만, 『정치신학』, 전경연 역, (서울: 종로서적, 1974), p.97.
136) Ernst Bloch, Naturrecht und Menschliche Würde, (Frankfurt: Suhrkamp Verlag, 

1972),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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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아철학의 인간이해는 강력한 민주주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키케

로(Marcus Tulius Cicero, BC106-BC43)는 인간다운 인간(homo humanus)

을 로마인(homo romanus)으로 정의하면서 로마인의 교양 있고 윤리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것은 로마인과 비로마인 사이에서 인간성과 비인간성적인 차별을 

부각시킨 것이다.138) 이러한 차별과 구분은 현대에서도 전쟁이나 국가, 여러 가

지 정치적·경제적 이데올로기의 경쟁적 구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여 증

오로 몰아넣는데 자주 사용되는 공격적인 편 가르기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 종교학적 차원에서의 인간과 신성(神性)의 비교이다. 종교적 경험은 성

경에서도 인간의 고통에 도전하거나 절망할 때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경험된다. 인간은 종교적 경험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

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인간의 이런 초월적

인 부분을 인간 자신을 무한히 능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슐라이어마

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인간의 종교적인 특징을 무한에 대

한 절대의존감정이라고 했다. 또한 바르트는 종교적 경험을 마치 신이 하나로 

쥔 주먹처럼 삶의 한 가운데로 돌입하는 위기의 경험이라고 했다. 그래서 몰트

만은 인간과 신성의 비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인간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심연으로서의 종교적 경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인간학을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139) 왜냐하면 몰트만

이 이해한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인간의 자기인식과 소명체험의140) 결합으로 보

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기 인식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

137) Ernst Bloch, Naturrecht und Menschliche Würde, p.26-27.
138) Jürgen Moltmann, Mensch. p.20-23.
139) Ibid., p.25-30.
140) 몰트만이 말하는 ‘소명체험’은 가톨릭에서 ‘회심체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소명에 따르는 인간의 사도직을 강조했던 네덜란드 사도직신학의 영향으로 예수를 
따르는 실천이 요청되는 종교적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Jürgen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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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있겠다.”(마태 28,20)는 말씀처럼 개방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경험된 인식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인 소명체험은 삶의 안전성에서 벗어

나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위험 속으로 투신하도록 요청된다. 소명체험에 

의해 경험한 하느님을 통해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 의식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소명체험을 

통해 겪은 하느님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신약성서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나자렛 예수’를 의미한다. 즉 

인간은 나자렛 예수를 통한 신앙 안에서 하느님 인식과 인간의 자기 인식이 동

시에 이루어진다. 교부들과 칼빈(Jean Calvin, 1509-1564)이 예수의 십자가 죽

음에서 하느님과 우리 자신을 거울(Spiegel)처럼 보게 된다고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비참함도 같이 발견되기 때문이

다.141) 예수에게 오던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였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그들과의 연대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면서 사람의 아들(der Menschensohn)

이라 불렀다. 사람의 아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죄인들 속에서 자신을 보

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그들을 인간(Menschen)이라고 부르기 위해 

자신을 비인간(Unmenschen)화 시켰으며, 그들을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통하여 인간적인 하느님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를 통해 가장 작은이들이 하느님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

이다. 즉 예수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행위를 통해 하느님께

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142)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 신앙(Ecce Homo와 Ecce Deus의 결합)

은 전적으로 버림받은 현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보게 해준다

(Ecce Homo). 십자가 죽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

141) Jürgen Moltmann, Mensch, p.33.
142) Ibid., 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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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재판한 자들에게까지 무한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Ecce Deus). 그렇기에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고 그의 상처 속에서 그들의 상처를, 그의 버림받음 속에서 그들의 버림

받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연대성 안에서 하느님의 인

간성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앗아갔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

도교의 보편주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십자가 신앙에 있다. 십자가 위에

서 죽으신 하느님은 인간을 비인간성 안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이신다. 루터는 하

느님께서 참다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고 하였다. 그래

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이는 민족, 인종, 계급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사

회의 가장 낮은 곳의 불행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격리시키는 차이나 

차별을 폐기시켰다. 그러므로 몰트만이 이해한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십자가 위

에서 죽음을 당한 이의 인간학으로서 철저히 신학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타인을 수용하기 위한 변증법적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143) 이렇게 하

느님은 인간을 십자가라는 비인간성에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평

등하고 존귀하게 포용하신다는 것이다. 다만 몰트만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생물

학적, 문화인류적 비교를 통해 좀 더 개방적 연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2. 인간 존엄성의 근거

  그리스도교에서 인간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의 근거는 하느님 모상

론에 의한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하고 있다. 하느님 모상론에 근거한 그리스

도교의 인권에 대한 토대를 알아보고, 몰트만이 그의 신학 안에서 주장하는 인

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느님 모상론에 근거한 그리스도교들의 인권에 대한 주장들은 각 교회의 교

143) Jürgen Moltmann, Mensch, 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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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라 다름을 볼 수 있다. 루터교회의 신학자인 랜도르프(Trutz Rendtorff, 

1931-2016)는 의화(Rechtfertigung)와 인권의 관계를 연구하여 하느님의 은총

에 의한 인간의 의화는 인간의 권리로서 보고 있다. 그 기본정신은 자유에 근거

한다. 인권의 근본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존엄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인권과 

인간 존엄성은 국가 권력에 의해 양도되거나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랜도르프는 인권을 초월적 개념으로 다루면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정치에 도덕적 정당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144) 이렇듯이 인

간 존엄성에 대한 보호가 정치적 행위의 대한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

의 존엄과 자유가 정치적 체계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한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145) 여기서 랜도르프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도덕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연법적 인권논증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개혁교회 신학자인 몰트만은 그의 정

치신학의 중심주제로서의 인권146)을 성경에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을 지으

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보편적 역사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계약신학을 중심으로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였다. 랜도르프와 몰트만은 자연법과 그리스도교 사상

의 인권과의 유사점에 대한 주장을 넘어서 인간 존엄성과 권리는 인간 이성이

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하느님 모상론과 인본주의적 자연법에 따라 인권해

석을 시도하여 공동선을 향한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스 큉(Hans Küng, 

144) Trutz Rendtorff, “Menschenrechte und Rechtfertigung. Dine theologische 
Konspektive”, D. Henke(hg.)., Der Wifklichkeitsanspruch von Theologie und Religion. 
Die sozialethische Herausforderung, (Tübingen, 1976), p.165. 

145) T. Rendtorff, “Menschenrechte und Rechtfertigung, Dine theologische 
Konspektive”, p.165. 

146) J. Moltmann, Was ist heute Theologie?: zwei Beitraege zu ihrer 
Vergegenwaertigung, (Freiburg: Herder), 1988,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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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은 인권이 인간의 존엄한 삶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모든 종교인들이 

실천해나가야 할 세계윤리(Weltethos)의 이상으로서 주장했다.147) 콘라트 힐페

르트(Konrad Hilpert, 1947-)는 인권이란 복음의 공공적 원리와 일치하는 인간

의 자연적 권리라고 하였다.148) 

  몰트만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몰트만은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상론(Imago Dei)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149)를 찾았다.150)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평등하게 모

두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교는 인간 존재 자

체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복음적 실천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 몰트

만은 개혁교회 신앙에 따라 인권을 창조주 하느님이 자신의 모상대로 빚으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계약사건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창조주 하

느님의 절대적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서만 그 의미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

다.151) 몰트만이 표현하고 있는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온전한 

미래이면서 해방의 자유로운 모습으로서의 하느님 모상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란152) 하느님의 모상의 의미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몰트만이 인간존엄성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과 하느

147) Küng, Hans, Projekt Weltethos, München: Zürich 1990, p.89.; Kueng, Hans,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 (New York: Crossroad Pub.), 1991.

148) Konrad Hilpert, Menschenrechte und Theologie: Forschungsbeiträge zur ethischen 
Dimension der Menschenrechte, Herder Verlag. 2001.; 김형민, 『하느님의 권리와 인간
의 권리: 현대인권신학의 동향과 전망』, (성남시: 북코리아), 2011, p.347-295.  

149)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281.
150) David Cairins, The Image of God in Man, (London: SCM Press, 1953); Anthony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 MI: William. B. Eerdmans, 1994); 
Roger Ruston, Human Rights and the Image of God, (London: SCM Press), 2004; 
John Witte Jr and Frank S. Alexander,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151)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28. 
152)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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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계약사건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 구약성서

에서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느님과의 계약과 친

교 속에 하느님 백성의 권리와 의무 등이 내포되어 있다. 성서에서 하느님의 계

약사건은 인간의 자유권, 공동체의 권리, 주권과 미래를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 권리의 불가분리적 요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있어서 결코 양도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

성에 속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관계는 구약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계시사건으로 드러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정치적 억압과 가혹한 노동 및 민족차별로 인한 

핍박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해방의 하느님을 경험하였다. 그곳이 바

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이 하느님의 절대적 권리로서 드러난 사

건이기도하다. 즉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전인적 인간에 대한 해

방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몰트만은 1976년 개혁교회 세계

연맹 위탁을 받아 인권신학 선언을 초안했을 때, 그 선언서에서 하느님과 인간

의 계약에 근거한 인간의 침해될 수 없는 존엄성을 신학적으로 주장하였다.153)   

셋째, 몰트만은 나자렛 사람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인간 존엄성을 근거 짓고 

있다.154)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부활사건과 결합되었을 때 변증법적 화해가 실

현되기 때문이다.155) 신약성서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출현과 희생, 부활을 통한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투영한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악은 

반드시 악을 낳는다는 악순환(Teufelskreis)이 파괴되었고, 하느님 자녀들의 자

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오심, 희생과 부활은 비가시적 하느님의 

가시적인 모상이므로 인간은 누구나 그와의 친교 속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

153) J. M. Lochmann; Jürgen Moltmann (hg.), Gottes Recht und Menschenrechte, 
(Neukirchen-Vluyn, 1977), p.61.; 「인권신학 선언 초안」(1976, 개혁교회세계연맹)

154)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 64-68. 
155) Ibid., p.13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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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갈 3,28).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의 바닥에서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 죽

음, 폭력, 가난, 소외, 억압 등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통해 부활하여 새 창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가장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비천한 이들과의 

일치를 통해 구원하시는 십자가 신앙을 전제할 때만 인권은 하느님의 권리와 

상응하는 유비적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3. 인간 존엄성 실천 통로 - 인권

  몰트만의 정치신학에서 인권 개념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의 신학에서 

인권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현실적 실천을 위한 통로로서 위치해 있기 때문이

다. 몰트만의 1980년대 이전의 초기 저서들에서 인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

해는 하느님 모상론과 계약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156) 그의 초기 저서들에서

는 정치질서와 창조질서를 연관시키지 않았고, 역사의 변화는 종말론적 목적을 

향한 새 창조로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창조적 희망으로 하느님

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은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

는 것이다.157) 이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류의 과제로서 

모든 형태의 사회와 정부보다 앞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권 개념을 통해서 몰트만의 신학은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들을 설정하고 실

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158)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십자가에 달리신 하

느님』의159) 논리적 구조의 결과인 그의 정치신학은 혁명적 희망과 사랑의 연대

156)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7-174.; Jürgen 
Moltmann, Mensch, p.156-160.

157)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94.
158)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Tran. M. 

Douglas Mee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p.12.
15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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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라는 현실적 사건 안에서 인권을 통하여 실천의 구체성을 확보한 것이

다. 종말론적 희망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 속에서 드러나며, 희생자들과의 

연대는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노력 속

에서 이루어진다. 즉 인권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인권신학은 그 개념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

성에 토대를 두고 인권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인권개념은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인권의 일부분만을 강조하고 다른 종류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인간 

존엄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각 시대나 국가,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강조점이 다름을 인식해야만 한다. 일찍이 서구 유럽사회에서

는 시민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참여를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었고, 

동유럽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또한 제3세계 국

가들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자치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상대

적인 다양성 속에서 몰트만의 인권의 이해는 인간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연계

되어 있으며 인권의 다차원적인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160) 그렇기 때문에 인

권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수행 작업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종말론적으로 실현되도록 계속 나

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경험 세계 안에서 희망의 

원리를 역사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다가가게 해 주었다. 이 작

업은 그의 인권신학을 전개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그

리고 블로흐의 종말론적 사회철학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 즉, 『희망의 

christlicher Theologi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2. 
160)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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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느님』, 『정치신학·정치윤리』의 저서가 나오는 시

기에는 몰트만의 인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정치적·경제적 불법이나 불평등에 

대한 해방의 의미로서의 정치적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몰트만은 80년대 이후 

삼위일체론과 성령론에 관한 저서를 저술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친교, 주권, 미래

에 대한 권리로서 인간과 피조물 그리고 하느님의 권리가 서로 불가분리적인 관계

임을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은 결코 양도될 수 없다고 하였다.161) 

  몰트만에 의하면 현대세계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불안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대부분의 경우 적을 만들어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와 편 가르기를 통해 극과 극으로 분리

하여 단절시키는 상황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몰

트만은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변

증법으로 종말론적 희망을 선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교의 신앙과 자연법적 인권과의 접점을 찾지 않고, 하느님 해방의 역사를 이 둘 

사이에서 실천적으로 중재하였다. 즉 하느님의 종말론적 역사에 기초한 해방의 

실천을 인권신학의 신학적 근거로 가정하면서, 결국 인권신학을 해방과 희망의 신

학으로 해석한 것이다.162) 그렇기에 몰트만은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cal 

Movement)을 처음부터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정치적 운동이라고 인식하였

다.163) 현대세계에서는 교회의 정치적·사회적 지침이 보편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는 인권을 실현하

는 교회를 ‘다른 이를 위한 교회’ 또는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부르며, 에큐메

161)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28. 
162) Jürgen Moltmann, “Wer vertritt die Zukunft des Menschen?”, (Fragen zur 

theologischen Basis der Menschenrechte”, EK(5)1972, p.401. 
163)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으며 보호받고 모든 종족과 

민족이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동등성이 제 민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재산이 될 것을 전제한다.”(세계교회협의회 제4차 총회 제4회합 결의 제
17항; 위르겐 몰트만, 『정치신학』, 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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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컬 운동의 전개를 말했다. 또한 1970년 9월 아놀즈하인 회의 결의에서 반인

종차별 운동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로 한 것은 인권신학에 근거하여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한 실천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몰트만이 수용한 천부적 인권사상 - 자연법적 근거
  서구 희랍철학에서 고대 자연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인 노모스(νόμος)나 규

칙(θέδις)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사회에 자리매김한 법으로써 ‘사물의 다

양성 가운데 동일불변하고 변화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것’164)을 의미한다. 이런 

자연법사상에서 자연사물(die Sache der Natur)과 일치하는 인간의 이성적 본

성이 문제가 된다.165)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적인 과정의 역사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참된 인간존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의 과정에서의 투쟁으로만 성취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통 자연법

사상과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마르크스와 

사회주의적 인권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수용된 인권사상의 자연법적 기

원을 거부하였다.166) 그들은 역사 안에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천부적 인권설의 근거가 되는 하느

님 모상론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거부한 그리스도교에 수용된 

인권 개념의 자연법적 근거를 역사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칼뱅의 

계약사상에서 자연법은 그의 후대에게 수용되어 정치적 변화를 촉진시켰으며, 

밀턴(John Milton, 1608-1674)은 하느님 모상론에 근거하여 인간은 자신의 본

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주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의 발언에 대한 자유를 소유하

164) Jürgen Moltmann, “Marxismus und Menschenrechte”, p.36.
165) K. H. Ilting, Naturrecht und Sittlichkeit, p. 36. 
166) H. Klenner, Marxismus und Menschenrechte, (Berlin: Studien zur Rechtsphilosophie),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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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주의자인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1552-1634)는 1628년 천부적 인권에 근거하여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의 

기초를 놓았다. 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자연법 원리의 보편성

을 강조하면서 국제법의 시초를 세웠으며, 홉스(Thomas Hpbbes, 1588-1679)

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국가를 요청하였다. 알투지우스

(Johannes Althusius, 1563-1638)는 천부적 인권 사상을 전개하면서 역사적으

로 사회 조직체들로부터의 개인의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개인의 천부권, 즉 모든 각 개인이 

자연 상태 속에서 평등하게 어느 무엇에도 종속됨 없이 주어진 권리로서 국민

의 주권과 신분상의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오티스(J. Humphrey Otis, 

1850-1918)는 천부적 인권설에 근거하여 미국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법적 제한을 자연법에서 취하였다.167) 

  블로흐의 자연법(jus naturae) 사상은 미래지향적이며 해방적이다. 그의 자연

법적 사고는 권리를 쟁취하는 유토피아를 나타낸다. 블로흐는 헤겔의 역사철학

의 영향을 받아 변증법적으로 중재되는 이성과 현실의 일치성을 지적하였다. 헤

겔에게 현실성은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 경향성(Tendenz)과 지향성

(Intention)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이성의 조화를 의미하는 미래에는 본질과 실

존의 통일이 현실성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168) 블로흐는 도래하는 현실성

과 변증법적 이성의 일치 가운데 자연법과 역사가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역사적 유비(Historische Analogie)를 주장했다.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존재의 

유비를 블로흐는 마르크스적 사상 안에서 자연법적인 사고의 가능성으로서 역사

167) Ernst Bloch, Naturrecht und Menschliche Würde, (Frankfurt: Suhrkamp Verlag), 
1972, p.53-81.

168) Jürgen Moltmann, “Es meint den ≪Einklang≫ der Vernunft mit der Tendenz im 
Gegebenen auf Wirklichkeit hin, in der zukuenftig die Einheit des Wesens und der 
Wxistenz liegen kann.”,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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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향현실성(Tendenzwirklichkeit)을 받아들인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찾

아가는 과정을 선취의 경향성(Tendenz des Vorgriffes)으로 해석한 것이다. 몰

트만은 블로흐의 자연법 사상의 중심축을 아직 선취하지 못한 인간 존엄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은 블로흐의 자연법사상의 지향

성이 결국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과 국가가 사멸하고 인류는 

계급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국가소멸론을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몰트만은 근본적인 자연법으로서의 천부적 인권을 받아들였고, 역사를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존엄성을 선취해나가는 투쟁이라는 블로

흐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몰트만은 그리스도교 블로흐의 범신론적 역사

철학과 인간중심적인 인간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마르크스적인 자연법을 비판

하였다. 왜냐하면 블로흐의 역사철학의 기초인 역사적 비유는 초월성 개념이 결

여 되어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향성에 의한 범신론적 우주가 내재되어 있었다. 

블로흐의 범신론적이고 역사철학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인간관을 몰트만은 신학적

으로 비판한 것이다.169)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하

였으나, 오히려 어떠한 국가 형태보다도 스탈린 정권의 사회주의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철저히 짓밟았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은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중심주의의 폐단을 경계한 것이다.  

4. 인권의 실천을 위한 몰트만의 정치신학

4.1. 십자가 신학 - 정치신학의 토대

  몰트만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이의 인간학이라고 

표현했듯이 십자가 신학에서 그리스도교 보편주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신앙이 국가나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으로 단절된 관계 

169) 김형민,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적 인간론”, 「한국개혁신학」, 6(1999), p.2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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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실현시킬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170) 현대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파괴적이고 폭력이 난무한 문제들과 양극

화 및 분리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몰트만은 그리스도교 인간학인 십자가 

신앙을 통한 화해의 변증법이야말로 종말론적 희망의 선취로서의 인권을 실현하

는 것이라고 말한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희망은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변증법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향해 계속 변

화되는 세상을 의미한다.171) 그의 희망은 신비적이고 묵시적인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종말론적 희망이다. 그

렇기 때문에 희망의 식별 기준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변증

법이다. 이데올로기와 물질주의의 세속화에 젖어버린 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은 세상의 종말론적 변화를 기대할 때만 가능한 적극적 시도를 불러 일으킬 것

이라고 몰트만은 말한다.  

  구약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의 억압된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해

방이 나타났으며, 신약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억눌리고 소외되고 착취당하

는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왔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성서에서와 같이 해방을 

실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 내부에서의 비판적 시각을 가

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던 마르크스의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172) 했다. 몰트만 

역시 신학자는 단순히 세상과 역사와 인간본성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

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에 의한 변화의 혁명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변

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고173) 하였다. 신학의 기준은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174) 

170)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99-117.
171) Jürgen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p.331-341.
172) Jürgen Moltmann, Theology Today: Two Contributions Towards Making Theology 

Present(English and German Edition), (Trinity Pr Intl), 1989, p.93.
173) Jürgen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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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정치신학적 입장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몰트만의 정치신학의 실질적인 문제는 종말론적 희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정치적 목적과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의 십

자가의 정치신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버림당한 세상 속에서 부활의 희망을 전달하는 것

이었다. 블로흐의 희망의 철학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으로 몰트만은 혁명이란 

어휘를 자주 사용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체험이나 회심을 통해 근본

적인 변화를 일으켜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 역동은 하느님께서 세상과 사랑 안에서 인간과 연대하시는 사건이 되

므로 그리스도교의 실천으로서의 사랑의 연대라고 할 수 있겠다.

  몰트만의 정치적 실천은 십자가 신학을 통한 희생자들과 연대하는 방법으로

서 현실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사회의 희생자들의 경험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희망의 약속의 기원을 찾는다. 즉 부자들의 이데올로기의 

혼동 속에 희석되지 않고 억눌리고 무시당하는 희생자들과의 현실적인 연대에

서 출발함을 의미한다.175) 둘째, 십자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정치권력과176) 철

저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 내부에서의 

비판적 식별 기준으로서 이데올로기 정치적 우상숭배들을177) 폭로하고 비판한

다.178) 넷째, 그리스도교는 불의한 억압과 착취에 대한 해방의 투쟁을 위한 공

동체이기도 하지만, 투쟁 속에서 잊혀져버린 희생자들과의 연대도 고려하면서 

사회 안에서 통합적인 기능을 실현하여야 한다.179) 그러나 몰트만의 1980년대 

174) Jürgen Moltmann, Theology Today, p.92-94. 
175)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87.
176) Ibid., p.111.
177) Jürgen Moltmann, The experiment hope, tran.,M. Douglas Meeks., (London: SCM 

Press), 197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 121-146.
178)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2.;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90.
17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308-315; Jürgen Moltmann, O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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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저서에서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영향으로 더욱 정치·경제적 해방에 집

중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180)

 

4.2. 몰트만이 이해한 그리스도교 인권신학의 형성과정

  루터와 불트만은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 안에 모든 인간을 위한 해명할 수 있

는 무엇인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간적이고 역사적

인 공동체와 법과는 달리 이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개념은 그리

스도교 신앙의 전제가 없어도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권개념과 사상을 신학

적으로 더 깊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사회 안에서 생

활하면서 부딪치는 가치혼란이나 신앙과의 갈등 속에서 더 유용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의 도구가 되는 폐단에서 벗어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중립적 기준을 세우는 마지노선을 교회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181)   

  인간의 인격적 생활에 대한 가치는 법과 정치에 대한 제도들에서 그 형태를 

나타낸다. 인간이 경험한 해방과 생활에서의 자유는 자유에 대한 법과 제도 안

에 드러나 있다. 그리스도교화 과정에서의 갈등은 교회적으로 겪는 특수한 삶과 

정치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의 삶 사이의 갈등과 모순 속에서 발생

한다.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인간성과 더 철저한 해방을 위한 

Dignity, p.110;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Ein Beitrag zur 
messianischen Ekklesiologie, (München: Chr. Kaiser), 1975, p.98, 186-214; Jürgen 
Moltman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1969), p.38-41.

180) Jürgen Moltmann, The Experiment Hope,  tran, M. Douglas Meeks, (Philadelphia: 
Fortress), 1975. p.10; Jürgen Moltman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1969), 
p.143-145.

181)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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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 사회와 국가의 그리스도교화 과정에 관련되어 인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인권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수용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몰트만은 인권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 안에서 규정된 규제 등으로 표

현된 유토피아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사회에서 그 법규들

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본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문에 국민 전체가 지키도록 종교적 의무를 부가할 수도 없다. 그리고 국가와 국

가 간의 대립이나 무력 및 대치적 상황 속에서도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인

권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질문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국제통합기구인 UN을 통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 국가 헌법의 공통된 기초로서 이해

되고 있다. 각 국가의 시민권은 이것을 토대로 인간의 기본권을 이끌어내어 정

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선언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공통된 이상으로서 이

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외교정책의 이기주의를 멈추고 공통된 세계 

내 정책의 등장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분규가 발생할 시 이상적인 인간사회

의 가치와 자국민 우선권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인권의 약점은 불의와 압제를 

거슬러 강제적으로 관철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권은 악으로 포장하기

가 매우 쉬워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권의 실천은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인간성 보존이며, 자유의 실제적 수행은 노예화된 자의 해방이다. 

그렇기에 인권선언의 실천적 기능은 혁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

성은 자신을 미화시키고 선으로 가장하며 신격화에 빠지는 함정에 약하다. 특히 

기존 사회체계나 정치권력 속에서 이미 소외된 인간이나 계급은 억압된 형태로 

착취나 지속적인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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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인권선언이 이상주의적 의미만이 아니라 혁명적 

의미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점이 보충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인권선언의 사회

적 의무 안에서 인권에 대한 해석 및 실천의 변화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권리로부터 이 권리가 남에게 박탈당한 자의 해방의 의

무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몰트만이 바라본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인권은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이 발전되

어 갔다. 구약에서  야훼는 해방의 역사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물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인식되었다. 신약에서는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

의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시작하여 그것을 향한 새 창

조와 종말론에 이른다. 인권신학으로 가는 과정은 십자가 신학을 통한 해방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으로 시작하여 자유의 보편적 의미를 인권에 대한 새로운 

미래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몰트만은 성서에서 

해방의 신학에서 구체적인 출발점을 취함으로써만 인간 자유에 관한 일반적 이

론과 선언을 오용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위한 신학적 과

정을 구분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해방의 신학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역에서 고통 받고 있던 역사적 현실에서 시작되었듯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의 화해의 변증법으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성령에 의해 세계 모든 피

조물로 관계가 확장된다. 몰트만의 신학에서 관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에 대한 책임까지도 포함된 인권과 의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게 된다. 본 연

구는 다음 장에서부터 이런 몰트만 신학에서의 인권 이해를 십자가 신학과 삼

위일체와 삼위일체적 성령론과 창조론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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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 나타난 기본적 인권과 의무

  ‘인권’이 발전된 상황은 다양하고 모순투성이의 긴장된 과정들 속에서 고통스

런 경험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들은 객관적으로 단순하

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인권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들은 모든 판

단에 앞서서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직면하여 성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리스도교의 정체성

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제2장에서는 이런 현대사회 안에서 인권을 위한 신학적 과제를 몰트

만의 저서 『정치신학·정치윤리(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에서 인

권에 대한 신학적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몰트만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거는 

앞의 제2장 2.2.에서 이미 하느님 모상론과 개혁교회의 계약신학에 의한 인권 

이해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개혁교회의 계약신학 관점에서의 인권은 몰트만의 

1980년 이전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기의 그의 신학은 블로흐의 『희망

의 원리』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에서

는 후기 마르크스의 사회철학에 대한 연구가 몰트만의 초기 인권에 대한 개념

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희망의 신학』은 인권의 신학적 해석을 위

한 중요한 동기가 된 저서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그의 신학은 억압·불평등·불

법·정치적 해석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하심에 근거

한 종말론적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몰트만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로서 주장한 인권’을182) 그

의 십자가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 정체성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그의 십자가 신학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세우기 위한 토대가 그리스도

182)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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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은 모든 식별에 있어서 기준이 되며, 각종 

우상숭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인권 논쟁의 다양한 해석

과 분석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 국가 중심의 주관으로 치우쳐 오히려 인권탄

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인권에 대

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십자가 신학인 그의 저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인권에 관한 몰트만의 신학적 이해의 구조

적 분석을 위한 장이다. 그래서 그의 저서 『정치신학·정치윤리』에서 하느님 모

상에 의한 4가지 차원의 인간의 기본권과 의무를 제시한 것을 그의 신학의 맥

락에서 이해를 위한 분석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즉 하느님 모상에 의한 

관계 속의 인간, 더불어 사는 인간, 땅의 지배와 자연계와의 친교에 대한 인간

의 권리, 미래와 후예의 책임에 대한 인간의 권리로 구분된 것을 십자가 신학과 

삼위일체론과 창조·성령론에 근거하여 그의 인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여 시도하려고 한다. 본 연구 제 3장에서는 하느님 모상으로 지

음 받은 인간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한 위격체로서 하느님 앞에 책임을 

갖고 서 있는 존재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 제4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

에서 하느님 모상에 상응한 삶을 사는 사회적 기본권과 의무, 제5장에서는 경제

적 기본권과 생태학적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미래지향적 기본권과 의무에 대해

서 연구하려고 한다. 세 번째 경제적·생태학적 기본권에서는 생존권, 기본적 욕

구 충족권, 노동권, 보호권, 환경권 등이 포함된다. 미래지향적 기본권에서는 미

래를 위한 현 세대의 창조성과 차세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183)  

183)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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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체성과 인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184) 하는 이유는 그리스

도의 십자가는 희망과 용기의 중심점이며, 사회와 교회 안에서 모든 미래의 차

원을 열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 근거한 

비판적 신학으로서 사도 바오로에게서 시작하여 루터, 친첸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 마틴 켈러(Martin Käller, 1835-1912), 

몰트만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희망의 문제로서 연구되었다.185)  

1.1. 신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초한 인권의 위기 극복

  몰트만은 현대사회의 여러 범주의 문제들을 관계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와 참

여의 딜레마(involvement dilemma)를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근본주의, 교리

주의, 종교의 보수주의, 성서의 비신화화에 의해 신학과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

가 단절되면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 및 정치적 문제에 대

해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것을 몰트만은 그리스도교적 관계성의 위기로 분석하

고 있는 것이다. 즉 폐쇄적인 신학과 교회의 사회와의 관계 회피는 그가 말하고 

있는 ‘현재의 십자가(das Kreuz der Gegenwart)’를186)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현재의 십자가란 교회가 속한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 

속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이나 폭력과 무력으로 억압된 상황들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학적 입장에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에서 떨

어져 폐쇄적으로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84)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9.; Jürgen Moltmann, 『정치신학』, 
p.38-52(k).;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55-64.;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11-112.

18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9-10.
186)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15-117.;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64-69, 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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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몰트만이 지적한 현대사회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체성 위기를 의미한다.  

  몰트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앙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을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신으로 인한 타락도 이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

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체성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신앙을 상실한 결과이다. 즉 아무런 자기비

판 없이 사상들을 받아들이다보니 자신이 분리되어 결국 자아(ego)를 잃어버리

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신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비판적 의

식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의 자기 성찰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인식의 기준이 될 때 가능하다.187) 이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정

체성을 확립했을 때,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유대성이나 복음화 현상은 사회 안에

서의 인간 소외에 대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

립하면서 생성되는 개인의 내적 회심이나 소명체험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반 상황과 관계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신앙과 기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치적 변화의 차원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

도의 인격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부정적인 고통에 대한 투신을 통해 예

수의 뒤따름으로 나타난다. 이 뒤따름은 미래에서의 하느님과의 인간의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다.188)

  특히 사회적 제반 관계를 인간화시키기 위한 인권 실현의 복음화 운동은 관

계성과 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된 곳,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위해 참여가 필요한 

곳, 개개인의 영혼을 위한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 요청된다. 이런 복음화 운동은 

빈민가의 사회적 여건들을 개선하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부터 

187)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62-63.;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11-112.

188)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27.;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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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굴욕 당하고 억압받는 사

람들이 그들의 내적인 무감정의 상태를 탈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신

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생명을 

되찾고, 모든 예속된 관계의 구조가 영적으로 극복될 수 있어야 한다.189) 사회

에서 이익으로 엮여있는 복잡한 예속된 관계구조를 영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는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통한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의 실현이 인권 실현

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정체성 안에 있는 신

앙의 생명력을 통해 계속적인 혁명의 의지를 실천할 때 인권은 더 개방된 지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의 생명력을 되찾고 영적인 관계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의 원천은 무엇일까란 질문을 하게 된다. 루터의 영광의 신

학 관점에서 신적 본성을 이해할 때는190) 십자가의 자리가 점점 없어져 육화와 

십자가를 역설적인 방법으로 밖에 언급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관점에서는 고통

당할 수 없는 하느님 밖에는 말할 수 없다.191)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

느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 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참된 의

미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어떻게 그리스

도의 수난을 하느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192)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나자렛 예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춘 영광의 신

학(Theologia Gloriae)을 강조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하느

18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7.
190)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München: Chr. 

Kaiser), 1980, p.22.
191)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2;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51-52.
192)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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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Der Gekreuzigte 

Gott)』을 저술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인간학이 십자가 위에서 죽

임당한 이의 인간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십자가 신학을 희망의 신학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병행하여 강조하고 있음을193)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중심은 약속과 희망 가운데 있는 하느님 미래의 

선취(Antizipationen)194)이다. 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의 중심은 그리스도 

수난의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미래가 이 세계의 수난의 역사로 육화(Inkarnation)

되었다는 것이다.195) 몰트만의 희망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

수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종말론적 해석에 초점이 맞춰진 변증법적 화해의 시

각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를 통한 하느님 나라 선취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희망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몰트만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이데올

로기나 국가들 간의 이익 다툼으로 단절된 관계 속에서 식별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식별의 기준은 현대인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

음이 오히려 현대 세계의 악으로 편중된 실체와 어둠을 드러내는 원리로서 작

용함이다. 이 원리를 따름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악에 맞서 대응하고 투쟁하여 자

유로워 질 수 있는 식별의 기준을 갖게 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십자가 신학 안에서 찾았다. 그에게 이 정체성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써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실현시킬 

인권의 실천을 위한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96) 

  몰트만이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되는 그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은 무

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교 정체성에 

193)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63-64.
194) Jürgen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p.100-101.
19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0-231.
196) 위르겐 몰트만, 『정치신학』, p.93-94.;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Politische Ethik,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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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0년을 이어져

온 그리스도교 신앙의 생명력(vitality)은 교회 내에서 개혁을 통해서 이어져 왔

다. 개혁은 소멸되지 않는 희망의 경험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의 실현은 항상 참여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197) 특히 비참

과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인식하는 십자가 신학의 가치는 일반적인 세속

적 가치와 지향이 다르므로, 사회 안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갈등

과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

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이 그리스도교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참여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소외(Selbstentäußerung)란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까지도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 겔렌(Arnold Gehlen, 1904-1976)은 요한복음 12장 25

절198)에서와 같이 소외로부터의 자유의 탄생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블룸하르트

(Johann Christoph Blumhardt, 1805-1880)는 보존의 정신을 위한 끊임없는 

간구를 강조하였다. 자기 소외는 비참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고 간직되어 있는 정체성을 신뢰

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콜로 3,3).199)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기의 참된 정체성인 육화와 케노시스를 십자가에서 실현하였다. 우리

가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현대의 모든 사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교적 정체성을 실천한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징표(Zeichen der Zeit)200)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눈으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197)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8-19.
198)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

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요한 12,25).”
199) “사실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콜로 3,3)
200)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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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해방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몰트만이 십자가 신학을 더 철저히 연구하

고 명확히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교 희망을 부정적인 

고통(Schmerz des Negativen)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다. 그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201) 여기서 부정적인 고통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

음처럼 하느님과의 철저한 단절과 버림받은 사건을 의미한다. 이것은 메츠나 블

로흐와도 같은 의견이다.202) 몰트만은 구원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느님 개념에 

의한 변화로서 인간 구원과 해방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오늘날 십자가 신

학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시켜  

인간 해방을 실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십자가를 진지

하게 받아들일수록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신학 전체의 규범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메츠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위험한 기억을 더욱 강하게 회상

하여 비판적 신학의 기능으로 교회가 스스로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203) 

그리스도인들이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십자가를 극복하여 해방과 

자유로 나아가기를 몰트만은 희망한 것이다.   

