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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내적 역동성을 밝히기 위해 

그의 작품 흐름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힐레벡스는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신

앙의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단일한 글이나 저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학 

전체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 주제로 수렴된다. 

본 연구는 그의 신학에 나타난 두 개의 역동성을 정리했다. 그 하나는 역사 내 

인간의 자기이해로부터 암시적 신앙을 거쳐 명시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역동성이다. 

여기서 초월론적 삶의 지평으로부터 향주적 지평의 삶에로 옮겨가는 역동성이 나타

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역동성은 신앙과 역사 사이에 작용하는 

역동성이다. 이는 소위 신앙의 역사성과 더불어 교리와 실천을 통한 신앙의 표현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본 연구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핵심 개념들인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및 윤리적 순교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에 전제되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와 2장에서 정리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감안할 

때 이 개념들이 지닌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싀뉘의 

영향을 받은 스힐레벡스가 동시대인들에게 신앙의 역사내적 역동성이 윤리적 순교

로 뿌리내리는  생생하고 납득 가능한 신앙을 제시하는 신학적 기획의 근간을 마련

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스힐레벡스, 싀뉘,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 대조경험, 비판적 부정성, 

윤리적 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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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0.1. 주제로의 도입과 논문의 흐름

하느님의 자기전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개인의 일시적인 감성적 반응으로 머물

지 않는다. 하느님 체험은 개인의 감성, 지성, 윤리, 종교적 차원에서 내면적 변화

를 불러일으킨다. 이때의 체험은 체험자가 속한 공동체와 문화의 전승을 통해 이해

되고, 해석되며, 기술된다. 또한 이 체험은 공동체와 공유되는 가운데, 공동체와 역

사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신앙은 역사 안에서 역사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는 여러 장면은 역사와 신앙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보여준

다. 한국 교회의 초기 신앙인들은 조선사회와 문화의 지평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용했다. 충과 효의 정신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을 따라 형제

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이전까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던 충과 효의 가치는 하느님에 대한 순종에 비

해 상대화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에 담긴 윤리적 가치가 사회 안으로 

스며들어 어둡고 힘든 역사에서 빛과 소금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앙이 신앙인의 내면에서 일으키는 변화에 중점을 두기보다 역사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수용되고 전개되며 또한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스

힐레벡스의 입장을 여러 글에서 추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벨기에에서 태어나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스힐레벡스(Edward Schillebeeckx, 

1914-2009)는 자신을 ‘일평생 오직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실 수 있

는지를 실험적으로 tentatively 떠듬떠듬stammeringly  모색했던 신학자1)‘로 설명

1) Schillebeeckx,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 (New York: Cross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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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의 신학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명제, “세상 밖에 구원이 없다”2)는  세상 

안에서 인간을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의 구원활동을 강조한다. 

스힐레벡스는 세속화와 과학기술중심주의가 만연해가는 현대 세계에서 신앙이 생

생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길을 비추려 노력했던 신학자였다. 독자들에게 “제5복음서

의 저자가 되기를 촉구”3)한 그의 신학저술은 역사 안에서 신앙이 작용하는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해석학적 성찰을 수행하고 신학방법론을 제시하며 완성한 스힐

레벡스 신학 3부작4)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 부활을 경험한 신앙공동체가 그리스도 

체험으로부터 신앙고백에 이르는 과정 및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려내는데 

주목한다.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에 대한 연구는 신학논고별 연구뿐 아니라 특정 주제에 관

한 신학자 간의 입장에 대한 비교연구, 더 나아가 스힐레벡스 신학의 미래전망과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리스도론

과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자 군들이 1970년대 후반부

터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역동성에 대한 

스힐레벡스 신학 연구물은 나타나지 않았다.5)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 연구들에서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대다

1990)- . p. XXIII  이 책의 네덜란드어 원본은 Mensen als verhaal van God ( 인간, 하
느님의 이야기) (1989)이다.이하 Church 1989로 약기함
2) ibid, 5/5
3)“Prologue”, Christ, p.18 참조.
4) Jesus, het verhaal van een levende. (1974)/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New York: Seabury, 1979), Gerechtigheid en liefde: Genade en 
bevrijding. (1977), 이하 Jesus로 약기/Christ: 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 
(New York: Seabury, 1980). Mensen als verhaal van God, (1989)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 (New York: Crossroad, 1990). 
5) 본 연구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에 관한 연구사를 본문에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주제가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난 신앙의 역동성에 집중되고, 신앙의 역
동성과 관련한 스힐레벡스 신학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와 상관하여 논지 전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사는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해 제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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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연구자들이 스힐레벡스 신학의 시기 구분을 상정한다는 점이다.6) 연구 동향의 

두 번째 특징은 스힐레벡스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들 연구자들이 논고 간 연결

성이나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일적 전체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양상이다. 

이 두 가지 양상 앞에서, 스힐레벡스 자신이 개인적 기획을 추진하였고7) 그리스

도론 등과 관련한 초기의 신학적 입장이 후기까지 유지되었다고 진술8)하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스힐레벡스가 크게 의지했던 싀뉘(Marie-Dominique 

Chenu, 1895-1990)의 영향력9)을 감안할 때 스힐레벡스 신학이 싀뉘를 만나며 큰 

틀과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고 추정할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싀뉘가 제시한 역사 신학의 방향성과 연구방법을 감안하면 스힐레벡스 신학을 바

라볼 때 싀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신학박사학위 논문부터 후기 작품에 이르는 일

관된 흐름이 감지된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를 딛고 전승으로 돌아가 그에 대한 답

을 찾아내고 이에 기초하여 동시대인들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전달하

려는 스힐레벡스의 노력이다.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10)은 그의 인간-역사-구원 

이해의 연장선 안에 놓인다. 이 역동성은 역사 안에서 인간이 자기이해로부터 암시

적신앙과 명시적 신앙으로 옮아가는 동선 만이 아니라 신앙과 역사의 상호 관계적 

영향-곧 신앙의 역사성과 신앙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역사

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이해와 신앙여정를 통해 하느님께 

6)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의 pp.12-17.
7) Schillebeeckx, “Theological Quests”, Essays ongoing theological quests, pp. 
123-124,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4), 이하 Essays로 약기
8) Kennedy, Schillebeeckx,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3) 이하 
Kennedy 1993로 약기, p. 82와 미주 7을 참고하라. 
9) Schillebeeckx, I am a Happy Theologian.- Conversation with Francesco 
Straxxari,  New York, Crossroad, 1994, )(이하 IHT로 약기)p. 16. 
10)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을 좀 더 분해해보면 역사 내적 역동성이 파악된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신앙이 역사 안에서 역사와 주고 받는 상호작용 기전을 보다 선명하게 의미하는 ‘역
사 내적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과 신앙
의 역동성 그리고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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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언어적·실천적 표현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역사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신앙의 역사내적 역동성

에 담긴다. 

스힐레벡스가 발표한 일련의 저술은 신앙의 활성화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를 뒤따르도록 신앙인을 이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은 교회 밖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구원활동을 감지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이들과 연

대하며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러

한 노력 안에 스힐레벡스는 교회와 교회 밖의 구분을 무화시키지 않으며, 역사 변

혁의 주체를 하느님으로 분명히 제시한다.  

신학자이자 사목자로서 스힐레벡스가 일평생 경주한 노력은 삶의 자리에서 신앙

을 뿌리내려 그 자리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스힐레벡스 신

학적 목소리가 복음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적으로 쇄신시켜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위반되는 모든 인간적인 판단 기준, 사상의 동향, 그리고 가치관과 생활 

양식 등을 역전시키고 ‘복음적 생활’로 인도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스힐레벡스가 제시한 ‘비판적 부정성 critical negativity’

은 신앙의 유무와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가치에 위반하는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노력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의 근저에 놓인 스힐레벡스의 

인간·역사·구원 이해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는 스힐레벡스에게 정의롭지 못한 고통

의 상황을 거슬러 이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움직임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구원 은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스힐레벡스 신학이 일관성과 통일성 안에 ‘신

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신앙 활성화를 통한 ‘복음화’에 주력하였다는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자는 논문의 1장에서 스힐레벡스 신학 저술의 주제 흐름을 통해 

그의 신학이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으로 수렴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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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논문의 2장에서 본 연구자는 스힐레벡스 신학 저술 중 신앙의 역사 내

적 역동성의 내용적 구성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작품을 살펴보면서 신앙과 역

사의 상관성을 정리한다. 여기서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삶을 꾸려가는 인간이 자기

이해로부터 초월론적인 삶에서의 암시적 신앙, 그리고 향주적인 삶의 지평에서 영

위하는 명시적 신앙의 단계를 스힐레벡스가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신앙인의 하느님 체험이 역사의 지평에서 해석된 경험으로서 고백되는 과정과 

언어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의 표현을 통해 신앙인의 삶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스힐레벡스의 이해를 정리한다.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인간이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께 하

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3장에서 이러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연관하여 스힐레벡스 신학의 주요 개념인 ‘대조경험(contrast 

experience)’과 ‘비판적 부정성’의 개념과 의미를 정리한다. 여기서 아직 하느님의 

은총을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협조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도 행하는 ‘비판적 부정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순교’가 정리된

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종말론적 희망 안에 신앙

적 가치에 따른 윤리적 결단에 동반되는 고통을 감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는 삶의 모습을 강조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윤리적 순교는 사회변혁을 위한 그

리스도인의 노력이 교회 밖의 노력과 어떤 점에서 다르며, 달라야하는지를 보여주

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지막 소절의 제목을 ‘윤리적 순교로 

뿌리내리는 신앙’으로 졍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정행(orthopraxis)이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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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논문은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11)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스힐레벡스는 신앙의 역동성dynamism에 대해 단일한 글이나 이

론을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앙이 역사 안에서 전개되는 양태를 언급할 때 

dynamism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타난다. 이에 비해, 스힐레벡스가 많이 언급했던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1956년에 『신앙의 역동성dynamics of 

Faith』라는 책을 출판했다. 

틸리히가 제시하는 신앙의 역동성은 궁극적인 관심을 향한 인간 정신 안에 신앙

이 어떻게 자리 잡으며 작용하는지를 그려내고자 한다. 이에 비해 스힐레벡스의 신

앙역동성은 역사라는 장과 신앙이 표현되는 언어, 상징, 공동체성과 사회정치적 맥

락을 모두 포함하는 신앙의 작동기전을 설명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가 신앙의 

역동성을 제시하며, 틸리히의 저서를 반영했다고 볼 여지는 매우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힐레벡스의 역사 내적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틸리히의 구조

에 따라 분석하거나 비교하지는 않는다. 『신앙의 역동성 Dynamics of Faith』에서 

틸리히는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신앙을 언급하며, 신앙의 상징들과 신앙의 유형들, 

신앙의의 진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삶을 기술한다. 틸리히의 신앙이해 중

심에는 전적인 복종과 궁극성이 자리 잡는다. 그는 이 책에서 신앙을 한 개인이 자

신의 인격 전체를 걸고 행하는 행위로 보며 신앙이 개인의 역동적인 삶에서 작용하

는 요소와 기전을 정리한다. 

11) 본 연구자가 ‘신앙의 역동성’으로 표현하는 바는 영어의 dynamics of faith in history
가 아니라 dynamism of faith in history이다. 스힐레벡스의 영어번역본 저서에 
dynamism of faith가 나타난다. 맥락에서 파악할 때 스힐레벡스가 이 용어를 통해 나타내
려는 바는 신앙의 존재 양상. 곧 신앙이 역사 안에서 자리잡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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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리히는 종교학자 오토( R.Otto, 1869-1937)의 이론에 나타나는 성스러움에 대

한 자각(Sensus Numinus)을 강조한다. 그에게 이 성스러움에 대한 자각이 진실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틸리히는 신앙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으키는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실천을 고려했다. 이

에 비해, 스힐레벡스가 바라보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사회정치적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께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가

는지를 그려낸다. 스힐레벡스의 신앙역동성에서 역사의 중요성은 비단 신앙의 역사

성에 그치지 않고, 신앙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12)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뿌리내리며 한국 역사 안에서 한국 역

사와 함께 드러낸 구원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의 방법론을 마음에 두고 신앙의 수용

과 실천 과정에서 신앙이 역사와 주고 받는 관계에 주목한다. 본 연구자는 스힐레

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과 역사의 관계를 씨앗과 토양이라는 비유에 견줄 수 있

다고 본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앙이 뿌리내

리는 역사와 문화가 신앙을 흡수하고 실천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작물이 토양과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역사 안에 뿌리내

리는 신앙이 해석지평과 역사의 물꼬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이처럼 씨앗이 발아하고 

생장하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윤리

적 순교로 뿌리내리는 신앙’은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역동성을 집약하는 

구문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힐레벡스 신학이 지니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

12) 스힐레벡스와 유사하게 신앙을 역사의 맥락에서 바라보며 계시와 역사, 신학을 연결짓는 
가톨릭 신학자로 헤이트(Roger Haight SJ, 1936-)를 들 수 있다. 1990년에 발표한 저서, 
Dynamics of theology에서 헤이트는 충실성(fidelity)과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 권한
을 부여하는 특성(empowerment)을 강조하면서 신학의 변증적 본성과 인간 실존의 역사성, 
초월성, 그리고 행위 안의 역동적 자유를 연결시키며 신학의 과제를 제시한다. Roger 
Haight, Dynamics of theology. Orbis Book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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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관하여 보여주고, 그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과 역사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 위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의 주요개념이 드러내는 의미를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시기 구분을 반영하지 않고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