  몰트만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몰트만의 저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외쳤던 죽음의 

부르짖음 표현인 “제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시

편 22,2)”204)에서 예수의 버림받은 상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알아보려고 한

다. 예수의 버림받음 상태는 오직 예수와 성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

201)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15-158.
202)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2.
203) Johann Baptist Metz, Die Theologie der Befreiung: Hoffrung order Gefahr für die 

Kirche? Düsseidorf, 1986.
204)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44-146.; Jürgen Moltmann, 『정치신학』, 

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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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다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다. 즉 그 주장은 예수가 받았던 부정적인 

고통을 하느님과 하느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이 죽음을 하느님의 버림받은 상태에서 일어난 예수의 죽음으로 받

아들인다면, 십자가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게 된다. 그리

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의 부활은 하느님과 하느님을 가장 깊은 친교

로 일치시킨다. 즉 하느님의 버림을 받은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하느님

을 파악하는 것은 그 당시 하느님 개념에 있어서 혁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고통당하시는 하느님은 그 자체가 이미 전통적인 전지전능한 하느님 

상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하느님께 대항할 

수 없다(Nemo contra Deum nisi Deus ipse)는 의미에서 고통당하는 예수 안

에서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의 부정적인 고통의 죽음 안에서 하

느님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205) 이는 곧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의 사건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자를 성부로부터 분리시키는 십자가 위의 

버림받은 상태는 하느님 자신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써, 하느님 안에서의 반란

(Aufruhr)이며, 하느님에 대항하는 하느님(Gott gegen Gott)으로 볼 수 있다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느님 사이의 이 적대관계(Feindschaft)

는 은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예수의 죽음을 성부에 

의한 죽음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교 신학이 

예수의 십자가 부르짖음에 직면할 때, 이 시대의 깊은 고난에서 나오는 하느님

의 자유를 향한 비참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206) 

  이렇듯이 몰트만은 예수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 안

에서의 사건으로서 하느님 자신에게 대항하는 하느님의 사건으로 보았다.207) 이 

주장과 유사한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1960년대부터 예수의 죽음을 통한 우

205) Jürgen Moltmann, 『정치신학』, p.52-54.
206)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44-146. 
207) Ibid.,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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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죽음이 하느님 자신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의 죽음으

로 이해하였다.208) 라너는 예수의 죽음을 단지 그의 구원의 과정에 대한 결과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더 완전할 것을 요구하며, 예수의 죽음이 하

느님에게 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 하느님을 진술하려는 것

이다. 즉 예수의 죽음은 하느님의 자기 진술이라고209)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

의 십자가 죽음은 그 시대 정치범의 전통적인 죽음이 아니었으며, 유대교의 신

성모독에 의한 죽음도 아니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처참한 죽음은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전제에서만이 해석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그렇기

에 십자가 사건은 이미 세상의 가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사건인 것이다.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의 죽음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몰트만과 

라너 외에도 발타사르(Hans Urs von Balthasar, 1905-1988)는 자신의 저서 

『파스카의 신비(Mysterium Paschale)』에서 ‘하느님의 죽음’210)이라는 양식을 

구원과 계시 및 신학의 원천으로서 받아들여 하느님 인식과 구원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로 소급시켜 십자가 아래에서의 교회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신론 

역시 삼위일체적인 십자가 신학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

(Theologia Crucis)과 헤겔과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 

208) Kral Rahner, Schriften zur Theologie Ⅳ, 1964, p.146.
209) 즉 하느님의 죽음의 신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용상 그리스도론의 예수의 죽음에 의한 구

원 작용(Erlösung)은 정확하게 분석되어져야 한다. 만일 육신이 된 로고스가 인간적인 현실에
서 죽었다고 말한다면, 이 죽음은 하느님과 상관없는 죽음이 된다. 본래의 그리스도교 진리의 
반쪽만을 말하는 것이다. 변화될 수 없는 하느님은 자신 안에 죽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세계 안에서 타자 안의 존재와 존재됨은 하느님의 죽음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영원한 계약
의 역사 법칙이 되어야 가능하다. 즉 하느님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느님을 소유한다
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의 상황을(마태 27,46; 마르 15,34) 겪으면서 가능한 것
이다. 즉 하느님은 사랑으로서 자신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실체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하느님의 자기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Kral Rahner, 
Sacramentum Mundi Ⅱ, 1968, p. 951). 

210) Hans Urs. von Balthasar, Mysterium Paschale, in: Mysterium Salutis, Grundriss 
heilsgeschtlicher Dogmatik Ⅲ, 2, 1969, 133-326, 특히 1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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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1855), 19세기에 바르트는 라너 보다 신학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헌신, 고

통과 죽음을 하느님 자신 안에 있는 신비로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의 죽음 안에

서 하느님 자신의 충만한 삼위일체를 보았던 것이다.211) 이후 뮐렌(Heribert 

Mühlen, 1927-2006)이 『미래의 그리스도론의 지평으로서의 하느님의 가변성』에 

관한 작품 중에서,212) 한스 큉은 『하느님의 인간되심: 미래의 그리스도론의 서

론으로서의 헤겔의 신학적 사고에 대한 입문』이라는 헤겔의 연구서에서 하느님

의 고난설과 불멸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213) 그리고 융엘(Eberhard 

Jüngel, 1934-)의 죽음의 신학, 가이어(Paul D. Guyer, 1948-) 등이 같은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214)

1.3. 타자수용을 위한 변증법적 인식 – 인권 실천  

  그렇다면 십자가 죽음을 현실에서 인식하기 위한 현실적 십자가의 인식방법

은 무엇이 있겠는가? 우선 현재의 십자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인식

이 우선되므로 그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간이 신을 인식하기 위한 전통적인 신학적 인식론은 동일성이 기본원리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의하여 인식된다.’

는215) 원리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선한 것은 선한 것

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라는 정의의 원리로 도출되기도 한다. 이런 인식론

적 동일성의 기본 명제가 엄격하게 이해될 경우 다른 것, 낯선 것은 이해될 수 

211)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86.
212) H. Mühlen, Die Veränderlichkeit Gottes als Horizont einer zukünftigen 

Christologie. auf dem Wege zu einer Kreuzestheologie in Auseinandersetzung mit 
der altkirchlichen Christologie, 1969.

213) Hans Küng, Menschwerdung Gottes, 1970, 위에 언급된 부설은 이 책의 622ff와 637ff
에 있음.

214)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86-189.
215) Aristoteles, Metaphysik, (Berlin: Akademie Verlag), 2003, 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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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이미 인식 된 것에 대한 재인식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기본 명제에서 비슷한 것을 상응하는 것으로 확대시켜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

에 의하여 인식된다(Par a pari cognoscitur)’는 명제를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에 의하여 인식된다(similis a simile cognoscitur)’는 명제로 만들었다. 이렇

게 동일성이 엄격하게 이해될 경우 인식은 폐쇄된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

문에 유사성을 통해 인식의 범주를 확장시킨 것이다.216)

  동일성의 원리를 하느님 인식에 적용할 경우 몰트만은 인식하려는 인간의 신

격화(Vergötterung)나 하느님의 인간화(Vermenschlichung)가 일어난다고 말

하였다. 신적인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가지고만 인식할 수 있

다는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 하느님은 오직 하느님을 통하여 인식된다. 그러므로 

하느님 인식과 인간의 자기 인식은 서로 속해 있으며, 인간은 자기를 하느님 안

에서, 하느님을 인간 안에서 인식하게 된다.217) 괴테는 ‘하느님은 오직 하느님

을 통하여 인식 된다’는 신학적 동일성의 원리를 ‘하느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하느님을 반대하지 못한다(Nemo contra Deum nisi Deus ipse)’고218) 변형시

켰다.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는 만유재신론(Panentheismus)

을 통하여 하느님을 우주 곳곳에 현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주 안에 어떤 모순

된 것이 있다면 이 모순도 하느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 바깥에는 하

느님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혹독한 ‘저항하는 하느

님(contra Deum)’ 안에서도 인간은 하느님 자신(Deus ipes)을 인식하게 된다.219)  

  한 편, 몰트만에 의하면 하느님 인식에서 동일성의 기본 원리는 하느님 개념

216) Jüe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40. 
217) Ibid., p.141-142.
218) E. Spranger, Nemo contra Deum nisi Deus ipse(1949), Philosophie und 

Psychologie der Religion, (Tübingen, 1974), p.31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95.

219) E. Spranger, Nemo contra Deum nisi Deus ipse, 1949, p.31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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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간화(Vemenschlichung)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신적인 것에 대한 인간

의 표상들과 개념들은 인간의 생산물에 불과하며, 신적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인식하

여 만든 그들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220) 

  몰트만은 신을 인식하기 위한 동일성의 원리가 아니라 유비적 인식을 주장한

다.221) 그리스도교 신학은 유비의 원리로 하느님에 대한 인식론을 전개하였다.  

즉 신은 신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계시하는 하느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 인식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서 변증법적 인

식이 있다.222) 변증법적 인식에 대한 주장을 했던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히포

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BC 370)는 반대되는 것은 반대되는 것에 의하

여 치료된다(contraria contreriis curantur)고 하였다. 쉘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1854)은 모든 본질은 오직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

타나며, 사랑은 오직 마음에서, 통일성은 다툼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

고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변증법적 인식이란 하느님은 오직 그와 반대되는 것인 

무신성과 하느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 속에서 하느님으로 계시되며, 하느님의 은총

은 오직 죄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

도 변증법적 원리로서 하느님의 신성은 십자가의 역설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이

다. 십자가 신학은 모순에서 시작하며, 하느님 인식에 있어서 변증법을 사용한

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공동체가 가진 원칙(Das Geselligkeitsprinzip des 

Gekreuzigten)은 나와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나와 다른 

이질적인 것에 대한 창조적인 사랑(agape)을 의미하는데, 헤겔이 말했듯이 타자

를 의롭다고 인정할 때 그 정신이 드러난다. 이런 이질적인 것에 직면할 때 사

220)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12-113.;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43-148.

221)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40.
222) Ibid., p.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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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게토를 이용하여 자신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과 자신을 타자 속에서 사랑으로 개방할 때 변증법적 인식223)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우리는 현실적 십자가를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낮

은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신 분 안에서 계시된 것은 자신을 높이는 신성화에 저항하고, 교만에서 

나와 경멸받고 모욕 받는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시켰다. 십자가 신학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자신을 신격화 하려는 본성적 욕구에 대항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모순, 죽음과 저항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

느님은 인간의 고통스런 현실 한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살리고, 비판적인 저항을 

통해 해방시키며,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통 속에서 인식된다. 

그러므로 하느님 인식은 유비가 아니라 반대로 모순, 고통, 고난을 통해 인식되

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느님으로 인해 고통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인식은 인간의 자기 업적이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파괴

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 하느님 인식은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고통스

런 직면에 의해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서 이루어진다.224)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유일신론적인 하느님 증명

(Schleiermacher)으로225) 대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오

223) 변증법적 인식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몰트
만은 타자를 자신과 다른 존재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데, 타자는 나와 다른 사람, 생물과 동물
인 자연, 그리고 완전한 타자인 하느님까지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men Welt, p.102-212).  

224) Pascal, Pensées, E. Wasmurd의 독일어 판, 1946, Nr. 526과 527: “우리의 비참함에 대
한 지식 없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오만을 산출한다. 하느님에 관한 지식 없는 우리의 비참
함에 대한 지식은 절망을 산출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그 중간을 택하게 된다. 왜
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과 동시에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96-197.

225) Fr. Schleiermacher, Glawbenslehre §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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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하느님만을 믿고 섬기는 철저한 유일신론이 아니다.226) 십자가의 신학으로

서의 그리스도교 신학은 철학적이며 정치적인 유일신론에 대해 비판적이며, 이 

신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유일신론의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므로 고통을 

받을 수 없으며, 죽을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유일신론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해 우리가 살고 

그의 미래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은 예수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당하

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종교

심리학적 차원에서 인간을 하느님께 투사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즉 인간의 

욕구를 하느님의 풍요로움에, 인간적 무능력을 하느님의 전능함에, 인간의 고통

과 고난을 하느님의 탓으로 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유아기적인 신앙은 

인간이 자신을 보존하려는 유아적인 욕구가 신격화된 아버지 형상에 의존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깨고 나와야 한다. 지상에서 권력자가 의존적인 유아적 신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배권을 정당화 시켰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열등의식을 높

여주었으며, 무능력한자들이 꿈에서 깨지 못하도록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럴 때 

유아기적 신앙에서 해방된 변증법적 인식은 불안한 신앙에서 벗어나 자신의 틀

을 깨고 가시적인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 해방은 나와는 다른 

타자를 인식하게 만들고,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이해하기 

위한 친교로 나아가게 해주는 화해의 첫 걸음이 된다. 곧 서로에게 무관심한 현

대사회에서 인권의 실현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26) H. R. Niebuhr,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 With Supplementary 
Essay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0, 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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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통 받는 하느님을 통한 인권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humanitas)227)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믿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 안에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은 십

자가 신학의 인간학을 담고 있다고 말했듯이, 신학과 인간학은 서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고대 희랍의 아파테이아

(apathetisch) 신학이 유대교의 열정적(pathetischen)신학과의 관계가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1. 하느님의 열정적 수난을 통한 공감과 인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무념의 하느님(θεός άπαθής)은 순수 활동이

며, 순수 원인으로서 하느님은 고통당할 수 없는 완전함이고, 감정의 동요가 없

다고 정의되고 있다. 아파테이아(apatheia)228) 상태란 신적인 것과 유사하게 되

고자 함을 일컫는다. 즉 아파테이아는 현자의 윤리적 이상으로서 욕망과 충동을 

극복하며, 수고와 공포, 분노와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무념(apatheia)의 

상태 속에서 영위해야 함을 의미한다. 회의학파에서 아파테이아는 판단하는 것

을 중지하고,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스토아 철학에서 아파테이아는 

감정적 삶과 감각적 삶의 중간지대로서 인식되었으며, 영혼의 자극이나 육체의 

관심에 의하여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229) 

227) Jürgen Moltmann, Mensch, p.19-25.;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Politische Ethik, p.166.

228) 아파테이아(apatheia)를 본 연구에서는 무념(無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려고 한다. 아파테이
아를 무감정, 정념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으나, 어떠한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무념’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문맥상 본 어휘의 의미가 잘 전달되기 위해 아파
테이아로 사용한 곳도 있음. 

22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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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유대교에서 필로(Philo Judaeus, AD 30~BC 45)의 아파테이아 이론은 스

토아철학의 무념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로는 아브라함을 아파테이아의 

모범으로서 중용(metriopatheia)을 강조하였다. 중용은 하느님을 섬기며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로서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나타낸다. 인간

이 추구하는 아파테이아는230) 하느님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 높은 차

원의 신과 동일한 영역인 파토스(pathos, 참된 아가페)231)로 들어감을 의미한

다. 이는 곧 신성의 완전하고 욕망이 없는 자유가 인간의 자유보다 우월성을 가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아파테이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테이아는 오늘날의 

무감각이나 둔감한 것이나 무관심과 의미가 다르다.232)  

  그리스도교의 파토스(Pathos)인 참된 아가페는 육체(Sarx)의 내적이고 외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성되는 것이며, 이기심이나 불안과 진노와 욕정 없이

(sine ira et studio)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테이아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사랑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사랑은 정신과 자유로부터 생겨

나는 것이지 충동이나 불만으로부터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인들

의 무념의 신학(Apathetische Theologie)은 하느님과 인간들의 사랑의 삼위일

체적 신학에 대한 준비로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의 열정

(Pathos)과 고난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과 예

수의 수난사를 언급할 수 있다.233) 그러나 무념신학이라고 하였을 때 문자 그대

로 해석하여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무념이라고 해서 감정을 제거한 무감각한 

230) 아파테이아(άπάθεία)는 ‘없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ά와 감정, 고통, 정념 등을 뜻하는 파토
스(πάθος)의 합성어로서 정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31) 고대 그리스어 Paschein(받다)에서 파생된 말로서 ‘받은 상태’나 인간의 마음이 받은 상태
를 의미한다. 철학적으로는 정념이나 정열과 같은 근원적 충동을 나타내며, 존재의 상황을 대
표하고 있다. 이와 대립되는 언어는 Logos이다.  

232)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57-258. 
233) Ibid.,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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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나, 또는 냉혈의 무미건조한 상태나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다. 무념은 오히려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들을 무시하고 억

압하거나 제거하여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그

러나 인간의 감정은 흐르는 것이고 억압하고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감정들은 억압 되었다가도 본인이 약해졌을 때 가장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더 열정적인 파토스(Pathos)를 준비하기 위한 아파테이아

(apatheia) 상태인 것이지, 아파테이아(apatheia)를 목적으로 한 파토스

(Patheos)의 제거가 아닌 것이다. 하느님께 인간의 감정을 승화시킨다는 것은 

아파테이아(apatheia) 상태인 인간을 현실 안에서 타인을 향해 파토스(Pathos)

를 실천하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헤셀(Abraham Joshua Heschel, 1907-1972)은 예언자들의 하느님 

선포를 열정신학(Pathetische Theologie)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 안에서 일어

나는 사건들과 인간의 행동과 고난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관련성을 통해 하느님

의 고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234) 이런 하느님의 파토스는 목적을 가지고 타

인과 관계를 가진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하느님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

미로 ‘하느님은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신다’고235) 표현하여 무

념·무감정의 하느님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무념의 하느님(apathischen Gott)은 유대교 신학의 근본원리가 되고 있다. 

  반면, 구약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분노는 악에 대한 신적 감수성을 의미하며, 

신적인 파토스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계약을 통하

여 인간에게 드러낸 하느님의 마음에 의해 받는 아픔은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

에 대한 파토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요나서에서는 인간

234) Abraham Joshua, Heschel., Prophets Ⅱ,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p.8-11, 59-78, 361-366).

23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1.; A. Heschel, The Prophets Ⅱ, 
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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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심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의 사랑 때문에 분노를 거두어들이신다고 나와 

있다(요나 3,10).

  몰트만에 의하면 무념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게 무념한 인간(homo 

apatheticus)이 되거나, 공감적 인간(homo sympatheticus)이 되게 할 가능성

을 가진다고 말하였다.236) 이렇게 신적 파토스는 인간의 참여와 그의 희망들과 

기도 안에서 반영되고 있다. 공감이란 한 위격이 다른 위격의 한계에 대한 개방

성과 대화의 구조를 가지고 인간에게 하느님의 정열에 의한 성령으로 채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하느님과 공감적 일치(unio sympathetica)에 이를 수 있음

을 나타낸다. 몰트만은 하느님의 열정에 의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개방

성에 의해 하느님의 영으로 채워짐을 하느님과의 공감적 일치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표현하였다. 즉 가톨릭에서의 회심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몰트만 외에 신적인 파토스를 주장한 신학자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헤셀

은 신적인 파토스의 신학을 양극적 신학(Dipolare Theologie)으로 전개시켰다. 

하느님께서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유로우며, 인간과의 계약으로 그들의 역사에 

관련되어 계신다는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과의 계약은 파토스와 공감이 결합한 

양극성(Pathos, 공감)으로서, 공감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파토스에 답변함을 

의미한다. 헤셀은 양극적 신학의 예로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언자는 하

느님의 생명의 숨결(isch haruach)인 하느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지는 용기 있

는 인간이다.237) 쿤(Peter Kuhn, 1957-)은 20세기 전환기의 랍비들이 인간 역

사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자기비하인 계시사건의 여러 단계를 언급했다. 우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소명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포로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자기비움이 있었다.238) 루터에 의하면 “당신이 

236) A. Heschel, The Prophets Ⅱ, p.92-93.
237)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1.
238) P. Kuhn, Gottes Selbster niedrigung in der Theologie der Rabbine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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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낮추심으로써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시 18,36)와 같이 하느님은 두 가지 

면으로 존재하시며 모순되는 태도, 즉 고결하신 동시에 천한 것을 돌보시는 존

재로 현존하신다.239)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느님의 거하심(Schekhinah)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해방

됨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의 백성과 함께 이집트로부터 구원

하셨다.’는 말씀은 하느님이 당신 이름을 이스라엘과 결속시켰기 때문에 하느님

께서 그 자신을 구원하실 때,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

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된다. 즉 하느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물이신 것이다. 하느님의 

자기비하의 랍비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 말할 수 있다. 위젤(Elie Wiesel, 

1928-2016)의 『밤』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 없는 하느님은 악마와 같다고 표현하

고 있다.240) 고통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자신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241)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수난, 고통, 고난 한 가운데에서의 공감의 

종교(Religion der Sympathie)로서 하느님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242) 

즉, 욥은 고통당하면서 ‘하느님을 저주하고’(욥 2,9), 마음이 완악해지며 희망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하느님의 

파토스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인간에 대한 공감

(sympatheticus)이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고난 가운데서 공감하

는 종교(Religion der sympathie)이며, 하느님께 대한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하느님의 고난 가능성은 논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몰트만에 의

하면 하느님의 고통에 직면한 인간이 그 고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

면서 내적 확장체험으로서의 회심을 인간에 대한 공감, 공감적 인간으로의 변화라

23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1-262.
240) Eliezer Wiesel., Night, tras. Stella Rodway., (New York: Avon Books), 1960, 

p.75-76.
241)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2-263. 
242) Ibid.,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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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하였다.243) 이 공감은 인간이 하느님과의 공감적 일치(unio sympathetica)

에 이르게 한다. 인간이 회심 경험 후 더 넓은 개방성을 가지게 되듯이, 인간에 

대한 공감은 인간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종교적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런 경험은 지극히 고통스런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

면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 열정(파토스)을 준비하기 위

한 무념(아파테이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열정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의 죽음에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직면했을 때 그 사건 안에서 일어

나는 은총체험이면서 소명체험인 것이다. 이 체험이 가장 처참하고 억압된 소외

된 이들과의 연대를 통한 그리스도교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느님 열정

의 실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2. 하느님 열정의 십자가 신학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고통(Leiden) 속에 나타나는 

(Leidenschaft) 하느님의 수난(Pas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은 단지 타자에 

대한 행위만이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관계 안에서 사

랑하는 주체가 움직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랑은 본질적으로 고통에 노출되

어 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이해는 희랍철학의 무감정한 하느님 이해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당할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희랍적 이해에 대해 완벽

하지 않다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244) 

  열정적(pathos)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 새롭게 나온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 이미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느님 안에 

있는 모든 존재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245)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념의 

243)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1.
244)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49. 
24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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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한 신학246)에서 열정적인 하느님에 대한 공감적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기를 몰트만은 주장하는 것이다. 무념의 신에 대한 신학은 더 이

상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회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247)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분 속에서 자신을 소외시킴으로써 이뤄지는 계시가 하느님의 영역과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성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유대교의 열정의 신학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과 이 백성이 속한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고통과 희

망 속에 있는 하느님의 열정과 신뢰에 대한 신학인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학은 삼위일체적 신학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정적이고 공감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친교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느님의 삼위일체론적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48) 

삼위일체론적 십자가 신학249)은 하느님을 부정적인 것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하느

님 안에서 인식함으로써 변증법적이며, 만유재신론(Panentheistisch)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느님은 모든 존재자와 모든 

파괴적인 것이 이미 하느님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하

느님은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느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

식한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 절망과 억압 등을 하느님 안에서 인식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아우슈비츠에도 하느님께서 존

재하고 계셨으며,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의 희생과 성령의 숨결 안에 담겨 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몰트만은 말한다.250) 

246) M. Pohlenz, Vom Zorne Gottes, Eine Studie über Einfluss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auf das alte Christentum, 1909; J. K. Mozley, The Impassibility of God, 
1926; E. F. Micka, The Problem of Divine Anger in Arnobins and Lactantius,1943; 
Th. Rüther, Die sittliche Forderung der Apatheia in den veiden ersten christlichen 
Jahrhunderten und bei Klemens Alexandriuns, 194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56.

247) Jürgen Moltmann, Der geschichtliche Hintergrund der Lehre Markions nom 
“fremden Gott”, in: Wegzeichen, Festgabe für H. M. Biedermann, 1971, 23f.

248)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6. 
249) Ibid., p.2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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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간의 고통 속

에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고통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아파테이

한 하느님으로만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파토스를 통한 고통당하는 하느님을 신학적

으로 해석하면서 사회 안에서 고통이나 억압 및 폭력에 무관심한 교회가 아니

라, 현실적 십자가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 속에서 인권을 실

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3. 십자가 신학에 의한 실천으로서 인권

3.1. 전통적 케노시스의 몰트만적 수용

  케노시스(κενοσις) 안에 은폐된 열정은 하느님의 버림받은 예수의 상태에 대

한 그리스도론이다.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케노시스는 하

느님의 존재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삼위일체적이며 위격적으로 이해하고 있

다. 케노시스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바오로는 케노시스에 

대해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고 표현하고 있다. 

알트하우스(Paul Althaus, 1888-1966)는 단지 신앙에서만 계시된다면 직관될 

수 없고, 그것은 모든 이론의 가능성을 초월해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의 신성

이 은폐된 가운데 인간성이 드러났다.251)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부활한 자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하느님의 사건으로 보았다. 즉 예수의 

죽음은 하느님의 자기 진술에 속한다는 라너의 죽음의 신학과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하느님 안에서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내재적인 정체성과 외

재적인 관계성의 문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인 십자가에서 

250)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7. 
251)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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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버림받음과 헌신의 성령, 성부 사이의 사건을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비주의적이며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 내재적인 정체성의 문제는 신관, 창조, 죄, 죽음, 그리스교의 모든 진술이 포

함되어 있다. 그리고 관계성의 문제는 사회적·정치적 혁명을 나타내는데, 역사, 

교회, 신앙과 구원의 문제, 미래와 희망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이 예수

의 파견은 십자가의 버림받은 상태에서 완성되며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사건

은 세상 문제의 답변에 대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즉 몰트만이 이야기하고자 하

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원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 즉 예

수의 죽음 안에 계신 하느님이며 정체성과 관계성의 삼위일체적 연관성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252) 

  만약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멈춘다면 힘들고 고통스러

운 것만을 찾고 견뎌야 하는 자학적인 종교로 남을 위험요소가 짙다. 하지만 그

는 십자가 신학에서 하느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의 고통이 짙은 만큼 그에 비

례한 하느님의 신적인 열정인 파토스(Pathos)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

한다. 그 하느님의 열정에 의해 인간은 고통에 직면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3.2. 십자가에 근거한 정치신학과 삼위일체 관계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그리스

도교 신학에 대한 실천적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그리스도교적 실천(die 

Christliche Praxis)은253) 인간을 그의 비인간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간화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52)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92.
253) Ibid., p.27.;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15-117.



- 100 -

  케제만(Ernst Käsermann, 1906-1998)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십자가에 달

린 그분을 향한 성찰의 희망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실현하는 관계성을 말하였

다. 즉 그리스도와 세상이 이어지는 관계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시대의 신학이라고 말하며, 그 시대의 고통 속에서 이 사회의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숙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

한 정체성 위기와 참여의 딜레마는 더 이상 딜레마가 아니며, 단지 그리스도교 

신앙이 피할 수 없는 긴장 관계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관계성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는 케제만의 시대의 신학처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

학에서의 정체성 확립이 되어야만 그 긴장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

는 것이다.

  몰트만은 십자가를 전통적 케노시스 개념을 수용하여 내재적 정체성과 관계

성으로 해석하여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해방이론으로 보았다. 그리스

도교 정체성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자신과 사회적 상황을 변

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으로 이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신학은 실천적 이론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학과 실천(Praxis)에254)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

준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주변 세계에서 교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가 쉽다. 왜냐하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심이나 여러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사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의 형태로 교회가 전락해 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

이다. 신학과 실천에 있어서 자기 근거에 대한 기준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이다. 이 기준이 명

확히 세워져 있지 않은 그리스도교라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

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과 관계 하는 것은 진리와 맞대면하고, 회심

에 의한 철저한 변화와 투신을 통해 고통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또한 십자가는 

현실에 대한 순응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

254)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



- 101 -

판적이며 파괴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과 관계한다는 것

은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갈등과 대립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과 관계를 맺은 인간에게 고통은 더 이상 무관

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와 다르고 추한 것,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가 된다. 이런 과정에서 보았을 때 현대사회

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파괴나 짙어지는 폭력성은 현실적인 십자가의 고

통 속에서 파괴될 수 있고,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케노시스 개념에서 십자가를 정체성과 관계성의 문제로 보았을 때, 관계성 부

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몰트만이 자신의 정치신학에서 십자가신학으

로부터 삼위일체 신학으로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

음의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라너는 삼위일체성을 하느님의 본질이며, 인간과의 삼중적인 관계성으로 하

느님을 삼위일체 자체라고 하였다.255) 이에 대해 몰트만은 하느님의 단일성과 

삼위일체성이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론적 사

고가 성립하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슐라이어마허는 

예수의 십가가가 삼위일체론의 장소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가 삼

위일체론적 하느님 개념의 직관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십자가 인식의 형식적 원

리가 삼위일체론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뮐러나 스테판(Berhard 

Steffen, 1928-1994)도 그리스도교 삼위일체 신앙의 근거는 신약성서의 조금 

밖에 나오지 않는 진술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일관된 증언에 있다고 하였

다.256) 발타사르는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십자가 신학

이 삼위일체론적이며, 삼위일체론은 십자가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255) Karl Rahner, Trinity, Tran. Joseph Donceel.,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0, p. 86; Karl Rahner, Bemerkungen zum dogmatischen Traktat “De Trinitate”, 
in: Schriften zur Theologie Ⅳ, p.115. 

256)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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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다.257) 

  몰트만은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느님이 아들을 내어주었다(로마 

8,31-32)는258) 바울의 신학에 근거하여 예수의 죽음을 성부수난설적인 하느님

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생

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고통은 성부의 상실(Vaterlosigkeit)

이며, 동시에 성부의 고통은 성자의 상실(Sohnlosigkeit)이기도 하다. 즉 성부

만 성자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성자도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

았다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에서의 성부와 성자의 의지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하느님의 버림받고 저주받은 가장 깊은 분리의 

순간인 십자가 죽음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깊은 의지의 일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성부 사이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은 종말론적인 십자가 죽음

으로 인식된다. 몰트만은 이것을 예수와 성부 사이에 일어난 분리된 상태 속에서의 

일치(Gemeinschaft im Getrenntsein)이면서 일치 속에서의 분리(Getrenntsein in der 

Gemeinschaft)라고 표현하였다.259)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의 의지의 공통성

(Willensgemeinschaft)은 곧 본질의 공통성(Wesensgemeinschft)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공통의 본질(Homousie)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십자가에

서 예수가 버림받는 순간에 가장 깊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때 성부와 성

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였다. 성령은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죽은 자들을 살게 하며,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죽음이 오히려 모든 이들을 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십

자가 사건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위격들 상호간에 일어난 관계의 사

건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느님의 삼위일체성은 십자가에서의 예

257) H. Urs von Balthasar, Mysterium Paschale: the mystery of Easter, (Edinburgh, 
Scotland: T T Clark), 1990, p.223. 

258)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다(παραδιδόναι). 이를 통해 하느님이 없는 자들을 버림받
지 않고,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1코린 5,21. 6,11; 갈라 2,20. 3,13).

25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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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죽음을 성자와 성부 사이에 일어난 삼위일체론적 사건으로 잘 드러나 있

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인간을 위한 종말론적 과정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260)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 없는 삼위일체론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참된 십자가 신학은 삼위일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고통에 깊이 머무를 때 가능한 것이다.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1906-1945)가 옥중에서 ‘오직 고난 받으시는 하느님만

이 도우실 수 있다’고 말했듯이, 십자가는 고통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이다. 희

생당한 자들을 살리고 해방하는 하느님 구원의 힘인 것이다. 하느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아 함께 계신다.

즉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261) 그렇기 때문에 십

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삼위일체적 만남 속

에서 실천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겠다. 

4. 십자가 신학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해
  오늘날 국제연합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개념은 1948년의 세계인권

선언과 1966년의 국제인권조약에262) 근거하고 있다. 이런 인권의 내용에서 특히 

모든 민족들이 각각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역사로 인해 그들 문화의 고

유성 때문에 강조하는 면들이 다름을 상기해야 한다.263) 

260)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2-236.
261) Jürgen Moltmann, Weier Raum: Eine Lebensgeschichte, (München: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p.190-191(Jürgen Moltmann, 『몰트만 자서전』, 이신건, 이석규, 박영
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p.275-277).

262) 국제인권조약(The International Govenm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Govenm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63)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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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트만은 인권의 고유한 영역들을 언급하면서 인권은 관념적 이상으로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인간·민족·국가들의 구체적인 수난사와 현실적 해방을 위

한 투쟁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64) 몰트만은 인권이해에 있

어서 하느님 모상론에 의한 계약신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그는 『정

치신학·정치윤리』에서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265)을 하느님 모상에 대

한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개인

의 기본적 권리(Fundamentale Menschenrechte)와 의무이다. 인간은 한 위격체

로서 하느님 앞에 책임을 갖고 서있는 존재이기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

여된 존재인 것이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 모상에 상응한 삶을 사

는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Soziale Grundrechte)과 의무이다. 셋째, 인간의 경제적 

기본권(Ökonomische Grundrechte)과 생태학적 기본권(Ökologische Grurdpflichten)

과 의무이다. 여기에는 생존권, 기본적 욕구 충족권, 노동권, 보호권, 환경권 등이 

속한다. 넷째, 미래지향적 기본권(Zukunftsorientierte Grundrechte)과 의무로서 미

래를 위한 현 세대의 창조성과 차세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였다.266) 

4.1. 그리스도교의 사명과 인권

  인간존엄성의 훼손은 인간 주체의 훼손이나 파괴에 의해 개인뿐만 아니라 다

음 세대나 인류 전체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의 유전공학에서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조작은 불치병 치료를 위한 기여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주체성이 결여된 생물 배양의 조작은 결국 인간 존재를 파괴하고 인류의 존엄

성도 파괴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267) 몰트만은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기

264)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7.
265)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23-24.
266)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9-174.
267)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men Welt,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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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 사명이란 하느님 

모상에 의한 인간창조의 의의와 세상과 화해를 위한 하느님의 육화, 그리고 역

사의 완성을 위해 도래하는 하느님 왕국으로서의 복음적 실천을 인권과 관련지

은 것이다.268) 

  몰트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인식하고 성찰하여 하느님께 버림받고 죽은 

예수, 즉 하느님 스스로 자신을 비인간화하시고 바닥까지 낮추셔서 가장 비천하

고 처참한 모습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간

을 받아들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권리와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실현하고자269) 하는 하느님의 파토스적인 의지와 사랑을 보여 준 것

이다. 이것은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의 정신을 토대로 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실

천적 근거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고 살아갈 식별의 기준이기도 하다. 몰

트만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현실적 십자가를 실현함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권리

와 의무를 넘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한 삶 속에서 인권의 다른 범주들 

안에서도 인간의 존엄(Würde des Menschen)을 세워야 한다.270) 몰트만에 의

하면 인권의 양도될 수 없는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 속

에서도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271)

4.2. 십자가의 평등권 - 그리스도교의 평등

  몰트만에 의하면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은 인간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는 예

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느님의 의지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272) 본 연구 

268)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7.
269) 위르겐 몰트만, 『정치신학』, p.93.
270)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7.
271) Ibid.,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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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1.3. 타자수용을 위한 변증법적 인식’에서 타자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친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몰트만은 ‘타자’를 자신

과 다른 상이한 존재로 정의하면서 타자를 인식하는 것은 곧 고통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고통은 하느님의 구원의 의지로서의 열정으로 

우리가 자신을 개방하고 타자를 수용할 때 그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변증법적 인식을 통한 타자를 수용하고 그 관

계 안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하느님의 모상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이 되는 것이다. 이때 모든 타자는 하느님 안에서 평등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에273) 근거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구나 하나가 되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평등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평등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여 

주신 평등이며, 인간은 사회성의 기본으로서 이 평등을 법적 기반에서 확보하려

고 하지만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평등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동료 인간과 서로 만나는 것이다.274) 특히 종교개혁에서 이웃사랑에 의한 근거

로서의 평등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지향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이웃사랑의 실천

으로부터 평등(aequalitas)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 

1497-1560)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출발점이 되는 근본적인 법적 지

위라고 보고 있다. 17세기 법 신학자인 사무엘 푸펜도르프(Samuel von 

272) 위르겐 몰트만, 『정치신학』, p.93-94.
273)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
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6-28)

274)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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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endorf, 1632-1694)는 이웃사랑을 통해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본성상 자신과 동등한 자 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룬다는 의미

에서 평등의 의무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등의 책임이 인간이라는 호칭 

자체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하였다.275) 즉 이 법이론의 정식에서는 다른 사람의 

원리적인 평등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엄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6) 지금까지 평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과 동등한 도덕적·법적 

지위를 준다는 의미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웃의 권리

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은 자기중심적인 평등의 요구로부터 관점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인권과 관계되는 신학적 기준이 발생하는 논점의 주제

가 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인종차별문제라든지 제3세계의 경제 질서 문제 등 

평등에 대한 요구는 오직 국가에 대항하여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만이 아

니라, 사회질서의 통제의 원리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이 보호차

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사회생활의 영역들을 

통제시키는 법적 기준으로서 인식하기 위한 필연적 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277) 

4.3. 십자가에 근거한 생명·안전의 권리와 자유권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 근거하여 인권 개념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 억압된 이들을 해방하고 약자를 보호하

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하느님의 고통에 의한 구원의 열정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ABC(Atomic, Biological, Chemical) 무기를 소유한 국가들의 

폭력,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용 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278)로 

275) Pufendorf, Samuel, De officio hominis et sivis, 1673, Lib.I, p,7.
276)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196.
277) Ibid.,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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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인류의 생존 및 안전의 권리가 파괴 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폭력이나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착취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들 국가는 자신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

다. 그래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인류 생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

약과 화학무기금지조약과 생물무기금지조약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견제하는 조

약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느님에 의해 부여된 초월적 권리에 의해 인간존엄성

은 어떠한 것으로도 양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서 자신을 고발하고 심판한 인간까지 그들을 해

방시키시는 예수를 통해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한 나자렛 예수의 의지를 통한 

자유도 신학적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이념의 고전적인 정의에 의한 자

유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얻는 인간의 본성상 귀속되는 속성이다. 그리고 인권사

상에서 자유는 모든 국가 질서의 근본 기준으로서 자의적으로 처리될 수 없음

을 주장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위격적 자유는 성서적인 자유 이

해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성서에서는 인간의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유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여되고 있음을 하느님

의 모상성(Imago Dei)에 의해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는 인간의 직접적인 

자유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자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자유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여 종말론적 사건 속으로 인도해

주는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는 자유에 대한 신학적 변증법을 “사실 모

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1코린 3,21.23)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루터도 『그리스도인

278) 대량사살용 무기란 부피나 용량에 비해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기
를 의미한다. 방사능 무기 및 핵무기가 이에 포함되며, 화학·생물·방사선 무기 또는 화생방 무
기 라고도 한다. 영문 약자로는 ABC 무기, NBC 무기(Nuclear, Biological, Chemical), CBRN 
무기(NBC에 핵방사성 추가), CBR 무기(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BCR 무기(Nuclear, 
Biological, Chemical, Radiological) 등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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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에서 이중명제로서 그

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유로운 주인이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봉사하는 노예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하

였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자유로서 사랑의 봉사를 향한 자유를 의미

한다. 여기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한 예수의 자유는 하느님 은총에 의한 자유로

서 모든 것에 봉사하는 자유 그 자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은 적대적이며 비인간적인 이 세상에 화해의 봉사(Dienst der Versöhnung)

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복음에 정초한 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2코린 5,18ff).279)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사명을 실천할 때 인류의 인간성 

회복280) 및 실현에 봉사하게 된다. 하느님의 의(義)를 선포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은총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

본적 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81) 또한 예수의 십자가 죽

음에서 그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은 예수의 능동적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이 자

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있으며 불가침

적 요소로서 여겨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4.4. 십자가에 나타난 인간의 권리와 의무

  북대서양의 국가들은 국수주의적 독재로 인한 고난 끝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인

의 인권(individuelle Menschenrechte)을 공식화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

279) 몰트만은 믿음은 인간적인 인격을 비인간적인 죄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사랑은 인격
을 포용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며, 희망은 인격의 불완전한 미래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간적 삶을 시작하게 하므로 복음에 정초한 믿음, 사랑, 희망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한
다고 하였다(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6).

280) 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Chr. 
Kaiser/Gütersloher Verlagshaus, 1995, p.262-284.

281)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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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계급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을 통해 사회적 인권(soziale Menschenrechte)

을 수립하였고, 제3세계의 민중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치권을 요구하였

다. 즉 국가나 사회 안에서 인권이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 투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권을 관념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을 인간·민족·국가들의 구체적인 고통 속에서 해방을 위한 투쟁의 맥

락에서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282)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넘어 하느님과 함께 인권의 여러 지평 속에서 인간의 존엄

을 지킬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통

치기구가 아니라 사회적·공적 존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다른 기관의 제제

나 통제 없이 그나마 인권을 위해 공헌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283) 

따라서 교회에 대한 기대는 민족, 국가, 계급, 인종적 이기주의에 대한 자성과 

비판, 소외되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문제에 대한 연대와 적

극적인 개입 등이 있다. 

  인간의 권리는 합법성(Legalität)을 가지면서도 도덕성(Moralität)을 함께 가

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권리가 법을 초월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권리의 효력

도 상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284) 몰트만은 하느님의 모상과 함께 규정된 인간

의 권리와 의무는 역사 속에서 민주화 과정을 통해 무력행사를 조정하고 제한

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기준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경제적 

권력분립, 기한부 임기, 자치와 국민의 광범위한 공동결정을 통한 집행의 조정 등

은 인간의 하느님 모상성을 존중하는 역사적으로 발전된 수단이다. 하느님을 통한 

해방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에 정초된 인권은 민주화와 인간의 자유와 권리 

없이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의무 또한 그것에 근거하여야 된다.285) 

282)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6-167.
283) Ibid., p.167.
284)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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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몰트만의 페리코레시스 역동에 근거한 사회적 기본권과 의무

  이번 장에서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관계성 안에서

의 인권을 조명해 보기 위하여 그의 저서 중에서 『삼위일체와 하느님 나라

(Trinität und Reich Gottes)』와 『삼위일체와 하느님 역사(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를 중심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선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본다. 그 후 현실 안에서

의 신학의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몰트만에게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역사 안으로 

들어가 실현될 수 있었는지, 그가 주장한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구조 및 영향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몰트만이 그의 정치신학에서 언급했던 기본적 

인권에서의 타자와 사회와의 관계성을 그의 관계성 중심인 사회적 삼위일체론

과의 관계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신학적 해석을 위한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1. 인권과 삼위일체론의 전환

1.1. 절대적 유일신론에 의한 인권침해

  초기 그리스도교를 지나 교부시대로 들어서면서 그리스도교의 양적팽창은 각  

지역 교회에 대한 일치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의 아타나

시우스(Athanasius, 296-373) 주교는 ‘한 하느님–한 그리스도–한 주교–한 공

동체’란 명제로 교회의 권위를 주교가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교의 

형식적 일치를 이루었으나 반면 교회 안의 다양한 카리스마적 예언자들이 사라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286) 그 결과 몰트만이 언급하는 신적 단일 군주제의 성직

285)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0.
286) K. Rahner, J. Ratzinger, Episkopat und Primat, Freiburg, 1961; G. Schwa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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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계급주의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287)

  특히 몰트만이 전쟁을 겪고 사목을 하던 시대에는 근대주의 무신론이 팽배하

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능하고 권위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인간의 자유와 대

립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288) 그리고 그는 한 하느님에 의한 통치와 지상

에서 인간에 의한 종교적·도덕적·가부장적·정치적 지배를 동일시하여 신성화 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유일신론적 군주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속을 요

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느님의 통치와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하느님의 통치를 세상의 절대군주로 대치시켜 지상에서의 전제정

치를 정당화하는 모델을 만들게 된 것이다.289) 몰트만은 이런 구조를 유일신론

적 군주론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을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이 정치적·종교 

직분적 유신론의 구조적 폐단을 야기 시키고 있음을 비판하였다.290) 버캠은 몰트만

이 유일신론(monotheism)을 삼위일체론(trinitarianism)과 대립된 개념으로서 사

용하여 비판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몰트만의 신학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았

을 때 유일신론을 ‘단일신론(unitarianism)’으로 사용했다면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91) 버캠의 연구에 의하면 몰트만은 의도적으

로 유일신론을 비그리스도적인 하느님 이해라고 하면서 성경에 의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대조시켰다고 하였다. 특히 하느님을 최상의 실체로 인식

하고 있는 희랍철학과 하느님을 절대주체로 인식하는 근대 관념론이 삼위일체

론보다 우선시 되었을 경우 그리스도교적 유일신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

Papstgaschichte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anwart, München, 1964; A. B. 
Hasler, Wie der Papst unfahlbar wurde: Macht und Ohmacht eines Degmas, 
(München: Zürich), 1979.

287)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7-218.
288) Ibid., p.221.
289) D. Nicholls, Deity and Domination: Images of God and the State in the Nic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89, p.234-238.
290)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08-220.
291)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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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실제로 하느님의 일신성(一神性)은 군주정치와 깊은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느님의 유일신론적 특징 중에는 하느님의 수난불

가능성과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하느님

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바르트의 신학을 몰트만이 

비판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계시한다는 관점이다.292) 

하느님의 절대주권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삼위일체보다 한 분 하느님의 신적 주

체가 세 가지 양태로 존재하다는 바르트의 양태론이 나오게 된다. 

  근대철학의 헤겔의 영향을 받아 바르트나 라너도 전통 형이상학에 토대를 두

고 동일한 신적 주체로서의 삼위일체의 단일성을 강조하면서 하느님의 단일성

을 삼중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너에 의하면 하나의 동일한 신적 

주체가 삼위일체의 단일성 안에서 세 가지 존재양식들의 삼중적 인격성

(Dreipersönlichkeit)293)으로서 하나의 신적 위격과 세 가지로 구별되는 자립실

체방식(distinkte Subsistenzweise)으로 존재한다. 그 가운데 하나의 신적 주

체294)로서 하느님의 주권(Souveränität)이 삼위일체의 단일성에 있다는 의미로

서, 신적 존재양식은 한 실체가 아니라 한 위격으로서 존재한다. 몰트만은 이러

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삼위일체는 양태론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몰트만에 의하면 유일신론과 양태론은 유일신론적 군주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라너의 초월론적 삼위일체론은 초월성을 강조

하다보니 절대신에 대한 유일신론에 더 가까워져 그런 위험을 내포한다고 몰트

만은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몰트만은 유일신론적 일신론적인 신앙이 아닌 삼위일체론 관점에

서의 신학적 해석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통한 하느님의 통치에 의

292)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59-60, 127-128.
293) 동일한 하느님의 통일성을 동시에 나타냄.
294) K. Rahner, The Trinity, Tran., J. Donceel, (New York: Herder & Herder, 1970), 

p.103-115,; TK, p.144; K. Barth, Church Dogmatics Vol. I/1, Tran.,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vurgh: T & T Clark, 1957),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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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전개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이 절대주의 권력

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

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은 십자가 안에서의 세 위격의 삼위일체이지, 독재 군주

제를 위한 하느님의 절대권력이 아니다. 성부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음

을 당했고, 그 죽음 안에서 성령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세계의 지배자들에게서 

보여 지는 절대군주의 모습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에 대한 일신성만으로는 그리스도교를 말할 수 없다고 본 것이

다.295) 둘째, 삼위일체 하느님의 역사는 고통과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던 하느님

이시기에 권력자들의 원형이 될 수 없다. 십자가 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셨지만,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

의 아버지가 원형으로서 드러난다.296) 셋째,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은 십자가

에서 죽은 예수처럼 고통 받고 억압당하는 형제들에게서 나타난다.297) 즉 그리

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나 가난한 자들과의 친교 안에서 드러난다. 넷째, 삼위일

체론은 죽음의 밑바닥에서 성령에 의한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일으켜지는 경험이

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정치적 일신론을 비판하며, 절대주의 권력에 의한 것

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단일 지배자의 체제가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상응

하는 특권과 억압이 없는 친교의 체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298) 

  몰트만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론적 관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삼위일체론의 전

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유일신론299)이 성직자 중심의 계급주의를 형

295) 에릭 패터손(Erik Peterson)은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적 행동은 언제나 오직 삼위일체 하느
님에 대한 신앙의 전제하에서 있을 수 있다.”는 명제를 밝혔다(E. Peterson, Theologische 
Traktate, München, 1951, p.45-148);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66. 

296) Ibid., p.268.
297) Ibid., p.111-112.
298)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4-215;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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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으며 그 폐단을 낳고 있다. 이런 교회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해 본다

면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를 통한 참여하는 공동체로 해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삼위일체론의 원리는 유일신론적인 힘의 원리가 아니라 동의의 원

리로서 대화와 조화를 통한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일신론에 의한 성직주의 교회는 권위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해석하므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적 해석과는 그 토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반면 근대 무신론은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인간의 자유가 불가능하

다는 확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정하여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

려고 하였다.300) 블로흐는 바오로가 하느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자유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적 희망이 근대에서 종말론적 차원이 사라지면서 필연성과 자유의 

세속화된 두 왕국론적 대립관계만이 남았음을 지적하였다.301) 

  이에 교회의 두 왕국론적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몰트만은 삼위일체론적 

하느님의 나라를 전개한다. 그는 요아킴의 삼위일체론을302) 수용하여 하느님 나

라의 역사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였다. 몰트만은 인간 자유에 대한 역사 신

학적 입장을 전개함으로써 자유를 하느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로

서 세 위격의 연속성 안에서 보고 있다. 즉, 자유의 진리는 사랑으로 표출된다. 

반면 주권으로서의 자유는 남성위주의 사회로서 힘과 소유를 얻기 위한 투쟁으

로서 모두가 경쟁자인 무감각한 하느님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

로 삼위일체적 신국론은 신학적 자유론303)으로도 볼 수 있다.304) 둘째, 그리스

도교는 하느님 한 분으로 이루어진 종교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성서에서도 

299)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44-174, 179-183.
300)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8-30.
301)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Beiträge zur 

trinitarischen Theologie, (München: Kaiser), 1991, p.189-204. 
302) Ibid., p.115-146;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08-217.
303) Ibid., p.230-239.
304)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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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역사에서 세 신적 위격이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삼위일체가 출발점이 되

고 있다.305) 반면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삼위일체론의 출발점을 형이상학에 토

대를 두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서는 하느님의 일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리학적 유비를 주장하였다. 즉 하느님은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시며 최고의 실체

로서 이해된다. 고대 형이상학에서도 테루툴리아누스(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는 ‘una substantia–trespersonae’(한 실체–세 위격들)의 정식에서 

삼위일체의 단일성은 세 신적 위격들의 단일한, 동질의(homogernous) 실체 속에

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한 실체(hypostasis)이지만 한 위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몰트만은 유일신론의 단일성이 아니라, 삼위일체성의 단일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통하여 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시에 서로 상대방 안

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위격성과 사회성은 삼위일체 세 위격의 관

계 안에서 동일한 상태의 두 가지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적으로 

하느님의 단일성 개념은 하나의 신적 실체의 동질성이나 절대주체의 독자성으

로 변질될 수 없으며, 삼위일체 중 한 위격 속으로 은폐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단일성 개념은 신적 위격들의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306) 속에서 

인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하느님의 단일성이 삼위일체되신 하느님의 일치

에서 상호내재적(Perichoretische) 단일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리안주의, 

사벨리안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305)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73-174;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6-217.

306) Ibid., p.191-193.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 130쪽에서 ‘가파도키아 교
부들의 개념’, 146쪽에서 ‘세 신적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의 관계성’의 개념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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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삼위일체론 역사에서 고찰한 세 위격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이즘의 하느님 개념과의 싸움에서 유일한 하

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의미에서 성자이

시고, 참된 하느님이심을 주장해야 했다. 즉 삼위일체론이 유일신론(monortheism)

과 양립불가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다. 또한 그 당시 널리 확산되어 있던 이원

론과의 논쟁도 있었다. 교부들은 오직 하느님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만물의 창조주임을 드러내어 다신론(polytheism)과 투쟁했다. 그러면서 교회 외

부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형성된 이단들과의 논쟁은 아직 교부들의 가르침

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정착시

키는 과정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이 된 문제는 하느님의 단일성을 

위격의 삼중성307)과 일치시키는데 있었다. 즉 하느님의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해 

삼중성을 희생하든가, 삼중성을 보존하기 위해 단일성을 희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308) 이러한 이유로 발생된 이단들이 유주론, 영지주의적 이원론, 아리우스

주의적 종속론, 성령 피조론(마케도니우스파)이 있다. 이런 논쟁의 결과 4세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아리우스주의는 성자

의 신성을 부정하여 단순한 피조물로 축소하여 오리게네스 전통의 종속론을 진

전시켰다.309) 즉 하느님께서 로고스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려고 로고스를 창조하

셨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아리우스주의는 니케아 공의회(Councils of Nicaea, 

325)에서 단죄를 받았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

단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자의 성부에 대한 동일본질(homousios)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조명하여 선언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선포하였다. 니케아 신경에

는 로고스의 완전한 아들됨과 신성, 성부와의 동일 본질성이 명시적으로 표현되

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이

307)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61-166.
308)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Dios uno y trino)』,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p.297.
309) Ibid.,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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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또한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의 신성에 대한 논쟁의 결과는 제1차 콘스

탄티노플 공의회(Councils of Constantinople, 381)에서 마케도니우스주의자들

과 성령부정론자들에 대한 단죄와 함께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니케아 공의회

에서는 실체의 단일함과 위격들 간의 구별을 선언한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가

파도키아 교부들인 바실리우스(Basilius Magnus, 330-379), 니사의 그레고리오

(Gregorius Nyssenus, 335-394), 나지안즈의 그레고리오(Gregorius, 329-390)

는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mía ousia, treis hypostáseis)을 받아들이게 된

다.310)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220)는 양태론자와 직면하여 성자의 

실재에 대해 실체(substantia)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지

만, 성부와 동일한 형태의 본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직 성부만 신적 

본질을 총체적으로 소유하며(summa substantia, tota substantia), 나뉨 없이 

통교되는 본질이라고 하였다.311) 서방교회에서는 테르툴리아누스가 하나의 실체–

세 위격(Una substantia–tres personae)이라는 정식으로 삼위일체를 구상한다. 

성부와 성자를 위격이라 칭함에 따라, 나뉘는 관계가 아닌 구별되는 관계로 구

분한 것이다. 그는 하나로 일치해 있는 세 위격에서 유일한 하나의 본질이 있음

을 인식하였다.312)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는 몬타니즘(Montanism)에 대한 이단

논쟁에 직면하여 성령을 구원의 역사 안에서 조명하였다. 즉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a Patre per Filium) 유래된 것으로 본 것이다.313) 여기서 성자

와 성령을 성부의 유일한 신적 본질과 같은 동일체(consortes)로 고려하게 되

어, 세 위격에게 있는 하나의 실체로서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 나뉘지 

않는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다.314) 즉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어 있으나, 나누

310)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362-364.
311) B. Sesboüe, J. Wolinski, “El Dios de la salvación”, en B. Sesboüe (ed.), Historia 

de los Dogmas I, Salamanca, 1994, p.162.
312) Tertuliano, Adversus Praxeam, p.12. 
313) Ibid., p.4,1.
314)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3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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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지 않으며, 구별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테르툴리아

누스는 새로운 단어로서 삼위일체(trinitas)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내재적 삼위

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경계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315) 

  아우구스티누스는 세 신적 위격에서 제1위격을 성부(Pate), 시작(Principium), 

출산되지 않은 분(Ingenitus)이라 칭하였는데, 아버지는 아들과 연관하여 표현

한 것이고 시작은 그분에게서 존재를 받은 모든 것과 연관되는 말이다. 제2위격

은 성자(Filius), 말씀(Verbum), 모상(Imago)으로서 부르며, 성령은 거룩한 영

(Spiritus Sactus), 선물(Donum), 사랑(Amor)으로서 하느님의 영이며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경륜(oikonomia)의 관점에서 성령의 이

름들을 취하였다. 이렇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類比)를 인

간 영혼의 작용인 기억(memoria), 지성(intelligentia), 의지(voluntas)로 나타

내며,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 셋은 하나의 생명이며, 세 개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의 정신이며, 따라서 

세 개의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실체이다. 그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정신이고 본

질이다. 그리하여 이 셋이 한 생명이고 한 정신이고 한 본질이라는 점에서 이 

셋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셋이 상호연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셋이라 

할 수 있다.”316) 

그는 영혼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명하였는데, 기억은 하느님에 대한 기억

(memoria Dei)으로서 영혼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이전에 존재하는 하

느님에 대한 의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식(notitia)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며, 의지로 표현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amor)이다. 그러

므로 영혼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은총에 의해 고양된 영혼의 행위들을 말하

315)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17. 
316) San Agustin, De Trinitate, 10, 11, 18(『삼위일체론』, 성염 역주, 분도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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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느님과 밀접하게 일치되는 것이

다. 영혼이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사랑을 향해 개방하게 될 때 하느님의 모상은 

영혼 안에서 온전히 현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17)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께서 세 분이라는 사실을 오직 믿음의 대상318)이며, 

그 어떠한 증명으로도 입증될 수 없음을 먼저 밝히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피조물은 인간의 영혼과 그 작용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발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선성이 피조물의 산출에서 드러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319) 피렌체 공의회(Council of Floreence, 1431-1445)의 공리

인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거기에는 상반되는 관계들이 

없다(In Deo omnia sunt unum et idem, ubi non obviat relationis 

oppositio)’320)처럼 토마스는 하느님 안에는 부성, 아들 됨, 능동적 날숨, 수동

적 날숨이 있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부성과 아들 됨

처럼 상반된 관계를 통해 신적 관계들이 하느님의 본질로서 드러난다고 하였

다.321) 토마스는 하느님 안에 실제적으로 서로 상반된 세 개의 관계, 즉 세 위격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보에티우스(Anicius Manlius Severinus Boethius, 470

년대 후반-524)의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rationalis naturae individua 

317) F. Ocáriz, L. F. Mateo Seco., J.A. Tiestra, El misterio de Jesucristo, Pamplona, 
1993, p.159-197.;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444-449.

318) Thomas Aquinas, S.th. I, q.32, a. 1(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4, 정의채 역, (서울: 
바오로딸), 1997).

319) Thomas Aquinas, S.th. I, q.32, a. 1.
320) “세 위격은 한 하느님이시며, 세 하느님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세 위격은 하나의 실체, 하나

의 본질, 하나의 본성, 하나의 신성, 하나의 무량성, 하나의 영원성을 지니셨고, 거기에는 관계
의 상반성이 대치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DS 1330].”, “이러한 일치 때문에 
성부께서는 전적으로 성자 안에 계시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성자께서는 전적으로 성
부 안에, 전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는 전적으로 성부 안에, 전적으로 성자 안에 계
신다. 한 위가 다른 위를 영원에서 앞서지 않으며, 위대함에서 뛰어나지 않으며, 권능에서 능
가하지 않는다.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의 세 근원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시듯이,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의 두 근원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시다[DS 1331].”

321)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3권, “하나와 같은 것에 동일한 것들은 서로에게도 같은 것들이
다.”(토마스, 『신학대전』 I, q.28, a.3, ad.1).  



- 121 -

substantia)322)를 근거로 가져왔다. 하느님의 위격은 자립적인 한에서 관계적이

며, 하느님의 본질 자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느님의 위격이란 이름은 기원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립적인 관계를 말한다. 위격은 오로지 상대적으로 반

대되는 위격을 통해 세 신적 위격들과 서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보

나벤투라(Bonaventure, 1217-1274)는 각 신적 위격들의 고유한 특징에 의해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토마스는 신적 위격들 사이의 관계들이 위격들을 구

성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그렇기에 위격들로부터 관계 개념을 배제한다면 유

일한 본질개념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토마스는 신적 특성과 신적 관계

들을 서로 동일하게 본 것이다. 신적 특성에 대한 개념들은 하나의 관계와 다른 

관계가 구별되는 근거를 추상적인 방식으로 가리킨다.323) 

  또한 토마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는 제1위격을 성부, 낳음을 받지 않은 분, 시작이 없으신 시작이라고 

하였다. 부성의 실제적인 관계성에서 ‘성부’라고 하였고, 어떤 위격으로부터 발

출되지 않은 성부의 고유성에서 ‘낳음 받지 않은 분’, ‘시작이 없으신 시작’이라

고 한 것이다.324) 제2위격은 성자, 말씀, 모상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성자는 말씀인 한 성자이며, 성자인 한 말씀이라고 본 것이다. 제3위격은 성령, 

사랑, 선물이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토마스는 성령이신 사랑이 사랑하는 주

체를 사랑받는 대상 안에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체 안에 사랑받는 

대상을 향한 경향성으로 창출된다고 설명하였다.325) 이렇게 하느님의 위격들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토마스는 각 위격의 독특함을 분석한 후 각 위격

의 동등함과 단일함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세 위격이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322) Thomas Aquinas, S.th. I, q.32, a. 1. 
323) Thomas Aquinas, S.th. I, q.32, a. 2. 
324) Ibid., q.33, a. 4. 
325)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5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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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동등하며, 세 위격은 수적으로 하나이며 유일한 존재이고 행위라고 

하였다.326)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는 단 하나의 공통된 신적 실체를 삼위의 세 위격의 

기저에 놓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 하나의 신적 본질인 하느님으로부터 출

발한 일치된 세 위격의 표상에 도달하고 있으며,327) 토마스는 삼위의 세 인격을 

제외하면 하나의 신적 본성이 남는다고 하였다. 이 본성이 하느님으로 불리며 

그것은 세 위격 가운데 한 위격도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학적 삼위일체

론은 신학 안에서 하느님의 내적신비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하느님의 내

부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328) 사변적으로 빠지기 쉽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의 경험을 간

과하고 있다. 이런 신학은 하느님의 본성 중심의 신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자기

폐쇄적인 삼위일체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심과 전례에서의 

삼위일체 신비는 추상적이고 비밀스런 사변으로 남게 된 것이다. 토마스의 삼위

일체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삼위일체 신앙과 구원경륜의 관계성으로 볼 수 있

다. 내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구조적인 특징들은 신

적 파견을 위한 신학에서 필요하다. 토마스는 이미 삼위일체론의 출발점에서부

터 인류 구원과 연결지어서 육화하신 성자와 성령의 선물 안에서 완성된다

고329) 보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 안에서 내주하는 삼위일체론을 토마스

는 삼위일체 신비를 인간의 구원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온 것이다. 보나벤투라의 

본성에 따라(secundum naturam) 발출하셨다는 입장과는 달리 토마스는 말씀

께서 지성에 따라(secundun intellectum) 발출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적 위격들을 기원의 관계들로부터 구별하여 위격들 간의 동등함을 보여주었

326) Thomas Aquinas, S.th. I, q.42, a.1-a.2. 
327)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33. 
328) Ibid., p.188.
329) Thomas Aquinas, S.th. I, q.36, a.1, 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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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은 한에서 성자이며, 성부는 성자를 낳음으로

써 성부이며, 이때 성령의 발출이 더불어 일어난다는 것이다.330)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근대 이전과 이

후의 인간 인식은 크게 변화된다. 근대 유럽의 주체성은 인간을 세계의 주체로 

만들었다. 이제는 최고의 실체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주체로 변화된 것

이다. 이런 근대로의 전이를 인간학적 전향(Martin Buber, 1878-1965), 주체성

의 봉기(Martin Heidegger, 1889-1976), 존재의 지배로부터 기술의 지배로의 

변화(A.T. van Leeuwen)라고 부르는 서구의 무신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세

계는 인간이 대상이 되어 더 이상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

신 안에서 하느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세계로부터 하느님을 증명하던 것이  

이제는 인간 실존과 영혼, 자기 인식에서 하느님을 증명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의해 등장한 것이 바르트의 삼위일체론과 라너의 초월론적 삼위

일체론이다. 

  칼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은331) 하느님의 엄격하고 절대적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느님의 주권은 하느님의 본질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느님의 주권은 

곧 하느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삼위일체를 하나의 영원 가운데 반복이라고 생각

한 바르트는 하느님의 삼중성을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332) 그의 

주장에서 성령은 단 하나의 위격적 하느님에 대한 이해로서, 단지 성부와 성자

를 결합시키는 사랑의 끈에 불과하다.  

  라너는 초월론적 삼위일체론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의 구별되는 세 가지 자립

실체방식(distinkte Subsistenzweise)의 현존을 하느님의 삼중의 자기전달로서 

이해하고 있다. 라너는 바르트와 거의 비슷한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근대적으로 

변화된 인격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구별되는 자립실체 방식 가운데에 

330)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531.
331)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56-161.
332)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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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의 신적 주체가 타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너에게서는 하느님의 

삼중적 인격성(Dreipersönlichkeit)333)에서 동일한 하느님의 단일성이 나타나고 

있다. 몰트만은 라너의 삼위일체론에서 그가 사용하는 인격이라는 용어의 세속

적인 성격 때문에 소유물에 의해 발전된 개인의 지배적인 자유를 나타낼 뿐이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용어는 친교를 통한 개방된 페르소나의 사회적 자

유가 나타나지 않고, 하느님의 자기양여로서의 인간도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적

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하였다. 몰트만에 의하면 유일한 단 하나의 주체이신 성

부와 성자가 하느님의 자기전달 수단이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장소를 나타내

는 한계  때문에 라너의 그리스도론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반면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에서는 삼위의 세 위격을 상이한 행동의 중심을 가진 세 가지 상이

한 위격성으로 생각하는 삼신론적인 위험이 있음을 비판받고 있다. 몰트만이 세 

위격을 세 주체성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현대적인 위격 개념에서의 한계 속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로 볼 수 있겠다.   

  위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각 위격 속에서 지식과 행

위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자기를 구분하는 행동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데, 위격이 바로 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삼위일체론에서 위격은 오

직 단 하나의 유일한 하느님의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될 수 있다. 본질의 유일성

은 단 하나의 본질과 단 하나의 자유의 유일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라너는 

하느님 안에 있는 ‘하나의 본성, 하나의 인식, 하나의 의식’이라는 더 캄프의 신 

스콜라주의적 명제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 휠 덜린(Friedrich Hölderlin, 

1770-1843), 포이에르바흐(Ludwing Feuerbach, 1804-1872), 부버 등 철학적 

인격주의는 실증적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오직 관계적으로 이해하며 사회

성 없는 인격성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333)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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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계성 중심의 삼위일체론 연구

  세 위격의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위격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현존하는 무한

함을 가리킨다. 가파도키아의 교부들이 말하는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로서

의 삼위일체론은 세 신적 위격들의 사회성(Sozialität)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의 표현으로서의 두 가지 범주의 삼위일체론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세 신적 위격의 위격성을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학적 삼위일체

론(Die psychologische Trinitätslehre)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의 위격적 

친교를 주장하는 가파도키아의 교부들은 사회적 삼위일체론(Soziale Trinitätslehre)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334) 관계성 중심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토대로 한 연구

가 확산되면서 친교중심의 삼위일체론은 칼 바르트의 삼위일체론과 칼 라너의 

초월론적 삼위일체론보다 더 폭넓은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335) 몰트만의 사회적 삼

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한 관계성 중심의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를 먼저 알아보자. 

  삼위일체 하느님이란 세 신적 위격들에 의한 유일하고 독특한 친교

(Gemeinschaft)로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단일성은 이제 더 이상 신적 실체

(Substanz)의 동질성이나 동일한 신적 주체(Subjekt)의 움직임으로 이해하지 않

는다. 다만 성부·성자·성령의 영원한 페리코레시스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이해는 신학 안에서 인간의 하느님 경험에 대한 해석학이나 구원사, 인간의 하

느님 모상론과 창조론, 삼위일체의 모상으로서의 교회의 일치에 대한 이론, 새

로운 창조에 대한 친교의 종말론적 기대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친교중심의 

하느님 개념에서 군주론적이고 성직계급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체계를 정당화 하

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서 퇴보하는 것이라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다.  

  정교회 신학과 가파도키아 학파에서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체성을 친교로서 

이해하였다. 마티아스 요세프 셰벤(Matthias Joseph Scheeben, 1835-1888)은 

334) W.R. Matthews, God in Christian Thought and Experience, (London: 1930), p.193.;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5.  

335)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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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위격이 형성한 유일하고 탁월한 사회는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유사한 구

성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본질적 이상이라고 하였다.336) 삼위일체의 중심 

주제를 친교(κοινωνία)로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과 의지라고 보았던 가톨릭 

신학자 미카엘 슈마우스(Michael Schmaus, 1897-1993)는 삼위일체론을 완성

된 친교론으로 이해했다.337) 그리스정교회 신학자 두미트루 스타닐로(Dumitru 

Stăniloae, 1903-1993)도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과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의 

새로운 합일을 제시하는데 더 이상의 필리오케 논쟁은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하

였다.338) 그리고 비간트 지벨(Wiegand Siebel, 1929-2014)은 그의 저서 『관계

로서의 성령: 하나의 사회적 삼위일체론』339)에서 이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신학자 포드(Stephen H. Ford)도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친교를 「페리코레

시스와 해석」340)에서 주장하였고, 여러 논문들341)도 있다.342) 

  삼위일체 하느님은 친교를 통해 그의 친교 안으로 초대하시면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페리코레시스 친교를 자연과 인간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정의와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원형으로 삼는다.343) 이 원형은 성령의 친교에 의한 교회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키푸리아누스(Thascius Caecilius Cyprianus, 

200?-258)도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의해 일치된 백성이라고 표

336) M. J. Scheeben, Handibuch der katholischen Dogmatik I, Freiburg, 1873, p.884.
337) M. Schmaus, Katholische Dogmatik I, München, 19606, p.491.
338) D. Staniloae in: Orthodoxia, XXXⅢ. Nr. 4. 1981. 
339) Wiegand Siebel, Der Heiliger Geist als Relation. Eine soziale Trinitätslehre, 

Münster, 1986. 
340) H. Ford, Perichoresis and Interpretation: Samuel Taylor Coleridge’s Trinitarian 

Conception of Unity, Theology, Vol. LXXXⅨ Jan, 1986, Nr. 727, p.20-23. 
341) The Forgotten Trinity, 1. The Report of the BBC Study Commission on Trinitarian 

Doctrine Today, 2. A Study Guide on Issue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BBC 
Study Commission on Trinitarian Doctrine Today, London, 1989.  