일성과 일관성을 상정하며 연구를 진행한다. 본 논문을 위해 스힐레벡스 탄생 백주

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스힐레벡스 신학 총서13)와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하는 영문번역 저서와 발표 글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스힐레

벡스 연구자들이 모여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번역하여 출판한 총서는 해당 저

술들이 스힐레벡스 신학을 대표하는 저술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자신의 저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영어번역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 또는 신앙의 역

사 내적 역동성에 관한 단일한 논문이나 저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사 안에서 신앙의 전개과정, 경험의 역사 

내적 구조, 계시 경험의 역사 내적 구조, 하느님의 구원과 인간의 신앙적 결단과 실

천- 등을 선명하게 정리한 글들14)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글들에서 신앙의 역사 

13) Edward Schillebeeckx, The Collected Works of Edward Schillebeeckx 
Bloomsbury Publishing, 2014. 스힐레벡스 신학 총서는 스힐레벡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
하며 11권으로 출판되었다. 이후에 진행된 스힐레벡스 연구는 대부분의 총서에 표기된 페이
지를 인용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도 총서에 포함된 목록은 총서의 페이지/영어원
본의 페이지 방식으로 인용처를 기재하기로 한다. 다만, 총서에 포함된 원본이 국내 도서관
에 일반적으로 비치된 판본과 다른 판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14) Schillebeeckx, The Understanding of Faith-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New York: Seabury, 1974) CW vol. 5(이하 UF로 약기);- Interim Report on the 
Books "Jesus" and "Christ" (Tussentijds verhaal over twee Jezus boeken. 
1978) 이하IR로 약기, (New York: Crossroad, 1981); “Faith and 
Self-understanding”, ed. T. Patrick Burke, The Word in History; The St. Xavier 
Symposium,  New York: Sheed and Ward ,1966; “The Role of History in What Is 
Called the New Paradigm.”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 ed. Hans Küng and David Tracy,  (Edinburgh: T&T Clark,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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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역동성, 곧 신앙과 역사가 주고 받는 상호작용 기전을 추출하여 정리한다. 

본 논문의 3장은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인, ‘부정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및 ‘윤리적 순교’의 의미를 정리한다. ‘부정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은 스힐

레벡스 신학 연구자들에게서 많이 다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사회비판이론이 스힐

레벡스 신학에 미친 영향을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이때 ‘부정경험’은 

고통과 함께 깊이 다루어지는 반면, ‘비판적 부정성’에 관한 관심은 이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의 연장선에서 ‘부정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의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고자 한

다. 여기서 이 두 개념의 의미가 보다 깊이 있게 드러나고 초기신학에서부터 이어

지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순교’와 함께 ‘비판적 부정

성’을 고찰할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역사 변혁 참여가 지니는 의미와 전

망이 구별됨을 보게 될 것이다. 

0.3. 연구 의의와 전망

스힐레벡스 신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스

힐레벡스 신학의 전체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는 지금까지 스힐레벡스 

신학 연구가 시기 구분을 두고 주제별로 전개된 양상과 다른 점이다. 

본 연구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일관된 주제를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으로 파악

하고 작품과 방법론의 흐름 안에서 신앙의  스힐레벡스 신학의 새로운 이해를 전해

pp.,307–319; “Experience and Faith (‘Erfahrung und Glaube’,1980),”, Essays: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th in 1983,” (‘Theologisch geloofsverstaan 
anno 1983)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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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때, 스힐레벡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싀뉘의 영향을 전제하고 스힐레벡스 신학을 보았을 때 이전의 연구가 밝히지 못했

던 스힐레벡스 신학의 여러 면모 드러난다. 

그 첫째는 스힐레벡스가 언급한 개인적 신학기획을 ‘신앙역동성’ 안에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힐레벡스 신학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때 프랑스 유학시기 이

후의 작품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 따르면 스힐레벡스에게 나타나는 해석학과 철학의 비판적 수용은 역사 안에서 

신앙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며 누룩처럼 발효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내용을 통해스 힐레벡스 신학의 궁

극적인 목표가 신앙역동성 활성화를 통한 선교, 곧 복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정리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변화나 신조의 내용을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데서 그치

지 않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스힐레벡스는 창조론에 입각한 인간 이해 위에 인간이 구체적인 삶을 영위

하는 역사의 맥락을 구원과 계시의 장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신앙을 통한 인

간의 구원이 하느님의 자기 전달을 순종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주체적인 관계성 안에 

자기결단으로 실천을 통해 드러남을 보여준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활동을 드러내는 인간의 보편적인 초월론적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설

명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의 이론화 작업은 회

심이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대한 종교인의 책임을 당위론적인 선에서 제시하기 

보다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서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이 영미문화권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

는 한국 신학을 전개하는 데 스힐레벡스 신학틀과 이론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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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작업으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역사신학 이론이 부재한 한국 신학계와 교

회사 학계에 본 연구가 미진하나마 한국 교회사에서 일어난 계시사건을 연구하는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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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제 1장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으로 수렴하는 스힐레벡스 신학

이번 장은 스힐레벡스 신학의 주요 작품들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신

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토대가 마련되고 작품에 그 이해가 적용

되는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스힐레벡스 신학작품 중 본 연구 주제와 

상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방법론과 연구 방향이 싀뉘의 역사신학방법론

을 따름을 확인하고, 그 일관성과 통일성을 짚어두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각 

논고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이나 각 논고에 대한 신학자들의 평가를 통해 

스힐레벡스 신학을 이해하는 과정은 본 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번 장은 스힐레벡스 신학이 지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고 신앙의 역사 내

적 역동성이 그의 신학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기반하여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정리하는 다음 

장에서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작품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다. 

본 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스힐레벡스가 싀뉘를 만나기 이전인 1945년

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는 당대의 로마교황청과 갈등을 겪으며 제2차 바티

칸 공의회를 출산한 신학조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 시기이다. 또한 스힐레벡스 

신학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서와 배경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두 개

의 절은 학위논문 발표와 이후의 활발한 저술활동에서 나타난 주제들을 다룬다. 이 

두 절의 구분은 변화를 의미하지 않고, 공의회를 전후하여 신학방법론의 이론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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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마련한 스힐레벡스가 이를 적용하여 신학 3부작과 이후 작품을 통해 신앙의 

실천 속에서 복음화를 촉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 이 구분은 그의 신학 발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거나 시기를 구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 내지 신학적 입장의 발전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구분은 시기 보다는 주제와 방법론 및 적용을 다루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며 본 장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1.1. 스힐레벡스 신학의 바탕

스힐레벡스는 벨기에에서 태어나 네덜란드에서 주로 활동한 신학자이다. 벨기에 

플레밍 지역의 정서와 네덜란드 및 네덜란드 교회 분위기를 파악할 때 그의 신학 

분위기와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의 프랑스 교회의 분위기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번 절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스힐레벡스가 프랑스 유학을 가기 전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삶의 여건과 신학적 요소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별히 근대주의를 둘러

싼 교회와 신학자들의 대립이 스힐레벡스 신학 여정에 미친 영향과 드페터와 싀뉘 

등의 도미니코 수도회 신학자들이 스힐레벡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1.1.1. 스힐레벡스 신학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해

스힐레벡스 신학은 하나의 색깔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작품을 읽노라면, 저술 

시기와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히는 문장들을 수없이 만난다. 상당한 깊이의 

철학으로 무장하고 신학 언어로 하느님과 인간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 뒤에 ‘오직 

신비로 머물며 모든 주도권을 쥐신 하느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스힐레벡스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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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회 참여와 실천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이면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당

신을 전달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다. 스힐레벡

스는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모든 이를 초대한다.  

이러한 스힐레벡스 신학의 특성은 그의 신학 이해에 동반하는 어려움을 예고한

다. 어떤 문장도 그의 삶과 당시 교회의 상황 및 저술 시기에 그가 탐구하던 지적 

배경을 알지 못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Kennedy에 따르면 스힐레벡스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은 대략잡아 23개에 달한다.15) 이러한 사상적 배경과 더불어 스힐레벡스 

작품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스힐레벡스 신학의 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스의 신학이 마치 나선형을 그리며 변화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의 제자로서 현대 미국 지역신학(local theology)을 이끄는 로버트 슈

라이터(R. Schreiter)의 설명은 스힐레벡스 신학의 전체 구도를 보여준다. 슈라이

터에 따르면, 스힐레벡스 신학의 전체성은 레코드 판에 새긴 있는 여러 선으로 상

상해볼 수 있다. 레코드 판이 회전하면 동심원 궤도를 드러내는 여러 선들은 끊임

없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스힐레벡스가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동심원들의 회전속도는 각 선이 원의 중심으

로부터의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다르다. 

레코드 판에 비유하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그려진 선, 다시 말

해 가장 빨리 회전하는 듯 보이는 선에 상황에 대응하며 써낸 주제들이 대응된다. 

15) 1.도미니코 회원인 드페터의 철학, 2. 르쏠슈아르과 파리 리옹예수회와 연관된 역사연구
(회원운동), 3. 독일과 프랑스 현상학, 4. 프랑스 인격주의와 실존주의, 5. 네덜란드 휴머니
즘, 6. 세속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7. 북아메리카와 네덜란드의 철학적 실용주의, 8. 인간
성에 대한 철학적 해석학, 9. 성경에 대한 역사적, 양식사적, 편집비평적 연구, 10. 종교사회
학, 11. 보편적인 실용주의, 12.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 13. 이론언어학, 14. 기
호학 ,15. 언어철학(현상학적 분석과 논리언어학 분석 포함), 16. 세속적인 종말론(에른스트 
블로흐), 17. 심리학  18. 인간학, 19. 문화적 역사서술, 20. 구조주의, 21. 포스트- 구조주
의, 22. 포스트모더니즘, 23. 레비나스(E. Levinas)의 철학. 이에 관하여, Kennedy 1993
. pp.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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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론이나 구원론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궤

적을 그린다. 

한편, 그보다 중심에 가까운 선에는 스힐레벡스가 사용했던 철학 이론의 틀이 있

다. 토미즘이나 실존론적 현상학, 비판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레코드판에 비유할 

때 중심점에 가장 가까이 그려진 선(스힐레벡스는 예수에서 이를 ‘결합적인’이라는 

용어로 언급했다)은 시간이 지나도 실재로는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이는 ‘동시대contemporary의 구체적concrete인 경험

experience에 대한 이해understand’이다. 그런데 이들 네 가지 결합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입장에서 전개된다. 첫째, 하느님은 신비이시며 인간의 어떤 개

념도 이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인간은 하느님께서 순전히 

주시는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하느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입장이며, 마지막은 역사 내 인간 행동이 미래의 전망을 바라

보는 특성을 가진다는 입장이다.16) 

슈라이터의 분석과 설명은 정확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슈라이터가 제시한 내

용에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 즉, 스힐레벡스 신학의 중심에 위치하여 거의 변하지 

않는 내용은 ‘동시대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신앙활성화’라고 정리하

고자 한다. 이는 신학자로서 스힐레벡스의 관심이 동시대인들이 납득하고 수용하여 

신앙의 정수를 생생하게 실천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되었다고 보기 때문

이다.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이 작업의 이론적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앞의 내용에서 드러나듯, 슈라이터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를 원판 위의 선으로 비유했다. 그런데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변화를 어떻

게 이해하는지는 학자마다 다르다. 스힐레벡스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

힐레벡스 신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민하며 표현한다. 

16) R.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An Orientation to His Thought”, ed. R.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The Schillebeeckx Reader,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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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터의 시각과 매우 유사하게 스힐레벡스 신학 변화를 보는 이는 폴솜 

Poulsom이다. 그는 스힐레벡스가 “The Role of History in what is called the 

New Paradigm”17)”에서 언급한 역사의 세 가지 층과 변화속도를 스힐레벡스 신학

의 변화를 나타내는 틀로 제시하고 설명한다.18)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이 글에서 세 가지 층을 자신의 신학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서 제시하지 않았다. 역사를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관점은 아날학파가 제시한 

틀이다.19) 싀뉘는 아날학파가 이 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스

힐레벡스가 자신의 저서 Christ와 The Role of History에서 프랑스 학자들과 싀뉘

를 언급한 이유도 이로써 설명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깊게 연구한 논문은 Hilkert의 연구이다. 

Hilkert는 역사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스힐레벡스 신학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의 신

학이 도그마적인 방법으로부터 해석학적-비판적 접근의 방법론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때 Hilkert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 “계시는 역사

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0) 이와 관련하여 힐케르트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계시에 대한 이해와, 실재 안의 계시Revelation-in-Reality와 

말씀 안의 계시Revelation-in-Word의 구분, 그리고 신학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17) “The Role of History in what is called the New Paradigm”   H. Küng and D. 
Tracey (eds),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Edinburgh 1989), pp.307-319,(1980) ,(이하 The Role of History로 약기함)
18) 이에 관하여, M. Poulsom, The Dialectics of Creation, Creation and the 
Creator in Edward Schillebeeckx and David Burrell, Bloomsbury Publishing, 
2014. pp.112-114.
19) 아날학파의 역사 이해에 관하여, Lynn Hunt,  “French history in the last twenty 
years: the rise and fall of the Annales paradigm.”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21.2 (1986): pp,209-224. Peter Burke,  The French Historical Revolution: 
The Annales School 1929-2014. John Wiley & Sons, 2015. 김응종. 『아날학파의 역사
세계』. 서울: 아르케. 2005. 
20) Mary Catherine Hilkert, “Hermeneutics of History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The Thomist, Volume 51, 1987, pp.9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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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연속성이 드러난다고 정리한다. 