342) 이 논문들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이가 J. O’Donnell, The Trinity as Divine Community, 
Gregorianum 69, 1, 1988, p.5-43.; C. M. LaCugnal, J. O’Donnell, Returning from 
‘The Far Country’: Theses for a Contemporary Trinitarian Theolog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41, 1988, p.191-215.  

343) B. J. Hilberath., Der Dreieinige Gott und Gemeinschaft der Menschen. 
Orientierungen zur christlichen Rede von Gott, Mainz, 1990.



- 127 -

현하였다.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 1938-)도 라틴아메리카의 소외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재발견하였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기초 공동체』344)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를 근거로 교회 

공동체의 형태는 성직계급이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그의 『삼위일체 하느님(Der 

Dreieinige Gott)』에서는 삼위일체의 공리가 교회론적이고 에큐메니컬적이며 가

톨릭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종교의 조직에서는 오히려 그의 명제

들이 도전적으로 비춰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345)    

2. 몰트만의 관계성 중심의 삼위일체론

2.1.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 – 인권개념의 근거

  십자가는 하느님 안에서의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나지만, 몰트만은 자신의 십

자가 신학을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로서 언급하고 있다.346) 그의 신학에서 예수

의 죽음은 최후의 계시로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였다. 몰트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 자신의 신성화와 교만, 우상

숭배로 인한 자기 폐쇄 때문에 일그러진 하느님의 모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

자렛 예수는 인간이 하느님을 진실 되게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육화한 것

이다. 그는 권력이 있고 부를 가진 지도층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과 창녀와 세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환대하고 치유하여 해방을 맛보게 

하였다. 그리고 폐쇄되고 굳어진 기존의 기득권들에게 도전이 되는 움직임을 보

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의 죽음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로마인들에게는 정치범으로서 보여질 수 있고, 

344) Leonardo Boff, Basisgemeinden in Lateinamerika, Mainz, 1980, p.41. 
345)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1-14.
346)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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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교에서는 계

시 사건으로 드러남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이 의미하는 신학적 차

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수의 죽음은 철저히 버림받은 케노시스이며 신성의 

파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47) 예수가 하느님 안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것

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느님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받은 

고통과, 아들이 하느님과 단절되어 겪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헌신적

인 사랑의 신(아가페)으로서 드러난 사건이기도하다.

  몰트만이 자신의 십자가 신학을 통해 하느님이 고난당할 수 있음을 주장348)

했던 것은 삼위일체론에 접근하기 위한 신학의 근본적인 토론의 주제였기 때문

이다. 즉 하느님의 육화와 성령의 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드

러내는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경험을 통해 인간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거나,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인

간의 역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349) 여기서 하느님 경험(Gotteserfahrung)

이란 하느님 안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인간 안에서의 하느님 경험, 모두를 포함

하지만 하느님은 신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다. 인간의 하느님 경

험, 즉 종교적 경험은 인간 자신이 압도되거나 경악하게 되는 경험 속에서 자신

을 개방하게 되면서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경험이 하느님의 경험 안으

로 통합되고 인간의 자아가 하느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의미를 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이 하느님을 경험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성서에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이 신

앙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고난과 기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인간이 하느님의 경험에 

347)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62-63.
348)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09-112;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84-267.   
349)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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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갈수록 인간은 하느님의 수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수난의 의미를 깊

이 이해하게 된다. 성서에서처럼 이집트의 지배를 겪으면서 부르짖던 사람들,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의 부르짖음,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모든 피조

물들 안에서 하느님 계시의 순간은 언제나 고통(Schmerz)이 동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50)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

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아의 변화를 인식한다. 이렇게 고통의 역사는 하느님의 

경험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바르트는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에서 하느님에 의한 일방적인 관계를 우선시

하는 반면, 몰트만은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는 쌍방향적 관계351)임을 강조하고 

있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하느님을 상호간의 위격적 관계와 사랑의 

친교 속에 있는 세 신적 주체들로 이해하면서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적 세 

위격의 관계를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 하느님에 의한 삶은 세 신적 위격

의 상호침투에 의한 역동적인 생명력의 친교의 삶으로 드러난다.352) 이 친교의 

삶은 하느님의 주권이나 수직적 권위의 통치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에 의한 정

의를 의미한다. 하느님은 사랑 안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 안에서 활

동하시며, 사랑 안에서 고통당하신다. 즉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사랑의 친교인 것이다.353) 

  몰트만은 십자가의 사건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여 

‘삼위일체의 완전한 재설계(gänzlichen Neugestaltung der Trinitätslehre)’라

는 표현을 사용하며 십자가와 삼위일체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였다. 다음에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십자가는 삼위일체 되신 하느

님의 자기 계시이다. 바오로는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내어

350)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0-21.;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30. 

351)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73-174.  
352)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57-160. 
353)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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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354)으로서의 사랑355)으로 해석하였다.356) 하느님은 사랑 안에 실존하시며 당

신 실존을 사랑의 사건 속에서 재구성하신다. 고대 신학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진 성부와 성자의 의지의 공통성을 본질의 공통성(Wesensgemeinschtf) 또는 공

통의 본질(Homousie)로 보았다.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는 예수의 버림받은 상

태 속에서 가장 깊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

은 성령의 발생으로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죽음에 의해 그들을 포용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의 희생으로 성령은 버림받은 이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성부의 고통으

로부터 다시 살게 하는 사랑의 성령이 생성되는 것이 하느님 사건의 시작이다.357) 

  둘째, 십자가는 하느님의 내적인 사건이다. 바오로는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

의 내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성부와 성자의 의지의 

일치성이 표현된 것이며, 게쎄마니 사건은 예수와 하느님과 예수의 성부 사이의 

깊은 의지의 일치를 나타낸다. 반면에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깊

은 분리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당한 예수의 죽음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즉 예수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분리된 존재 안에

서의 결합(Gemeinschaft im Getrenntsein)과 결합된 상태 속에서의 분리

(Getrenntsein in der Gemeinschaft)를 나타내기에 십자가는 하느님의 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셋째,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는 

버림받은 상태 가운데서 죽어감(Sterben)을 경험하지만 죽음(Tod) 자체를 경험

하지는 않는다. 고통은 생명을 전제하고 있지만, 성자를 내어주는 하느님 자신

354) “과연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마다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요한 3,16). 

355)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356) “나는 살아 있지만 이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 아드님께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갈라 2,20)

357)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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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랑의 무한한 아픔 속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신다.358) 우리

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그의 하느님과 성부 사이에 일어난 것을 파악하기 위

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성자가 당하는 성부의 상실

(Vaterlosigkit)이 성부께서 당하는 성자의 상실(Sohnlosigkeit)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9)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

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로마 8,32)”와 같이 하느님의 개방된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

기 위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다.360)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에서 주어가 그리

스도에 해당하는 ‘내어주다’는 아버지만이 하느님의 버림받은 십자가의 죽음으

로 예수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도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예수는 의식

적이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361) 이렇듯이 그리스도 

자신의 현실적 십자가 안에 삼위일체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삼위일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버림받음과 절대적인 죽

음, 파괴와 저주 또는 허무로의 버려짐이 일어난다면 하느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는 영원한 구원과 기쁨, 신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한 것이다. 결국 피조물의 역사에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하느님의 역사의 전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362)

  넷째, 십자가는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했을 때 종말론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 

358) Ibid., p.185-187.
35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0-233.  
360) 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p.137-149.
361)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0.
362) 김균진, 『헤겔철학과 현대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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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을 실패나 좌절로 보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부활과 승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 사건은 하느님의 승리

의 사건이며,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움의 삼위일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363)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계 안에서 시

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의 수난의 역사를 신앙과 

비참한 본성을 가진 삶의 종말론적 자유에 대한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삼

위일체론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의 현실적 십자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십

자가에 달린 그분의 형식은 삼위일체성인 것이다.364) 그러므로 죄와 죽음으로 

결정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성 안에 

지양되어 있으며, 하느님의 역사의 미래 속에 통합되어 있다. 즉 삼위일체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인간을 위해 열려진 종말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365) 그렇기에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숙고해야 한다. 

  슐라이어마허도 삼위일체론의 장소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하며 십자가 인식

의 형식적 원리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였다.366) 몰트만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장

소는367) 사고의 사고(Denken des Denkens)라는 사변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이다.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인식의 형식적 원리

는 삼위일체론이며, 삼위일체론의 내용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

이다. 삼위일체론의 최초의 근원은 초대교회의 이단논쟁 중에서 형성되었다.  

스테펜(B. Steffen)은 그의 저서 「십자가의 교리, 십자가 중심의 신학을 위한 

363)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2권,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p.176.
364)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1-233. 
365) Ibid., p.234.
366) Fr.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 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Nabu Press), 2010, p.170;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25-226.

367)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66,2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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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1920)」에서 삼위일체의 근거를 성서의 적은 분량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십

자가에 대한 일관된 증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삼위일체성은 하

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자를 바치게 한 십자가의 신학적 사건이라고 하였

다.368)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은폐되

어 있는 성령 때문이었다. 라일 데브니(Lyle Dabney, 1951-)는 자신의 박사논

문에서 십자가의 성령론(pneumatologia crucis)을 연구하였다.369) 그는 게쎄마

니에서 예수의 기도와 십자가에서 하느님에게 버림받아 죽어가는 그를 위해 탄

식으로 간구하는 영의 활동에서 성령의 현존을 발견하였다.370) 그래서 데브니는 

‘성령은 아버지의 부재중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말했다.371) 이렇게 

몰트만은 십자가의 신학이 삼위일체론적이며, 삼위일체론은 십자가의 신학이 되

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십자가에서의 하느님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느님의 죽음 속에서의 

심연의 깊이는 부활 속에서의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생명의 승리로 나타나

며 이는 곧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만물의 새 창조에 대한 부활의 충

만한 기쁨을 나타내기로 한다.372)  여기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풍성한 

내적·외적관계들을 가진 공동체적(gemeinschaftlicher)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곧 ‘하느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느님의 

사랑은 고독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것들(Verschiedene)을 전제하고, 결합시키

며, 결합된 것들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한 사랑을 통

368)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30.
369) L. Dabney, Die Kenosis des Geistes, Die Kenosis des Geistes: Kontinuität zwischen 

Schöpfung und Erlösung im Werk des Heiligen Geistes, Tübingen, 1989. 
370) M. Luther, WA V, p.58. 
371)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81; D. Lyle 

Dabney, Die Kenosis des Geistes: Kontinuität zwischen Schöpfung und Erlösung im 
Werk des Heiligen Geistes(Neukirchener Beiträge zur systematischen Theologie), 
Neukirchener Verlag, 1997.

372)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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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들의 하나됨은 그들의 일치(Einigkeit)에 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희생을 통해 그들의 독특한 신적 친교(Gemeinschaft)을 형

성하며, 그들의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 유한하고 모순되며 사멸하는 

피조물들의 창조와 화해와 구원 속으로 자신을 개방한다. 그들은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공간을 내어 주며(einräumen), 그들이 영원한 기

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373) 이것이 삼위일체적 친교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

므로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자기 계시인 동시에 위격들 상호간의 일어난 관계의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2.2. 성서 네러티브에 근거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성서의 구원사를 근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를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의 세 위격

이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른 삼위일체론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

자. 우선 바르트는 한 인격적 하느님에게서 세 존재방식(Seinsweise)을 갖는다고 

하였고, 라너는 한 신적 주체인 하느님에게서 세 가지 실존방식(Subsistenzweise)

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전통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절대주체로서의 하

느님의 자기 계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적 주체의 자기 계시와 자기 

전달은 인간의 내적인 자기 초월의 가능성의 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서

에 근거한 아들 예수와 아버지 성부와 성령의 역사하고 맞지 않다고 몰트만은 

말한다.374) 둘째,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의 하느님 인식

373) Ibid., p.272.
374) K. Barth, Christliche Dogmatik im Entwurf, München, 1927, §9: ders., Kirchliche 

Dogmatik I/1, Zürich 1932, §8. K. Rahner도 이와 비슷하게 주장한다. Der dreifaltige 
Gott als transzendenter Urgrund der Heilsgeschichte, Mysal Ⅱ, 1967, p.317-401; 이 
둘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J.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München, 1980, 
p.154)이 있다. 몰트만의 비판은 이들의 삼위일체론의 개념적인 것이지만, 구원사적 설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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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약성서에서의 하느님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은 야훼뿐이

고, 그분 밖에는 하느님이 없다.’는375) 구약의 보편적 인식과 그리스도교의 삼

위일체론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의 출발이 일치한다는 것이

다.376) 그러나 여기서 성서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삼중성이 아

니라 단일성이라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다. 미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를 

전제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몰트만이 

이해한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은 성서에서 증언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스

라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느님의 역사에서 바라본 구원사로 이해 할 수 있

다. 즉 성서적을 구원사적으로 바꿔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종말론

적 지평 안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에서 드러난 구원사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의 단일성에 의한 

계시사로 인식하고, 세 신격 주체의 생동력 있고, 상호침투적이며 하나가 되게 

하는 관계의 역사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친교로서의 관계의 역사이

며,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다.377) 가난하고 소외된 죄 많은 이들이 하느님 역사 안으로 포용되어 삼위일체

의 구원의 역사가 된다.378) 몰트만은 성서의 내러티브로부터 출발한 삼위일체가 

성서에 명백하게 증언된 구원의 역사 속으로 세 위격들이 구별되고 있음을 강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발전시킨다.  
375)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2

사무 22,32);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
다.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서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1역대 29,11); “우주님께서는 나날이 찬
미 받으소서. 우리 위하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시 68,20); “우리 하느님
은 야훼뿐이십니다.”(예레 3,22); “주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즈가 
14,9). 

376)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20.
377) J. Moltmann, Gedanken zur “trinitarischen Geschichte Gottes”, in: EvTh 35, 1975, 

p.208-223; M. D. Meeks, “Gott und die Ökonomie des Heiligen Geistes”, in: EvTh 40, 
1980, p.40.

378)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20-121; Hrg. 
Friedrich Kronseder, Im Banne der Dreieinigkeit, (Friedrich Pustet Verlag), 1933,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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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의 성서적 출발점은 ‘아들-아버지-성령’의 신적

인 역사에 있어서 상이한 세 행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뒤에 

단일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379) 즉 몰트만은 위격들의 삼위성으로부터 출발하

여 하느님의 단일성에 대해 사회적 삼위일체의 구조 안에 있는 페리코레시스적 

단일성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380)  

  다음의 ‘삼위일체의 외부활동은 삼위일체 내부 활동이다(Opera trinitatis ad 

extra,381) Opera trinitatis ad intra.)’382)라는 표현처럼 삼위일체의 상호 밀접

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하느님께서 세계를 위해 행동(actio)하심에 근

거하고 있음을 볼 때, 하느님의 사랑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가능성까

지도 극복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자 예수의 육화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린 아들 안에서 인간적으로 만나시며, 세계 안에서

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완성된 자신을 전달하시며,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기다

리신다. 즉 하느님의 케노시스는 가장 무력한 십자가 죽음 한 가운데서 드러났

으며, 그 순간이 하느님 사랑의 행위의 절정인 것이다.383)

2.3. 삼위일체 하느님 형상에서 비롯한 인권

  나지안즈의 그레고리오는 아담과 하와와 셋의 관계를 지상에서의 삼위일체의 

형상을 유비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인간의 개별성뿐만 아니라 사회성 안에서

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상이 현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그

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개별성과 사회성이 공존하여 조

379)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81-283.
380) 신옥선,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비판적 대화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0, (2007, 

12), p.207.
381) 세계의 창조, 성육신, 세계의 변용
382)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 성령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383)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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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위격 중심의 삼위일체로서 개별성을 강조하

는 개인주의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있으며, 이런 서구의 개인주의는 일신론과 

결합되게 된다. 반면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공동체 중심적으로 관계 중심의 

삼위일체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몰트만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각각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에서는 개인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의 분리된 형태 때

문에 삼위일체의 형상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온전히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고 했

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이라면 개인주의와 사회주

의의 갈등을 해소시켜 조화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상이 친교로서 그 

의 현존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384) 즉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을 통해 개

인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삼위일체 하

느님의 형상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서에 근거한 몰트만의 세 위격의 독특한 존재론적 정체성은 실체적이고 관

계적인 위격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몰트만은 세 신적 위격의 개별적이고 독립적

인 관계의  이해 없이 실체적 위격만을 말한다면 삼신론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

므로 그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385) 또한 그는 삼위일체에서 위격과 위

격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위격 

없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듯이 관계없는 위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386) 그

러므로 몰트만은 토마스의 삼위일체론과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에서의 위격의 

관계성과 보에티우스의 실체적 위격 이해를 통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헤겔의 영향으로 몰트만은 위격에 대한 역사적 이해로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

다.387) 세 위격은 역사 안에서 각 위격들의 관계 속에서 실존할 뿐만 아니라 상

384)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6.
385)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56-157. 
386) Ibid., p.27-28.;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23. 
387) 헤겔의 역사 이해는 고전적인 위격 이해의 대안을 제공한다(L. Wood, “From Barth’s 

Trinitarian Christology to Moltmann’s Trinitarian Pneumatology: A Metho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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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침투적이고 순환적인 사랑의 힘으로 서로의 위격 안에서 개별 위격의 독특성

을 실현한다고 본 것이다.388)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의 역동성은 

위격들 각각의 개별성과 관계성 그리고 세 위격의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이해되

어져야 한다. 

  몰트만은 구원의 역사에서 세 위격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이 삼위일체 교

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몰트만이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를 

쌍방향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389) 즉 세상과 함께 하는 하느님

의 삼위일체적 역사는 세 위격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다.390) 즉 세 위격 사이의 관계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사를 의미한다. 또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위격과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느님을 상호간의 인격적 관계인 친교 속에 있는 세 위격들로 이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몰트만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상호보충적인 개념으로서 위격, 관계, 

페리코레시스를 언급하고 있다.391) 페리코레시스 안에 이미 위격과 관계의 개념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페리코레시스’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에서의 핵심 개념

이라 할 수 있겠다. 몰트만에 의하면 삼위일체 세 위격은 서로가 맺는 관계들에 

의해서 각자의 독특함과 개별성을 갖게 된다고 언급하였다.392) 위격들이 관계 안

에서 실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형성되고, 세 위격들은 독립적이며, 

밀접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393) 그러므로 몰트만

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위격성은 곧 사회적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Perspective”, The Asbury Theological Journal, 48, no.1 (Spring, 1993), p.55).
388)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57-158.
389)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73-174.
390) Ibid., p.125.
391) Ibid., p.172. 
392) Ibid., p.156. 
393) Ibid.,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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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위격의 개념을 단지 관계 안에서만 규정한다면 삼신론의 위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신적 위격에 대해서는 보에티우

스의 위격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받아들여 세 신적 위격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이 의식과 의지를 지니면서도 개별적이고 고

유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394) 몰트만이 보

에티우스의 위격의 정체성을 수용한 것은 페리코레시스의 세 위격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개념은 세 위격의 관계에 의한 공동체를 묘

사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친교의 삶으로서 위격의 상호현현을 통한 신적 삶의 

역동적 과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395) 그래서 삼위일체는 세 위격 사이에서 이

루어지는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로서의 역사이다. 삼위일체 하느님 스스로 개방

하여 세상을 자신 안에 포용하고 있는 역사인 것이다.396) 특히 몰트만은 삼위일

체론에서 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부에 의한 독재적 요소를 남기지 

않으며, 세 위격은 서로 동등하고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397)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사

랑의 친교 안에서 삼위일체 형상인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몰트만의 페리코레시스의 역동과 인권의 관계
  일반적으로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는 삼위일체론에서 세 위격간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앞서서 사용된 것은 

394) 위격성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위격은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인 실
체이다.” 그에게 있어서, 위격은 지성을 지닌 개별적인 고유한 실존을 소유하며 타자들과 상호 
교환적인 존재이다. Frederick, Coplestone, A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Doubleday, 1962), p.2. 118.;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54-155.  

395)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57-160.
396)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74.
397)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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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론에서 사용되고 있

었다. 교부들의 문헌에서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가 이전부터 나타나기는 

하지만 삼위일체의 관계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가파도키아의 교부들부터라고 

볼 수 있다.398)   

  교부들은 세 위격의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안에 존재함

(in-existentia)’나 ‘~안에 거함(in-habitatio)’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에 그

리스 교부들은 이런 표현을 위해 사용한 용어가 페리코레시스였으며, 라틴교부

들이 사용한 것은 상호내재성(circuminsessio), 상호(mutua), 내재(in-existentia) 

또는 상호 내재(mutua in-habitatio)란 용어들이다.399) 이 페리코레시스 용어

를 삼위일체 세 위격 안에서의 관계성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몰트만은 사

회적 삼위일체의 위격성을 사회적 관계라고 언급했듯이, 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페리코레시스 역동이 그의 인권 개념에 어떤 근거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1. 전통적 페리코레시스 어원과 역동성

  페리코레시스의 어원은 헬라어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에서 페리(περι, 

주위에, 에워싸다)라는 전치사와 코레시스(χωρειν, 포용하다, 침투하다, 충만하

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코레인(χωρειν, 들어있다)은 하느님에 의

해 창조된 모든 것들의 충만(침투)에 대한 기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래

서 이 동사는 위격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의미의 용어로서 페리코레시스를 

398) John P. Egan., “Toward Trinitarian Perichoresis: Saint Gregory the Theologian, 
Oration 31.14, The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Vol. 39. No.1, 1994, 
p.83-93.; Michael G. Lawler, ”Perichoresis: New Theological Wine in and old 
Theological Wineskin“, Horizons, 22/1(1995), p.49-66.

399)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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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된다. 어원상 페리코레시스는 한 장소에서의 순환운동을 의미하지만 

정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위격간의 상호 침투라는 역동적인 개념도 가리키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차이를 포기하지 

않은 채 단일함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다른 본성이 페리코레시스 안에 거하며 

일치해 있다고 표현하였다. 교부들은 최소한의 오류를 줄이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어휘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며 시도하였다. 다음은 칼케돈 공의회에서 선

포한 교의에서 그리스도 안의 본성들 간의 일치와 차이를 동시에 옹호하기 위

한 표현으로 사용된 부분이다.400)  

“한 분이시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

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는 분으

로 인식되며, 이 외에도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히포스타시스로 

결합되신다[DS 302].”401)

페리코레시스 개념은402) 그리스도의 두 본성(idioma, 고유성들)에 대한 통교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활동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서

로 페리코레시스가 이루어져 긴밀한 일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었다. 이 용어를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와 막시무스(Maximus, 580-662), 

키릴루스(Cyril of Alexardria, -444)와 다마스커스의 요한(John Damascene, 

676-749)이 사용하였다.403) 그러나 처음으로 세 위격 간의 상호침투의 개념으

로 사용한 것은 다마스커스의 요한이었다.404) 그는 네스토리우스주의와 단성론

400)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997-998. 
401) 칼케돈 공의회(제4차 세계 공의회), 451.10.8~11월 초) 칼케돈 신경의 교의결정 부분.
402)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91-193;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80-283.
403) S. del Cura Elena, “Perikhoreis”, en X, Pikaza, El Dios cristiano, Salamanca, 

1992, p.1087-1089.;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998-999.
404) “세 위격들이 서로 다른 위격 안에 영구히 머문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불가분리적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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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기 위하여 혼합이 아니라 단일함, 나뉨이 아니라 구별의 개념을 사용

한다. 이는 칼케돈 공의회의 용어 사용과 비슷하며 위격간의 상호내주의 의미보

다 생명이 넘치는 역동적 의미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파도

키아 교부인 바실리우스는 삼위일체를 한 하느님의 세 존재양식이나 위격과 동

시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그에 의하면 “성부의 모든 것은 성자 안에서 보

여지고, 성자의 모든 것은 성부에게 속한다. 성자는 자신의 총체성 안에서 성부 

안에 거하고, 아울러 성부를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소유한다. 따라서 성자

의 위격은 성부를 알기 위한 형상이자 표현이고, 성부의 위격은 성자의 형상 속

에서 인식된다.”405)고 하였다. 여기에서 페리코레시스라 불리게 되는 신적 위격

간의 상호내재에 대한 가르침이 드러나고 있다. 하느님은 나누어진 위격들 안에

서 나우어지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세 위격 속에는 본성의 동일성

(ταύτότης φύσεως)이 존재한다.406) 

  빅토리누스(Marius Victorinus, 337-362)는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신

적 본질을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보고 있다. 즉 하느님의 존재(esse)는 하느님

의 운동(moveri)인 창조(creation)라는 형태로 말씀과 관련된 발생(generation)

으로 보았다. 또한 하느님 안에서의 내적인 변증법적 과정은 삼중적으로 하느님

의 권능을 지닌 분은 존재하고(esse), 살아있고(vivere), 이해하는(intelligere) 세 

가지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빅토리누스는 위격들의 상호내주

(circuminsession)를 반복하여 역설하며(omnes in alternis existentes),407)  

한다. 즉 그들은 분리되지 않고 그들 사이에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관통된다. 그들은 서로 
융합되거나 혼합되지 않으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즉 어떠한 융합이나 혼합 또는 혼동 없이,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있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왜냐하면 세 위격의 자극과 움직임은 유일한 
것으로 창조된 본성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다.”(San Juan Damasceno, De fide 
orthodoxa, I, 14.); John Jdfferson Davis, “What is ‘Perichoresis’ - and Why Does It 
Matter?”, Evangelical Revies of Theology, Vol. 39, no.2, (Apr, 2015), p.145.

405) Basil, Ep, 38:8(아마도 Gregory of Nyssa가 저자일 것이다). 
406) Didymus, de trin. 1:16(PG 39·336);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Charles Black), 1958, p. 26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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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위격은 수(數)의 개념을 초월한 단일성을 지닌 하나(eins)라고 하였다. 그렇

지만 세 위격 간의 구별을 세 위격(tres personae)이 아니라 세 실존(tres 

subsistentiae)이라고 표현하거나, 하느님을 삼중적으로(tripliciter)으로 실존한

다고 표현하였다.408) 이렇듯이 페리코레시스는 세 위격의 단일성과 내적 통교와 

세 위격의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세 위

격의 상호내주(mutual indwelling) 또는 상호침투(mutual interpenetration), 

상호침투를 의미하기도 한다.409)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페리코레시스의 활동성에 

초점을 맞춰 상호침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 위격에서 시작하여 페리코레시

스의 활동의 단일성 측면에서 강조하게 된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5-373)는 분할 불가능한 동일실체를 강조하였으나, 가파도키아 교부들은 공

동 실체성, 공동본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한 하느님의 실체적 단일성을 확보하

기 위해 페리코레시스를 언급하게 된 것이다. 

  서방교회 교부들에게서는 스콜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페리코레시스를 번역한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410) 그러나 이에 대한 교리적 내용은 이미 힐라리우스

(Hilarius, 315-368)에게서 드러나고 있다.411) 그는 성부가 있는 곳에 성자가 있

고, 한분이 다른 분에게서 유래하며, 두 분이 하나이며, 서로 안에 있다고 하였

다.412) 그러면서 두 분이 각각 다른 분에게서 오며, 두 분이 하나가 아니라 다

른 분 안에 계신다고 표현하였다.413) 그러면서 하느님에게서 유래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느님 안에 계신하고 한다.414)    

407) lb. 1:15f;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p.270.
408)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p.262.
409) G. L. Prestige, God in Partistic Thought, (London: SPCK), 1952, p.289.; Walter A. 

Elwell.,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4, p.843-844. 

410) P. Coda, Dios uno y trino, Salamanca, 1993, p.207; S. del Cura Elena, 
“Perikhoresis”, en X, Pikaza, El Dios cristiano, cit, p.1089.

411)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1000.
412) San Hilario, De Trinitate, III, p.24.
413)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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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방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 안에서의 단일성과 고유성

을 제시한 후 삼위일체로 다시 돌아가며,415) 삼위일체의 역동적 의미도 표현하

고 있다.416) 보나벤뚜라(Bonaventura, 1221-1274)는 상호내재성(circuminsessio)

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존재 속에서의 구별과 일치를 동시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하느님 안에서만 구별되는 최고의 일치는 혼합이 없고, 분리 없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417) 이와 같이 스콜라 시대에서 사용하였던 상호내재성(circuminsessio)

의 용어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론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삼위일

체론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론적 논쟁과 삼위일체적 논쟁이 위격의 구

별 안에서 일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표현

하기 위함이다.418) 

3.2. 몰트만의 페리코레시스 개념의 근거

  고대 그리스도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고백」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구분 

및 단일성에 관한 고백을 토대로 세 위격의 상호 내재성이 드러나고 있다. 칼케

돈 공의회(451)에서의 교의적 선포와도 같이 세 위격은 각각 혼합되지 않고 변

화되지도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으면서,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414) San Hilario, De Trinitate, IV. p.40.
415)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1000-1001.; “하지만 이곳 물리적 사물들에게서는 셋

이 함께라고 해서 하나일 수는 없고 두 사물은 한 사물보다 더 많은 무엇이다. 그렇지만 지존
한 삼위일체에서는 셋이 함께하는 그만큼 하나이고, 둘이 하나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며, 자체
로는 무한하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는 각자가 각자 안에 있고 모두가 각자 안에 있으며 각자
가 모두 안에 있고 모두가 모두 안에 있으며 모두가 하나이다.”(Augustinus, De Trinitate, 
VI, 10, 12(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성염 역주, 분도출판사, 2015). 

416) “그러니까 저 셋에는 즉 지성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는 삼일성(三一性)이 존
재하니 지성, 사랑, 인식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어떤 혼합으로 섞이는 것이 결코 아니고, 자체
들 안에는 각체들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간에는 전체들 안에 전체로서 존재한다. 이체 안에 있
는 각체든 각체 안에 있는 이체든 전체들 안에 전체로 존재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된다.”(Augustine, De Trinitate, IX, 5).

417) Buenaventura, In Sent, I, d.19, p.I, q.4.
418)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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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의 위격(Hypostasis, ὑπόστασις)인 

히포스타시스로 결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 위격이 하나의 위격으로 결합되

었다는 것은 신적 위격들 간의 불가해소적이고 긴밀한 일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과 같이 페리코레시스는 동일하고 유일

함에서 오는 단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19)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

는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며 상호내재가 신적 위격들의 

모든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발출도 위격들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

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420)  

  “성부와 성자 안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은 셋이다. 즉 본질과 관계, 기원을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면에서 보아도 성자는 성부 안에 

있으며 그 역이기도 하다. 그것은 성부가 자기의 본질이며 자기 본질을 성자에

게 상통하여 주는 것(전하여 주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변화에 의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관계적으로 대립, 대당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개념적으로 다른 것 안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리고 

또 기원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도 가지적 말씀의 발출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하는 자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명백하다.”421)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교의 교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피렌체 

공의회422)는 명시적으로 상호내재성(circuminsessio) 교리를 선포하며 삼위일체

의 세 위격의 단일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위격은 한 하느님이시며, 세 하느님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세 위격은 하나

419) J. H. Nicolas, Synthese Dogmatique, Paris, 1986, p.185-186.
420)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1002-1003.
421) Thomas Aquinas, S. Th, I, q.42, a.5(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5, 정의채 역, 바오로

딸, 1998).
422) 피렌체 공의회(The Council of Firenze, 143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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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체,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성, 하나의 신성, 하나의 무량성, 하나의 영원

성을 지니셨고, 거기에는 관계의 상반성이 대치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423) 이러한 일치 때문에 성부께서는 전적으로 성자 안에 계시고, 전

적으로 성령 안에 계신다. 성자께서는 전적으로 성부 안에, 전적으로 성령 안

에 계신다. 성령께서는 전적으로 성부 안에, 전적으로 성자 안에 계신다.”424)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위격이 다른 위격의 위에 있거나 능력에서 뛰어나지 않

으며 월등하지 않다. 이 세 위격은 창조의 세 근원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의 두 근원이 아니며, 하나의 근원이심을 피렌체 공의회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위격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이나 실체의 차이가 아니

라, 오직 관계 안에서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삼위일체의 단일성은 

삼위일체 신학에서 페리코레시스가 갖는 중요성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적 위격들의 상호내주(mutua inhabitacion)는 성경과 그리스도교의 

교도권의 교의선포에서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제11차 톨레도 교회회의

(Concilium Toletanum, 675년/ 『신앙고백』: 삼위일체)에서

 “[33]성삼위 하느님께서 몸소 내려오신 것은 성삼위 하느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

라 위격들이 각각 인정되도록 하는 이 이름 안에서 하나의 위격이 다른 위격 없

이 이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성부께서는 성자 없이 인식되지 못하고 성부 없이 성자를 알지 못하

기 때문이다. [34] 위격의 이름들 안에서 표현되는 관계성 자체는 위격들을 분리

하지 못하게 한다. 그 관계성이 위격들을 동시에 지칭하지 못하더라도 동시에 그 

423) 이러한 삼위일체 신학의 원칙은 캔터베리의 안셀모 De processione Spiritus Sancti 1(F. 
S. Schmitt, Sancti Anseimi Cantuariensis Opera Omnia 2[Edinburgh 1946], 
18024-181, 1812-4), =제2장(PL 158,288C)에 의해 처음으로 정식화되었을 것이다.(하인리히 덴
칭거: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제44판/원문 대역]), Heinrich Denzinger, 
(서울: CBCK(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7, p.394).  

424) 피렌체공의회: 콥트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과의 일치에 관한 칙서 「Cantate Domino」
(1442,2,4)[DS 133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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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격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반드시 다른 하나를 함께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이름 중 어느 하나를 알아들을 수 없다. [35] 그러므로 이 세 위격

이 하나이면서 한 분이 셋이기는 하지만 각 위격은 자신의 속성을 보유한다.”425)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Lateran Council, 1215.11.11-30)426)에서는 제1장 

가톨릭 신앙의 첫 장인 「알비파와 가타르파에 반대하는 결정」에서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이심”427)을 언명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오로지 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 단호히 고백한다. 말하자면 하느님

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나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실체 또는 온전히 단순한 하

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 성부께서는 낳으시고 성자께서는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발하시는데, 같은 본질이시며 똑같이 동등하시고 똑같이 전능하시

며 똑같이 영원하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영

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창조주이시다. …… 공동 본질에 따라서는 분리되지 않

으면서도 위격적 속성들에 의해 구분되는 이 성삼위 하느님”428)

 “하느님 안에는 오로지 삼위가 있을 뿐이고 사위(四位)는 없다. 왜냐하면 각 

세 위격들은 그 같은 실재, 곧 하느님의 실체와 본질 또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각 세 위격만이 만물의 근원이며, 이 근원 이외에 다른 근원은 발견될 수 없

다. 또한 이 실재는 낳지도 나지도 발하지도 않으신다. 오히려 낳으시는 분은 

성부이시며, 나시는 분은 성자이시고, 발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위격

들 사이에는 구별이 있지만 본성 안에서는 일치가 있다. …… 오히려 성부이신 

분은 온전히 성자이시며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통 가톨릭 신앙

에 따라 삼위 모두가 실체가 같으심을 믿는다.”429) 

425) 제11차 톨레도 교회회의(675.11.7), 「신앙고백」-‘삼위일체 하느님’, [DS 532].; 세비야의 이
시도루스, Differentiae Ⅱ 3, n.7 (PL 83,71B) 참조.