한편, Borgman은 공의회 이후 스힐레벡스 신학이 토미즘의 원리를 벗어나 그 

자신의 신학을 개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orgman은 스힐레벡스의  후기 신학

에서 초기의 개념들이 더 깊은 의미에서 발전되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방법론은 

변화를 겪었지만, 신학의 기본입장은 심화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21) 

이들에 비해, Hinze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연속성과 변화가 긴장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 역시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연속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변화처럼 보

이는 요소들이 연속적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으로 본다.22) 

이처럼 연속성에 주목하는 학자들과 달리 Thompson은 세 단계로 나누어 스힐

레벡스 신학의 발전과정을 다룬다. 여기서 Thompson은 스힐레벡스가 비판이론과 

실천이해를 장착하면서 인간경험을 실천과 연결시키는 가운데 인식론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23) 이러한 Thompson의 주장은 스힐레벡스 신학의 변화보다는 

발전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ompson과 다른 견지에서 스힐레벡스의 신 인식에 대하여 방대한 연구를 진

행한 Kennedy는 스힐레벡스 신학이 인식론으로부터 대조경험을 통한 비판적 신학

으로 변화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Kennedy는 스힐레벡스에게 창조신학이 기본 

축을 이루며 ‘신비로 머무시는 하느님’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입장이 변하지 않음을 

자세하게 밝혀낸다.24)  

21) 이에 대하여, Borgman, E. Edward Schillebeeckx, A Theologian in His History,  
London: Continum, 2004. (이하 Borgman 2004로 약기) p. 378, 8, pp.13-14.
22) 이에 관하여, Hinze, ‘Eschatology and Ethics’, Mary Catherine Hilkert and 
Robert J. Schreiter (eds), The Praxis of the Reign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trans. Robert J. Schreiter; New York, NY: 
Fordham University Press, 2nd edn, 2002), pp.167–168.
23) 이에 대하여, Thompson, The language of dissent: Edward Schillebeeckx on 
the crisis of authority in the Catholic Church.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3, pp.13–46.
24) Philip Kennedy,Deus Humanissimus: The Knowability of God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Fribourg: University Press Fribourg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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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달리 Portier는 해석학을 접한 1966년과 사회비판이론을 접한 1971년을 

변화지점으로 간주한다.25) Susan은 스힐레벡스가 후기에 들어와 교회론과 성사가 

강화되며 고통이해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26)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스

힐레벡스 신학의 변화를 논의한다. 

그러나 연속성만 강조하거나 불연속성만 강조하는 연구자는 없다. 이는 지질학적 

단층과 같은 신학적 단절이나 급격한 변화를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말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에 기반할 때 우리는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연속성과 비연속성

은 서로 연결되어 주제에 따라, 연구 방향과 목적에 따라, 어느 특성을 보다 세밀하

게 반영하는가를 상이하게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해 위에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다루는 이번 연구에서는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는 이번 장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에게 나타

나는 변화가 연구 주제와 상관하는 신학적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3); Schillebeeckx.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3); “Continuity 
underlying Discontinuity: Schillebeeckx’s Philosophical Background”, New 
Blackfriars, 70, 1989, pp. 264-277,  
25) Portier William L., ‘Interpretation and Method’, The Praxis of the Reign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pp. 27–34;  
"Edward Schillebeeckx as Critical Theorist: The Impact of Neo-Marxist Social 
Thought on His Recent Theology." The Thomist: A Speculative Quarterly Review 
48.3 (1984),pp. 341-367: "Schillebeeckx‟ s Dialogue with Critical Theory,”." The 
Ecumenist 21 (1983): pp.20-27.
26) Susan A. Ross, ‘Church and Sacraments’, The Praxis of the Reign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pp. 133-1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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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스힐레벡스 삶과 신학의 배경

스힐레벡스 신학 작품은 그의 삶27)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

구 초입에 자신의 연구주제와 상관하는 스힐레벡스의 삶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랑스 유학시기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이번 절에서는 출생 이후 도미니코 수

도회 입회를 거쳐 프랑스 유학 이전까지의 스힐레벡스 신학에 영향을 준 요소와 스

힐레벡스 신학의 발전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소절에서는. 벨기에 플레밍 지방의 독

특한 역사와 정서 뿐만 아니라 네오토미즘과 신신학의 대립구도를 정리한다. 또한 

드페터 문하에서 철학과정을 연수하던 시기부터 군복무를 마치고 벨기에 루뱅에 머

물던 시기를 포함한다. 

스힐레벡스는 1914년에 벨기에 북부에 위치한 플레밍지역(Flem) 안트베르펜 

[Antwerpen ; Antwerp(英),  Anvers(佛)]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1914년은

‘벨기에에 대한 강간’(Viol de la Belgique, Schändung von Belgien)로 불리는 

독일의 벨기에 침공이 일어난 해이다. 그러나 스힐레벡스 가족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이는 스힐레벡스의 부모가 전쟁이 발발하기 

27) 스힐레벡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은  A. Cortesi ed., Edward Schillebeeckx, 
Selected Texts, Rome, Angelicum University Press. 2015, pp. 3-25, John. 
Bowden, Edward Schillebeeckx: Portrait of a Theologian. SCM Press, 1983. pp. 
20-38. 문화신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보르그만의 작품은 1965년까지 스힐레벡스의 삶에 영
향을 미친 많은 요소와 인물 및 사상을 포함한다. E. Borgman,  Edward Schillebeeckx, 
A Theologian in His History, London: Continum, 2004, 스힐레벡스 신학의 하느님 인
식을 연구한 Kennedy의 연구서도 시기와 작품을 다루는 가운데 스힐레벡스의 삶에 대한 많
은 정보를 제공한다. Philip Kennedy, Deus Humanissimus: The Knowability of God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University Press, 1993. 스힐레벡스의 사
상에 대한 집약적인 소개는 R.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An Orientation to 
His Thought”, ed. R.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The Schillebeeckx Reader, 
pp.1-24와 Stephan van Erp and Daniel Minch “Introducing Edward 
Schillebeeckx: A Theologian for Our Time”  Stephan van Erp, , and Daniel 
Minch eds., T&T Clark Handbook of Edward Schillebeeckx. Bloomsbury 
Publishing, 2019. pp.1-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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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독일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았던 지역으로 잠시 옮겨간 덕분이었다. 스힐

레벡스는 이러한 출생 상황을 상징적인 깊은 의미로, 더 나아가 신비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28)

이처럼 전쟁의 폭격이나 직접적인 피해는 넘겼지만,  스힐레벡스에게 벨기에의 

상처는 큰 영향을 미쳤다. 스힐레벡스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벨기에 북부 

플레밍 지역에서는 왈룬(Waloon)지역과의 오래된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이러

한 갈등은 두 지역 가톨릭 교회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교회 안에서도 왈룬 교회가 

주도권을 장악하며 로마 교회의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이에 비해, 플레밍 가톨릭 

교회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 발을 맞추며 대응하는 가운데 사회 내 영향력을 잃

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29) 벨기에 플레밍 지방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이 탄생한 사실도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30)

스힐레벡스는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에 플레밍어를 사용하는  작은 도시 코

르텐베르그(Kortenberg)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후, 11세에 그는 플레밍 도시 

투른후트(Turnhout)에서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했다. 이때까지 벨기에 사

회에서 플레밍어가 공식 교육언어로 사용되지 않았기에 불어로 교육하는 이 학교에

서 스힐레벡스는 처음 불어를 배웠다. 스힐레벡스는 예수회 학교를 다니면서 힌두

교와 이슬람교, 불교 등을 접했고, 사회와 경제, 정치 등 신학 이외 주제들에 관심

을 기울였다.31) 

스힐레벡스는 8년간 예수회 학교에 재학했지만 도미니코 수도회 입회를 결정했

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도미니코 수도회 영성의 매력에 이끌려 도미니코 수도회를 

28) Borgman 2004, p.19.
29) ibid. p.27.
30) 벨기에 가톨릭 교회의 당시 분위기와 사회운동에 관하여, Morag Kelly, Taking 
theology to work: ressourcement theology and industrial work in interwar 
France and Belgium. Diss. Durham University, 2016. pp. 65-107, Cardijn 주교의 
활동 발전 과정은, pp. 107-146. 
31) Deus humanissimus,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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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했다.32) 보르그만에 따르면, 이 시기 스힐레벡스의 마음을 끈 점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신앙에 대한 지성적인 성찰을 강조하는 도미니코 성인의 신학적 영감

이었다.33) 

한편, 보르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스힐레벡스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인간 안에 심

겨진 자연적 열망의 파장 안에 있다는 마티스(Mannes Matijs, 1892-1972)의 입장

에서 신앙에 대한 철학적 성찰 가능성을 보았다. 마티스는 스힐레벡스가 입회를 결

정하기 전 도미니코 수도원 방문을 요청했을 때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준 인물이었

다.34) 비록 스힐레벡스가 헨트Gent 소재 수도원에서 마티스의 강의를 듣지 않았지

만 마티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티스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

간 영혼 안에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담겨 있으며,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

님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신했다.35) 

이 지점에서 1930년대 전후 가톨릭 신학계의 분위기와 당대 도미니코 수도회의  

신학 노선 및 직접적으로 스힐레벡스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의 신학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관련하여 볼 때 주목할 지점은 아퀴나스 신학

에 대한 입장이다. 이는 스힐레벡스가 도미니코 수도회원으로서 아퀴나스 신학에 

뿌리를 박고 일평생 신앙과 역사의 관계를 성찰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한 근대주의 정신이 교회를 위협할 때 19세기 말의 가톨릭 

교회는 아퀴나스 신학을 네오스콜라스티즘으로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1901년 이

후 모든 신학생들과 사제는 서품을 받기 전에 근대주의를 배격하고 앞의 교령과 회

칙을 지지한다는 반근대주의선언(Sacrorum antistitum)을 해야 했다. 근대주의를 

32) 스힐레벡스는 지성과 보편적이고 조화로운 무언가와의 조화가 좋아서 도미니코 수도회 
입회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Schillebeeckx, Huub Oosterhuis, and Piet 
Hoogeveen. God is New Each Moment. A&C Black, 2004(이하 GNEM으로 약기). p. 
9, 예수회와 도미니코수도회에 대한 느낌 등은 pp.8-10.
33) Borgman 2004, p.33.
34) ibid., p.35.
35) ibid.,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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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교회의 완강한 저항은 교황 비오 10세가 선포한 교령『비통한 결과에 대하여( 

Lamentabili Sane Exitu)(1907)』와 회칙 『주님의 양떼의 사목(Pascendi 

Dominici Gregis) (1907)』으로 첨예하게 드러났다.36) 

당대 교회는 근대주의를 배척하며 교회중심적인 배타적 구원론을 고수했다. 이러

한 교회에 대한 신학자들의 반응은 고전연구를 통해 근대주의의 긍정적 요소를 흡

수하는 움직임이었다. 그 물결의 선두에 블롱델(Maurice Blondel, 1861~1949)이 

있다.37) 

블롱델은 아퀴나스 작품을 주석하던 당대 흐름과 달리 근대주의 철학을 수용하며 

아퀴나스 신학을 새롭게 읽었다. 블롱델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 살아 숨쉬는 신앙의 

운동을 주장하고, 계시와 신앙에 개방된 인간의 처지를 철학적으로 설명했다.38) 그

의 철학은 신적 현존이라는 신비가 구체적인 인간 실존 안에 스며들고 초월적인 의

미와 영향력을 드러낼 길을 식별하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렀다. 

회원廻元운동(Ressourcement)39) 과 신신학(nouvelle theologie)은 이러한 분위

36) G. Timothy McCarthy, The Catholic Tradition: Before and After Vatican II 
1878-1993 , Loyola Press, 1994. pp.38-60.
37) 콘웨이에 따르면, 블롱델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신학이나 회원운동(Ressourcement)으
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 내용과 그가 이룩한 신앙의 현재화와 그리
스도교적 사회 참여 정신은 회원운동의 정수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블롱델을 신신학이나 
회원운동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M. Conway, “Maurice Blondel and 
Ressourcement”, Flynn, Gabriel, and Paul D. Murray, eds. Ressourcement: A 
Movement for Renewal in Twentieth-Century Catholic The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65-82(81) 블롱델과 신신학의 영향에 관해서 Boersma, 
Hans. Nouvelle Théologie and Sacramental Ontology: a return to mystery. OUP 
Oxford, 2009. pp. 52-61.를 참고.
38)블롱델의 철학은 Gilbert Katherine, Maurice Blondel's Philosophy of Ac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24를 참고. 
39) ressourcement는 원전으로 되돌아가서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담는
다. 회귀(回歸)의 사전적 의미를 따를 때, 원천으로 돌아감은 설명할 수 있지만, 다시 원천으
로부터 현재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회귀(回歸)나 귀원(歸
元)보다 선회한 후 다시 제 자리로 온다는 의미를 지닌 회(廻)를 사용하여 회원(廻元)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해본다. 