426)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11.11.-30), 「Definitio contra Albigenses et Catharos」, 
[DS 800]; 「제2장 피오레의 요아킴의 그릇된 가르침」, [DS 804].

427)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Definitio contra Albigenses et Catharos」, [DS 800].
4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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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세 위격들의 동일한 신적 본질이라면 각 위격들은 다른 위격 안에 

있어야만 위격들의 상반된 관계에 의해서 신적 본체의 구분이 가능해지고 동일

한 신적 본질에 의해 신적 위격의 단일함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각 

위격들이 다른 위격 안에서 혼합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온전히 각 위격 그

대로 신적 위격이 서로에게 상호협력적으로 작용함을 상호침투적 활동으로 묘

사함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에 대한 묘사로서 페리코레시스를 사용하게 되는 이

유가 될 것이다. 

  서방교회의 신학자들은 신적 본질의 단일함에서 출발한 위격들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페리코레시스는 마지막에 삼위일체의 단일함을 다룰 때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동방교회인 그리스인들은 서방교회와 달리 페리코레시스

를 중요하게 다루는 측면이 더 강하다.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세 위

격의 실재에서부터 출발점을 잡았기 때문에 성부가 자신의 본체를 성자와 성령

에게 내어준다는 사실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에 삼위일체 본체의 단일함을 증명

하기 위해 페리코레시스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430) 라틴교회 신학자들이 사용한 

상호내재성(circuminsessio)은 신적 본체의 단일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동

방이나 라틴교회에서 신적 세 위격들이 동일한 본체를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했

던 것은 위격들의 상호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431) 

그렇기 때문에 페리코레시스 개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상이함과 단

일성을 동시에 혼합이나 혼동 없이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론

에서 이미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세 위격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며, 동일

한 한 하느님으로서 세 위격은 그들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혼합이나 상실이나 

429)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11.11.-30), 「제2장 피오레의 요아킴의 그룻된 가르침」 - 삼위
일체, [DS 804].

430) M. Cuervo, “Introducción a la cuestión 42”, en Santo Tomás de Aquino, Summa 
Theológica, II, Madrid, 1953, p.374-385.;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1006.

431) A. Chollet, “circuminsessio”, DTC 2, p.253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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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이나 분리도 없다.432) 이렇게 세 위격의 독립적인 상이성과 단일성을 동시

에 나타내는 페리코레시스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근거로 한 인권이

해에서 각 개별 인간의 개별성과 사회성에 대한 개념 및 관계성의 근거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3.3. 몰트만의 페리코레시스 개념의 역동성

  몰트만의 페리코레시스 개념은 본 연구 앞장에서 교부문헌부터 공의회를 통

해 그 개념을 살펴보았듯이 몰트만의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 교회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상호침투를 묘사하였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세 위격

의 본성 및 특성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몰트만은 역사에서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하느님 현존의 공간적 경험

으로서 언급하였다. 그것은 역사 안에서의 하느님 현존에 대한 세 위격의 상호

내재성을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다면 그의 페리코레시스 개념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본질이며 신적 위격들의 상호내재를 나타낸

다.433) 세 위격은 혼합되지 않고 분리도 없는 상관성(Wechselseitigkeit)을 나

타내내고 있다. 둘째, 페리코레시스는 세 위격의 관계 434)속에서 하나(eins)이

다. 즉 삼위일체는 한 위격이 다른 위격의 상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수직적 계

급이 없으며, 단일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435) 셋째, 페리코레시스는 세 

위격의 상호주체성(Intersubjektivität)을 나타낸다.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안

에서는 세 위격이 각각의 주체성을 가지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432) 루카스 마태오 세코, 『삼위일체론』, p.1007.
433)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77. 
434) Ibid., p.277.
435) [DS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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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 위격은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다른 위격이 

내어준 활동공간(Bewegungsraum)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력을 전개하게 된

다.436) 넷째, 페리코레시스는 세 위격의 상호내재성(circuminsessio)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위격은 다른 두 위격들 안에서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두 위격들에

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어 활동하게 한다. 세 위격은 자기를 내어주는 동시에 

다른 두 위격을 받아들이면서 상호내재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몰

트만은 신적존재의 개인적인 현-존재(Da-Sein)이면서 사회적인 공동-존재

(Mit-Sein), 그리고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적 존재(In-Sein)라

고 표현하였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서로 간의 내재를 통한 자신을 비

우는 사랑의 힘으로 서로 안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그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게로 오게 된다. 서로를 통해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437)         

  이렇게 페리코레시스가 삼위일체의 단일성을 나타낸다면 세 위격의 삼위일체
적 구분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는 다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 사이를 구분하게 된다. 성자는 역사 안에서의 특별한 관계
성으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구별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는 다른 관계를 가
지고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며 성부와 성자를 결합하는 동시에 구분하기도 한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페리코레시스는 세 위격의 상호내
주와 상호침투적 특성과 단일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열정이 가장 극적
으로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세 위격 사이의 관계를 계속 
변화하는 역사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세 위격이 서로에게 활동공간으로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생
명력을 전하는 것이 몰트만이 주장한 페리코레시스의 역동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몰트만의 페리코레시스 역동성에 근거한 인권의 개별성
과 사회성을 연계한 신학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36)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78-279.
437) Ibid., p.1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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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삼위일체 친교와 인권

4.1.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 관계와 인권

  몰트만은 교회 안에서의 삼위일체 친교의 경험을 성령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성서에서 예수는 제자들 사이에서의 친교를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내재성에 의한 친교로 인식하였다.438) 이 친교의 원형(Urbild)을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친교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그에 대한 모상(Abbild)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439) 에큐메니컬 운동의 모토인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라

는 예수의 기도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의 페리코레시스적 단일성을 잘 나타낸

다. 즉 성부의 왕정(Monarchie)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자의 형제애만을 언

급하는 것도 아니며, 성령의 열매의 다양성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세 위격이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충만함과 인간의 삶의 역사 

안에서 세 위격의 개별적 독립성과 상호침투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할 

것이다. 치푸리아누스가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신 하나의  

백성’440)이라고 말하였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페리코레시스적 작용에서 

형성된 친교가 교회라는 의미이다.441) 이렇게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세 위격이 페리코레시스적 작용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몰트만에 

의하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친교의 개방적인 공간으로서 

438)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439) B. Nilsche, Die Analogie zwischen dem trinitarischen Gottesbild und der 
communialen Struktur von Kirche, in: Communio-Ideal oder Zerbild von 
Kommunikation, QD 176, Freiburg, 1999, p.81-114.

44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라틴어 대역』,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 4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p.227-247(Documenta Concilii VaticaniⅡ, “Constitutio 
Dogmatica de Eoclesia Lumen Gentium 4”). 

441)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
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
이십니다.”(1코린 12,4-6).



- 152 -

삶의 신적인 영역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친교와 성령의 카

리스마와 역사 안에서 자유의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느님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교회가 성령의 내주를 위한 공간이면서 삼위일체를 위한 삶의 공간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442)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친교 안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가? 원

시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에서 보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

다.”라고 되어있다. 이 모습은 삼위일체의 친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

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주로 그리스도교 수

도공동체에서 볼 수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기초 공동체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443) 니콜라스 페도로프(Nicholas Fedorov)는 삼위일체를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황제 차르의 독재정치와 크로

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무정부주의의 중재를 위해 삼위일체를 

제시하여 중재하였다.444) 그리고 현대의 개별화 추세(Individualisierungsschub)

와 포스트모던 시대가 이어지면서 개인(Individuum)은 인격(Person)으로서가 아

니라,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최종적 의미의 물질로 여기게 되었다.445) 그렇지

442)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87-288;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p.341-362.

443) L. Boff, Der dreieinige Gott, Düssldorf 1987, p.173-179.; Th. R. Thompson, 
Imitatio Trinitatis, The Trinity as Social Model in the Theologies of Jürgen 
Moltmann and Leonardo Boff, ThD Diss, Princeton, 1996.;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89.

444) M. Volf, “The Trinity is our Social Program”,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nd the 
Shape of Social Engagement, Modem Theology, 14(1998), p.412.;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89.

445) G. Freudenthal, Atom und Individuum im Zeitalter Newtons: Zur Genese der 
mechanistischen Natur-und Sozialphilosophie, (Frankfurt: Suhrkamp), 1982.에서 뉴턴
과 데카르트 사이의 시대에서 처음으로 자연의 원자화(Atomisierung)와 인간의 개체화 사이
의 내적 연관성을 분명히 제시한다(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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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이고 사회에서 공동생활의 주체로서 독립적인 개

인을 의미하며, 역사 안에서는 인간의 현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은 

인간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개체화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의 친교를 이룰 때 진정한 인간 존재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삼

위일체적 친교가 어떻게 새로운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446) 

몰트만은 인격을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표현했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나

타내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이 사용한 인격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

움을 나타내는 인권으로 보아도 가능할 것이다. 몰트만의 인권개념은 삼위일체

적 친교를 통한 개별성과 독립성, 상호침투와 상호협력적 관계성, 그리고 개방

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역동을 통해서 인권의 사

회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4.2. 페리코레시스 친교 안에서의 개별적 평등과 사회성

  본 연구의 제3장 1.3. ‘타자수용의 변증법적 인식’에서 ‘타자’447)를 인식한다

는 것은 타자를 수용하여 그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친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

다. 즉 타자는 나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유사성과 동질성의 원리는 유추의 사고를 통해 비

슷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므로, 그것을 통한 친교는 나와 다른 타자를 배척하고 

동질의 사람들만 모인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폐쇄적인 

친교는 소통을 단절시키는 게토화를 만들고, 폐쇄된 계급사회와 계층화를 발생

시켜 격리된 사회를 형성하여 결국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몰트만의 십자가를 통한 변증법적 인식은 차이성과 상이성에 의한 인식을 통

446)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90.
447) ‘타자’는 우리 자신과 상이한 다른 존재를 의미한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이나 자연의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태환경, 더 나아간다면 전적인 타자인 하느님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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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타자를 바라보게 된다. 이미 타자에 대한 차이나 다름은 서로의 이해를 위한  

어려움으로 고통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고통은 항상 다름이나 차이에서 오게 된

다. 고통은 인간의 감각기관이 상이하고 이질적인 새로운 물질을 받아들일 때 

거부나 저항이 일어나면서 수반된다.448) 이 고통 속에서 타자를 인식하고 관계

를 맺으면 나와 타자의 관계는 확장되고 친교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변증법적 

인식에 근거한 타자수용은 무관심이 만연하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차이와 모순

에 의한 화해와 친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

만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변증법적 인식

에 의한 타자수용이 그 기반이 되어야만 보편적 인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개인적 기준에 의해 해석되는 인권은 사적인 이익으로 치우쳐 공정

한 가치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다분하다. 인권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도 함께 고찰되어야 인권의 보편성 문제

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에서 세 위격이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어 상호침투적

이고 상호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듯이 세 위격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에

서 각 위격의 평등하고 동등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위격이 각 위격의 자리

에서 자신의 활동을 전개할 때처럼 그런 상호침투적 관계성에서 인권의 사회성

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위격의 개별성과 사회성은 각각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서로에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함께 작용하게 된다. 사회 안에

서 평등한 개인의 권리로서의 개별적 인격이 존중될 때 사회 공동체의 질서에 

의한 친교를 이룰 수 있으며, 개별적 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

체 안에서 개별성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더 친화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인식을 통한 화해로서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친교는 

타자의 수용과 관계의 확장으로 인권의 개별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448) 『세계 속의 하느님』,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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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적인 질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몰트만은 페리코레시스 친교에서의 개별성과 사회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예

수의 성만찬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의 개별적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전

례에 참여하고, 그 전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인 사회성을 드러낸다. 각 

개인은 개별적인 하나의 지체로서 주체적인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그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타인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게 되

면서 형성되는 관계들 안에서 상이성과 차이로 인한 여러 불편함과 저항 속에

서 화해와 친교로 나아가는 것이 인권을 실천하기에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다. 

4.3.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몰트만은 관계 중심의 사회적 삼위일체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대 형이상

학의 초월론적 주관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재해석 하고자 시도

하였다.449) 그의 초기 연구에서는 고통 받는 하느님에 의해 주어지는 희망을 강

조한다. 그리고 성서에서 드러난 예수의 역사에서 삼위일체 세 위격의 개별성과 

특수성,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란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그

러나 몰트만의 관계 중심인 사회적 삼위일체는 현대 신학자들의 비판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삼신론의 위험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 몰트만 자신은 바르트나 라

너의 삼위일체론이 그리스도교에서 보여지는 일신론의 양상과 양태론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삼위일체론을 전개하지만, 오히려 관계성을 강

조하다보니 삼신론적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몰트만 신학에 대한 비판을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그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삼신론적 비판과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449) D. Farrow, “Review Essay: In the End is the Beginning: A Review of Jürgen 
Moltmann,’s Systematic Contributions”, Modern Theology 14, no.3(July 1998),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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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위격의 관계를 인간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몰트만은 자신의 삼위일체론이 삼신론적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450) 질문하게 된다. 그의 삼위일체의 삼신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알렌 토랜

스(Alan Torrance, 1956-)는 몰트만이 사용한 일치함(unitedness)과 하나됨

(at-oneness)이 오히려 너무 개별적이어서 삼신론으로 기울게 된다면서 일치

(union)와 친교(communion)등의 단어로 바꾸기를 권하였다.451) 또한 셀리아 

딘 드럼몬드(C. Deane Drummond, 1956-)는 라너나 바르트와 몰트만의 삼위

일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느님의 단일성을 강조하면 삼위성이 약해지고, 

사회적 삼위일체를 너무 강조하면 삼신론적으로 기울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삼위성과 단일성의 변증법을 통해 유일신론과 삼신론의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52)

  몰트만은 삼신론의 위험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피하려고 세 위격의 관

계에서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453) 사회적 삼위일체에서 

위격들이 각자 자신 안에서 존재하면서 상호간의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 작용한

다는 이해는 삼신론적 위험이 크다. 하지만 그는 위격에 대한 페리코레시스적인 

450) Farrow가 제시하고 있는 현대 신학자들이 몰트만에게 제기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삼위일체 교리가 몰트만의 사회적 비전을 주도하고 있는가? 인간관계에서의 비유에서 삼위
일체를 찾는 것이 옳은가? 몰트만이 주장하는 단일론을 비판하는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바르트
에게 공정하게 비판하고 있는가? 자신이 삼신론의 위험에 처해있지 않는가? 성령의 위격이 정
당한 근거를 제공하며 존재하는 형태인가? 그의 필리오케(filioque)에 대한 해석이 유효한가? 
몰트만은 일신론과 억압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는가? 그는 신적 군주제에 대한 
주제를 성경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신의 자유라는 개념이 실제로 적절한가? 삼위일체
와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의 해석적 시도가 성공적인가?”(D. Farrow, 
“Review Essay: In the End is the Beginning: A Review of Juergen Moltmann’s 
Systematic Contributions”, Modern Theology 14, no.3(July 1998), p.427). 

451) A. Torrance, Persons in Communion Trinitarian Description and Human 
Participation with wpecial reference to Volume One of Karl Barth’s Church 
Dogmatics, (Edinburgh: T&T Clark), 1996, p.257. 

452) C. Deane-Drummond, Creation Through Wisdom: Theology and the New Biology, 
(Edinburgh: T&T Clark, 2000), p.128. 

453) 몰트만은 그레사케가 자신이 발전시킨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이해를 간과한 것 같다고 
말한다(G. Greshake, Der dreieine Gott. Eine trinitarische Theologie, p.168-171;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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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성의 개념을 통해 성령에 의한 개방적 친교를 주장하고 있다. 페리코레시스 

개념은 그리스도론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 안의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에 대한 

상호침투(Durchdringung)성을 묘사했다. 삼위일체론에서의 페리코레시스는 성

부, 성자, 성령의 동질적이며 신적 위격들의 상호내주를 통한 단일성을 나타낸

다. 세 신적 위격들은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상호성(Wechselseitigkeit)

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히드리스(hidrysis)가 사용되고 있

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과 9절을 통해 성부와 성자의 일치 속에서 세 

위격의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와 아버지 하느님은 일자(einer)가 아니라, 

상호간의 내주하는 하나(eins)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적 위격들의 페리코레시스

는 각각의 위격들의 단일성이나 절대적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

의 단일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454)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적 삶은 세 위격이 상호주체적(Intersubjektivität)으

로 상호내재하면서 활동함을 나타낸다.455) 이런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는 세 

위격이 각각의 다른 위격들 안에 내재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활동할 

수 있는 장소(Bewegungsraum)가 되어준다. 이 장소는 세 위격의 독특한 개별성

을 전달하며 서로 안에서 상호내재하며 더 풍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세 위

격의 활동은 위격 자체인 동시에 활동 장소를 의미한다.456) 즉 삼위일체적 페리코

레시스는 세 위격이 서로 안에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

454)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1; “Propter hanc 
unitatem Pater est totus in Filio, totus in Spiritu Sancto; Filius totus est in Patre, 
totus in Spiritu Sancto; Spiritus Sanctus totus est in Patre, totus in Filio. Nullus 
alium aut precedet aetemitate, aut excedit magnitudine, aut super at potestate([DS 
1300]: 피렌체 공의회(제17차 세계 공의회:1439.2.26.-1445.8) 그리스인들과의 일치에 관한 칙
서 “Laetentur eaeli”, 1439,7,6).

455)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8;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91-194.

456) Ibid., p.278-279;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5;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München: Chr. 
Kaiser), 1985, 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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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내어주면서 두 위격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며, 조화롭게 활

동한다는 것이다.457) 페리코레시스적 위격 개념은 위격들이 서로 안에서의 상호

내주를 통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며, 각 위격 안에서 세 위격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페리코레시스가 삼위일체의 하나 됨을 형성하면서, 신적 

위격들의 삼위일체적 구분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몰트만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삼신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458) 

  몰트만은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론의 셰키나 신학(Shekinah)을 로고스의 육

화(요한 1,14; 콜로 2,9)에서 발견하였다.459) 즉 하느님의 케노시스를 성자의 육

화와 세 위격의 상호내주에 근거하며,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소외, 낮춤을 통해 유

한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상호침투의 페리코레시스 사상인 것이다.460)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 중 다른 하나는 그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 관계의 유비를 찾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

이다.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적인 삶에 상응하는 인간 공동체를 언급하

면서,461) 이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몰트만은 신적 공동체를 어느 정도 인간 

공동체가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존 그레샴

(John Gresham, 1881-1937)은 유비적인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서로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몰트만을 비판하였다.462) 그리고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mess, 1943-)도 신적 위격의 페리코레시스 관계를 세계에서의 피조물적 방

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463) 폴 피데스(Pauls Fiddes, 1947-)는 하느

457) 몰트만은 신적 위격을 개인적인 현-존재(Da-Sein), 사회적인 공동-존재(Mit-Sein), 그리고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이해되는 내적 존재(In-Sein)라고 표현하였다(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9-280).

458) Ibid., p.279-280.
459)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1,14).”와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

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콜로2,9).”
460)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7.
461) Jü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p.142. 
462) J. Gresham, “The Social Model of the Trinity and Its Critic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46, no.3(1993),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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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위격 사이의 관계를 인간의 인격과 유비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정하였

다.464) 피데스는 신적 공동체와 인간의 공동체 사이는 관계성의 문제이지, 위격 

사이의 관계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몰트만은 신적인 방식으로 세계 안에 내주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말하였고,  

피조물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하느님 안에 내주한다고 대칭적으로 언

급하였다.465) 이런 그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보완적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볼프는 몰트만의 신적 위격의 페리코레시스 관계와 우

주적인 페리코레시스를 병행시킨 것은 양쪽의 동일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466) 다만 그는 인간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 역사 안에서의 피

조물적인 방식으로 상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다.467) 다만 볼프도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인격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과 인간 존재 

사이의 상응을 말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468) 또한  버캠도 몰트만의 삼위일체론

에서 인간이 삼위일체적 삶을 산다는 것의 인간적인 관계의 한계를 말하고 있

다. 즉 세 신적 위격이 각각 맺는 신적인 특수한 관계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성부와 맺는 관계는 우리가 성자와 맺는 관계와 

동일할 수 없으나, 두 가지 모두 상호 위격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

463) W. Dymess, The Earth Is God’s: A Theology of American Culture, Forward by 
Robert J. Schreiter, C.pp. S. (Maryknoll, NY: Orbis Books, 1997), p.168, n.34;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17.

464) P. Fiddes, Participating in God: A Pastoral Doctrine of the Trinit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0), p.48.

465)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2-273.
466) M. Volf, “The Trinity Is Our Social Program”, p.419. n.11. 
467) 볼프에 따르면 삼위일체적인 신적 공동체와 인간 공동체들 사이의 상응에는 한계를 가진다. 

인간 존재는 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으로는 삼위일체 하느
님에게 정확히 상응할 수 없다. ‘인격’, 혹은 ‘페리코레시스’와 같은 삼위일체적 개념들은 인간 
공동체에 동의적인(univocal) 의미 보다는 단지 유비적인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피조
물인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 피조적인 방식으로 상응할 수밖에 없다. 피조적인 존재 그 이상의 
상응은 부적절한 것이다. 죄 많고 육체를 가진 인간 존재는 삼위일체 하느님에게 단지 역사적
인 방법으로 상응할 뿐이다”(M. Volf, “The Trinity Is Our Social Program”, p.405). 

468) Mm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Cambridge, U. K: Wm. B. Eerdmans), 1996, 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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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성령과의 관계는 상호 위격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없고, 성령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주하면서 성부와 성자와의 위격적

인 관계를 일치시키신다. 즉 성령은 우리의 주체성에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어주

는 존재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삼위일체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안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신적인 삶에 참여하게 되

는 삼중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참된 인간 공동체는 삼위일체의 친교의 모

범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예수가 성부와 다른 사람들과 더

불어 친교를 이루는 삶을 이룰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버캠은 몰트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전개하였다.469)  

  반면 몰트만의 주장에 대해 부족함을 비판하지만, 관계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에 동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다. 카르카넨(Veli-Matti Karkkainen, 1973-)은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에서 세 위격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위의 비판에 대한 충

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신학의 삼위일체론 신학자들

은 하느님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다.470) 그 중에 여성

신학자 엘리자벳 존슨(Elizabeth A. Johnson, 1941-), 로버트 젠슨(Robert W. 

Jenson, 1936-2017), 콜린 건톤(Colin Gunton, 1941-2003), 해방신학 등 신

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하느님의 관계성은 중요한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다.  

  몰트만이 세 신적 위격 사이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페리코레시스를 인간 공동

체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버캠에 의하면 그가 하느님 모상 개념을 사회적 삼위

469) David Nicholls, Deity and Domination: Images of God and the Stat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p.117-118, 121-122.

470) 보프는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를 라틴 아메리카의 억압과 착취의 상황에 대한 해방의 의
미에서 조명하였고(레오나르도 보프, 『삼위일체와 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브라
켄의 삼위일체론은 인격적인 공동체와 사회로 이해하고 있으며(Joseph Bracken, The Triune 
symbol: Persons, Process and Communit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5), 사회적 삼위일체 학자들은 세 위격의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 위격
의 관계를 인간 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한 몰트만의 주장과 같은 관점(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35.)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Kenneth 
Leech, The Social God, (London: Sheldon Press), 198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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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상호 위격적인 삶의 반영을 인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한 것으로 본 것이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라너는 근대의 위격 개념에서 하느님을 한 위격으로 이

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 주장에 대해 몰트만은 라너의 초월론적 삼위일체

론에서 하느님의 자기계시를 전하는 신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격의 

페리코레시스관계를 수용할 수 없기에 위격적인 친교의 관계를 위한 모델을 제

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471)  

5.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기초한 인권에 대한 이해 
  몰트만은 희망의 원리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종말론적 희망과 현

실 사이에서의 중재를 위한 실천적 신학을 전개하였다. 앞장에서는 그의 십자가

에 의한 변증법적 화해를 통한 기본적 인권이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

번 장에서는 그의 관계 중심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인권에 대한 이해

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몰트만이 말하고자 하는 인권의 개별성과 사회성에 

대한 페리코레시스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해석이 가능한 평등권과 참여

권, 삼위일체적 자유권, 인권의 보편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5.1. 페리코레시스 관계로 바라본 인권의 개별성과 사회성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에서 페리코레시스는 세 신적 위격이 서로 구분되

어 있으면서 동시에 세 위격의 단일성을 내포하는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나타내

고 있다. 물론 그는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신적 위격의 

삼위일체 구성에서 인간공동체를 유비적으로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

고 주의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개인주의와 

471)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31-132,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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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통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

다.472) 하지만 몰트만은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지배의 구조에 대한 비

판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는 인격을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하여 독립

적인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중심요소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인격의 주체성의 극

단으로 치우친 개인주의의 소유욕은473) 힘으로 타인을 컨트롤하려는 지배의 관

행과474)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 세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는 개방

적이고 평등한 사랑의 친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개별성과 사회성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75) 

  몰트만은 삼위일체의 형상을 교회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있

다.476) 권력에 의지한 지배는 공동체를 경직시키고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파괴한다. 하느님을 절대권력, 신적 군주로 인식하는 하느님 

이해가 인간의 자유를 희생시키며 권력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구조를 제공하

였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신적 세 위격의 관계를 페리코레시스 관계

의 역동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수직적인 계급구조를 비판하였다. 또

한 그는 권위나 명령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페리코레시스 안에서 세 위격의 관

계로 드러나듯이 존중되고 상호협력적인 평등한 관계 안에서의 참여를 지향하

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가르침은 개방

된 마음으로 타자의 삶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며, 자유로운 관계 속

에서의 평등한 인간 공동체의 모델을 제공한다.477) 

472) 하느님의 형상을 개인의 내적인 의미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로부터 관계성을 도출한다면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구조를 조화롭
게 할 토대의 기초를 둘 수 있다.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적 발
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6).

473) Ibid., p.162-163. 
474) Ibid., p.215.
475)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91-192;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호침

투적(페리코레시스) 하나 됨 안에서 삼위일체의 단일성은 관계 속의 단 한명의 인간 주체가 아
니라, 특권이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친교를 의미한다(Ibid., p.174). 

476)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74-175,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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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호협력적 평등권과 참여권

  후버와 퇴트는 성서에서 황금률을 통해 이웃사랑의 평등의 관점을 언급했다. 

그렇지만 몰트만은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페리코레시스 개념에서 개별적이고 독

립적이며 서로 상호협력적인 삼위일체적 평등권을 말하고 있다. 몰트만의 사회

적 삼위일체론을 통한 사고의 전환은 실용적이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

고 물질적인 사고를 극복하여 친교와 참여, 화해와 복음의 실천으로 파괴된 현

실에서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에게 인간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인간적

인 친교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모상(창 1,27)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

이 다른 이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각 개인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자기 소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친교와 이

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적 권리와 의무처럼 양도하거나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인격은 경제, 사회, 국가에서도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권리가 사회적 권리의 우위일 수 없듯이 사

회적 권리도 또한 개인적 권리의 우선이 될 수 없다. 즉 인간의 사회화

(Sozialisation)와 개별화(Individuation)는 각각의 개별 인간이 모인 공동사회를 

위한 인간의 해방을 지향해야 하며, 이 해방은 공동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친교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그들에게 속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인권이란 공동사회에 대한 권리와 

개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공동체가 헌법을 통해 시민들의 권

리를 보장하는 인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권

리는 공동사회를 위한 해방과 친교를 목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수행되어

야 하는 것이다.478)

477)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9-220.
478)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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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세 위격

의 페리코레시스 역동에서 나타난 평등한 관계에서의 친교와 참여로 볼 수 있

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 안에서의 정책 결

정에 참여의 정신을 몰트만은 바오로의 비유인 ‘그리스도의 몸(Leibe Christi)’인 

교회의 모습에서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479) 바오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며,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의 생활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세례를 

받고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지체가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며 몸

의 일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상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몸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

게 행하는 것이지, 하나의 생각으로 획일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

다.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처럼 인권에서의 참여는 인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를 받고 형제·자매로서 서로 

평등하다.480) 세례의 은총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며, 사랑의 율법으로 책임과 의

무를 받아들이게 된다.481) 이렇듯이 신앙공동체에서 참여는 성령에 의하여 공동

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후에 평신도 사도직(Priestertums aller 

Gläubigen)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479)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p.268-284.
480)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p.171-185.
481)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

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
다.”(1코린 12,4-27); 볼프강 후버, 하인츠 E. 퇴드, 『인권의 사상적 배경』,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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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삼위일체적 자유권

  몰트만에게서 ‘자유’란 참여하여 실현할 수 있는 의지적 차원의 의미를 말한

다. 『삼위일체와 하느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적 자유론에서 몰트만은 

요아킴 피오레의 삼위일체론적 역사신학에서 영감을 받아 하느님 나라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를 발전시킨다. 즉 하느님 나라의 세 측면인 성부, 성자, 성

령의 나라를 인간의 세 가지 자유의 형태로 이해 한 것이다.482) 자유의 세 가지 

형태는 그리스도교인의 자유의 경험 속에 공존하지만, 그 형태는 서로 유동적이

다.483) 요아킴이 묘사하고 있는 세 위격의 하느님 나라는 다음과 같다. 성부의 

나라에서 창조자 하느님은 창조세계의 주(主)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몰트만은 

‘주 하느님’이 꼭 억압적인 순명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의 의미일 수 있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484) 둘째, 성자의 나라에서는 성부의 자녀가 되어 성부

와 위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유를 말하고 있

다. 셋째, 성령의 나라에서는 종들과 자녀들이 하느님의 친구가 되어 담대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하였다. 하느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서있는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485) 

성령의 나라에서 하느님에 의해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완전한 해방의 자유

를 의미한다. 인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 자유는 이간이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듯 개인적 차원과 사회

적 차원 더 나아가 정치적·경제적, 국가적 차원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오직 자유로운 사회 안에서 가능하며, 자유로운 사회도 개인의 자유로부

터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자유권은 경제적 인권이 기반이 될 때 발전시

482)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22-225.
483) Ibid., p.223.
484) A. J. McKelvey, The Freedom of God and Human Liberation, (London: SCM Press/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485)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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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간이 단지 국가 폭력의 대상이나, 경제적 부품으로 전

락해버린다면 그에 대해 저항하고 항변해야 한다. 수천만 명이 생존의 위기 속

에 처해있다면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은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하느님 모상에 의한 존엄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

키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에서의 개인의 기

본적 인권인 자유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486) 

5.4. 페리코레시스 관계성에 기초한 인권의 보편적 책임

  세 위격의 페리코레시스 관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포함되듯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해로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원인과 그에 맞물려 있는 관계

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들 중에 집단적 이기주의(der kollektive Egoismus) 못

지않게 개인적 이기주의(der individuelle Egoismus) 역시 중요한 위협요소가 

된다. 인권은 특권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 그리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와 불가분

의 관계에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만 존중하기 위해 사회적 범위를 한정 지을 수

도 없고, 국가나 지역별로 나누어 개별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정치(Weltinnenpolitik)적으로 공인된 정

책에 의한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만 빈곤과 군

사적인 세계 문제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국가, 전 인류에 대해서도 인간적 

권리가 보호되고 존엄성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

현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보편적 정의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487)

486)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men Welt, 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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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몰트만의 창조·성령론에 근거한 생태·미래지향적 기본권과 의무
 

  근대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을 인식하는 방법은 자연을 대상화 시켜 객관화하

고 수치와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하고 판단하게 되었다. 즉 인식 주체가 대상을 

분석하여 인식하게 되면 그 대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이런 방식의 인식은 자연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발

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발전위주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결국 생태계의 위기

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착취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몰트만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곧 창조론을 사회적 삼위일체의 원리로 

해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장에서는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창조론과 종말론이 그

리스도교 교리 안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면서 인권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권

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태학적 권리의 개방성과 지향성

1.1. 그리스도교 창조론 연구의 동향

  개신교 신학에서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창조에 대한 근본정신이 약해져 

창조의 신비를 경시하는 오류가 생겨났다고 몰트만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원죄의 회복에만 집중하여 자연이 소외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런 현상이 더 

극대화 되어 나타난 것이 이원론이다.488)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창조는 모든 순간에서 창조주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489)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의 

487)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p.377-378.
488) 호세 모랄레스, 『창조론』, 윤주현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5), p.17-18.
489)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사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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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론의 틀이 형성되었다. 그 시초는 12-13세기 스콜라 신학을 통해서 신학 

교과서에 드러나는 체계적인 형태를 처음 갖추게 된 것이다. 중세의 창조론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 1096-1160)의 『명제집(Quatuor libri 

Sententiarum)』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토마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는 창조와 관련된 주제들을 체계화 하였다. 트렌트 공의회 이

후에는 본원적(本源的), 정의(定義), 상태, 원죄의 결과와 관련된 주제들이 광범

위하게 발전되었다. 그것은 조반니 페로네(Giovanni Perrone, 1794-1876)의 『창

조주 하느님에 대하여(1842)』에서 창조자 하느님에 대한 현대의 주제들을 조명

하여 다루었다. 도메니코 팔미에리(Domenico Palmieri, 1829-1909)는 『창조하시

고 고양하시는 하느님에 대하여(1878)』라는 신학 교과서를 처음으로 출판하였

다. 셰벤(Mathias Joseph Scheeben, 1835-1888)은 창조의 체계를 생명 가득한 

조직으로서 초본성 질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창조가 은총에 의해 드러

나고 완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기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490)     

  현대에 이르러 창조는 모든 피조물의 종말론적 완성을 지향하며, 인간을 창조

의 중심에 둔 깊은 숙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창조론 안에서 인간학적 측면

들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491) 20세기의 창조론은 디캄프(Franz Diekamp, 

1864-1943), 사게스(J. E. Sagués), 플란(M, Fliek), 알체기(Alszeghy Zoltán, 

1933-1990)의 방대한 연구와 저술에 의해 창조에 대한 역사적·구원적 전망을 도

입하게 되어 신경에서의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 반면 

후안 루이스 델라 페냐(Juan Ruiz de la Peña, 1937-1996)에 의해 창조 교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라다리아(Luis Ladaria Ferrer, 1944-)는 세상과 인

간의 창조, 인간의 본원적 상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은총을 제시하는 3중구조

의 창조론 교과서를 저술하였다.492)   

490) Mathias Joseph Scheeben, 『교의신학(Dogmatik)』, 1912; K. Jüssen, Katholische 
Dogmatik, Münster, 1958-1959.  