- 23 -

기에서 활성화되었다. 블롱델이 마련한 신신학의 물꼬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르 쏠

슈아르(Le Saluchoir) 소속 신학자들과 파리 리옹 지역 소재 예수회로 흘러 공의회 

신학의 싹을 틔웠다.40)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블롱

델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1)

스힐레벡스는 이처럼 아퀴나스 신학을 중심에 두고 교회와 근대주의가 대립한 상

황에서 1935년에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가 철학과정을 밟

던 헨트Gent 소재 도미니코 신학원은 이 시기 이러한 물살에 닿지는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헨트에서의 철학과정은 드페터의 영향을 받아 당시 교회가 제시했

던 아퀴나스 신학 노선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데카르트와 칸트, 스피노자 등

의 저서가 신학생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 분위기에서 드페터(De Petter, 

1905-1971)는 칸트 뿐만 아니라 헤겔과 훗설, 뽕띠 등의 철학을 소개했고 더 나아

라 이를 아퀴나스 신학에 접목하는 작업에 몰두했다.42)

드페터는 역사와 경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아퀴나스 이론을 현상학적

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아퀴나스 신학의 새로운 이해라는 점에서 드페터가 신신

학자로 분류되기도 한다,43) 그러나 드페터는 보편은총 이해 위에 섰던 신신학의 주

40)블롱델이 신신학의 흐름에서 원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신신학이 공의회를 통해 
교회 밖 구원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블롱델을 그 원천으로 볼 수 있다. 불리반트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블롱델의 영향이 싀뉘를 통해 스힐레벡스
에게로 흘러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스힐레벡스 자신이 블롱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연
구자들은 말한다. 그의 글에서도 이 점에 나타난다. 그러나 싀뉘의 경우, 블롱델보다는 독일 
튀빙겐 신학자들의 역사와 신학 이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41) 블롱델이 공의회에 미친 영향은,  William L. Portier, “Twentieth-century Catholic 
theology and the triumph of Maurice Blondel.” Communio 38 (2011): pp. 103. 
Stephen Bullivant,  The salvation of atheists and Catholic dogmatic the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60-64(62)
42) Kennedy 1993, pp. 18-19. 
43) 드페터가 아퀴나스 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했지만, 그의 신학적 입장이 대부분
의 동시대 신신학자들과 달리 인식론에 머물고, 보편은총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의 신학이 시도한 방법론이 가지는 신학적 전환의 의미를 감안할 때 그를 신신학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드페터의 징계와 그의 신학의 연관성에 관하여, Dries Bosschaert,  
“Dominicus De Petter, OP, a Forgotten Victim of the Crisis Caus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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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노선에 합류하지는 않았다. 1942년에 신신학에 관한 교회의 제재가 가해졌을 때 

드페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교편을 내려놓았다. 교회의 제재를 야기한 그의 이

론은 ‘암시적 직관implicit intuition’이다. 그리고 드페터가 물러난 자리를 스힐레

벡스가 1947년부터 맡아 루뱅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드페터가 제시한 ‘암시적 직관implicit intuition’이라는 인식론은 아퀴나스의 형

이상학에 기반하여 전개된 인식론이다. 이 이론의 틀은 스힐레벡스가 철학과정 3년

차일 때 과제로 주어졌고 스힐레벡스가 제출한 내용의 대부분이 이론에 반영되었

다.44)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개념은- 교리를 포함하여- 역사성을 가진다. 다시 말

해 교리를 포함한 모든 개념은 인간이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 

절대적인 진리성을 갖지 않는다. 이로써 경직된 당시 교회 분위기에서 이러한 발언

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드페터의 이론과 스힐레벡스 신학의 관계는 대부분의 스힐레벡스 연구자들이 검

토해야 할 과제이다. 1974년까지 스힐레벡스 신학이 드페터의 이론을 수용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가 1974년에 이르러 이 이론에 담긴 관념론적 요

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후45) 드페터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학자 간의 이견이 나

타난다. 대부분의 스힐레벡스 본 연구자들은 드페터와의 결별을 인정한다. 이는 스

힐레벡스가 인식론으로부터 해석학을 통해 사회비판이론으로 넘어갔다는 이해를 동

반한다. 

그러나 Kennedy와 van Erp 등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Kennedy는 스힐레벡

스가 예수에서 언급한 고전철학에 드페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Nouvelle Théologie’?.”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93.4 (2017): 
pp.633-656.
44) 이에 관하여, GNEM p. 14. ‘암시적 직관’이론은 본 연구의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45) 스힐레벡스는 드페터가 제시하고 자신도 따랐던 암시적 직관을 벗어난다고 서술한다. 
“얼마 전에 나는 이것이 드페터와 라블레 그리고 프랑스의 ‘마음의 철학’과 같은 고전적 철학
자들이 제기한 의미 전체에 대한 암묵적 직관과의 ‘분명한 결별’(a clear break, 원어로는 
een duidelijke)을 수반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Jesus, p.5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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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길을 볼 때 스힐레벡스가 인식론에 있어 변화를 가

져왔다고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유지하는 데서 연속성

을 본다.46) 

이에 비해 Erp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창조론으로부터 형이상학과 인식론이 나

오는 구도이며 이에 따라 그가 창조론으로부터 나오는 ‘암시적 직관’을 더 이상 사

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조론에 변화가 없는 이상 드페터와 완전한 결별을 할 수 

없다고 본다.47) 본 연구자는 스힐레벡스가 후기까지 개념이 실재를 담아낼 수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헨트에서 철학과정을 마치고 2년간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했

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 동안 스힐레벡스는 전쟁의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하이

데거와 훗설, 뽕띠 등 당대 철학자들의 사상을 독파했다48). 라너의 문제작, 『세계 

내 정신 Geist in Weld』도 이때 읽었다.49) 스힐레벡스는 이들의 사상 안에서 하느

님을 향하는 유한한 인간의 처지를 가톨릭 신학 시각으로 수용하는 길을 모색했다. 

이때까지 다져진 스힐레벡스 철학 공부의 결실은 1939년에 발표한 ‘인격과 은총 

Person and Grace’이라는 글에 나타난다. 보르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글에서 

스힐레벡스가 진리와 선 그리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성향과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인간의 본성 안에 정위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이 글에서 ‘암시적 직관(implicit intuition)’ 이론을 접목하며 구체적인 역사의 경

험 안에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자리를 마련했다.50) 

46) Kennedy의 입장은, Deus Humanissimus, pp.213-215,
47) Erp의 주장은, D. Bosschaert & Stephan van Erp, “Schillebeeckx’s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The Influence of Dominicus De Petter,” van 
Erp, Stephan, and Daniel Minch, eds. T&T Clark Handbook of Edward 
Schillebeeckx. Bloomsbury Publishing, 2019. pp.29-44(43-44).
48) Kerr Fergus. Twentieth-Century Catholic Theologians. A Brief History of 
Christianity, Blackwell, 2007, p. 53
49) Kennedy, Schillebeeckx, p.20.
50) Borgman 2004,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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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글에서 스힐레벡스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앎knowledge이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온다고 보지 않았다. 스힐레벡스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앎이 하느

님의 자기전달에 대한 인간의 순종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이때 신앙은 교회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했다.51)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스힐레벡스가 이미 이 시기부터 역사를 통해 당신을 전달하

시는 하느님 이해를 정립하고 인간본성 안에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보았다는 점이다. 

스힐레벡스는 군대 복무를 마친 후 1940년에 벨기에 루뱅(Louvain)에서 신학과

정에 들어간다. 당시 루뱅대학의 신학과정은 드페터 밑에서 공부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고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로 신학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스힐레벡스에게 드페터는 칼 아담(K. Adam, 1876-1966)의 신학을 

소개했다.52) 

칼 아담은 신앙을 인간 누구에서나 그 영혼 안에 살아 있는 구체적인 실재로 이

해했다. 아담은 신앙이 구체적인 문화와 대중 영혼에 뿌리를 두고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고 보았다. 스힐레벡스는 아담의 신학에서 역사 안에서 전개

되는 인간 경험을 하느님을 향한 구원 여정으로서 철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았다.53) 아담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존경심은 그가 나치정권에 협력하는 모

습을 보고 사라졌지만,54) 아담과 드페터, 마티스의 사상은 역사와 경험을 철학적으

로 조명하는 가운데 신앙을 설명하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루뱅에서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 이는 벨기

에에서 시작된 가톨릭노동청년회(JOC 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의 주요구성

원이었던 뻬르뀌(Jules Perquy, 1870-1946)와 도미니코 수도회 루땅(Ceslaus 

51) ibid. p.49.
52) ibid. p.53.
53) ibid.
54) ibid. p.56.



- 27 -

Rutten, 1885-1992)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벨기에에서 활동했을 때 벨기에

에 위치했던 르 쏠슈아르에서 싀뉘가 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했다.55) 

벨기에 왈룬(Waloon)지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노동사제운동(Worker Priest 

Movement)으로 이어져 교황 23세로서 공의회를 개최했던 론깔리 주교(Angelo 

Roncalli)를 통해 공의회정신을 물들인다. 스힐레벡스의 사회참여 의식은 이때부터 

발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1.3. 1945년 작품에 나타나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토대

스힐레벡스는 1945년에 여섯 편의 글56)을 발표했다. 이 중 세 편의 글에서 신앙

과 신학 그리고 역사의 관계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스

힐레벡스는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은 인간 이해를 강조한다.57)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의 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학문을 수용

하며 사변적인 체계와 실천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스힐레벡스 

55) ibid. pp.51-52.
56) “완전한 사랑의 행동 De akte van volmaakte liefde”,  TGL 1/I (1945), 
pp.309-318-;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 Christelijke situatie,” in: Kultuurleven 12 
(1945), pp.82-95, pp.229-242, pp.585-611; “강함은 어떻게 자신의 약한 안으로 들어오
는가 Hoe komt bij zwakheid de sterkte tot haar recht?”,  TGL 1/II (1945), 
pp.277-280; “성스로움과 수도생활 Kloosterleven en heiligheid” Ons Geloof 27 
(1945), pp.483-486; “피조물로서의 자기인식- 영성적 삶의 토대Schepsel-besef als 
grondslag van ons geestelijk leven”  TGL 1/I (1945), pp.15-43; “전문적(기술技術
적) 구원신학 Technische heilstheologie”,  Ons Geloof 27 (1945), pp.49-60 이 글은 
Revelation and TheologyⅠ(이하 R&T로 약기) (Openbaring en theologie. 
[Theologische Peilingen I], (1964) 에 “ Truth or Relevance for the Christian Life 
in the Scholastics”라는 제목의 글로 실렸다
57) “Schepsel-besef als grondslag van ons geestelijk leven”, p.23. 이 글에서 스힐
레벡스는 하느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모든 존재와 행동, 곧 인간의 실존은 하느
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Al wat we heggen, al wat we doen is een geschenk van 
God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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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특징은 1945년에 발표된 글 “기술적 구원신학 Technische 

heilstheologie”을 통해 그 뿌리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45년에 발표된 

6개의 글 중 이 시기 스힐레벡스 신학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준다. 

 스힐레벡스는 이 글에서 아퀴나스 신학 안에 있는 두 가지 대비적 특성을 논증

한다. 이 글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지혜이다”라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한

다. 이후 아퀴나스 신학에 이 문장에 담긴 지혜와 학문이 모두 있음을 입증한다.58)  

스힐레벡스는 아퀴나스 신학을 제시하며 신학의 최종적인 목표가 성스러움을 증진

하는 데 있다고 정리한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보다 성스러워지기 위해서이며 또한 신앙인들을 성
스러움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신학의 목적은 실행적practical이며 사도적
apostolic이다. (중략) 신앙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맺는 관련성의 진가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은 구원 교리의 진리에 대한 성찰 즉 구원자 하느님 
Deus salutaris에 대한 성찰 reflection이다. 행동action은 이 통찰에 의해 
인도되며 이해된다. 그리고 우리의 실행적이고 사목적인 행동은 우리가 신학
과 신앙의 독특한 본질을 충분히 인정했을 때에만 이 통찰로부터 얻을 수 있
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과 신앙의 독특한 본질은 사변적speculative인 것이
다. 즉 원칙적으로 객관적disinterested이며 관상적contemplative인 것이다. 