491) 호세 모랄레스, 『창조론』,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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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삼위일체론적 창조세계에 참여하는 인권

  전통적으로 성서에 근거한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은 무(無, nihil)로부터의 창조

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하느님의 케노시스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대교의 카발라 이론493)이 도움이 된다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다. 그는 

무(無)로부터의 창조와 하느님의 자기 소외를 십자가 신학 안에서 재해석을 시

도한다.    

  몰트만은 랍비인 이삭 루리아(Isaak Luria, 1534-1572)의 이론을 수용하여 

창조론을 전개한다.494) 루리아는 셰키나(Schechina)495) 이론을 하느님과 창조

에 적용하여 하느님 밖에 있는 세계의 실존을 하느님의 자리바꿈(Inversion)

을496)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자리바꿈’은 하느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나와 공

간 속으로 들어가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할 때, 하느님 자신이 물러나는 

그곳에 신적 본질이 아닌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497) 창조자 자신의 공

간을 내어주는 자기 활동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하느

님의 케노시스는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현존을 

거두고 힘을 제한함으로써 무로부터의 창조498)를 위한 ‘무(無)’를 생성하여 창조

492) 호세 모랄레스, 『창조론』, p.23-27.
493) 이삭 루리아(Isaak Luria)의 침춤(Zimzum)이론은 니콜라우스 폰 에쿠스, 하만(J. G. 

Hamann), 웨팅어(Fr. Oettinger), 쉘링, 폰 웨팅엔(A. von Oettingen), 브루너 등의 학자들
이 주장한 하느님에 의한 창조는 ‘하느님의 케노시스’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
르는 ‘하느님의 케노시스’로 보고 있다(E. Brunner, Dogmatik Ⅱ, ibid. p.31).

494) 몰트만은 자신의 저서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24이하에서 제시한 생각을 더 발전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95) 셰키나 이론은 유대교 랍비들의 신학과 중세의 유대 신비주의의 카발라학파에 의해 전개되
었다. 셰키나는 신의 존재가 세계와 인간 안에서의 현존을 의미한다. 여성적 힘으로 이스라엘
의 신비적 에클레시아 또는 종교적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숄렘(Gehand Scolem)은 이스
라엘 자손들이 유목할 때, 하느님의 셰키나가 함께 하였음을 의미한다(C. Ponce, Kabbala, 
조하선 역, 『카발라』, (서울: 물병자리), 1997, p.72-73). 셰키나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기 
낮추심과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일어나는 하느님의 나눔으로 표현된다(Fr. Rosenzweig, 
Der Sten der Erlösung, Hdidelberg, 1954, Ⅲ, Teil, 3, Buch, 192(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9). 

496)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99. 
497) G. Scholem, “Schöpfung aus Nichts und Selbstverschränkung Gottes”, ibid, p.117. 
498) 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p.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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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는 전제가 된다. 여기서 하느님의 자기부정은 긍정적 힘이며, 자신을 

비움은 더 깊은 의미의 창조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다. 바오로는 성령의 능력이 

언제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때만(필립 3,10)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부활과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코린 4,7; 6,4). 하느님의 창조는 구원을 위한 고난에 대해  창조주 자신

을 개방하여 스스로 낮추는 케노시스에 대한 각오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

다.499) 또한 ‘하느님의 종(ebed Jahwe)의 형태’로 드러난 메시아도 소외와 낮춤

으로 묘사된다.500) 이렇게 하느님의 케노시스는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낮춤, 고

난을 통해 무에서의 창조나 구원을 위한 창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몰트만은 사물들의 관계를 항상 사물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물들

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하는 관계성의 원리, 즉 변증법적 인식이 그의 신학에 있

어서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그의 타자에 대한 인식은 변증법적 인식원리

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연구 3장을 통해 언급한바 있다. 여기서 ‘타자’는 나와 

다른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 생태도 포함하고 있다. 

변증법적 인식은 타자로서의 생태·자연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소통하면

서 그들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자연의 주

체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환경을 미래에 대한 개방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타자로서 수용한다면 생

태환경의 상이한 다양성을 통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몰트만

은 말하고 있다.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지배와 조종의 개념에서 다름과 차이

를 인정하는 친교로 나아가는 것만이 환경 파괴에서 지구와 인류 공동체를 구

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변증법적 인식의 토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은 하느님께서 세상 안

499)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99-101. 
500) Ibid., 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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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론적으로 고통 받으시는 하느님을 드러냈다.501) 이것이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적 관계성인 페리코레시스를 드러내기 위

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몰트만은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느님

에 대해 그의 저서 『삼위일체와 하느님 나라』에서 세상에 대한 삼위일체적 개

방성을 강조하였다. 삼위일체 세 위격은 상호내주, 상호침투적인 페리코레시스

의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서로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활동한다.502) 이러한 상호관계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세상에 영향을 

주실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시고, 인간의 역사가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여질 때 삼위일체의 관계 역시 변화하게 된다.503) 이 관계성은 몰

트만의 저서인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에서 창조세계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땅

의 지배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며 생태학적인 창조세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삼위일체 역사는 하느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지향되

어 있는데, 하느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로 이해될 수 있다. 삼위일체 역사는 하느님 현존에 참여하는 역사

로서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종말의 완성을 위해 창조는 계속되는 것이

다. 이때 창조세계는 우리가 신적 삶에 참여함으로써 발전되어가고, 하느님 자

신은 창조세계 안에 현존하심으로써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하느님의 역

사 안에서의 참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 성자가 창조세계의 중재자

로504) 이해되는 그리스도론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창조 안에 계신 

501)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의 
자기실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p.353-358.

502)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31-32.
503) 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p.358-364.
504) 몰트만은 창조세계의 중재자로서 성자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1) 그리

스도는 만물의 창조의 근거, 2) 창조의 진화를 움직이는 동력, 3) 창조과정 전체의 구원자이다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Munchen:Kaiser), 1989, p.286-296;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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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서는 성령을 강조하며 성령의 활동을 잘 드러내고 있다. 몰트만이 삼

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의 관계성을 자연세계까지 확장하면서 삼위일체의 세 위

격 중에서 성령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분야의 신학을 

삼위일체적 창조론505), 또는 성령론적 창조론506)이라고 부르게 된다. 

  삼위일체 하느님과 창조세계 모두 페리코레시스적 공동체이며, 하느님과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의 역사도 상호내재성을 특징으로서 드러낸다. 성부로서 하느

님은 창조세계의 초월적인 주인이시며, 성자는 창조세계의 중재자로서 세계 내

에서 하느님의 케노시스의 절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성령은 하느님의 창조세계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단지 몰트만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유일신

론에 대한 비판은 창조론에서까지 하느님과 세상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인식

하여 지배하려는 착취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창조에서의 하느

님의 케노시스로서의 자기비움에 대한 긴장을 인식한다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그 세상 안에 항상 내재해 계심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렇

게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창조에서는 하느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결합되어 

있다. 초월성이 너무 강조되면 이신론적으로 기울어지기 쉽고, 세상 안에 내재

하는 하느님에 대한 강조는 범신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적 창조

는 단일신론과 범신론에서 세상에 내재하시는 창조주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그분 안에 존재함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몰트만은 이 관점만이 삼위

일체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507) 하느님께서 세상을 초

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세상이 존재하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 안에 내

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 안에 현존하신다. 즉 하느님의 초월과 내재 사

이의 삼위일체 관계는 세상 안에 있는 성령의 관계로서 창조된 모든 것을 분화

시키거나 결합시키며 세상에서의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도록 개방되어 있다.508) 

505)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9,31-32.
506)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12,23.
507) Ibid.,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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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세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과 하느님 안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론적 창조론에서 생태학적 창조론에 상응하는 성령 안에서의 계속된 

창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509) 

1.3. 개방된 창조 세계에 내재된 인권

  몰트만이 표현한 ‘개방된 체계510)로서의 창조’는 신학적으로 어떤 맥락 안에

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성서에서 태초의 창조는 아무 

전제가 없는 창조로 나타나고 있다. 후에 형성된 ‘무에서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표현은 세계의 현존과 존재자 자체의 시작에 대한 우연성을 나타내

는 것이지, 세계 자체의 현존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의 단계를 나태내

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신학적으로 볼 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

기 계시로서의 자유로운 의지인 것이다.511) 태초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 또는 변

화의 창조(creatio mutabilis)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창조는 구원이나 완성

을 향해 개방되어 있으며, 파멸이나 멸망에 있어서도 폐쇄되어 있지 않다. 그렇

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진화론들은 창조의 질서와 태초의 창조를 뒤따르는 계속

적 창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화론들은 무로부터 창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몰트만은 창조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태초의 창조

(creatio originalis)-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새 창조(creatio nova)로 

508) 몰트만은 하느님의 영을 우주적 영으로 본다면 우주를 열린 체계, 즉 하느님에 의해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체계를 의미 한다(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114-115). 

509)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78; 몰트만은 그의 생태학적 창조론 안에
서 이루어지는 친교를 ‘생태학적 친교(ökologischen Weltgemeinschaft)’라고 표현하고 있다
(Fr. Capra, Wendezeit, Bausteine for ein neues Weltbild, Bern, 1993 참조). 

510) 몰트만이 말하는 ‘개방된 체계’는 일회성으로 완성되어 끝나는 창조가 아니라 하느님의 종말
론적 약속의 성취를 향한 ‘계속적 창조’를 의미하기에 그는 ‘진화’나 ‘구원의 창조’라고도 표현
하고 있다(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14-221).  

511)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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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다.512)

  여기서 태초의 창조는513) 앞부분에서와 같이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의 창조를 

의미한다. 즉 태초의 하느님의 창조를 파괴로부터 보존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

이다.514) 계속적 창조는 새로운 우연적인 사건들 속에서 인식될 수 없고 오히려 

동일하게 존속하는 것(Sich-Gleich-Bleibenden)의 연속성에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에 의한 계속적 창조는 역사에서 하느님의 행위로 해방과 구원

의 예상하지 못한 새로움 속에서 발견되며(이사 43,18-19), 창조를 완성하는 구

원의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계속적 창조일 뿐만 아니라 이와 동

시에 새로운 창조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역사적 창조는 시간 속에서 완성을 앞

당겨 오기 때문에 이 새로운 창조를 선취적 창조(creatio anticipativ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적 창조는 세계의 보존과 완성의 전망에서 관찰

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역사적 활동은 세계의 보존(conservatio mundi)

과515) 역사적 창조를 지향하고 있다.  

  계속적 창조와 새 창조의 지향점인 구원의 창조는 예언자 신학에서 자유와 

정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묘사되어 있다. 창조자는 피조물들의 대립과 그들의 폐

쇄 속에서 그들의 죄와 고통에 대해 새로운 하느님의 종을 보낸다.516) 구원의 

창조는 대립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나타나며, 정의의 창조는 수난과 적극적 행

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두 창조는 하느님께서 전 세계의 죄에도 불

구하고 세계를 유지하려는 인내를 보여주신다는 의미이다.517)   

512)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15-216.
513) 태초의 창조는 아무 전제 없는 하느님의 창조는 창조의 전통에 있어서 ‘수고 없는 창조’로 

기술되고 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다.”(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16-217).

514)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15-216.
515) Ibid., p.217.
516)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이사 53,5).
517) O. Weber, Grudlagen der Dogmatik Ⅰ, p. 569;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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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느님의 구원과 정의의 창조는 세계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으로 

드러난다. 하느님의 역사적 활동은 자기 폐쇄적인 인간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소통의 길로 개방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의 끝없는 고난의 능력과 자발성으

로 인간의 자기 폐쇄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구체적인 기회를 만들어 삶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준다. 역사 안에서의 하느님의 활동은 초자연적인 신비적 

개입이 아니라, 수난과 고통의 가능성에 의한 창조의 진화를 진행시키는 침묵의 

활동이다. 세계사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바꾸는 힘은 해방과 

완성을 위한 하느님의 행위의 기초가 된다.518) 떼이야르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에 의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제1원인의 상실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인간에게 용기를 자극하는 물리적 방법은 회

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느님의 활동은 창조 밖에서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사물들 한 가운데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교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내적이고 본질

적이며 보편적이라고 말했다.519) 세계의 역사 안에서 모든 개별적 피조물들의 

고난의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의 동반하는 사목(concursus Dei generalis et 

specialis)에 대한 많은 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느님은 피조물의 활동 안에

서 또 그것을 통하여 활동하신다.520)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창조론은 성령

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을 창조적 성령

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하느님은 단순히 하느님의 성령이 발전하는 

세계 속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신 하느님이 그의 무한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와 함께 그 속에 현존하는 것이다.521) 몰트만이 삼위일체 창조론을 성령

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느님의 창조적 에너지와 현존이 성령 안

518)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18-219.
519) Pierre Teilhard de Chardin, Das Auftreten des Menschen, Olten-freiburg, 1964, 

p.359.
520)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19.
521) Ibid.,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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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재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새 창조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과 현존을 통한 완성이며, 제한되지 않은 하느님의 현존에 참여함에 있어

서 자유롭다. 즉 새 창조는 모든 삶에 있어서 안전한 통교로서 뛰어난 개방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522) 창조의 과정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완성된다면, 

새 창조 안에는 하느님의 무한한 삶의 충만함이 내재되어 있으며, 태초의 창조

는 하느님의 제한되지 않은 현존에 참여함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무한한 충만함이 그 속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체계들의 뛰

어난 개방성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그들의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하지, 그들의 

궁극적인 경직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무한한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모든 

삶의 체계들의 개방성은 모든 삶의 체계들 상호간의 완전한 통교로 인도한다.523) 

그러므로 하느님의 존재는 모든 생명체들의 초월적 현실 가능성(Ermöglichung)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존재 안에 현실적 가능태로

서 존재하심으로써 인간의 완성되지 않은 개방적 체계가 하느님을 향한 지향성

으로 자유롭게 그 현존에 참여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이 몰트만이 언급했던 새 창조이며, 창조세계와 함께 인간이 상생하는 인권의 

의미이기도 하다.  

2. 성령 안에서의 미래지향적 기본권
  몰트만의 창조론에서부터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삼위일체 세 위격의 

관계에서 성령이 그의 신학에서 감초처럼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 

삼위일체적 성령의 활동으로 몰트만은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의 관계성과 창

조세계와의 개방성으로 확장된 인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것에 대해 본 

522)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p.282-296. 
523)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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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성령의 삼위일체적 친교과 인권, 성령의 다양성 속의 일치로서의 인권, 

성령의 하느님 현존을 통한 이타성으로서의 인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1. 성령의 삼위일체적 친교와 인권 

  사회적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령은 삼위일체 세 위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침투(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의 친교라고 볼 수 있다.524) 이 친교 안에서 그

들은 서로에 의해 활동하며, 그들의 실존에 의해 페리코레시스 안에서 하나가 

된다.525) 여기서 성령은 세 위격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주체인 동시에 대

상이 된다. 즉, 몰트만은 삼위일체적 친교 안에서 이 관계를 참된 인간 공동체

를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나라가 삼위일체적 

삶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삶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우정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26) 몰트만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사랑의 관점에서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이해하여 일신론적 지배관점을 거부한 것이다.  

  사랑의 주체이며 대상이 되고 있는 성령이 몰트만의 신학에서 어떻게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의 주요 저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의 초기 대

표저서인 『희망의 신학』에서 성령은 새 창조의 생명으로서 성령이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출발하여 세상의 종말을 향해 역사를 움직여간다고 나타나고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 성령은 화해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으로써 나타나

있다. 즉 첫째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를 결합시키는 사랑으로서 나타낸다. 둘

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물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 포함시키는 사랑

524)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37-139, 157-160.;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Munchen: 
Kaiser), 1991, p.315-320.

525)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61.
526)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 2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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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성령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성령은 성부의 

슬픔과 성자의 죽음에 의해 버림당한 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

게 간다.527) 성령의 활동이 하느님의 영광(glorification)을 드러내고 일치

(unification)를 이루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불트만은 성령이 그리스

도를 상징하며, 미래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몰트만이 신학에서 삼위일체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의 관심

이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옮겨지면서 부터이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종말론적 약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느

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랑의 사건을 강조한다. 하느님이 고통당하시는 사건은 세

상과 자신 사이에서 버림당한 이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즉 사람과의 사

랑 안에서 하느님은 그 모순을 고통 속에서 감내하고, 소외된 이들안에 현존하

고, 결국 자신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528)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성령에 대한 사고방식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역사 안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몰트만이 하느님의 삼

위일체적 역사로 표현한 것은 신학적으로 해석된 예수와 성령의 역사와 삼위일

체적 관계의 역사를 의미한다.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은 삼위일체의 

세 인격 사이의 관계의 개방성에서 세상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그 관

계는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느님은 세

상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529) 십자가는 하느님 

자신과 모순되는 실재와 하나가 되는 변증법적 사건이 된다. 이때 성령은 성부

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영으로서 소외된 이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킴으로서 모순

된 변증법을 극복하게 한다. 따라서 몰트만에 의하면 변증법적인 역사의 과정으

로서의 삼위일체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십자가에서의 성자의 죽음에서 

527)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33-236.
528)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53.
529) Ibid., 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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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여 성령의 활동으로 모든 역사를 하느님 안으로 가져오고, 그 역사를 종

말론적 미래로 개방한다고 하였다.530) 또한 삼위일체가 실제로 구성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이다. 이는 곧 하느님의 수난가능성을 의미한다. 하느님께

서는 영원히 삼위일체이시며, 하느님이 세상과 맺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 

자신이 사랑의 대상들에게 영향을 줄뿐 아니라, 그 대상들로부터 영향을 받으시

는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다.531)

2.2. 성령의 다양성 속의 일치로서의 인권

  몰트만은 성령에 대해 고찰하면서 성령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역

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 역사라는 두 측면을 말한다. 그것

은 곧 하느님 경험과 하느님의 성령에 대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그의 육화에 대

해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532) 

  우선 구약성서에서 나타난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구약성서에서 히

브리어로 야훼의 루아흐(rûsh)란 의미는 ‘하느님의 영’으로 육체가 없는 초감각

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으며,533) 루아흐는 바람에 대한 의성어

(lautmalendes Schallwort)이기도 하다.534) 루아흐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 움

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에게 적용했을 때 루아흐는 무엇도 저항할 수 없

530)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54-155.
531) Ibid., p.155.
532)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231-232.
533) Fr. Kluge,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13. Aufl. 

1963, p.242; R. Alberty., Cl. Westermann, Art. THAT Ⅲ, p.726-753.; W. H. Schmidt., 
P. Schäfer., K. Berger, Art, Geoist, TRE XII, p.170-196;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53.   

534) Silvia Schroer, Der Geist, Die Weisheit und die Taube, Feministisch-kritische 
Exegese eines neutestamentlichen Symbols auf dem Hintergrund seiner orientalischen 
und gellenistisch-früh-frühjüdischen Traditionsgeschichte, in: FZPhTh(22), 1986, 
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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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조자의 힘으로 멸망시키거나 살리는 은총의 활동에 비유된다.535) 그래서 

루아흐는 인간과 동물 속에 있는 생명의 숨과 힘을 뜻하며,536) 야훼의 루아흐는 

인간 존재 깊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사건,537) 즉 하느님의 현존 사건을 

루아흐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이 언급했던 루아흐는 하느님의 창조적 삶

의 중심에 현존하며, 모든 활동에 루아흐로 규정되어 있어서 성령론적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루아흐로 성령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신의 

현존(Gegenwart)이나 하느님 사건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현

존으로서 나타나는 루아흐는 신학적 위격의 형식(Personformel)으로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창조적 에너지를 의미하며, 또한 루아흐는 창조적 의지와 함께 현존

하는 모든 것을 살게 하는 하느님의 현존의 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 질서의 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538) 

  그리고 예수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의 파견만을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범주의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539) 또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필리오퀘(filioque)를 삽입한 것

은 성령이 아들 뒤에 파견되어 성자가 성령에 선행한 것같이 위치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몰트만은 이 구조가 한쪽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부-성자-성령, 성부-성령-성자 측면도 언급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그리스

도교 안에만 성령이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리스도교 

535)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진노하여 비를 쏟으며, 분노
하여 큰 우박을 내려 그 벽을 허물어뜨리겠다.”(에제 13,13);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
다.”(에제 36,26)

536) H.J. Kraus, Systematische Theologi im Kontext biblischer Geschichte und 
Eschatologie, Neukirchen–Vluyn, 1983, p.449. 

537)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시 139,7); 
“하느님, 저를 살펴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
서.”(시 139,23); Heron, “The Ruach as divine Presence”, p.9;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55.

538)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55-56.
539) Vischer(Hg.), Geist Gottes–Christi,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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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의 목적인 성령과 말씀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540) 

이런 사회적 하느님 경험은 신학적 해석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진다. 루터는 하

느님의 부르심을 노동과 연결시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노동의 실천을 세상 

안에서 카리스마적 은총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541)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은총인 친교(koinonia)는542) 성령의 친교 속에서 자신

을 내어주며, 스스로 드러나거나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교 속에 참여하면서 

나타난다. 즉 성령의 친교는 성령에 의해 관계에서 상관성(Wechselseitigkeit)과 

상호성(Gegenseitigkeit)의 작용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543) 친교는 

서로 자기를 개방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의 관계에 참여하면서 존중

(Anerkennung)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트만은 삼위일체적 친교를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의 하나 됨(Einigkeit) 속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개방된 초대라고 말하

였다. 즉 모든 창조 안에서 자신의 공간을 발견하고 내어주어 상호침투적 관계

를 맺게 되는 친교로서 묘사한 것이다.544) 몰트만에 의하면 성령의 친교(2코린 

13,13)는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적 친교로서, 인격적 공

동체(personale Gemeinsschaft)이다. 이 친교는 삼위일체적으로 본질의 공통

성(Wesensgemeinschaft)을 나타내므로 유일신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545) 그

러므로 삼위일체 친교는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일치 속의 다양성,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546)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인권의 강조점은 

540)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243-246.
541) Ibid., p.247-249.
542)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117-134.
543)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230-231.
544) Ibid., p.232
545) Ibid., p.232-233.
546) 그레사케도 친교(communio)는 항상 동일성과 상이성의 중개임을 밝히면서 “많은 개별자들

이 하나의 공동성 안에서 동일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줌이며, 삶의 ㄱ
환인 것이다. 이로써 친교라는 단어는 매우 집중적인 형태의 관계, 사랑, 공동체, 우리가 
‘Kommunion’과 연결짓는 무엇, 즉 밀접하게 함께 존재함, 삶의 일체성, 상호간의 침투라고 
하는 사실과 연관된다는 점을 암시하고자 한다. … 친교의 세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교는 단일성과 상이성이 서로 중개되는 가장 원천적인 실재이다. 둘째, 친교는 동일성과 상



- 182 -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인권의 맥락 안에서도 보편적으

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규정은 있다. 즉 다양한 인권에 대한 해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와 타자와의 페리코레시

스적인 친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2.3. 성령의 하느님 현존을 통한 이타성으로서의 인권

  몰트만의 신학 초기에서는 예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도론 중심적이고 종말론적 지평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의 관점이 

십자가 사건으로 변화되면서 삼위일체적론적 해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성령에 대한 해석도 하느님의 삼위일체 역사와 같이 하느님과 예수와 성령의 

역사가 세상과 관계된 역사와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몰트만의 신학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삼위일체적 위격성은 우선 하느님 현존에 의해서 드러나는 성

령의 독특한 위격성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당신의 빛 속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

다.’547)라고 말했듯이, 성령은 오직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인식되고 있다. 즉 우

리는 유비(Analogie)를 통해 성령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을 유비를 

통해 인식한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경험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기

도 하다. 하느님 경험 안에서 하느님 현존과 대칭되는 성령을 인식하게 될 때, 

성령의 본질에서 흐르는 에너지와 공간으로서 신적 위격성이 드러난다. 즉 성령

의 자기소외(Selbstentaußerung)를 통해 모든 사람 위에 부어지고, 그의 에너

지로  사람들 안에 현존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의 현존 안에서 빛을 보고 하느

이성의 합일로서 살아 있는 과정의 역동적인 관계 조직이다. 셋째, 친교는 상호침투적 단일성
으로서 친교적 관계망의 모든 임의의 ”자리“에 전체와 그 부분들이 현존하기 위한 가능성의 
조건이다.”(Gisbert Greshake, “Communio-Schlüsselbegriff der Dogmatik”, in: Günter 
Biemer, Bernhard Casper, Josef Müller(Hrsg.), Gemeinsam Kirche Sei Tbeorie und 
Praxis der Communio, (Freiburg/Basel/Wien: Herder), 1992, p.90-121. 

547)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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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정의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위로를 느끼기도 한다.548)  

  성령은 신적 세 위격 중에서 성부나 성자에 의한 수동적 위격이 아니라, 세 

신적 위격의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적이며 상호주체성을 가지고 각 

위격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다만 성령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성령을 하느님의 경험 안에서의 인식의 근거로 

유비적으로 설명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성경에서도 성령은 하느님

의 영으로서의 위격이나 능력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초기 삼

위일체론에서는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 성령의 위격성은 ‘하나의 실체–세 위격

(una substantiatres-tres personae)’으로 표현되었다.549) 성령을 인식하기 위

한 경험에 대한 은유는550) 다시 살리는 자 또는 어머니551), 진리의 영, 치유하

고 생동케 하는 성령,552) 주체적인 자유를 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부는 성령,553) 

삶의 힘과 에너지(신적인 영의 에너지)인 루아흐554) 또는 새로운 활력(Vitalität), 

살아있는 물의 샘,555) 세찬 바람과 불,556) 주님, 심판자, 부음 받음557) 등이다.  

  그렇다면 세 위격을 나타낼 때 성령의 위격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살

펴보도록 하겠다. 보에티우스가 위격을 합리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rationalis 

naturae individua substantia)라고 정의하였듯이, 성령의 위격성은 인간의 경

548)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301-302.
549) Ibid., p.281,301.
550) Ibid., p.282.
551) 어머니는 고통 중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아이를 내적·외적으로 

양육하며 아이를 기쁨으로 포용한다. 이런 어머니의 모성을 상징하는 ‘살리는 생명(vita vivificans)’
에 대한 원상(Urbild)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다(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299.

552)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307.
553) 주체적인 성령은 그의 행위 속에서도 자유로우며, 우리에게 그의 행위들의 작용은 우연적인 

것으로 경험된다(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299). 
554) Ibid., p.287.
555) Ibid., p.288-289.
556) Ibid., p.291-294.
557) 신약성경의 성령강림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부음받음은 성령의 경험된 현존 속에서 성

령의 은사들의 부으심과 성령의 카리스마적 삶의 재능(Begabung)에 대한 개별적이며 특수한 
은총들을 드러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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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위격성은 따로 분리되어 설명되

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나, 모든 관계들로부터 분리된 

실체(substantia)가 아니다. 성령은 오히려 신적 세 위격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

는 친교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에티우스는 성령의 이성적 본성이면

서, 모든 피조된 생명의 신적 원천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성령의 위격성을 삼위

일체 하느님의 영원한 신적 생명의 사랑으로 표현하였듯이, 성령은 자신을 나누

어 주고 전개하여 부어주는 하느님의 현존인 것이다.558) 이렇듯이 성령의 신적 

위격성은 끝없는 빛으로서의 내재적 초월이며,559) 성령에 대한 경험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경험으로서 신적 생명에 대한 역동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560)

  몰트만이 이해한 성령의 위격성은 삼위일체적 성만찬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

다. 사람은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인

식이 시작된다. 침묵 안에서의 묵상은 감사와 기도와 경배와 찬양과 놀라움 가

운데 생명력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옴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하느

님에 대한 모든 활동은 성령의 내재로부터 오며(성령→성자→성부)561), 모든 중

재는 성자로부터 일어나며(성부→성자→성령), 성부는 그의 창조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다.562) 또한 역사 안에서 성령의 구원활동은 요아킴의 

삼위일체적 역사론을 발전시킨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하느님 역사 안에서 세

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563) 즉 성령은 자신의 위격성

을 내어놓음으로써 세계의 역사에서나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며, 하

느님의 현존을 드러낸다. 즉 성령의 케노시스(자기 소외)는 사회적 언어로 바꿔 

말한다면 ‘이타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사명 실천으로서

558)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302-303.
559) Ibid., p.294-295,296-297.
560) Ibid., p.299. 
561) Ibid., p.303-304.
562) Ibid., p.312,318.
563) Ibid., p.310-311.



- 185 -

의 기본적 인권의 실현이나 십자가 신학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

시스,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케노시스도 이타성의 극치를 보

여주는 좋은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안식일과 인권의 관계

3.1. 하느님의 쉼에서 비롯된 인간의 쉼의 권리

  몰트만은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에서 삼위일체적 창조론을 발전시키면서 

창조의 완성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며, 안식일에 대한 확장된 해석을 전개시키

고 있다.564) 우선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

에 쉬셨기 때문이다.”라고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찾았다. 하느님은 6일 동안의 

노동을 마치고 일곱째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고 쉬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즉 하느님께서 숨을 돌리고, 일에서 손을 떼고 당신 자신 안에서 초연함

(Gelassenheit)에 머무름을 볼 수 있다. 이 초연함을 하이데거는 내맡김

(Gelassenheit)565)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이 초연함 속에서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 직면(angesichts)하여 피조물에 대한 기쁨을 누렸다. 즉 

유한한 시간의 세계가 무한한 하느님과 공존하게 되어 하느님 앞에 실존하며, 

함께 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느님의 쉼이면서, 엿새 동안의 

그분의 노동 후 일곱째 날의 축복과 거룩한 성화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다.566) 

564) 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p.287-302.
565) 기다 겐 외 엮음, 『현상학사전: 현대철학사전 5』, 이신철 옮김, (서울:  微文出版社), 2011, 

p.81.
566) G. von Rad, “Es ist moch eine Ruhe vorhanden dem Volke Gottes”, in: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1958, p.101-108.;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München, 1957, p.152.;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탈출 31,17) 



- 186 -

  그렇다면 하느님의 쉼은 무슨 의미일까 질문하게 된다. 하느님의 쉼은 창조 

때 모습 그대로, 그의 현존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와 회복

과 휴식 안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피조물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느님 안에

서 활동하며 인식한다. 하느님을 인식하는 순간은 하느님께서 창조 활동을 멈춘 

순간이다. 그 순간은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행복과 고난에 대해 민감하게 만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 반

면 하느님께서는 안식일 휴식을 통해 세계를 포용하며 피조물들과 창조의 친교

를 나눈다.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활동 안에서 휴식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 안에서도 휴식하며, 그들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 실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리고 그들의 실존 안에 그분께서 현존하게 된다.567) 

  바르트는 하느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창조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바르트가 말하는 창조사목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서 태초의 창조를 넘어서 지속적인 세계 초월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창조의 안식일은 하느님 창조 안에 있는 하느님 세계의 내재를 가리

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68)   

  그렇다면 몰트만이 확장시킨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

저 그가 이해한 안식일 지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대

한 시간의 완성과 하느님 쉼의 시간으로 안식을 구분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몰

트만은 창조의 완성을 휴식이라 하였고, 활동의 완성은 현존이라고 하였다. 그

것은 창조가 하느님 자신 밖으로 나와 행하는 활동으로서, 하느님의 의지를 나

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목(司牧, ministry)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의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창조활동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

와 쉼에 머무르며 현존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야가 

567)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2-283.
568) K. Barth, Kirchliche Dogmatik, Ⅲ/1,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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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

운데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열

왕1 19,12).”고 하였듯이 하느님은 안식일의 고요함 속에 계신다.569) 곧 안식일

은 하느님의 쉼과 침묵 속에 은폐된 하느님 영광의 계시이며, 창조는 하느님 사

목의 계시(Werkoffenbarung)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식일은 하느님의 

자기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창조 사목은 안식일을 향하고 있으

며, 이 안식일은 창조된 피조물의 희망과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안식

일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현재가 되고, 인간의 모든 안식일은 완성의 꿈을570) 

향하게 된다. 이렇듯이 모든 노동에서 사람의 안식은 신적 영광의 축제의 표징

(Vorzeichen)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의 날’이라고도 부른다.571) 안식일

의 고요함 속에 있는 하느님 현존은 휴식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자유

로움 안에서 창조의 친교를 받아들임으로서 지속적인 초월로 초대받는 것이다. 

즉 안식일은 하느님 창조활동의 완성이며, 하느님의 쉼으로서 회복과 재생, 희

망과 미래의 시작을 의미하는 하느님의 자기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72) 이

것이 몰트만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지평이라 할 수 있겠다.  

  안식일의 축복은 창세기 2장 3절에서와 같이 하느님 쉼을 통한 축복으로서 

모두에게 평등한 쉼으로서 그 쉼을 통해 안식일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다.573) 

하느님의 안식이 진정한 참된 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無)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unruhig) 상태를 겪게 된다. 이것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이 하느님 안

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진정한 쉼을 맛볼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

569)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2-283. 
570) Fr. Rosenzweig., Der Stern der Erlösung. Dritter Teil: Erstes Buch, Heidelberg, 

1959, p.68. 
571)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3. 
572) Ibid., p.290.
573) Ibid.,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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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야 참으로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현

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

인 것이다. 이렇듯이 안식일의 축복은 안식일의 쉼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통

해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축복은 모든 피조

물에게 보편적이며 개별적이면서 각 개별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74)

  그리고 안식일의 축복을 통한 성화는 창세기 2장 3절에서와 같이 안식일의 

쉼을 통한 성화를 의미하며 시간 속에서 신적인 현존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 창조의 쉼에 참여하게 된다고 알 고 

있다.575) 이런 안식일의 고요함은 희랍의 신들의 싸움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

이고 있다.576) 안식일의 고요함 속에 현존하는 하느님의 축복에 의한 성화는 하

느님의 첫 거룩하게 하심이며, 이스라엘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안식일, 

그의 백성, 땅까지 확대되어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레위 25,11).577) 안식일을 거

룩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집착과 욕망, 능력을 위한 추구에서 벗

어나 자유로움 속에서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처럼 내적인 자유와 휴식을 

의미한다.578)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느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한 회상이며, 

메시아적 시간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므로 이스라엘의 탈출기 사

건과 안식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579)      

574)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5-286. 
575) Ibid., p.286-287. 
576) 마라레테 수스만(Margarete Susman)은 ‘시간의 종교’를 희랍적인 진리의 영역으로서의 폐

쇄된 형태로 가득한 공간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진리의 영역은 개방되고 형태가 없는 흐르
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희랍적인 진리의 영역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우주라면, 이스라엘의 진
리의 영역은 계속적인 창조의 선으로 표현하였다(M. Susman,, Das Buch Hiob und das 
Schicksal des Jüdischen valkes, Zürich, 1948, p.16). 