신학과 신앙의 독특한 본질은 실용적이거나 공리주의적인 데 있지 않다. 이
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의 첫 논문에서 ‘앎 곧 인간 삶의 가치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앎,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리들은 진리와 삶의 연관성
이 실제로 삶의 규범이 될 때에만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이유이
다.59) 

58) 이 지점에서 스힐레벡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학문과 지혜의 정의를 따른다. 학
문은 원리와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며 여기서 통찰은 필연적으로 원리에 의해 조명받
는다. 반면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가 학문이라는 개념에 더해주는 모든 것은 그 결론이 가장 
깊고 궁극적인 원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R&T, p.174/267, fn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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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용문을 통해 스힐레벡스 신학이 걸어가는 길이 이성적 논증을 딛고 신비로 

가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신학자보다 사목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작품 독자를 신학자로 한정하기보다 신앙인 전체로 상정하는 자세도 이러한 신학 

을 기반으로 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이 아퀴나스 신학을 철저하게 이해한 내용에 현

대사상으로부터 추출한 동시대인의 사고구조를 덧입혀 전개되는 이유를 여기서 짐

작할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이 글에서  신학이 신앙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한

다.60) 그리고 이 신앙은 그 대상이 구원의 하느님이 되는 구조를 지닌다고도 말한

다.61) 이에 따라 스힐레벡스는 신앙의 행위가 하느님에 대한 개념적 진리에서 종결

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제일진리로서 인식되는 하느님의 실재에서 종결된다고 말

한다.62) 이와 같은 발언은 스힐레벡스가 1958년에 발표한 글, “Theologie”에서도 

확인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앙의 대상은 수많은 진리들이 아니다. 신앙의 대상은 
구원의 제일 진리Veritas prima(salutaris)이다. (중략) 이 진리는 그러나 우
리에게 신앙 안에서, 구원 역사 안에서 전개되는 한에서 신앙에 더해지는 바
로서, 우리의 판단 안에서 복수성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복수성은 유기체적
인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63)

 인용문에서 감지되는 바는 인간 지성활동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일어

59) ibid. p.178/273.
60) ibid.
61) ibid., p.180/276
62) ibid.
63) “What is Theology?”, R&T, Vol. I (New York: Sheed and Ward),1968. p. 
70/103. 이 글의 네덜란드 원본 제목은 “Theologie (1958)” 이며 Openbaring en 
theologie. [Theologische Peilingen I], (1964)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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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앙의 움직임이다. 또한 신앙의 대상이 고백에 있지 않고 실재 자체에 있다

는 언급은 신비를 향하는 신앙 이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신

앙의 종착점은 이성적으로 끝내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을 통해 다다르려 애쓰는 지성적 활동 안에 신앙이 놓인다. 신앙의 대상

이 신비인 한에서 결코 모두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에서 계시가 일어난다는 스힐레벡스의 입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이 논리의 연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언급한다. “만

약 하느님이 구원이시라면 그래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면, 신앙은 두 

가지 진리의 전체성을 기초로 한다. 그 두 가지 진리는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리스

도의 인성humanity이다.”64) 

여기서 스힐레벡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장면은 눈여겨 볼 만하다. 스

힐레벡스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

답이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전개된다는 그의 입장과 상관한다. 하느님은 세계를 통

해 구체적인 역사에서 인간적인 면모 안에 당신을 드러내셔야 한다. 인간이 인간과

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한에서 하느님 이해는 이러한 인

간의 자기이해 자리에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구원을 실현하

시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

거나 약화하지는 않는다. 이는 여기에 인간이 세계를 통해 하느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해 하느님의 신성에 다다른다는 논의가 연결

되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는 이 글의 결론으로 “신학은 신앙에 대한 학문적인 성찰이며 앞으로

도 항상 그럴 것이다”라고 결론짓는다.65) 그가 이 글의 제목을 ‘기술적인 

64) R&T, p.174/267
65) ibid. p.185/284



- 31 -

technical 구원신학’으로 붙인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신학은 기술적technical 

학문이다. 신학은 조직적으로 기획planed되고, 방법론적으로 실행practice되며 비

판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66) ‘기술적 구원신학’에 나타난 주요내용- 신학과 

신앙의 관계, 신학의 목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비가 신학에서 갖는 중요성-은 스

힐레벡스 신학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복잡함이나 추상성을 이해하는데 반영될 수 

있다.

한편, Kennedy(Philip Kennedy)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윤곽이 1945년에 이미 제

시되었다고 말한다.67) 위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볼 때 Kennedy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싀뉘의 신학과 견주어볼 때, 스힐레벡스의 1945년 작품들에 

나타난 윤곽에 이미 싀뉘의 입장이 베어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1945년의 작품은 비록 스힐레벡스가 싀뉘의 지도를 받기 이전에 작성되었

다. 그런데 보르그만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 당시 신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싀뉘의 

신학을 같은 수도회원인 스힐레벡스도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다룬 1945년의 글들에 싀뉘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딛고 이제 싀뉘의 지도를 받으며 형성되는 스힐레벡스의 역사신

학의 면모에 다가서기로 한다. 

66) ibid. 
67) Kennedy, Deus Humanissimus,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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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을 구성하는 주제의 발전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역사와 함께 역사 안에

서 하느님께 다다르는 움직임을 담아낸다.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역사 안에서 인간

을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의 구원활동을 명시적인 그리스도인과 연결하는데 국한시

키지 않는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에 전제되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와 

활동은 스힐레벡스 신학의 후기까지 유지된다고 말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간과 역사 및 하느님의 역사 내적 구원활동에 대한 그의 

입장에 주목하게 된다. 라너와 비슷한 시기에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전개한 스

힐레벡스 신학에서 역사와 인간, 구원에 관한 이해의 토대는 도미니칸 신학의 전통

에 뿌리를 두는 싀뉘의 영향과 견줄 때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싀뉘가 현대 신학에 미친 영향과 스힐레벡스 신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 

중 전자에 관한 연구는 그 영향의 정도에 비해 미진한 가운에 최근 들어 연구자들

의 관심을 모았다. 싀뉘에 대한 연구는 중세철학이나 역사신학의 관점으로 실행된 

예가 더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신학자로서 그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추

세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스힐레벡스에게 미친 싀뉘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

다. 스힐레벡스 자신의 글에 싀뉘의 글이 직접 인용되거나 언급되는 경우도 적다. 

그렇지만 싀뉘의 역사 신학 방향성을 인식하고 스힐레벡스 신학을 바라볼 때 스힐

레벡스 신학의 여정이 싀뉘의 역사신학을 실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 위에 서면 스힐레벡스 신학의 기틀과 구조 및 방향성은 싀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박사학위논문에서부터 갖추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싀뉘의 영향을 감안하며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관련한 주제들

이 스힐레벡스 신학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어지는 두 개의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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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힐레벡스 신학이 지닌 통일성과 일관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1.2.1. 싀뉘의 역사 신학 이해

 스힐레벡스는 1945년에 프랑스 유학 허가를 받고 프랑스로 떠난다.68) 파리 유

학 중 스힐레벡스가 머물던 곳은 르쏠슈아르 신학원이었다. 이 곳에서 그는 꽁가르

를 만나고, 수업도 듣는다. 스힐레벡스가 파리 유학 중에 수업을 들었던 곳은 르쏠

슈아르뿐 아니라, 꼴레드즈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와 소르본느 대학, 그리고 

고등연구원Ecole des Hautes Etudes이었다.69)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은 아퀴나스 신학에 기반을 두지만, 역사에 응답하는 신학

을 모색하기 위해 아퀴나스 신학을 당시대의 정서와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 신학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인물은 

아퀴나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스힐레벡스 자신의 증언처럼 싀뉘가 그의 삶과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70)

싀뉘(M. D. Chenu, 1895-1990)가 스힐레벡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없지만71) 많은 연구자들이 싀뉘가 스힐레벡스에게 미친 영향을 부정하지 않는

다. 본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싀뉘의 영향은 역사라는 장에서 신학전통과 현재를 바

라보는 눈을 키웠다는 점이다. 역사와 신학의 관계는 드페터에게서도 중요했지만, 

68) 스힐레벡스가 파리로 유학을 간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다. Kennedy는 1946년 또는 
1947년으로 보는 반면( Kennedy 1993,, p.50). Borgmas(p.103)과 Bowden은 1945년으
로 본다. Bowden은 스힐레벡스가 “바오로 신학에 나타난 sarx”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
은 후 파리로 박사 후 연구과정을 갔다고 말한다. Bowden, p.29. 
69) R. Schreiter, “Orientation”. p.3. 
70) IHT. p.16.
71) 스힐레벡스 연구자 중에는 최근 보르그만이 싀뉘가 스힐레벡스에게 미친 영향에 주복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시대의 징표’에 나타난 신학이 스힐레벡스 신학의 ‘비판적 
부정성’에도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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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페터는 개념의 역사성에 주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싀뉘는 역사 안에서 하

느님의 숨결을 찾고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의 모습을 모색했다. 

쉬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끈 회원운동(ressourcement)를 시작한 인물72)

이며, 공의회가 이룩한 신학적 전환의 중심인물이다.73) 싀뉘는 마다가스가르의 주

교 롤랑(Claude Rolland)의 신학자문관으로서 공의회에 참석하여 공의회 개회선언

문인 “세상을 향한 메시지 The Message to the World”의 초안을 작성했다.74) 이 

문헌은 공의회 양대 문헌인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과 『사목헌장』의 기본 틀을 제

공했다.75) 또한 싀뉘는 공의회 기간 중 교회론과 구원론 작성뿐 아니라 “사제훈련

에 관한 훈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76) 

싀뉘는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77)과 ‘시대의 징표78)’ 등의 개념과 방향을 

비춘 예언자적 인물이다. 아퀴나스 신학 연구자로서도 뛰어났던 그의 가치79)는 교

회의 사회참여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빛난다. 그는 노동사제운동에 적극 가

담80)했는데 이 운동은 비록 1945년에 교회의 제제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공의회 정

신으로 흘러들어갔다. 또한 싀뉘는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간 대화를 주창하였으며 

72) J. Gray, Marie-Dominique Chenu and Le Saulchoir: A Stream of Catholic 
Renewal, p.205
73) 공의회 진행과정과 Gaudium et Spes에 싀뉘가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Faggioli, 
Massimo, “Reading the Signs of the Times through a Hermeneutics of 
Recognition: Gaudium et Spes and Its Meaning for a Learning Church”, 
Horizons, 43 no 2, Dec 2016, pp.332-350
74) Gerd_Rainer Horn, The spirit of Vatican II: Western European progressive 
Catholicism in the long sixti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5. p. 26
75) ibid.
76) Gerd_Rainer Horn, The spirit of Vatican II: Western European progressive 
Catholicism in the long sixti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5. p. 26
77) IHT. p. 16.
78) ibid. 17.
79) Thomas O'Meara, Scanning the Signs of the Times: French Dominicans in 
the Twentieth Century, ATF Press, 2003. p. 24
80) Morag Kelly, Taking theology to work: ressourcement theology and 
industrial work in interwar France and Belgium. Diss. Durham University, 2016. 
pp. 2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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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에 이슬람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주축이 되었다.81) 무엇보다 싀뉘는 성서신학 

연구를 신학성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82) 현대 가톨릭 역사신학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83) 

그런데 이와 같은 싀뉘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싀뉘의 넓은 활동 영역들은 하나의 

지점에서 출발하고 또한 수렴한다. 그 지점은 아퀴나스 신학에 기반한 보편은총 이

해이다. 싀뉘는 아퀴나스 신학에서 출발하여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와 이를 해석하는 신학의 길을 열었다. 싀뉘의 신학 안에서는 세계 안에 작용

하는 보편은총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사회 참여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활동을 알아차리며 그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교회의 자리를 

설정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 모든 이해가 ‘시대의 징표를 읽는 교회’라는 표어 안

에 담겨 있다.

한편, 싀뉘가 주장한 ‘회원’은 아퀴나스 신학의 문헌적 연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었다. 그가 주창한 ‘회원’은 아퀴나스 신학을 역사의 맥락에서 읽고 아퀴나스가 

그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연구하여, 같은 자세로 동시

대의 신학자들이 신학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싀뉘의 파문을 

야기한  문제작 『하나의 신학 학파 ; 르 솔슈아르Une Ecole de théologie: Le 

Saulchoir』에는 아퀴나스 접근 방식뿐 아니라 신학교육의목표와 방법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84) 

81) 싀뉘는 도미니코 수도회가 1937년에 카이로에 설립한 IDEO(Dominican Institute for 
Oriental Studies)의 초석을 놓았다. 설립과정과 싀뉘의 역할 및 공의회 Nostra Aetate와
의 관련성은, M. Dallh, “From Le Saulchoir to Nostra Aetate, Michael Attridge, 
The Promise of Renewal: Dominicans and Vatican II, ATF Press, 2017, pp. 
259-275.
82)  J. Gray, “Marie-Dominique Chenu and Le Saulchoir: A Stream of Catholic 
Renewal,” p.211
83) Fergus Kerr, Twentieth_Century Catholic Theologians, MA, Blackwell 
Publishing, 2007, p. 21.
84) 싀뉘의 삶과 신학에 관하여, Christian. Bauer, Ortswechsel der Theologie: 
M.-Dominique Chenu im Kontext seiner Programmschrift" Une écol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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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플란의 연구에 따르면, 튀빙겐학파의 영향이 싀뉘의 신학 전환에 크게 작용했

다.85) 카플란에 따르면, 당대 신학계가 아퀴나스 저술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튀

빙겐학파는 신약성서(Kuhn)와 기초신학(Drey), 교부신학(Mohler), 에큐메니칼 신

학(Mohler), 윤리신학(Hirscher)으로 나누어 신학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싀뉘가 성

서신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슬람종교 연구소를 설립하며 교회의 사회참여

를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튀빙겐학파의 학풍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

다. 