577)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7-288. 
578) Ibid., p.288-289. 
579) Ibid.,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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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인권

  몰트만에 의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며, 하느님의 쉼이면서 하느님 자신

의 현존을 계시하시는 첫 계시이기도 하므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가리

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

한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며, 새 창조인 계속적인 창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미래의 약속인 구원을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의 영

광이 온 땅에 가득하며’(이사 6,3),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며

(1코린 15,28), 하느님이 그의 모든 창조 안에 머물게 된다면 창조와 계시는 정

말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하느님은 모든 창조 안에 계시게 되며, 모든 

창조는 그의 영광의 계시이며, 구원받은 세계가 되는 것이다.580) 즉 몰트만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식일은 쉼 속에서 과거를 성찰하며 완성의 지향성을 가지고 미래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미래의 약속은 장차 다가올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창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이고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안식일은 미래화 되었고 보편화되어 그리스도교의 

지향점이 되었다.581) 또한 안식일은 모든 창조의 축제 중에서 희년의 개념을 땅

으로 확장시켜 노예 및 자연에 대한 해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

은 하느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그네들의 자유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11절의 메시아의 종말에 대한 희년 선포의 내용에 잘 나

타나 있다. 이런 메시아적 희년선포는 종말론적으로 하느님의 근원적인 창조의 

정신인 안식일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82)

  그렇다면 성서에서 안식일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

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안식일을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는 안식일에 

580)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90. 
581) Ibid., p.290-291. 
582) Ibid.,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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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규정이나 관련 법률의 폐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사

야 예언서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적 성취를 선포한 것이다.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원 정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메시아적 기쁨으로 초대하며 다가올 하

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가 삶 전체를 안식일의 축제로 만들도록 확장시

킨 것이다.   

4. 삼위일체적 창조와 성령에 기초한 인권이해
  몰트만은 삼위일체론적 창조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계를 시간과 공간, 셰키

나(Schechina)와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의 신적 위격의 상호내주와 상호침

투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서로에 대한 관계 차원의 개념으로 가져왔다. 그의 

그리스도론 중심적이고 종말론적인 초기 신학을 삼위일체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성령에 의한 세 위격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이다.583) 점차 성령의 위격

을 강조하면서 더욱 생명과 생태환경을 위한 신학적 방향으로 확장되어 나감을 

보게 된다. 그의 창조론은 하느님의 창조활동의 완성과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축복이라는 안식일을 통해 노동을 멈추고 인간과 자연을 위한 

쉼의 시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584) 특히 몰트만은 고속의 발달 속에서 잠

시도 멈추지 못하고 물질적인 가치에 매달려 있는 현대사회의 질주본능을 심각

한 문제로 여겼다. 현대의 질주본능을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성찰하고 존재를 회복하며,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를 요청하고 있

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인간과 자연을 지키는 보호

적 활동도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583) Celia Deane, Drummond., Towards a Green Theology through Analysis of the 
Ecological Motif in Jürgen Moltmann’s Doctrine of Creation, Diss. Manchester. 1992.

584)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5-276; Max Jammer, 
Das Problem des Raumes, Damstadt, 1960, p.189.; Hrsg. v. Jan Milic Lochman und 
Jürgen Moltmann, Gottes Recht und Menschenrechte: Studien und Empfehlungen 
des Reformierten Weltbunde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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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삼위일체적 창조론과 변증법적 화해에 기초한 생태적 기본권

  몰트만이 참여했던 1989년 8월 개혁교회 세계연맹 실행위원회의 전례에서 신

학적 인권이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인권의 

관계 영역을 차세대와 자연의 권리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것은 

몰트만과 피셔(Lukas Vischer, 1982-)다.585) 인권의 관계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삼위일체 하느님 형상으로 규정할 때, 인간의 사회적 삶은 인간 외적인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한 생태적 권리가 들어간다. 그럴 때만이 인간의 역

사는 자연의 역사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리스도론

에서도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역사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고,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듯이 몰트만은 그의 변증법적 인식을 통한 타자

로서의 자연을 수용하여 관계를 확장시킨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

조론과 삼위일체론 연구에 영향을 받아 하느님의 모상설을 땅의 돌봄과 자연계

와의 친교를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586)에서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번성과 자연을 다스리는 규정

과 하느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의 근거는 창조

자의 명령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 2,15)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명령을 성

취할 때 하느님의 모상론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587) 반면 사기, 살인, 약탈, 

착취, 자연훼손 및 파괴 등은 그 권리와 존엄성과는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인

간이 땅과 친교를 맺고 땅을 돌볼 권리는 오직 인간사회와 생태환경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자연을 돌봐야 되는 인간의 권리

585) L. Vischer(hg.), Rechte Künftiger Generationen-Rechte der Natur, Ev. Th(5), 1990, 
p.433f. 

586)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
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
라.”(창1,28)”

587)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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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계의 권리를 존중할 때 그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588) 그리고 자

연과의 화해를 통한 관계의 개선과 소통은 생태적 권리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4.2. 삼위일체적 성령론에서 비롯한 미래지향적 기본권

  몰트만과 피셔가 주장하는 하느님의 모상론에 근거한 인권의 다른 측면은 미

래지향적 기본권인 차세대의 권리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

에 따른 친교의 확장, 하느님의 영으로 현존하는 모든 피조물의 존엄성을 주장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몰트만이 이해한 성령의 삼위일체적 

공동체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창조자, 화해자, 구원자에 의한 모든 관계 

속에서의 완전한 공동체이다.589)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모상설에서 미래와 후대

의 책임을 인간의 권리에서 정초하고 있다.590) 즉 인간의 삶은 모든 관계 속에

서 인간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자연과의 친교를 통해 

존재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

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과 타인과 모든 

창조물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존재의 완성을 추구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현재 이곳에서 이뤄진 완성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미래를 향해 개방된 현실적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의 시

민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자신의 참 미래에 대한 권리와 현실적 삶

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의 권리는 자

유로운 자신의 결정에 의한 자유와 책임이 전제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591)

588)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2-173. 
589)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p.186.
590)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3. 
591) Ibid., 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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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대한 현실 속에서의 자유로운 결정과 책임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존재할 때, 자연과의 친교 속에서의 인간의 역할이고 권리

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자기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간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개인적· 

연대적·경제적·생태학적·사회적·정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미래의 희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현실을 책임지고 

규정지어 나아갈 때 더 자유롭게 되며,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참된 것임을 확증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권의 정치적 승인(politische Anerkennug)과 관철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미래에 대한 권리와 차세대를 위한 역할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592) 암묵적

으로 간주되었던 세대 간의 계약이 생존을 보장해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산업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 불가능한 화학에너지(석유, 석탄, 가스 등)는 다음 

세대에게 희생을 떠맡기고 있다. 또한 핵폐기물은 제거되기까지 약 3,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세대에서 양산하는 핵폐기물 

양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 이렇듯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세대 간의 정의

가 실현되어, 아이들의 권리 및 다음 세대들의 생명권과 생태계의 보존이 현세

대의 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593)    

4.3. 경제적 기본권과 생태학적 기본권의 관계

  몰트만은 인간의 땅에 대한 권리를 통해 각 개인과 모든 이들의 생활을 보장

하는 경제적 기본권(ÖKonomische Grundrechte)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

다.594) 그러나 인간의 발전과 풍요를 위해 생산품과 생산수단에 집착하여 내면

592)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3-174. 
593)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men Welt, p.119-120.
594)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9-174. 



- 194 -

의 하느님 모상을 왜곡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인간의 하느님 모상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가 훼손되며 인간을 격하시키는 

것으로서 인간을 도구화시켜 사용하고 버리는 폐단으로까지 타락하게 된다. 이

런 상황들은 인간의 경제적인 기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구체적

인 상황은 제3국가나 소수민족의 빈곤화, 세계 정치의 분열, 경제적 강대국이나 

제국주의에 의한 부의 편중으로 인한 광범위한 빈곤과 그로인한 폭력 및 혼란 

등이 야기된다. 인간의 경제적인 생활, 노동, 식량, 안전에 대한 보호 등 근본적

인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 없이는 한 개인의 인권도, 사회적 인권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595)

  몰트만은 인간의 경제적 기본권은 생태학적 기본의무(Ökologische 

Grundpflichten)를 동반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모상

으로서  자연을 돌봐야 하는 의무도 있듯이, 경제적 성장에는 항상 생태학적 한

계가 따르기 때문에 항상 생태학적 의무를 꼭 의식해야만 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자연을 대가로 치러지는 생태학적 죽음(Ökologischer Tod)이 아

니라596) 모든 생명에 대한 종말론적 지향을 두어야 한다. 즉 경제적 인권은 인

간의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생태·자연 안에서 우주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말아

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것은 성장의 한계 속에서도 경제적 정의 구현을 통해 

성취할 때 가능한 것이다. 몰트만의 표현에서 경제적 정의(Ökonomische 

Gerechtifkeit)란 생필품, 자연자원, 산업제품의 공정한 규정과 분배를 통해 인류

의 공존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597) 그의 주장처럼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질 

때 자연계와의 공생이 생태적 안정에 이르게 되고, 인간의 권리를 통한 생태학

적 의무의 실천으로 인간의 왜곡된 하느님 모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95)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2-173. 
596) 일부 국가에 의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착취와 부채를 빌미로 열대우림의 벌목과 경작지

와 녹지대를 스텝(Steppe) 지대로 만들고 있다. 이들의 황폐화는 인류 전체의 생활기반을 대
규모로 소실시키는 것과 같다.    

597)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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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본주의의 위험

  현대세계의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에게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도 치명적으

로 작용하는 파괴적 행위를 야기 시키고 있다. 즉 인간 노동의 착취가 자연자원

에 대한 착취로 상응하고 있듯이, 인간 사이의 착취가 중단된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도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서구문명에 의한 인간중심주의는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한 창조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

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존엄성이 인권의 근본이듯이, 창조물의 존엄성은 

다른 생물들과 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

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는 인간이 이 땅의 권리와 생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한에서만 유효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598) 

  몰트만은 인간이 자신이 속한 현 시대의 정의뿐만 아니라 후대의 시대에도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

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과 자유에 대한 정의로운 기회균등

을 위한 현재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경제정책, 

인구정책, 보건정책, 정치, 복지정책, 유전정책(genetic politics) 까지도 현재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한 보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599)  

598)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men Welt, p.122-123.
599)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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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그리스도교 사명으로서의 신학적 인권의 실천

 - 몰트만과 메츠 신학 비교

  몰트만 신학을 십자가 신학과 삼위일체론과 삼위일체적 성령론과 창조론에 

근거한 분석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그 분석을 토

대로 동시대의 정치신학자였던 메츠의 신학과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교 사

명으로서의 신학적 인권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장에

서는 크게 실천 중심의 신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실체화

된 하느님 부분에서 살펴 볼 것이고, 신학적 인권 실천을 위한 여정으로서 인권

감수성의 원동력과 내적성숙과 인권감수성의 관계, 인권에 대한 식별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에 연대하는 지속적인 인권옹호의 실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삶의 자리에서 실체화된 하느님

1.1. 실천을 위한 신학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성서를 하느님의 약속과 인간에 대한 희망의 역사 

증언으로 해석하는 메시아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느님 약속 안에서 계

시되고 인간의 희망 속에서 파악되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근거하여 해석학적 

원리를 전개한다. 성서에서의 약속의 역사는 선취되는 미래에 의해 현재와 자신

의 가능성 너머까지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미 

선취된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를 희망 속에서 인식하게 될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 함께 계심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메시아적으로 해석하였다. 『희망의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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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 의해 전개된 그의 정치신학은 『정치

신학 · 정치윤리』와 『정치신학』에서 사회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십

자가와 부활의 변증법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느님 약속의 사건에 대한 그

리스도인들에게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는 혁명적 희망이라고 하였다. 즉 하느님

의 약속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세상과 사랑 안에서 연대

하는 사건이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교 실천인 사랑의 연대가 된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몰트만의 정치신학은 십자가 신학을 통한 희생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

서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몰트만은 하느님의 케노시스에 의해 하느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처절

한 죽음인 십자가가 그 시대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준은 교회의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여러 정치적·경제적 우상들

로부터 벗어나 탈신화화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한 교회 내의 경직된 수직

적 교계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이 그의 정치신학은 

비판적 시각으로 인하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체화된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신학이다.  

  몰트만의 정치신학은 가톨릭 신학자 메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몰트

만 신학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동시대의 신학자인 메츠의 정치신학(기초신

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메츠의 신학

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하느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신론적 질문을 제기하는 신학이라 말할 수 있다. 

  메츠는 그리스도론 중심의 종말론적 신학이며, 인간학적 전환을 이룬 실존론

적·초월론적인 인간 주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신학이다. 신학에서 인간학적 

전환이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인간의 초월적 

체험을 통해 종교의 정당성이나 정체성을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이다.600) 다만 

600)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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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한계는 신학에서 인간 개별적인 초월체험을 중요시하다보니 관념적이

고 추상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메츠에게 아우슈비츠 사건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신론적 질문에 대한 직면이

었다. 역사 안에서 불의하게 고통당하고 희생된 사람들,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이데거가 ‘물음은 사고를 깊

게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신론적 질문은 참된 신앙, 믿음, 구원, 하느님에 대

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비명을 듣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만 듣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신화(神話)를 듣는 것과 같다고 메츠는 말하고 있다. 복음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려는 것은 인간의 책임 회피와 변명의 구실이 되며, 관념이나 이상에 머

물러 신앙의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을 막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

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서에서는 울부짖음의 표현이었으며,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야훼를 향해 끊임없이 되묻는 물음이었다. 이 물음은 간절한 종말의 기

다림 속에서의 물음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대한 물음은 그분에게 고

통을 맡기는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며, 불안과 슬픔과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용

기를 갖게 해주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런 하느님께 대한 물음으로서의 기도는 

영혼의 심연에서 부르짖는 처절한 외침이며, 고통을 수락하는 울부짖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메츠는 세상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역사에 직면하여 

하느님께 물음을 제기하는 곳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메츠는 그의 저서 『세계 안에서의 신학(Zur Theologie der Welt)』에서 세계와 

역사는 언제나 정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의 신앙도 정치에 무관심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일 수 없다고 말하였

다.601) 계몽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를 비판하였

601) 메츠는 “정치신학이라는 개념은 오해할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나
는 정치신학을 우선 현재 존재하는 신학이 가진 극단적인 사유화(독점화) 경향에 맞서서 비판
적인 교정으로서 이해한다. 그 다음으로 정치신학은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우리 시대 현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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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2) 그러나 메츠는 그들의 종교비판이 오히려 특정 계층이나 체제를 옹호하

였고,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모순에 빠짐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교와 신

학의 탈사유화603)와 탈신화화의 구조를 통해 신학의 재구성을 요청한다.604) 메

츠의 정치신학(기초신학)에서 보여주는 종교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신학

의 정치적 성찰을 통한 역사적 현실의 제도권 속에서 종교·사회·정치·종말론적 

신앙과 사회적 실천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그의 신학은 현재의 사회적인 상

황과 조건들 속에서 종말론적인 사명을 실천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605) 즉 교회가 제도권에 대해 신앙에 의한 사회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자유

와 정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606) 

  요나스(Hans Jonas, 1903-1993)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하느님 개념에서607) 

하느님을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

였다. 즉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관념론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회의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 아래서 종말론적인 사명을 실현하려는 운동으로서 이해될 수 있
다.”(Johann Baptist Metz, Mit dem Gesicht zur Welt, p.95-97).

602) Ibid., p.97-98; Johann Baptist Metz, A Passion for God: The Mystical-Political 
Dimension of Christianity, tran. J. Matthew Ashley, (New York: Paulist Press), 1998, 
p.33.

603) “예수의 십자가는 사유화된(독점적인) 개인적인 영역에서 존립하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는 
(기득권의) 보호된 사적인 영역과 안정된 순수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존립한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성문 밖“에 존재한다.”(Johann Baptist Metz, Mit dem Gesicht zur Welt, 
p.101-104).

604) “탈사유화는 정치신학의 우선적인 신학적-비판적인 임무이다. 탈사유화는 분명하게 탈-신화
화의 구도와 같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탈사유화는 최소한 타당한 탈-신화화에도 마땅히 
비판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인 탈-신화화는 하느님과 구원의 문제를 사적인 실존의 상
관관계로 축소시키며 종말론적인 선교자체를 인간의 형이상학적 질문을 제기하며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사적인 결단 상황으로 일반화하기 때문이다.”(Johann Baptist Metz, Mit 
dem Gesicht zur Welt, p.104)

605) Ibid., p.104-105.
606) Ibid., p.107,110,202-203; “제도로서 교회도 당연히 ‘종말론적 유보’ 아래서 존립한다. 그

러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도 봉사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존재한다. ... 교회는 이러한 
종말론적 사명을 제도적으로 수행하지만 사회적인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절대화하지 말고 
폐쇄되지 말아야 한다.”(Ibid., p.113).

607) H, Jonas, Der Gottesbegrff nach Auschwitz Eure Judische Stumme, 1516, 
(Frankfur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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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현실 안에 계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느님은 도대

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묵시문학적 질문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요나스는 아

우슈비츠 희생자들이 침묵하는 하느님께 던졌던 부르짖음에 답을 주고자 그리

스도론을 전개한다. 메츠의 신학도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신학적 작업이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는 아우슈비츠 사건이 현대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선

언하면서 아우슈비츠 대참사로 인하여 신학의 역사적·정치적 양상이 다차원적인 

고통의 역사로 변화되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역사는 관념주

의적으로 머물 수 없으며, 오로지 실천적인 목적으로 기억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608) 메츠는 하느님을 시간 안에 들어오는 종말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

다.609) 즉 권능이 피조물의 고통의 역사에서 부적처럼 필요할 때만 개입하게 되

면 권능과 구원은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의 끝에서 비로소 창

조적 권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진

다고 하였다. 몰트만도 인간 공동체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열정(파토스)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말하고 있다.610) 몰트만은 사회적 삼위일체 중

심으로 자신의 후기 신학을 전개한다. 메츠가 몰트만의 신학에서 염려하는 부분

이 삼위일체적인 관념론에 기울어져 영지주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메츠는 몰트만에 비해 삼위일체론적 언급이 적다. 반면 그는 삼위일체 

신학에서 하느님 안에 잉태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진술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고통 받는 나자렛 인간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부

정적인 신비를 강조한 그리스도론을 강조하여 신학의 민감성을 높이고자 한 것

608) Johann Baptist Metz, Neue Politische Theologie-Versuch eines Korrektivs der 
Theologie: Bd 3/2, “Politische Theologie(1969)”, (Freiburg: Herder), 2016, p.27-60;  
“Unterwegs zu einer nachideallstischen Theologie(1985)”, p.125-142;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 Bd 3/1t, 168-181. 

609) Johann Baptist Metz, Gott in Zeit: Bd 5, “Gott und Zeit: Theologie und Metaphysik 
and den Grenzen der Moderne(2000), (Freiburg, Herder), 2017, p.51-65.

610)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92, 196-197, 202, 225-226, 22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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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611) 다만 메츠가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한 삼위일체에 대한 염려를 강하게 

나타냈다고 해서 그가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메츠는 라너의 삼위일체론에서 내재적이고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를 수용하고 있

다. 그가 삼위일체에서의 성자를 강조한 것에서 그리스도론적 삼위일체론을 주

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츠는 단순히 삼위일체 교리를 전개하는 것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리(richtige)’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612)  

  이렇게 메츠가 신학의 정치적 성찰이 가능했던 것은 계몽주의의 이성적 비판

과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과학적 비판을 수용하면서 사회적·정치적·종교적 문제 

한 가운데에서 신학의 출발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몰트만도 고통의 자리

에서 하느님을 찾았고, 그곳이 바로 신학의 자리가 되었다. 메츠는 신학의 해석

학적 토대의 문제를 신학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이해와 사회적 실천

의 문제라고 보았다.613)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말론적 신학은 현재 상황에 대한 

사회비판적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몰트만과 메츠의 신학은 이렇게 관념

론적이고 형이상학적 신학에서 벗어나 삶의 자리 한 가운데서 부딪치고 있는 

고통과 직면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설립하는 실천적 신학인 것이다. 

1.2. 정치신학 - 십자가 모티브

  정치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 슈미트의 정치신학과는 다른 흐름인 ‘새로운 

정치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를 모티브로 실천적 근거를 이끌어내고 있다. 

611) Johann Baptist Metz, Memoria Passionis: Ein provozierendes Gedächtnis in 
pluralistischer Gesellschaft: Band 4, “In der Zeit der Gotteskrise”, (Frelburg: Herder, 
2017), p.117.

612) Johann Baptist Metz, Lernorte – Lernzeiten: Lerngemeinschaft Kirche Bd 6/2, 
(Frelburg: Herder, 2016), p.153. 

613) Johann Baptist Metz, Mit dem Gesicht zur Welt, 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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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트만은 그의 『희망의 신학』에서 확장된 정치신학의 중심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종말론적 약속의 변증법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변증법은 완전한 상극인 

죽음과 생명, 하느님의 부재와 현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음과 영광을 상징한

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전한 모순 속에서 예수는 성부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새 

생명으로 불완전과 불연속 가운데서 창조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계신다.614) 그리

고 몰트만 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느님 약속의 결

정적 계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현실 세계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동일시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악의 실재가 무(無)로 끝난다

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으켜진 예수를 통해 부활은 십자가에서 

버림당한 예수가 실재 전체의 새 창조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으로서 계시되는 

변증법적 약속의 사건으로 보았다.615) 이렇게 몰트만의 희망은 개인의 삶과 교

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세속적 세계 전체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

스도인들은 사회 전반에서 그들이 희망하는 미래인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변화

의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명이고, 미래를 위한 선교로서의 책임으로 

언급하였다. 

  메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수난의 기억(memoria passionis)’으로서 

하느님 인식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수난의 기억이 종말론적인 

희망의 빛으로서 현대 세계의 사회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비판적인 식별의 기준

으로서 작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수난의 기억은 억눌린 이들과 소

외된 이들의 해방을 선포한 예수의 고통을 회상하며,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이들

과의 공감과 연대의 통로로서 불의에 저항하기 위한 힘과 동기가 되기도 한다. 

614)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00.
615) Ibid., 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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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학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십자가는 몰트만과 메츠에게서 세계 안에서 종

교의 사회비판적 기능과 종교 자체의 자기 비판적 기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종교로서의 비판적 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권력 

옹호적인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치적 우상숭배로서의 종교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치신학의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던 예

수가 그 시대의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죽음은 불의와 억

압으로 짓눌리고 소외된 이들의 해방을 전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위협으로 

묵숨 까지 잃게 되었다. 몰트만의 정치신학 및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 대

한 신학에서도 십자가를 모티브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십자

가의 모티브가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 및 기존의 억압적인 사회·정치·경제체제

에 대한 저항 및 하느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을 통한 신학적 성찰과 실천으로 

안내하고 있다.     

1.3. 실천적 해석학 구조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과 연계시킬 때 필요한 해석학적 구조는 어떤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몰트만의 해석학적 구조는 우선 화해의 변증법(변증법적 그리스

도론과 종말론)에 의한 부정적인 현재 상황과 희망하는 실재 사이의 모순에 의

해 어둠을 드러내어 희망으로 이끈다. 여기서 희망의 정치적 결과는 현대 상황

의 실재적인 악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비판적으

로 저항하기 위함이다. 악은 사회적·정치적 폐단도 포함되겠지만,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시키는 종교에 대한 우상화도 그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식별 능력 및 종말론적 변혁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616) 둘째, 희망의 신학은 해방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

616)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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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617) 그리스도교 사명실천에 의한 변화의 원동력을 삼고 있다. 몰트만

은 세상 안에서의 인권의 실현을 그리스도의 사도직 실천, 즉 사명의 실천으로 

해석하였다. 그것은 네덜란드 사도직 신학과 이반트 신학에서의 역사 안에서의 

해석학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몰트만은 단지 신학자의 의무가 

세상과 역사와 인간본성에 관한 해석들에 대한 논의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느

님에 의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618) 그는 신학이 세계 변화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신화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619) 그래서 신학의 

기준은 실천이 되어야 한다.620) 셋째, 몰트만은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에 근거한 

상호침투적이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성을 통한 희망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몰트

만은 그리스도교의 희망을 역사 안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

로 환원시키지는 않는다.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의 희망에 대한 기대

(anticipation)로 현재 세상의 모순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할 때 그것

이 곧 정치적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621) 또한 희망에 근

거한 상호침투적 관계는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기 위한 친교의 관계로서 

주체적인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변증법적 그리스도론에 근거

한 부활의 종말론적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몰트만의 정치신학과는 다르게 

해방신학자들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신학적 이해로 보

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신학의 입장에서는 몰트만이 오히려 해방을 위한 투쟁

으로서의 의의를 상대화시킴으로서 투쟁과 저항의 역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617) 해방의 실천은 몰트만에게 있어 희망의 변증법적 속성에서 표현되는 ‘혁명’이란 개념에 내포
되어있다. 부활이 십자가와 모순 되는 것과 같이 희망은 현재의 부정적 실재와 모순이 된다. 
즉 변증법적 희망은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기에 실천이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19; Moltman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p.131) 

618) Jürgen Moltmann, Theolgie der Hoffnung, p.74.
619) Jürgen Moltman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1969), p.138.
620)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103-104.
621)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111;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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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고 있다.622) 

  메츠의 해석학적 구조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제 역사 안에 존재했던 대참

사이며 비극인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에게 직면하였을 때 제기되는 고통과 비

참함에 대한 기억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신학은 고통의 그 자리에서의 하느님에 

대한 질문이기에 그것이 곧 정치신학의 중심 주제가 된다. 그의 정치신학은 타

자의 고통의 기억을 통해 타자의 고난에 참여하고 공감함으로써, 타자의 고난에 

연대적하여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학의 실천적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메츠와 몰트만 모두 신학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메츠에 비해 몰트만은 삼

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에서 성자의 고통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사변적이고 이성

적이기 때문에 해석학적 측면에서 영지주의의 위험을 내포한다고 메츠는 보고 

있다.623) 다만 메츠도 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였고, 몰트만

도 페리코레시스를 통한 삼위일체적 역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 

중심적인 공동체의 친교 및 조화, 상호협력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는 개인적인 성화나 회심보다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공통적

인 면을 볼 수 있다. 

   메츠의 정치신학을 전개하기 위한 해석학적 원리624)는 판넨베르그의 역사신

622) J. Miguez Binino, Revolutionary Theology Comes of Age, (London: SPCK), 1975, 
p.139-142; G. J. Dorrien, Reconstructing the Common Good, (New York:  
Maryknoll), 1990, p.87-89,98-99; T. Witvliet, The Way of the Black Messiah, tr. J. 
Bowden, (London: SCM Press), 1987, p.51-58.

623)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77, 81-83.
624) 메츠 신학의 해석학적 원리 3가지는 우선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그리스도교 실천은 사회정의

나 인간의 자유 및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그리스도교 실천은 언제나 사회 체제
의 지배논리로부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요인들 그 이상의 것, 즉 기억에 의한 위험
한 결단이나 저항이나 혁명으로서의 해석학적 역할의 장소에 의해 움직여진 실천은 연대적인 
기억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그리스도교 실천은 희생적 구조 위에서 실
천적 이해로 이끌어진다. 실천이 희생적 구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단순한 행위를 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작용하며, 그 고통을 통해 억압받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에 대
해 관심을 두고 그런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에 저항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츠는 실천이 
희생 안에서 정치적·사회적 행동의 필요성을 동반해야 하며, 사회적 실천으로 드러나는 희생적 
방법들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내면화되고 개별화된 상태에서 투쟁이나 저항에 대한 행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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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라너의 초월론적 해석학의 영향을 받았다. 판넨베르크의 보편역사에 대한 

해석학(Hermeneutik der Universalgeschichte)에서625) 역사 속에서 계시의 역사

성을 밝히면서 신학이 역사적 예수 연구로 상실한 역사성과 그리스도교 진리의 

보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626) 이에 메츠는 역사 행위를 통한 하느님의 자기

계시라는 주장627)을 수용하여 신학을 역사의 지평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메츠가 영향을 받은 것이 라너의 초월론적 해석학(Transcendental 

hermeneutics)을 통해 하느님의 자기양여로서의 인간이 역사 안에서 계시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은총으로 경험하는 해석학적 입장을 수용한다.628) 

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78-81).; “사회적 실천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희생
적 방법들이 근본적으로 내면화(interiorization)되고 개별화(privatization)되는 것에 대한 투
쟁이 사실상 이 책의 모든 주제들의 핵심이다.”(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81).  

625) “역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인 지평(Horizont)이다. 신학의 모든 질문과 답변은 하
느님이 인류와 더불어 또 인류를 통하여 모든 창조 세계와 더불어 미래를 향하여 공유하고 계
신 역사의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W. Pannenberg, Heilsgeschehen und Geschichte, 
in: Grundfragen Systematischer Theologie, p.22). 

626) 판넨베르그는 하느님이 이 세계와는 다르지만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이 세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 세계에서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하느님의 
자기계시는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의 행위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궁극적 계시’로서 모든 역사의 사건을 하느님의 계
시로 근거 지워주는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W. Pannenberg, Wie wird Gott uns offenbar?, 
in: Glanbe und Wirklichkeit, p.83);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종말과의 관계에서만이 역
사는 계시의 성격을 가진다. 역사의 시대들과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
니라 예수로부터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하느님의 계시에 참여한다.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것들은 하느님의 신정의 증명에 기여한다.”(W. Pannenberg, Die Offenbarung Gottes und 
die Geschichte der Neuzeit, p.116).  

627) W. Pannenberg, Dogmatische Thesen zur Lehre von der offenbarung, in: 
Offenbarung als Geschichte, 1970, 4, ed., p.91. 

628) 메츠는 라너가 인간 실존을 신학의 주체로 해석한 것은 그리스도교 실천에 있어서 많은 영
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개별 주체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인간의 
정치·사회적 측면보다 개별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 초월적 사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았
다.  또한 초월론적 해석학은 종교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주체가 사라진 신학이 될 수 있다고 메츠는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
학은 인간을 개별적 주체로 이해하면서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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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학적 인권 실천을 위한 여정

2.1. 인권감수성의 원동력

  몰트만은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통제하는 근대의 실용주의적 인식방법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면서 변화되는 경험을 강조한다. 몰트만에 의하면 인

간은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마음이 폐쇄되고, 메말라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때 인간이 자신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파토스

(pathos)에 직면하게 된다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그 안에 하느님의 영의 충

만함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개방된다고 말하였다. 몰트만이 표현한 공감

은 예수가 창녀나 세리, 가난한 이들에게 가졌던 회심체험 후 인식이나 내적 확

장에 의한 개방성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공감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 동시에 하

느님에 대한 개방성도 높아진다.629) 인간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하느

님의 파토스(pathos)에 의한 변화는 인권감수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느님

의 파토스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듯이, 십자가 사건은 성부·성

자·성령의 세 위격의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가 잘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죽음이 하느님의 가장 큰 영광과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 되는 변증법적 화해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몰트만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강한 하느님의 파토스에 대해 십자가의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이 우리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끌고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적·경제적 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그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창조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느님이 자신 밖으로 나온 공간에서 신적 본질이 

아닌 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630) 즉 하느님의 자기부정은 창조를 위한 

629)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261-263.
630) G. Scholem, “Schöpfung aus Nichts und Selbstverschränkung Gottes”, ibid,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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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며, 하느님의 케노시스는 더 깊은 의미의 창조를 이루

기 위함인 것이다.631) 삼위일체 하느님과 창조세계 모두 페리코레시스적 공동체

이며, 하느님 자신이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의 역사도 상호내주를 특징으로서 

드러낸다.632) 창조세계의 초월적인 주인인 성부와 창조세계의 중재자인 성자는 

세계 내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느님의 케노시스의 절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성령은 하느님의 창조세계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난다. 

  반면 메츠의 신학에서 보여지는 인권감수성의 원천은 예수의 수난에 대한 기

억(Memoria Passionis)을 회상하고 성찰하면서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저

항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다.633) 즉 그는 예수의 수난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건이나 고통을 비춰봄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분의 제자

가 되어 부르심에 따라가 보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메츠에 의하면 인간의 고통

에 대한 저항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울부짖음이고, 내면의 

호소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절망, 좌절, 비통함,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의 심연 속에서 올라오는 절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

다.634)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역시 예수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순간 성

부께 향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그냥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저항과 

순명의 부르짖음인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깊은 내면의 절규와 순명의 부르짖음

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었

던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은 신학의 개방성과

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학의 한 영역에 폐쇄되어 있기보다 개방적인 

연구를 통해 타 영역과의 소통으로 교회의 사회적 침투를 더 날카롭게 이루어 

631)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99-101; 필립 3,10; 2코린 4,7. 6,4.
632) Ibid., p.31-32.
633)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103; J.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p.189-190.
634) Johann Baptist Metz, Kirchliche Lernprozesse: Bd 1/6, 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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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몰트만 신학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개방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의 신학의 개방성은 희망의 종말론적 관점에

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과의 소통이나 배움에 개방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위한 실천에 있어서도 신학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신학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개방성은 현실의 모든 맥락에서 다양한 접근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635) 몰트만

의 이 개방성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전 세계의 통합적 맥락에서 계속적

인 해석학적 작업을 통해 발전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2.2. 내적 성숙에 기초한 인권감수성 강화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636) 즉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돕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렇기에 인권감수성은 몰트만 신학에서 공동체의 관계성과 밀접한 연관성

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의 

관계성이 인권감수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637) 즉 페리코레시

635)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p. 7. 
636) 인권감수성은 1) 인권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

는 것이 가능하고, 2)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선택이 가능하며, 그러한 행동선택이 관련된 당
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할 수 있으며, 3) 인권관련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책
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배움터).

637)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1; “Propter hanc 
unitatem Pater est totus in Filio, totus in Spiritu Sancto; Filius totus est in Patre, 
totus in Spiritu Sancto; Spiritus Sanctus totus est in Patre, totus in Filio. Nullus 
alium aut precedet aetemitate, aut excedit magnitudine, aut super at potestate([DS 
1300]: 피렌체 공의회(제17차 세계 공의회:1439.2.26.-1445.8) 그리스인들과의 일치에 관한 칙
서 “Laetentur eaeli”, 14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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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관계성은 세 위격의 상호침투적인 역동적 관계로서, 삼위일체 세 위격이 서

로 안에서 능동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두 위격을 받아들

여 활동한다는 것이다.638) 이렇게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개인적인 현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공동존재이며, 페리코레시스적인 내적존재를 같이 나타낸

다.639)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관계성은 각 개인의 평등한 

친교 안에서의 개별성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삼위일체의 내적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관계성은 각 개인의 독립성,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관계에서도 상호침투적이면서 상호내주의 관계처럼 조화와 친교를 이루

는 관계의 형성이 곧 인권감수성의 내적 성숙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메츠의 신학에서 타인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법은 위험한 기억과 연대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의 위험한 기억은 과거 속에서 타자의 고통을 기억해 타자

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수난의 기

억을 회상한다는 것은 예수의 수난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여 

그를 따르겠다는 신앙적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메츠의 사랑에 기초한 

연대는 고통의 기억 속에서 현재와 연계된 위기의식으로 깨어난 자아를 통해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고 현재를 거슬러 책임지고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

적인 인간으로서 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체란 타자의 고난을 기억하

고 그들의 기억을 통한 성찰과 회상의 연대의 주체로서, 미래의 종말론적 희망

을 현재에서 실천하는 윤리-도덕적 주체일 때를 의미한다.640) 이렇듯이 몰트만

638)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8-279;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p.215;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153-166.