이중 묄러에게서 싀뉘가 받은 영향은 사변신학과 신비신학mystical theology의 

조화이다. 카플란에 따르면 싀뉘는 1928년에 꽁가르와 함께 묄러의 저서를 읽고 신

학쇄신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 연구에서 카플란은 묄러의 영향이 직접 드러난 싀뉘

의 글로, “Les hautes études religieuses en France et en Allemagne autour 

de 1830 86)”를 꼽는다.  이 글에서 싀뉘는 튀빙겐학파만이 바로크 스콜라주의와 

계몽적 이성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싀뉘가 제시하는 튀빙겐학파의 

요소는 튀빙겐 신학에 나타나는 신비적인 요소와 사변적 요소 간의 조화였다.87) 

그런데 카플란이 인용한 글 이외에 1935년에 싀뉘가 발표한 글 “신학의 지위 

théologie: Le Saulchoir". Vol. 1. LIT Verlag Münster, 2010. 르쏠슈아르의 개혁에 대
한 내용은 pp.445-504
85) G. Kaplan, “The Renewal of Ecclesiastical Studies: Chenu, Tübingen, and 
Theological Method in Optatam Totius”. Theological Studies 77. 2016; pp. 
567-592.  Kaplan은 싀뉘가 ‘신학은 답이 아닌 질문’이라는 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시점을 1935년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싀뉘가 신앙을 역사 안에서 하느님에 관
한 질문으로 보는 관점은 1923년의 저서인 『Contritutiona a l’historie 47』에서도 나타난
다. 이에 관하여, Janette Gray, M-D Chenu’s Christian Anthropology: Nature and 
Grace in Society and Church, ATF Press, 2020. pp. 38-39.  이와 별도로 튀빙겐학
파의 역사 이해와 신학에 관한 내용은, Dietrich, Donald J. The legacy of the 
Tübingen school: the relevance of nineteeth century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Crossroad Publ. Company, 1997. 
86) Kaplan, p.577, fn, 47.
87) Chenu, “Les hautes études religieuses en France et en Allemagne autour de 
1830,” La Vie Intellectuelle 6 (1930),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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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de la théologie” 88)에서 묄러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서

론에서 결론으로 이어가는 흐름 안에 싀뉘의 역사 이해와 신학의 나아갈 길이 제시

된다. 여기서 싀뉘는 신학의 구조를 ‘주어진 것given’과 ‘구성되어 지는 것

construct’의 조합으로 설명한다.89) 그에 따르면 신학적 지식은 계시로 주어지는 

요소와 이를 성찰하여 이성적으로 구조화하는 요소를 가진다. 싀뉘는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신학이 사변적인 요소와 신비적인 요소를 동전처럼 불가분하게 동시에 지

닌다는 점을 역설한다.90) 이는 스힐레벡스의 1945년 글 ‘기술적 구원신학’을 연상

시킨다. 

싀뉘는 이러한 논의에 이어서 신학과 역사의 관계를 논의한다. 여기서 그는 “철

학자와는 달리 신학자는 역사를 두고 작업한다. 신학에게 주어진 것은 사물의 본성

도 아니고 영원한 형상도 아니다. 신학에게 주어진 것은 하느님의 계획 

plan(economie)에 따른 사건이다.  신학자에게 주어진 것은 실재 세계이다.91)”라

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은 “만약 인간이 하느님을 정말로 안다면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을 안다 If  man truly knows God he kwows him humanly.”라

는 주장과 연결된다.

싀뉘의 신학은 육화와 관상contemplation을 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관상은 철

저하게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하느님을 향하는 움직임을 읽어내는 신학

적 작업을 동반한다. 싀뉘에게 역사는 계시의 장소이다. 그리스도가 인간 역사에 육

화하시어 구원의 하느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싀뉘에게 창조는 은총에 개

88)  Chenu, “Position de la théologie,”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24 (1935) 232-57. 이 글은 이후에 “La foi dans l’intelligence,” La 
Parole de dieu 1 (1964) 116-38.로도 출판되었다. 영어 번역본은 “What is Theology?” 
Faith and Theology, trans. Denis Hickey (Dublin: Gill and Son, 1968) pp.15-35이
다. 본 연구에서 이 글의 인용은 영어번역본을 따른다. 
89) ibid., p.22.
90) ibid., pp.22-23.
91) ibid.,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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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어 있다. 모든 피조물 안에 하느님의 창조 은총이 작용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싀뉘에게 신앙은 육화를 통해, 육화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으로 정의된다. 이런 맥락에서 싀뉘에게 “그리스도교의 기초는 신앙과 

역사의 조합이다”라는 명제가 성립된다.92)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싀뉘의 신학기조는 이후부터 살펴볼 스힐레벡스 신학에

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역사를 다양한 층으로 보는 이해와 세계 안에 하느님의 구

원은총 활동을 보는 시각, 역사를 통해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입장 등이 이후부터 

분명하게 스힐레벡스 신학을 관통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질문은, 1945년에 스힐레벡스가 발표한 글, 

“기술적 구원신학”을 싀뉘의 1935년 작품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이다. 보르그만은 스힐레벡스가 파리로 유학을 가기 전에 싀뉘의 신학과 

영성을 상당한 정도로 알았으리라고 확신한다.93) 

1.2.2. 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하느님의 구원은총과 인간

스힐레벡스는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46년에 루뱅 소재 도미니칸 신학원에서 교

의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다.94) 이 일은 1957년에 네덜란드 니메겐 대학의 교수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된다. 루뱅에서 스힐레벡스는 창조론, 그리스도론, 종말론과 기

초신학을 가르쳤고, 이 시기에 스힐레벡스는 창조론과 그리스도론에 관한 방대한 

92) Chenu의 신학과 신신학의 관계에 관하여, Boersma, pp.135-148, T. 0’Meara, 
Scanning the signs of the Times- French Dominicans in the Twentieth Century, 
pp.26-45.
93) Borgman 2004, p.104
94) 스힐레벡스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루뱅에서 교편을 잡은 시점에 대해서 Kennedy와 
보르그만의 의견이 다르다. 본 연구자는 Borgman의 연구취지뿐 아니라 그의 저술이 
Kennedy에 비해 더 최근 출판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기에 관한 내용은 Borgman의 의
견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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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작성한다. 700 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의 자료가 되

었다. Kennedy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저술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과 창조론은 이후

에 변하지 않았다.95) 

스힐레벡스가 이 시기에 드러낸 신학적 입장은 불어로 작성하여 1951년도에 제

출한 박사학위 논문 『성사적 구원경륜-객체적 구조와 주관적 참여L’économie 

sacramentelle du salut. Structure objective et particapation subjective』에

서 엿볼 수 있다. 이 제목은 싀뉘 신학에서 나타난 ‘구조’와 ‘수용’의 구도를 보여준

다. 

싀뉘의 지도로 작성한 이 논문의 1부는 다음 해에 『성사적인 구원경륜: 성 토마

스 아퀴나스의 성사교리에 대한 신학적 성찰-현대의 성사 논쟁과 전승의 관점에서 

De sacramentele heilseconomie: theologische bezinning op St. Thomas' 

sacramentenleer in het licht van de traditie en van de hedendaagse 

sacraments problematiek』96)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박사논문의 2부는 일부 

개정 축약하여 『하느님 만남의 성사로서의 그리스도와의 만남 De 

Christusontmoeting als sacrament van de Godsontmoeting』97)로 출판했다. 

95) Kennedy, Deus Humanissimus, p.82.
96) De sacramentele heilseconomie: “Theologische bezinning op St. Thomas’ 
sacramentenleern het licht van de traditie en van de hedendaagse 
sacramentsproblematiek , Antwerpen: Groeit/Bilthoven: Nelissen, 1952 (이하, De 
sacramentele로 약기). 이 책의 불어판은 L'économie sacramentelle du salut: 
réflexion théologique sur la doctrine sacramentaire de saint Thomas, à la 
lumière de la tradition et de la problématique sacramentelle contemporaine, 
Fribourg: Academic Press, 2004이다. 
97) De Christusontmoeting als sacrament van de Godsontmoeting, 
Antwerp/Bilthoven: W. Nelissen, 1958. 이 책은 1959년에  Christus, Sacrament 
van de Godsontmoeting. Antwerp/Bilthoven: H. Nelissen, 1959로 개정 출판되었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1960년에 3판이 간행되었다. 영문번역본인 Christ the Sacrament of 
the Encounter with God. (New York: Sheed and Ward, 1963)은 3판의 변역본이다. 
또한 김영환 편역, 『교회와 성사』, (성신출판사, 1981) 은 1960년에 재개정된 3판의 영문번
역본을 편역하였다. 본 논문에서 총서 1권을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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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를 출판한 책의 제목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현대의 성사 논쟁과 전승의 관

점에서 아퀴나스의 신학성찰을 연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싀뉘가 ‘회원’을 통해 강조

했던 바이며, 아퀴나스가 했던 방법을 스힐레벡스가 실행한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

해, 이 논문의 연구가 동시대의 문제를 안고 전승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퀴나스 신

학이 보여준 성찰을 연구한다는 점이 제목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출발점과 연구의 

목표 그리고 순서 및 방법론은 스힐레벡스가 Interim Report98)에서 제시한 방법론

이며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로 번역 출판된Jesus het verhaal 

van een levende 예수, 살아계시는 분의 이야기99)와 Christ로 번역 출판된 

Gerechtigheid en liefde: Genade en bevrijding정의와 사랑: 은총과 해방100) 및  

Ministry로 번역 출판된 Kerkelijkambt: Voorgangers in de gemeente van 

Jezus Christus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한 간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 안의 

직무101)에서 적용했던 방법론이다.

스힐레벡스가 이 책에 담은 내용102)은 이전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상이 나

타난다. 드페터의 영향을 받아 훗설 현상학의 시각으로 아퀴나스를 이해하는 점이

나. 메를로 뽕띠의 해석학뿐 아니라 실존주의와 인격주의가 이 논문에서부터 나타

98) Schillebeeckx, Interim Report on the Books Jesus and Christ (New York: 
Crossroad, 1981)/Tussentijds verhaal over twee Jezus boeken. (1978) 
99)Jesus, het verhaal van een levende (1974)/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New York: Seabury, 1979).
100) Christ: 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 (New York: Seabury, 1980)/ 
Gerechtigheid en liefde: Genade en bevrijding. (1977)  원본의 제목은 『정의와 사랑: 
은총과 해방』이다.(이하 Christ로 약기) 
101)  Schillebeeckx, Kerkelijkambt: Voorgangers in de gemeente van Jezus 
Christus. (1980)/ Ministry: Leadership in the Community of Jesus Christ. (New 
York: Crossroad, 1981)/『교회직무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 』, E. 스힐
레벡스 지음, 정한교 옮김, 분도출판사, 1985.
102) 스힐레벡스의 이 논문에는 성서신학의 연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의 1부는 성사 
정의의 역사를 다룬다. 이 내용은 다시 성사의 핵심을 그리스도교 교파의 의미론에 따른 접
근과, 전례 안에서 말씀과 행위가 지니는 상징적 성사, 그리고 성사적 행동을 다룬다. 이어지
는 내용은 성사적인 구원경륜과 성사의 재발견으로 진행된다. 스힐레벡스는 1960년대 후반
부터 성서신학을 교의신학에 수용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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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본 연구자는 이 지점에서 그의 박사 논문 내용 중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관련된 인간과 역사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저술에는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스힐레벡스의 입장이 드러난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 영혼(정신)의 외향되어 나타난 양태만이 아니다. 즉 인간
의 육체는 인간 정신의 가시성과 외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는 
또한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신은 인격으로 성장하고 또한 그 결과
로서 그 안에서 영혼이 인격으로서 자신을 뻗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물질은 
인간존재가 가진 고유한 육체성을 통해 정신적인 자기-실현의 과정에 작용하
는 장치가 되며 동시에 그 표현의 장이 된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적 외양에 
의미와 의의를 제공한다.103)

스힐레벡스는 이처럼 인간이 육체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며, 육체 안에서 정신이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이해를 피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성을 통해 인격을 

드러내며 인격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운데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실

현한다.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와 연결한

103) De sacramentele p. 295. "Het menselijk lichaam is dan niet alleen de 
verschijning naar buiten van de menselijke ziel, haar veruitwendiging en 
zichtbaarheid, maar ook datgene waarin en waardoor de ziel tot persoon 
uitgroeit, alsmede en gevolglijk datgene waarin de ziel tot haar 
persoonswording uitdrukt. Het stoffelijke wordt zo doorheen de eigen 
lichamelijkheid van de mens het instrument van het geestelijk 
actualiseringsproces en tevens het uitdrukkingsveld daarvan. De ziel geeft dus 
zin en betekenis aan de lichamelijke verschijning“ 한편, 스힐레벡스의 육체-정신이
해는 싀뉘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싀뉘는 아퀴나스 신학으로부터 이를 이끌어낼뿐 아니라 도
덕적인 삶에 대한 이해도 이끌어낸다. 그 내용은 스힐레벡스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 이러
한 점은 스힐레벡스 신학을 이해할 때 그가 뽕띠의 철학에 어느 정도 의지했는지를 판단할 
때 감안할 요소로 보인다. 싀뉘의 아퀴나스 신학 해설에 관하여,  Marie-Dominique 
Chenu and Paul J. Philibert, Aquinas and his role in theology.   Michael 
Glazier,2002), pp. 92-97. 이 책은  St. Thomas d'Aquin et la théologie(1965)의 영역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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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상적 세계는 인간에 의해 상징체계 안으로 구축된다. 즉 현상적 세계는 의
미연관의 그물망이다. 인간의 인격은 인격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격으로서 
이 그물망 안에서 의지적 관계를 체화하고 또한 이 관계를 가지적이며 지각
가능한 방식으로 타자와 만들어간다. 이때 타자는 외적인 세계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104)

한편, 스힐레벡스에게 세상의 악은 하느님에게 그 책임이 놓이지 않는다. “인간 

홀로 죄의 주도권을 갖는다.”105) 스힐레벡스는 아퀴나스에 의지하며 하느님의 활동

과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놓인 죄의 실상을 설명한다. 

하느님은 죄와 같은 것들의 원인이 아니다. 이는 은총의 비수여niet-geven가 
인간 측의 부족을 전제하지 은총의 비효과성niet de efficientie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제는 하느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통치-설득의 
자세를 통해 이를 능가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통찰은 아퀴나스가 신
적인 활동을 순수하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데서도 담겨 있다. 그에 따르
면 하느님의 활동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패배당할 수는 없다.106)  

104)De sacramentele,  p.396. De kennis van het geestelijk e heeft in de mens 
geen eigen uitdrukkingsmodus; maar deze ontleent zij aan de 
specifiekmenselijke kennis van het lichamelijke . De phenomenale wereld wordt 
door ons aldus uitgebouwd to teen tekenstelsel, to teen net van zinvolle relaties 
waarin de persoon, als lid van een personengemeenschap, zijn intentionel e 
verhoudingen tegenover zichzelf, tegenover God en de buitenwereld belichaamt 
en deze verhoudingen dan ook zinvol, kennelijk, begrijpelijk maakt voor 
mede-personen. 
105) De sacramentele,  p.14. De mens alleen neemt het initiatief van de zonde.
106) De sacramentele, p.575. God is .. niet de oorzaak van de zonde als 
zodanig, daar het niet-geven van die genade wel niet de efficientie, maar de 
deficientie van de mens vooropstelt: vooropstelling" waarvan God niet 
afhankelijk is, maar welke Hij transcendeert door een souverein-permissieve 
houding. Dit inzicht steunt bij S. Thomas op zijn zuivertheistische opvatting 
van de goddelijke activiteit, die door geen menselijke, vrije wil schaakmat kan 
gezet wo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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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상의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는데서 기인하지만, 하느님은 인간

을 구원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하느님의 세계 구원은 인

간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보편 은총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총은 우

리를 초대하는 하느님의 효과적인 능력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은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미명적으로

anoniem107) 활동한다.”108) 

이 논문에서 스힐레벡스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다룬다. 스힐레벡스에 따

르면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아퀴나스 신학에서 피조물로서 인간의 종교적 심

리 안에 깊이 심어준 구조에서 나오는 내면적 열정일뿐 아니라 동시에 은총이라는 

부르심의 힘으로 비롯된다.109) 이어서 그는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이 이교도인들에

게도 익명으로 작용할 수 있다effect van Gods anonieme genadeweking고 말한

다.110) 

한편, 스힐레벡스는 박사논문의 2부를 요약 개정하여 De Christusontmoeting 

als sacrament van de Godsontmoeting 하느님 만남의 성사로서의 그리스도 만

남로 출판했다. 현대의 성사신학을 정리한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당대 신

학계에 스힐레벡스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스힐레벡스는 이 책으로 성

107) 본 연구자는 anonymous christian에서 anonymous에 대한 한글 번역어로서 미명
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권영파·이규성, 「스힐레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광주가
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神學展望』 213 (2021.6), 각주 39.  본 논문에서는 ‘익명의 그리
스도인’이 국내 신학계에서 이미 고유한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는 실상을 반영하여,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미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외에 
anonymous grace나 anonymous religion 등에서는 미명(未名)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때 미명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름 붙이지 못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한다.
108) De sacramentele, p. 51-52. "De genade, als effectieve invitatiekracht van 
God, ,die het heil van all e mensen wil“, werkt anoniem in de voor- en 
buitenchristelijke wereld." 
109) ibid.
110) 스힐레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영파·이규성, 「스힐레벡
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神學展望』 213 (2021.6)을 볼 
것.



- 44 -

사 이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성사적 마술 

sacramental magic을, 즉 성사가 그 자체로 은총을 산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다는 ex opere operato 논의를 반대했다고 평가한다.111) 원성사로서의 그리스도

와 7성사를 다룬 이 책에서 스힐레벡스는 인간을 통해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해를 드러냈다. 

계시와 종교는 즉 창조되지 않은 하느님과 피조되고 시간적 여건에 귀속된 
인간의 만남은 그 본성상 역사를 창조한다. 다시 말해 계시와 종교는 역사 
자체에 속하는 분명한 사실들로서 역사의 과정에 파고들어온다. 하느님께서
는 당신의 계시를 통해 인간을 위해 인격적으로 관여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적인 초월성 안에 역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편
에 서서 역사를 펼치는 과정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역사에 관여하신다. 은
총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 은총은 역사를 만들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역사는 성사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삶에서 역사
적으로 실현되는 모든 초자연적인 실재가 성사적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을 하느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과정에서 행하시며 당신
이 당신의 구원활동이 신적인 것으로 명확히 가시화되는 방식으로 행하신다. 

하느님의 구원활동은 그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역사를 만들며 역사가 됨으
로써 하느님의 구원활동이 드러난다.112) 

그런데, 스힐레벡스에게 하느님의 구원활동은 그리스도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 누구나 하느님을 향하는 향주성theologal113)을 부여받고, 자신

111) IHT, p. 13.
112) Christ the Sacrament of the Encounter with God(이하 Christ the Sacrament
로 약기), p.53
113) 본 연구자는theologal을 ‘향주적’으로 번역한다. 이에 관하여, 권영파·이규성, 「스힐레
벡스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神學展望』 213 (2021.6), p.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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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이 신ㆍ망ㆍ애를 실

천할 때 하느님의 은총은 그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동시에 실천의 원동력이다. 

스힐레벡스는  하느님과 인간의 이러한 관계를 향주성으로 설명한다.114)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는 진실한 사랑은 하

느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된다. 이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살아있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한, 하느님 구원의 현존이 

된다.115) 이처럼 스힐레벡스에 있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교의를 전

달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교회의 과제는 동료 인간을 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를 구체화하여 은총의 가시적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116) 

스힐레벡스의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후기까지 이어진

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정신-육체의 합일체로서의 인간이 세상 안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이해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

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해석학적 성찰을 더하여 스힐레벡스는 체험과 해석 및 실천

의 과정에 신앙과 역사의 상호 작용을 그려낸다. 

1.2.3.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상과 교회

스힐레벡스는 향주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종

교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에서 찾는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를 

따라 스힐레벡스는, 역사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고, 종교성뿐 아니라 보다 나

114)  이 단어는 Christ the Sacrament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하느님을 향한 자세
(theologal attitude of existence)로써 말하려는 바는 그 안에서 하느님이 대상이며 원동
력인 인간의 생생한 활동과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활동하시는 완성의 활동이다. 이를테
면 그 본성상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져오는 신망애의 덕을 말한다.” 
115) Christ the Sacrament  p.151/258-259
116) ibid., p.15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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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에 대한 희망과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활동에서 세상을 구원하

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감지한다. 

이처럼 스힐레벡스는 자기이해의 질문을 통해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출뿐 아

니라, 이 과정이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세밀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스

힐레벡스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머무는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

고, 그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느

님의 현존과 활동을 드러내기를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인간이 하느님과 

연결된 자신의 초월론적 처지를 인지하고 자신 안에서 활동하는 하느님을 발견하기

를 고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에게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그리스도

인들로 하여금 역사 변혁의 주체이신 하느님의 자기전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 역사 안에서 역사를 구원하시는 그 손을 굳건히 잡으라고 외친다. 

이 전망의 지평에 서서 이번 소절에서는 스힐레벡스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

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본 소절이 주목하는 시기는 

스힐레벡스가 네덜란드 니메겐 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1957년에서 공의회 폐막 시

기인 1965년이다. 

스힐레벡스는 1957년에 네덜란드 니메겐 대학에 교수로 부임한다. 당시 네덜란드 

교회와 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사회분파 관행이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117) 또한 스힐레벡스가 보기에 당시 네덜

117) 스힐레벡스는 네덜란드 사회에 내려오던 사회분파관행verzuiling 에 의해 교회가 위기
에 몰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사회분파는 이념이나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형성하는 관행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가 갈라지는 사회분파가 일어나고 이들 간의 갈등이 발생
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분파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등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분파를 형성하며 내부 결속을 다
졌던 네덜란드는 특정 분파에 속한 개인이 다른 분파의 활동을 겸하는 사태를 맞이하여 혼란
을 겪게 된다.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의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이들이  서로 다른 분파에 속
한 채 활동하면서 혼란이 증가하는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 네덜란드 교회의 당
시 상황에 대하여, J. Coleman, The Evolution of Dutch Catholicism, 1958-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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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대학과 교회에 가톨릭 신학이 거의 없다시피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네오토미

즘Neo-Thomism 안에 갇혀 지내며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다. 세상의 변화에 교회

가 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세속화와 무신론, 교회 이탈 등으로 표면화

되고 있었다.

스힐레벡스의 니메겐 대학 부임은 네덜란드 교회의 쇄신 기획에 따른 결정이었

다.118)그의 부임 연설문에는 이러한 네덜란드 교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그의 응답과 

자세가 담겨 있다. 하느님이 없다는 확신 아래 전개되는 문명의 양상을 직면하며 

스힐레벡스는 세속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고민한다. 이 

글은 그가 세속화와 무신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자연적 확신은 신적 신비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 안에
서만 완성된다. 이 신적 신비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원
천으로서 받아들여진 것 위에 놓인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부재라는 실
존적 경험은 곧 초월적이지만 인격적인 사랑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안전한 
삶을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느님의 부재라는 실존적 경험은 인간이 
지닌 심오한 관심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 관심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갖는 내면적인 질문과 또한 세상에 대해 갖는 내면적인 질문에 대해 갖는 관
심이다.119)

인용문에서 감지되는 것은 그가 무신론자들의 경험에서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는 

인간의 갈망을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대의 징표’를 보는 눈을 의미한다. 

스힐레벡스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와 복음화를 모색한다. 네덜

Univ. of California. 1978, pp.58-93,
118) Ted Mark Schoof, A Survey of Catholic Theology, 1800-1970.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8. pp.170-175.
119) “The Search for the Living God”/‘Op zoek naar de levende God.’(1959). p. 
39.God and Man. (New York: Sheed and Ward, 1969) 이하,G&M로 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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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교회에서 그가 정년할 때까지 보낸 시간은 세상의 움직임에서 하느님의 활동

과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읽고 이를 이어주는 시간이었다. 그 결정체가 그의 후기

작품들이며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이를 위한 이론적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네덜란드 사회와 교회에서 세속화 문제를 성찰했고 사목적인 절박

함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네덜란드 교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네덜란드 예수회원인 

트롬프(S. Tromp, 1889-1975)의 공동노력이 함께 작용하여 네덜란드 교회는 짧은 

시기에 진보적인 교회로 탈바꿈했다.120)  

이 과정 안에 공의회 개최 이전부터 준비했던 The New Catechism- A 

Proclamation of Faith for Adults 연구출판 작업과 공의회 개최 이전에 교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네덜란드 주교들 명의의 소책자 간행도 포함된다. 이 책자는 예

수를 통한 하느님 나라와 교회를 구분하면서 교회가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과 대화

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만약 성령이 교회 밖에서 다른 교회들에서 세상 안

에서 활동하신다면 교회의 자세는 에큐메니즘과 세속화를 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과제에 충실하지 못한 게 된 것이다.121) 

이처럼 스힐레벡스가 1950년대 후반부터 세속화와 진화론 그리고 무신론 등의 

문제를 다룰 때122) 그 기저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 시

120) 이에 관하여, Fergus Kerr, Twentieth_ Century Catholic Theologians, p. 55. 
Coleman, ibid. p.139, p.144.
121) 이에 대하여, Coleman, ibid. p.103. 
122) 스힐레벡스가 세속화를 다룬 글은 다음과 같다. "Humble Humanism,"/"Nederig 
humanisme,"(1949) ; "Religion and the World: Renewing the Face of the Earth," 
/"Godsdienst en wereld: gij zult het aanschijn der aarde vernieuwen," (1951)"God 
in Dry Dock,"/"God op de helling, (1959), "The Search for the Living God," /“Op 
zoek naar de levende God”(1959) Nijmegen 대학 교수 취임 강연 원
고;"Non-Religious Humanism and Belief in God,"/"De betekenis van het nietꠓ
godsdienstig humanisme voor het hedendaagse katholicisme," (1961); "Christian 
Secularity according to Dr Robinson,"/"Herinterpretatie van het geloof in het 
licht van de seculariteit," (1964); "Supranaturalism, Unchristian and Christian 
Expectations of the Future,"/"De plaag van ontchristelijke 
toekomstverwachtingen," (1959);"Man and his Bodily World,"/"Christelij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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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깔려있다.123) 스힐레벡스는 세속화 안에서 의미와 보다 나은 미래를 찾는 인

간의 갈망 및 추구를 본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이와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교회에게 위협이 아니라 신앙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역사-구원 이해의 근저에 두 가지 확신을 감

지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세계가 보여주는 방식에 하느님의 활동이 있다는 확신이

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이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토대를 구성한다. 이 확

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힐레벡스가 비록 익명의 그리스도인124) 이라는 표

현을 1971년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학적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불리반트는 스힐레벡스가 1974년에 ‘익명의 그리스도이론’과 결별했다고 주장한