639)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p.279-280.
640) “타자의 현존 한 가운데 있는 자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타자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큰 희망을 갖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큰 희망은 타자와 타자의 현존 속에서 불타는 자아
가 되기를 요구된다.”(Johann Baptist Metz, A Passion for God,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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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와 메츠의 위험한 기억과 사랑에 의한 연대는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나 불의함 등을 인식하고, 불의함에 대한 저항이나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적성숙도를 높

이는 신학적 실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3. 인권의 식별력641)

  인권에 대한 식별력은 인간존엄성을 위해 지켜야 되는 당위나 교의적 가르침

에 의한 항목의 나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하느

님의 궁극적인 긍정적 현존 체험에 의해 불의와 부정에 대한 더 날카롭고 예민

하고 민감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영신수련에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을 묵상 한 후에 죄 묵상을 하면 더 깊은 성찰과 관상이 이루

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642)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 신학

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 서술된 케노시스에 의한 파토스적인 하느

님, 사회적 삼위일체에서의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의 하느님, 삼위일체적 성령

론에 의한 개방적이고 생명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느님을 통해 열정

적인 하느님 체험은 오히려 인간의 억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에 대한 식별력

과 날카롭고 예민한 민감성과 비판적 판단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식별을 위한 

전초작업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긍정적 체험에 대해 메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였던 하느님 나

라에 대한 도래를 기억함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 기억이 세상과 현재의 고통들

에 대해서 해방적인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641) 인권에 대한 식별력은 반인권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과 판단력 및 그것에 대한 신학
적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642) 이 부분은 본 연구 제3장의 1.3.장에서 나왔던 몰트만의 변증법적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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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런 그리스도교의 고통의 이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확장시킴으로서 변화를 위한 사회·정

치의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643) 메츠는 이런 수난의 기억을 종말론적 관

점에서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계속해

서 타자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난의 기억을 실천적 기억으로서의 그리스도교의 교리

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644)

  몰트만 신학에서 파토스적인 하느님 사랑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 식별의 기

준은 철저한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 십자가이다. 하느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모든 인간의 평등과 사회적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에 의한 상

호침투와 상호협력적 개별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성, 수직적이고 경

직된 관계나 제도가 아니라 동등한 평등과 적극적 참여의 관계, 성령의 개방성

과 다양성 수용 및 생명력, 생태계에 대한 존중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적 선택

이 몰트만의 신학에서 해석되는 인권에 관한 식별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츠의 신학에서 인권 식별의 기준이라하면 위험한 기억에 의한 주체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학은 특히 인간 주체에 대한 강조에서 역사가 사회

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역사와 사회는 인간 주체가 자신의 자

유를 실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장(場)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645) 메츠

는 인간 존재를 현실 안에서 구체적인 사회·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유를 실

현하는 존재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내세의 삶을 지향하는 초월적 존재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투신하는 역사의 주체로서 현실 안

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계속 자유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인식하였

643)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126-127.
644) Ibid., p.127-128, 195-196.
645) “모든 주체의 신학에서 관련된 모든 것들의 한계는 역사와 사회가 단지 인간학적 환원으로

서 보이고 있다.”(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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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성서에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근

거를 찾고 있다.646) 성서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하

느님과의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맺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탈출(exodus), 회심

(Umwandlung), 제자됨(Anhängerschaft)과 같은 역동적인 경험들을 통해 ‘주

체’로서 성장해 갔다.647) 이렇게 인간은 따로 독립되어 떨어져 경험하는 개별적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공동체를 통한 주체적 존재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체가 되는 상황의 유무가 인간 주체로서의 

성장과 선택과 자유의 권리에 대한 인권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츠는 고통을 기억한다는 것을 파괴적인 힘(subversive power)을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고통의 기억을 통해 고통에 대항할 수 있는 저

항이나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의 기억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정치·경제 권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게 해 준다.648) 

인간의 주체를 강조하는 인간학적 전환을 전개한 신학들은 주로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종교의 정당성이나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

해서 초월적 체험만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649) 이런 주체의 신학이 관념적이

고 추상적이 된다면 점점 더 인간의 현실적인 실재에서 멀어지고, 인간의 사회

적·정치적·역사적 문제에 대한 고통들도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식별력은 날카로운 판단력이나 인권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식별력에 따른 결단도 요청된다. 이 결단은 인권에 대한 식별력에 따라 행동으

로 실천하기 위한 책임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수의 제자들처럼 모든 

646)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94.
647) Ibid., p.95.
648) Ibid., p.126.
649) Ibid., p.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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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버리고 따라나선다는 투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메츠의 신학에

서 ‘결단’의 두드러지는 의미를 ‘기도’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메츠에 의하면 기도는 불안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허

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650) 예수의 게쎄마니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기도 안에서 영혼이 비판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기도 한다. 기도는 

자신의 변명에서 벗어나 절망과 죄의식의 바닥에 철저히 직면하게 만들어 비로

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 깊은 내면 상태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느님께 내어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곧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651) 그렇기 때

문에 기도는 결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통에 연대하는 지속적인 인권옹호 실천

3.1. 실천을 위한 깨어있음 

  몰트만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은 예수의 죽음이라

는 부정적인 고통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무념(아파테이아)의 하느님

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신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열정(파토스)에 의해 고통당하는 하느님을 근거로 하며, 현재 사

회 안에서의 고통이나 억압 및 폭력에 무관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

였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 십자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 속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

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몰트만이 언급했던 현실적 십자가 인식은 인권 실천

650) 예수의 게쎄마니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태 
26,38)라고 하신 모습을 볼 수 있다. 

651) Johann Baptist Metz, Kirchliche Lernprozesse: Bd 1/6, p.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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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깨어있기 위한 근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십자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개인의 십자가나 불의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     

  메츠의 신학에서 실천을 위해 깨어있기 위해서는 고통의 기억(Erinnerung 

des Leidens)652)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츠의 고통의 기억은 예

수의 수난에 대한 기억으로서 사회적 해방과 저항을 일으키는 움직임을 불러오

기 때문에 이 기억은 항상 실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653)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

다.654) 메츠는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신앙의 근거가 된다

면 현대 사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험한 기억이 될 수 있다.655) 또한 그의 고통

의 기억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언자처럼 인간의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타인

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불의한 체제와 억압에 대한 저항과 비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깨어 실천할 수 있게 한다. 

  메츠의 신학에서 몰트만과 다른 신학적 구조로 깨어있기 위한 방법은 ‘이야기

적 구원의 기억’이다. 이야기(Erzählung)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는 메츠 

652)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게 만드는 고통의 기억들이 있다. 그것은 이전의 경험들이 우리 삶의 
중심점을 뚫고 지나가, 현재에 대한 새롭고 위험한 시야를 드러내는 기억들이다.”(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126); “스스로 신학은 
자신의 몰지각하고 역사적인 무죄책감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시켜야한다. ‘역사’는 하느님에 관
한 특별한 그리스도교의 주체가 된다. 신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체를 포기하고 상황을 무시
하고 인간성이 상실된 역사보편주의, 이원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역사관은 타
자의 불행에 대해 역사의 대참사와 몰락에 대해 무관심하다. 신학의 로고스는 역사적인 회상
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기억’은 정확히 정치신학의 핵심 주제이
다.”(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9-10; 
Johann Baptist Metz, Lernorte-Lernzeiten: Bd6/2, “Vorwort zur deutschen Ausgabe 
Gustavo Gutiérrez, Theologie der Befreiung(1973)”, p.341-343).

653)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 p.127.
654) Ibid., p.195.
655) Ibid., p.127-128,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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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이 아니었다. 부버656), 헤벨(Johann Peter Hebel, 1760-1826), 브레히트

(Bertolt Brecht, 1898-1956), 블로흐 등이 있다. 메츠는 이야기의 의의를 다음

과 같이 수용하고 있다. 첫째, 이야기는 흥미를 통해 대상의 인식 전환을 이끌

어 낼 수 있다. 둘째, 이야기는 성사와 인간의 내적인 연계로 우리 삶의 이야기

를 구원의 이야기로 변화시킨다. 이렇듯이 이야기는 경험의 언어적 표출일 뿐만 

아니라, 구원적·해방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메츠는 

말하고 있다. 부버가 대화의 철학적 가치를 강조했던 것과 같이 서로의 체험 나

눔 속에는 이야기의 대상들의 자아가 변화될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들끼리는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실

천적인 의의도 가지게 된다.657) 메츠에 의하면 ‘이야기적 구원의 기억’이 고난

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은 성서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원의 기억을 전승하는 공동

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구원의 기억은 해방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실천이 요

구되는 인간 고난의 신앙의 역사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658) 그렇기에 그리

스도교 신자들은 신앙을 통해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억압되거나 불의한 

체제나 정책 등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통한 주체로서의 요청

이 소명으로 주어져 깨어있게 되는 것이다.  

3.2. 계속적인 실천의 방법

  인권을 인식하기 위한 깨어있는 방법을 앞 장에서 다루었고, 여기서는 인권의 

지속적인 실천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몰트만 신학에서 나타나고 있

656) 메츠는 부버의 ‘하시디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의 실천적 의미를 밝히는 예로 사용하고 있
다(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201).

657)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203.
658) Ibid., p.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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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권의 계속적인 실천의 방법을 찾아본다면 지금 여기서 일회성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이고 권리인 

인권의 영역을 인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인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주장했

던 생태적 권리와 차세대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몰트만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인권논증에 의해 자연을 사물화 된 객체로서 인

식하여 자연의 식민지화하는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그

는 성서의 창조론을 삼위일체적으로 재해석하여 인간존엄성은 모든 자연생명체

의 존엄성 가운데 한 경우일 뿐이므로 모든 자연적 생명체의 존엄성과 연관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659) 그래서 그는 인권에서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연

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660) 땅의 권리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661) 몰트만

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의 화해로서 우주만물의 생명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

래서 인간은 자연이 되고,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창조의 존엄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662) 이렇듯이 인간만을 위한 세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개방된 창조세

계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인권의 개념으로서의 생태학적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가 계속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몰트만이 언급한 차세대의 권리는 핵폐기물이나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에 의한 

자원고갈 및 자연환경의 위협,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663) 그리고 차세대의 권리에 대한 그리스도인

659) Jürgen Moltmann and Elisabeth Giesser, “Menschentechte, Rechte der Menschheit 
und Rechte der Natur”, Evangelische Theologie, Volume 50(Issue 1-6), (Gütersloher 
Verlagshaus, 1990), p.166, 443.

660) Jürgen Moltmann, “Reconciliation with nature”, Word & World(11-2), (University 
of Tübingen,, 1991), p.308. 

661)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78;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p.262; Jürgen Moltmann, “Menschentechte, Rechte der Menschheit und 
Rechte der Natur”, p.171.

662)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p.258.
663) Jürgen Moltmann and Elisabeth Giesser, “Menschentechte, Rechte der Mensch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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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참여는 이미 현세대가 차세대의 삶의 존재에 참

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에 의한 종말론적 희망에 근거

를 두고 주체적으로 차세대를 위한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대의 책임이 요구되는 참여는 세대 간의 정의수립을 위한 

책임으로서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 공동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개방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법공동체로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계속적인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서 메츠의 신학에서 보여지는 것은 기도와 위

험한 기억에 의한 제자됨, 그리스도교의 연대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츠에 의하면 예수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betende im Geiste Jesu)는 사회적

이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삶을 요청받는다고 했다.664) 그 기도는 고통 받는 사

람들을 외면할 수 없고, 이웃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실천적인 삶으

로 이끌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불의에 무감각해 질 수 없는 것이다.665) 그러

므로 참된 기도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상기시켜 주어, 하느님

께 고통과 모순을 받아들인다고 응답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기도는 

큰 위험에 직면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주체가 되기 위한 투쟁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666) 이런 기도의 다른 측면은 ‘저항’에 대한 모습

이다. 우선 기도는 우리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온갖 위험에 맞서는 저항이다. 

즉 현대사회의 많은 욕구들과 사회적·물질적 교환은 필요에 대해 저항하게 만든

다. 현대인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요구하고 있지, 누릴 수 있는 여유

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점점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감각적으로 

무뎌지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참된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

und Rechte der Natur”, p.441.
664) “예수의 고유한 인간애, 곧 핍박받는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 죄인들과 타락한 사람들을 가

까이 하셨던 그분의 인간에는 그분의 순종에서 기인한다.”(독일 공의회 문헌, 『우리의 희망』)
665) Johann Baptist Metz, Kirchliche Lernprozesse: Bd 1/6, p.210-215.
666) Ibid., 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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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기도이지 묻고 답하는 놀이가 아닌 것이다. 참된 기도는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한 물음과 갈망을 인식하게 하고 성찰하게 해 준다. 둘

째, 기도는 현대인의 무감각한 삶에 맞서는 저항이다. 현대인은 상처를 받지 않

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무디어진 감각을 지닌 채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정체성

의 불안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금욕주의는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려고 

저항하지 않는다. 이런 무감각은 종교와 기도 안에서 오히려 증오보다 더 안 좋

다. 무감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감정을 표현하며 깨어 있으면서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셋째, 기도는 실망과 체념에 맞서는 저항이다. 현대

인은 계속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도록 종용되고 있다. 이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과학과 이성과 실용주의에 의해 실망과 체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

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차원을 너머 사회

를 위해 희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찾게 될 때 비로소 사회에 만

연된 무감각, 실망, 체념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넷째, 기도

는 계속 흐르기만 하는 시간에 맞서는 저항의 장소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우

리를 상처나 두려움, 고난과 고통 등의 어려움 속에서 회피하게 만드는 핑계가 

될 수 있고, 현실에서 계속 회피를 통해 감각을 무디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그래서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여 비정치적인 인간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희망으로 현대인들의 

무감각과 체념과 사회적 투신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유혹에 맞서 저항을 시작해

야 할 것이다.667) 

  메츠는 고통의 기억과 이야기가 신학의 실천적 범주가 되기 위해서는 연대성

이 필요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신학적 인권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 방법이기도 하다. 교회와 신학이 고

통의 역사 안에서 해방과 구원의 힘을 원하기 때문에 연대성을 통해 그 역할을 

667) Johann Baptist Metz, Kirchliche Lernprozesse: Bd 1/6, p.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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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668) 메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참된 연

대성을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다. 헤겔 철학의 관념론과 근대의 진

화론에서는 항상 승자의 역사만 남을 뿐이다. 그러나 메츠의 수난의 기억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역사가 드러난다. 그의 신학 안에서는 위험한 기억과 이야기의 

범주가 그리스도교의 연대성 안에서 실천을 수락하게 되고, 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시도하게 된다. 이 연대성은 수난의 기억을 통해 회상하는 이성의 힘으

로 현재의 타자만이 아니라 과거의 타자도 수용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타자도 

내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자 속에서 더불어 있는 이타

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타자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

을 감수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 타자들의 절망하는 고통의 경험에 이입이 

된 기억에 연대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주체가 필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모방하여 투신하는 삶을 산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

스도의 ‘제자됨’을 통해 드러나는 강한 주체성을 의미한다.669) 

  특히 메츠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연대성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연대’는 사회주의 안에서 제기되었었는데, 교회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메츠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가시적 일

치의 상징으로서의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계 교회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670) 교회는 역사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연대의 주체로서 회복

하고, 세계 교회로서의 연대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밝히

고 있다. 그리스도교적 연대성은 그리스도론적 개념에서의 제자됨에 의해, 그리

스도를 따름을 기준으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을 강조하였다. 또한 메츠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의 연대성이 기도하는 사람들 안

에서도 형성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도에 의한 연대성은 구약성서에서 이스

668) Johann Baptist Metz, Glaube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3/1, p.220-221.  
669) Ibid., p.224-225.
670) Ibid.,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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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 백성이 드렸던 기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유대인 철학자는 나치

의 집단학살수용소를 가리키며 ‘아우슈비츠를 향하여 그 어떤 시도 지을 수 없

다.’고 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종교철학자 밀란 마코베흐(Milan Machoveć, 

1925-2003)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우슈비츠를 향하여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용기를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라고 메츠에게 1966년 개최된 토론

에서 물었었다. 그때 메츠는 ‘아우슈비츠의 지옥에서도 기도가 드려졌기 때문

에,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향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는 아우슈비츠라는 처참하고 고통스런 기억 속에서 유다인 백성이 드렸던 기도

와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기도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성’으

로 볼 수 있다. 메츠는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연대성 안에 있다는 확신과 인

간 존엄성의 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까지 깨닫게 해준다고 하였

다.671) 이렇듯이 기도를 통한 세계적 연대는 신학적 인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

기 위한 범세계적 활동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3.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쉼의 권리

  인간은 활동에너지나 정신에너지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세계는 발전위주의 고속성장만을 추

구하며 멈추지 못하고 달리는 촉박함과 불만 속에 살고 있는 인류이기에 쉼에 

인색한 시대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인간의 에너지가 방전되어 번아웃 되거나, 감

정이나 모든 것이 메마른 체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 자살률이 

급증하고 폭력에 자신을 내맡기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인권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로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쉼의 권리’라고 할 수 있

겠다. 쉼의 권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

671) Johann Baptist Metz, Kirchliche Lernprozesse: Bd 1/6, 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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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쉼은 인간에게 필요충족의 요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인 것이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몰트만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쉼도 중요하다고 자신의 

신학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몰트만은 자신의 저서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에서 삼위일체적 창조론을 발

전시키면서 창조의 완성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였고, 안식일에 대한 확장된 해

석을 전개시켰다.672) 그에 의하면 하느님의 쉼은 그분의 현존 안에서 모든 피조

물들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회복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몰트만이 확장시킨 안식일의 지평은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휴식과 활동의 완

성으로서의 하느님의 현존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식일의 고요함 속에 현존하시

는 하느님과673) 활동의 완성인 안식일이라고 할 만큼 휴식, 하느님에 의한 재충

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멈추지 못하고 질주하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하고 필요한 권리이며 의무라 할 수 있겠다.   

  몰트만에 의하면 안식일의 축복을 통한 성화는 쉼을 통한 성화를 의미하며, 

시간 속에서 신적인 현존에 머무름을 의미한다.674) 안식일의 고요함 속에 현존

하는 하느님의 축복에 의한 성화는 이스라엘의 시간뿐만 아니라 안식일, 그의 

백성, 땅까지 확대하여 거룩하게 하신다.675)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집착과 욕망, 능력만을 위한 추구에서 벗어나 자유로

움 속에서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르며, 내적인 자유와 휴식을 취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하느님 안에서의 재충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676) 안식일의 축복 

중 희년과 마찬가지로 인간뿐 아니라, 땅과 노예, 모든 것을 축복하는 안식일의 

쉼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쉼과 하느님의 거룩함을 통한 재충전의 의미를 지

672) 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p.287-302.
673)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2-283. 
674) Ibid., p.286-287. 
675) 레위 25,11;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7-288. 
676)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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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메츠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대면하면서 그 충만함 안에서 솔

직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표출하며 성찰할 

쉼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메츠는 기도 안에서 이뤄지는 인간의 

쉼, 하느님에 의한 재충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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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회는 현 시대에 대해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몰트만은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

습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하느님 모상론과 세상과 화해를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의 육화, 그리고 역사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종

말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처음 역사에 등장하면서 계속된 활

동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

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의 식민지 건설 때 선교

의 목적으로 원주민들에게 가한 행위들, 16~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수

직적인 성직자들의 경직성과 타락으로 나타난 상처들이 있었다. 그리고 근대 이

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신 중심 사고에서 인간의 이성과 주체를 강조하는 인간중

심 사고로 전환되면서 신이나 종교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근대화의 물결은 교회가 세상에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을 위험으로 여기고 오히

려 폐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국가적·사회적·문화적·물질적·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세계대전을 옹호하게 되어버린 신학의 한 조류로 인하여 더욱 그리스도교의 주

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시기에 몰트만은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기 위

한 신학을 해야 할지 고민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세계대전의 정당성의 근

거가 되어 도발의 불씨가 되었던 신학의 모습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에 대한 숙고였다. 그것은 사변적인 그리스도교의 교

리가 아니라 삶의 역사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정체성의 뿌

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연구를 위해 개방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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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러 분야의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몰트만은 그리스도교의 사명으

로 주장했던 하느님 모상론과 예수의 육화, 그리고 종말론이 통합된 『희망의 신

학』을 저술하게 된다. 『희망의 신학』은 내용 자체에 정치비판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을 담고 있다. 교회가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한 정치적인 문제를 피해갈수 

없으며, 오히려 신학이 행해지는 배경이나 분야 및 공간을 특징지우는 장(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신학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내·외

적인 비판의식으로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상황에 이용되지 않으며, 사

회·정치적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츠는 이런 정치신학을 예수의 종

말론적 복음과 사회 정치적 현실간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으로서의 비판적 신

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677) 

  그의 초기 신학은 그리스도교 정체성에 뿌리를 둔 비판적 신학과 인권에 대

한 필요성을 교회가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언급했던 그리스도교의 

사명은 곧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으로서, 인권 즉 인간존엄성의 근거가 될 수 있

다.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위한 작업을 본 연구에서는 몰트만의 삼위일체

적 상호침투(perichoresis)를 기반으로 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교의 정

체성과 관계성, 그리고 성령에 의한 관계까지 살펴보았다. 

  ‘제1장 그리스도교와 인권’의 장에서는 우선 그리스도교와 인권의 관계, 근대 

이데올로기 속 혼란한 교회와 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정치신학에서 드러난 인간 존엄성 및 인권의 위치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스도교

는 초기교회부터 하느님 모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형성된 종교

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정치체제나 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톨릭 문

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

주의와 근대주의의 영향으로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전환을 

677) 마이어는 그리스도교 복음과 현대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갭이 사라질 때 정치신학과의 
차이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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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게 된다. 그에 따라 근대 무신론도 형성되었고, 교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

식과 저항으로 부정적인 반응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근대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가르침을 선포한다. 그 작업의 일환

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리스도교적 인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를 ‘가톨릭 사회교리’로 선포한다. 

사회교리는 그 시대의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선포되는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회칙 「어머니요 스승」, 「팔십주년」, 「노동하는 인간」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

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복음적 실천의 모범인 사회교리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맥락에서 인권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지 보았다. 또한 

국제적 인권 및 제3세계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비오 11세부터 요한 바오로 2

세까지의 회칙과 교회문헌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대신학 안에서의 인

권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신학의 역사와 두 가지 반대 입장의 정치신

학을 구분하였다. 주권권력으로서의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십자가를 모티브로 하

는 새로운 정치신학의 입장인 몰트만과 메츠의 신학에서 정치적 비판을 통한 

인간 존엄성 실현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두 신학이 같은 정치신학이면서도 강

조점에 따라 어떤 입장으로 신학적 전개가 달라지는지 그 차이점도 본 연구 제

6장 실천부분에서 다루었다. 

  ‘제2장 몰트만 신학에서의 인권 개념 형성’에서는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을 연

구하기 위하여 그의 신학의 형성 배경 및 인권개념 형성의 기초가 되는 몰트만

의 십자가의 변증법적 인식에 의한 인권 개념을 보게 되었다.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정체성을 통해 폭력적인 세계의 모순을 드러

내 종말론적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강조한다. 『희망의 신학』은 화해의 

변증법과 새로운 종말론 두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축인 

화해의 변증법은 블로흐의 희망의 철학과 헤겔의 영의 변증법적 화해와 변증법

적 신학의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다. 새로운 종말론은 베버의 개혁주의 종말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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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의 세상 속 그리스도론이란 형태화 신학과 호켄다익의 영향으로 사명종말

론적 그리스도론을 수용하며, 이반트 신학을 통해 여러 학문의 비판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즉 이반트 신학의 영향으로 역사 신학적 종말론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를 변증법적인 역사적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천부적 

인권으로서의 자연법적 근거를 몰트만은 수용하고 있었으며, 실천의 통로가 되

고 있는 인권의 개념이 잘 드러나 그의 정치신학과 정체성의 근거를 찾기 위한 

그의 십자가 신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몰트만의 초기 인권에 대한 이해는 하

느님 모상론에 근거하며, 여러 신학자들과 루터와 불트만의 이해를 수용하고 있

다. 다만 몰트만의 고유한 인권 개념은 80년대 초반에는 그의 정치신학을 중심

으로 억압에서의 해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시대적 흐름에 한국의 민중

신학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그의 중반기 집필 시기부터는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에 근거하여 하느님 모상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으로서 나타난다. 이 관점은 점차 창조·성령론적 관점이 더해져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몰트만 신학에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언급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공

동사회, 땅에 대한 주권, 인간의 미래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 주장678)을 근거로 

흩어져 있는 인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의 신학 

안에서 인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십

자가 신학과 삼위일체론과 창조론과 성령론을 3가지 맥락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가 주장한 기본권이 어떠한 신학적 근거로 해석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분

석되어졌다.  

  인간 존엄성의 뿌리인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제3장 몰트만의 십

자가 신학에서 나타난 기본적 인권과 의무’에서 그의 저서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정체성은 삼위일체적 십자

가 사건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또는 정체성의 위기에서 식

678)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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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기준이 되며,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그리스

도교의 정체성인 십자가는 사회 속에서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선택과 책임이 뒤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희망인 

인간의 해방과 자유는 예수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고통을 이겨낸 뒤 가능하

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유아기적 신앙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고통에 직

면하고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하느님과의 공감적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이 곧 하느님의 죽음으로서 성부와 성자가 가장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삼위일체 사건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몰트만은 십자가를 삼위일

체 사건으로 보았고, 십자가는 형식적 삼위일체이며, 삼위일체는 십자가의 내용

적 양식이라고 말하였다. 이렇듯이 몰트만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처절하고 비참

한 죽음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보았다. 그것은 여러 폭력과 착취로

부터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 및 십자가에 의한 본성적 자유와 하느님 은총에 의

한 자유,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과 함께 규정된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볼 

수 있었다.  

  그의 기본적 인권에서 공동사회에 관한 공동체성 또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제

4장 몰트만의 페리코레시스 역동에 근거한 사회적 기본권과 의무’에서 그의 사

회적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페리코레시스 역동에 근거하여 분석해보았다. 몰트

만의 신학은 초기 신학은 종말론적 중심의 해석이 이루어진 반면, 중기 이후로

는 삼위일체 중심으로 모든 신학을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의 사회적 삼위일체

론은 관계성 중심으로 해석되므로 유일신론적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비판적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은 십자가 안에 나타난 세 위

격을 강조하며, 스스로 고통당하신 하느님을 강조하기에 권력자들의 원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삼위일체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처럼 고통 받고 

억압당하는 형제들에게서 드러나며,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밑바닥에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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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일으켜지는 경험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관계를 페

리코레시스 개념을 사용하여 인격의 개별화와 사회화를 삼위일체적 친교 안에

서 역동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세 위격의 상호내재와 상호침투적인 역동적인 

관계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한 피조물의 생명력과 삶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개방과 활동이 새 창조의 초대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몰트만은 페리코레시스(상호침투)의 역

동적 관계를 삼위일체 세 위격의 독특하고 단일한 관계를 묘사하는데 가능하다

고 주장하며, 세 위격은 성령에 의한 친교에 의해 상호내재성이 근거되어 있다

고 말한다. 상호침투(페리코레시스)는 그리스도론에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나

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했던 용어였다. 고대 교부들에게서 삼위일체 세 위격의 관

계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몰트만 신학의 삼신론에 대한 바판에 

대해 그의 신학이 교회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몰트만 자신도 세 위격

의 개별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의 단일성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그

리고 그가 페리코레시스 역동을 공동체에 비유하여 언급하지만 철저히 하느님 

중심에 의한 해석이기에 위격의 개별성만을 강조한 삼신론은 아니라고 보여진

다. 반면 라너의 초월론적 삼위일체론이나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의 비

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대신학은 관계 중심의 삼위일체론이 더 광범위

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밝혔다. 

  몰트만의 삼위일체에 의하면 상호침투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분리된 관계이

지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인권의 개별성과 

사회성으로서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성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상호협력적인 

평등권과 참여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었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 안에서

의 개인의 자유의 관계도 삼위일체적 자유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런 상호

침투적인 관계성에서 인권의 보편적 책임에 대한 의무도 찾아볼 수 있다.   

  땅에 대한 주권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은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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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창조·성령론에 근거한 생태·미래지향적 기본권과 의무’에서 

그의 삼위일체적 창조론과 삼위일체적 성령론을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시초인 창조론은 하느님 모상론에 의한 인간

존엄성의 근거이며, 모든 피조물의 종말론적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몰트만은 

말하였다. 성서에서의 무에서의 창조를 몰트만은 하느님의 케노시스에 의한 창

조로 해석하여, 삼위일체의 상호침투적 관계성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삼위

일체 역사로 해석한다. 즉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창조는 하느님의 초월성과 내재

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성령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창조세

계의 참여는 삼위일체적 창조론으로서 성령론적 창조론으로 연결시킨다. 몰트만

의 성령론은 새 창조와 창조세계와 인간이 상생하는 생태적 기본권과 미래지향

적 기본권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생태문제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선택과 책

임으로 맞물려 있다. 지금의 환경파괴나 자원 고갈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사랑의 주체로서 삼위일체적 친교를 나타내

며, 이 성령에 의한 친교는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성령의 위격성은 

하느님 현존 안에서 드러나므로 삼위일체적이며 상호주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생명력과 친교를 나타내는 성령의 특성과 변증법적 인식을 통한 

타자수용을 통해 몰트만은 생태학적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생태환경이 보전되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안식일과 인권의 관계를 통해 하느님의 쉼에 근거한 인간과 자연의 쉼의 권

리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안식일의 희년개념에서 나오는 생태적 권리와 맞물려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생태적 권리는 인간의 

경제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자연의 도구화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삼위일체의 상호침투적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의 중요함

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삼위일체적 상호침투적 관계와는 대립적인 인본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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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그리스도교 사명으로서의 신학적 인권의 실천’에서는 몰트

만과 메츠의 신학을 ‘인권’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실천으로 연계하려는 연구

가 이루어졌다. 두 신학에서의 인권이해에 근거한 실천과의 연계로서 인권감수

성과 인권 식별력 및 계속적인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실천을 강조

하는 몰트만과 메츠는 정치신학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몰트만은 하느님의 케노시스를 강조하였고, 메츠는 신학의 정치적 성찰과 

해석학적 토대를 통한 신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둘 다 십자가가 모티

브인 정치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몰트만은 하느님의 철저한 케노시스와 

고통받는 하느님의 열정에서 비롯된 해방과 자유를 향한 신학이며, 메츠는 예수

의 수난의 기억을 회상하는 십자가를 모티브로 언급하고 있다. 몰트만과 메츠는 

더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 안에서의 신학적 해석학을 말하고 있

다. 다만 몰트만은 변증법적 그리스도론과 종말론적 측면이 강한 반면 메츠는 

라너의 초월론적 해석학과 판넨베르그의 역사신학을 수용하여 더 날카로운 비

판신학의 성격을 띄고 있다. 메츠는 라너의 신학이 사변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더 실천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신학적 인권 실천을 위한 여정에

서 인권감수성의 원동력을 몰트만의 하느님의 열정(Pathos)에 의한 공감적 인

간 경험과 메츠의 예수 수난의 기억을 언급하였다.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측면의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내적 성숙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감수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삼위일체의 상호침투적 관계성의 실천이다. 하느님에 대한 의식, 서로 

내어줌, 상호관계성 자체가 인권감수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메츠에게서는 위험한 기억의 연대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인권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과 판단력으로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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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식별력은 몰트만에 의하면 하느님의 체험을 통해 더 날카로운 인권의 

식별력이 가능하다.  메츠는 고통의 기억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높아지

고 사회적 의식이 강화되어 인권 식별력이 성숙되고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또한 고통에 연대하며 지속적인 인권옹호의 실천은 그리스도교의 사명으

로서 항상 깨어있고 계속적 실천의 방법과 하느님에 의한 재충전을 통하여 가

능하다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몰트만 신학에서 인권 이해는 보편적으로 계약신학에 근거한 인권과의 관계

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교의적으로 접근하여 십자가 신

학과 삼위일체론과 창조·성령론에 근거한 신학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몰

트만 신학에서 인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인간존엄성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인 십자가 신학과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성을 잘 드러

내는 삼위일체의 상호침투적 관계로 해석한 신학과 생태·미래적 관계까지 인권

으로 포함시킨 신학적 해석 작업이었다. 세 가지 맥락은 삼위일체적인 상호침투 

관계성으로 재해석되어,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과 사회적 삼위일체 및 삼위일

체적 창조·성령론에 의해 몰트만의 신학적 인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

다. 단순히 인권을 하느님의 정의로부터 연역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한 좀 더 개방적인 신학적 작업으로서 몰트만 신학에서 그 근거를 

찾는 연구가 되었다. 또한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상호침투의 관계성이 삶의 자리

에서 인권감수성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었다. 민감성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따른 인권 식별력은 몰트만의 변증법적 인식과 하느님의 열

정에 근거한 더 철저한 십자가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식

별의 기준은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의 실천과 인권의 발전을 위한 토대와 버팀

목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 다원주

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문제는 어떻게 소통

해야 하는지 계속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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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ltmann’s Theological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Perichoresis

  It is the evangelical mission of the church to defend and develop 
the basic rights for human dignity and the salvation of souls, for 
which the Church is justified in, according to Gaudium et Spes [37], 
independently making ethical judgments about political order in order 
to proclaim faith with true freedom. In this way, it can be seen that 
human rights and the Church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theological study of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refers to human dignity, basic rights, and inviolability based on 
Genesis (1, 26-27). Imago Dei is the basis for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to self-development, and the incarnation of Christ, the law of 
love of neighbor, and solidarity with the least of them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theological subjects of human rights.
  However, after the conflict of ideologies and Two World Wars, a 
serious gap is discovered between the Church's teaching on human 
rights and the practical problems. In the question of whether human 
rights can only be asserted by the deduction by God, research on 
human rights from above has become difficult to anticipate the 
growth of human rights. Thus, the direction is shifted to the 
theological study from below, starting with human experience. After 
the Holocaust, the practical theology of human rights in the world has 
been examined by Johann Baptist Metz, Konrad Hilpert, Trutz 



- 253 -

Rendtorff, George Cateb, F. J. Wetz, and Hans Küng, in whic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about the practice of the Church's Mission 
in the indifferent, violent, and chaotic society of modern times has 
become serio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oltmann'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nterpreted as the center of the interpenetration 
(perichoresis) relationship of the Trinity to resolve the indifference of 
modern society and practice human rights, which is the evangelical 
mission. First, he laid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human rights 
as the Christian identity, based on his theology of the cross. The 
Cross of God’s passion is the criterion for identifying human activities 
and values, and it becomes an active response as a mature faith 
capable of facing and accepting the suffering of others through 
dialectical recognition. This will become soon the power to transform 
yourself and others.
   The idea of the  interpenetrating relationship in Moltmann's 
theology of the social trinity re-examined his understanding of 
theology and human rights. Based on the Trinitarian Crucifixion, the 
dynamism of mutual penetration demonstrates the coexistence of 
individuality and reciprocity, the relationship of mutually cooperative 
equality and participation, and the triune freedom. Human rights can 
be interpreted as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persons who are devoted to each other. 
That understanding is appli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to the extent that it expresses the rights to the ecosystem and 
the rights of the next generation, and is intertwined with the universal 
responsibility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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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op of that, in order to work for linking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expressed in Moltmann's theology with the shift from 
the place of life to practice,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theology 
of Moltmann and Metz, and to seek a solidarity as a method of 
continuous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 internal work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discrimination.

Keywords: theological human rights, cross theology, social trinity, 
creationism, holy spirit, Maltmann, mutual invasion, 
perichoresis, identity, mutual immanence, fundamental 
human rights, M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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