다.125) 불리반트가 제시하는 근거는 스힐레벡스가 The Understanding of Faith- 

benadering van de menselijke lichamelijkheid, " (1959) + "De zin van het dier 
voor de mens," (1960)
123) Schillebeeckx, “Silence and Speaking about God”, Theology 71 (1968), 
pp.256-267, pp.298-304.
124) ‘미명의 그리스도인’과 연관된 개념이나 주장이 등장하는 글을 다음과 같다.  Christ 
the Sacrament ; “Priest and Layman in a Secular World,”W&C;“Church and 
Mankind”, W&C,; “Church and World”,  W&C; “The Sorrow of the Experience of 
God’s Concealment,”/“Het leed der ervaring van Gods verborgenheid,”(1966);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 The theory of toleratio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I. Practical Cooperation,”/Social structuren, matchappelijk 
werk en charitas,” (1962) + “Het katholieke ziekenhuis en de katholieke 
gezondheidszorg,” (1958); “The Intellectual’s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De 
verantwoordelijkheid van de intellectueel voor de toekomst,” (1958) p, 223/290. 
4) “The Church as the Sacrament of Dialogue,”;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 “The Magisterium and the World of Politics,” Faith and the World of 
Politics, Concilium Vol. 36. 19-39. 1); “Revelation, Scripture, Tradition, and 
Teaching Authority,”/“Openbaring, schriftuur, traditie, en leergezag,” Kerk en 
Theologie 14 (1963): “Salvation History as the Basis of Theology: Theologia or 
Oikonomial,”; “The New Trends in Present-Day Dogmatic Theology,”/“De 
nieuwe wending in de huidige dogmatiek,” (1961) 
125) Stephen Bullivant,“The Myth of Rahnerian Exceptionlalism: E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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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and Criticism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단어 간에 부정

합성이 있다고 자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설사 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정행orthodox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박탈당하지 않는
다고 표현하는 것이 분명하게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와 반대로 그리
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명백하고explict 의식적이며 정당화된 방법으로 그리스
도인이라고 부른다.126)

인용문의 요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발적이며 의식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

수적인 한에서, 자신도 모르게 암묵적implicit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

이다. 이는 당시 라너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내용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단어 

간의 부정합성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용문에 나타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은 은총의 미명적인 

활동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초자연적인 사랑에 응하여 선을 실천하는 암묵적 

신앙(fides implicita)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한편, 스힐레벡스가 교회와 세계의 관계를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을 사용하며 

전개하는 대표적이며 사실상 마지막 작품은 “교회와 인간 Church and Mankind”

이다. Concilium 제1호에 개제된 이 글에서 스힐레벡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익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인류는 원칙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의 백성
이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진정한 교회를 향한 갈망 votum ecclesiae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은총의 보편적 활동을 통해 교회 안에서 전체 인

Schillebeeck’s ”Anonymous Christian“, Philosophy & Theology 22, 2010, 
pp.339-351(348), 이 논문의 내용은 The Salvation of Atheists and Catholic 
Dogmatic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의 p.65, pp.80-85에 
담겨 있다. 
126) UF, 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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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이 점
점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내적 발전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그치지 않는
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원은 성령강림 이후에 교회를 통해 하느님 
백성의 실재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며 교회를 향한 
갈망votum ecclesiae의 실재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이다.127)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용어를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활동에서 하느님 구원 은총을 감지한 스힐레벡스에게 그

들의 활동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의 구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는 그리스도

를 통해서 원성사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은총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한다. 그런데 이는 

존재의 깊은 의미를 진정한 중요성에 의거하여 파악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아는

가’, 또는 ‘명확하게 아는가’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힐레벡스에게 이 

구분은 인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

면 인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

다. 반면에 미명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오직 언제나 파편화된 자료로 남아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128)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움직임의 중요성을 언

급한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

렵다. 종교행위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은 하느님이 

주도권을 취하시고 은총으로 인간을 만나러 오실 때 실현된다. 이러한 만남은 신앙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곧 구원이다.129) 교회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127) Schillebeeckx, “Church and World”, W&C, p.146/132
128) Schillebeeckx, “Church and Mankind”, W&C, p.97/126-127
129) Schillebeeckx, Christ the Sacramen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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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스힐레벡스 후기 신학까지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에게 교회와 역사는 성사로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구원활동을 펼치는 장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구체적

인 삶의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사로서 살아간다. 그에게서 교회의 성

사와 말씀은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과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향하도

록 이끌어주며 성사 안에서 하느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다.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라는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상관하여 이러한 보편은

총의 활동과 교회의 역할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의 신학이 변함없이 역사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은총을 지켜내는 한,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의 이해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논의에 전제되는 인간과 하느님 이

해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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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학방법론과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 제시

스힐레벡스가 박사학위 취득 이후 저술한 저서들은 앞서 살펴본 세속화라는 주제

와 창조된 인간의 향주성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들의 

갈망을 다룬다. 이는 서로 연결되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주장하는 데로 이어진

다. 

그런데 공의회 폐막 이후 스힐레벡스는 당대의 철학 및 신학 사조의 흐름을 비판

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이전까지의 논의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스힐레벡

스가 해석학과 사회비판 이론을 수용하고 신학적 방법론을 구축하는 가운데 Jesus

와 Christ를 저술했던 작업은 이전까지의 신학적 입장의 연장선에서 실행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스힐레벡스의 전환점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1967-1974년의 작업과 

이후 저서들이 이전까지의 스힐레벡스 입장을 어떻게 정교하게 이론화하며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으로 수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1. 신앙의 역사성과 신앙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

세속화의 한 가운데서 스힐레벡스가 경주한 노력은 선교였다. 교회 밖에 머무는 

이들이 자신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하느님을 만

나 자신의 추구와 질문의 근원에 안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스힐레벡스가 경주한 노력은 복음화와 교회 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

힐레벡스 신학은 비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교인

들을 향한다. 그는 수동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했다. 또한 교회와 신학자들을 향하여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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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들에게 신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교회 자신이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는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힐레벡스의 노력과 활동은 공의회 이전보다 공의회 기간 내에 더 빛나고130) 스

힐레벡스는  네덜란드 교회의 신임을 더욱 크게 받게 되었다. 공의회 폐막 이후 스

힐레벡스는 공의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스힐

레벡스가 공의회에 대해 가졌던 불만족131)이 나타난다. 

 이제야 나는 자유롭고 솔직하게 바티칸공의회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
습니다. 공의회는 타협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공의회는 진보적인 공의회였습니
다. 공의회가 민주주의, 관용tolerance, 자유 등의 근대적인 새로운 가치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공의회는 우리가 이미 감
지할 수 있을 만큼 부풀어 오른 저항에 응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공의회가  

130) 스힐레벡스는 공의회 기간에 교부나 신학자문관으로 참석하지는 못했다. 네덜란드 교회
가 두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옥타비아누스 추기경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스힐
레벡스가 공의회 기간에 그가 미친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는 네덜란드 주교들과 문헌작성 참
석 주교들에게 강연을 했고 공공 방송을 통해 공의회의 정신과 회의 진행상황을 알렸다. 이
러한 활동에 1963년도에 발표한 Christ the Sacrament가 불러일으킨 관심이 더해져서 스
힐레벡스는 공의회 이후에 더욱 널리 알려졌다. 공의회 참여 당시 스힐레벡스 신학 입장은, 
H. Schillebeeckx, Vatican Ⅱ, The Struggle of Minds and other essays, 1963, 
Dublin, Gill and Son에 나타난다. 한편, 공의회에 관한 스힐레벡스의 증언은 IHT, 특히 
pp.13-26을, 스힐레벡스의 참여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E. Borgman, “Living Contact 
with Hman Reality gave them this openness- Schillebeecks on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e Council Notes of Edward Schillebeeckx 1962-1963, 
Leuven, Peters Publishers, 2011, XV-XXII와 같은 저자, Edward Schillebeeckx, A 
Theologian in His History, London: Continum, 2004, pp.307-344 참고.
131) 스힐레벡스가 공의회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저술은 Vatican II - 
A Struggle of Minds. (Dublin: M.H. Gill and Son Limited, 1963) /The Layman in 
the Church and other Essays. (New York: Alba House, 1963)와 The Real 
Achievement of Vatican II.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7)/Het tweede 
Baticaan Concilie, (1966)이다. 스힐레벡스는 공의회 기간 동안 원안의 내용이 약화되어 
표현된 점에 불만을 표한다. 또한 스힐레벡스는 공의회 기간에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자유와 
정의, 구원을 갈구하는 인간의 소리에 응답하는 교회의 모습이 절박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인
식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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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세상 앞에 , 사회 앞에 문을 열었지만, 곧바로 공의회는 새로운 
사상들에 추월당했습니다. (중략) 내가 보기에 공의회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
은 없었습니다.132) 

공의회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이러한 평가는 꽁가르, 싀뉘, 라너 등과 함께 진행한

Concilium 발간의 동기를 짐작케 한다. 또한 ‘타협이 없는 네덜란드 교회’133)가 자

체적으로 시노드를 진행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공의회 이전부터 6년간 준비했

던 The New Catechism- A Proclamation of Faith for Adults도 66년에 출판

되었다.134) 이 책은 교회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았지만. 스힐레벡스는 이 책을 ‘시대

의 책’으로 평가한다.135) 

한편, 스힐레벡스는 공의회 폐막 이후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다. 이때부터 해석

학136)과 성서신학 연구에 집중했다.137) 수강생들의 원의를 반영하여 종말론과 그리

스도론, 성사론, 문화신학 등을 강의한 것도 이때부터이다.138)  공의회 이후의 활동

에서 주목할 글은 1966년에 발표한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_Understanding인간의 자기이해에서 작용하는 신앙’139)과 저서 The 

132) IHT, p.26.
133) ibid.
134) ibid., pp.27-29.
135) ibid., p.29.
136) Schof의 연구에 따르면 스힐레벡스가 해석학을 접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시기는 
1960년대이다. 스힐레벡스 자신도 이 시기부터 해석학을 연구했다고 말한다. 스힐레벡스는 
공의회 폐막 이후 여러 성당의 주말 미사에 참례하며 평신도들의 경험을 경청했다고 회상한
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그는 루뱅에서의 신학 정규 과목을 강의한 데 비해, 니메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구성해서 강의를 구성했다. 이때 종말론, 그리스도론 등이 다루어졌
고, 그의 신학 3부작은 이 시기부터 기획되었다. “Theological Quests”, Essays, pp. 
123-124.) 이러한 증언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3부작을 통해 전개한 신학방법론과 그 근거가 
되는 ‘비판적 부정성’이 1970년대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7) Schillebeeckx, “Theological Quests”, Essays, p.123.
138) ibid.
139) Schillebeeckx,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 The 
Word in History; The St. Xavier Symposium, New York: Sheed and Ward,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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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harist140)이다. 

 두 개의 작품 중,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_Understanding’는 

1966년에 미국 하비에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스힐레벡스는  박

사논문부터 보여준 인간 이해를 계시 수용구조와 연결시켰다. 이 글에서 스힐레벡

스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께 열려진 초월적 존재라는 점을 규명한다. 동시에 그는 

수평적 경험이 없다면, 곧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없다면, 초월경험이 불가능

하다는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한다. 또한 이 글에는 세계 경험 가운데 하느님을 인

식한 인간이 향주적 삶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담

겨 있다. 이 글은 역사 안에서의 자기이해로부터 초월론적 지평을 넘어 향주적인 

삶의 지평으로 옮아가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에게 신앙과 경험의 역사성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다. 그 시기는 1967년 말에 미국에서 행할 강연을 준

비하던 1966년경으로 잡을 수 있다. 이때 스힐레벡스가 해석학을 집중적으로 연구

한 계기는 개신교 신학계에 비해 당대 가톨릭 신학계에서 해석학 논의가 전무했던 

사실에 있다. 이처럼 스힐레벡스가 해석학 작업에 집중한 데는 동시대 신앙인의 신

앙 수용 양상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볼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신앙인이 사고와 질

문 없이 신앙을 수용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했다. 

신앙인은 역사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때 그가 신앙의 ‘왜’를 위한 이성적 비판자에 
대해 확신할 만큼 정식화하거나 지금 여기에서 신앙의 해석이 정확한지를 비
판하는 기준은 이론도 아니고 실천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이 또는 신앙
의 해석이 순수하게 모호arbitrary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앙인은 수많
은 서로 다른 비판자에 의지하며 자신이 믿는 바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자 

pp.41-59.
140) Schillebeeckx,  The Eucharist. (New York: Sheed and Ward, 1968) 
/Christus’ Tegenwoordigheid in de Eucharistie 1967. 네덜란드 원본의 제목을 번역
하면,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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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1)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진단으로부터 동시대인들이 삶에서 제기하는 자신과 세계 

이해의 질문에 신앙이 답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신앙과 경험의 역사성에 대

한 해석학적 성찰과 신앙적 실천을 통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론적 성찰은 이런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 

1.3.2. 신학방법론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

스힐레벡스 신학방법론은 그가 신학을 전개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신학함 그 자체

와 같다. 스힐레벡스 신학방법론은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

니다142)”는 정식을 전제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메시지가 된 신

앙의 경험이다. ”143) 이처럼 그리스도교가 동시대에도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현

재의 경험과 교회 경험의 전통이 연결되어야 한다. 

스힐레벡스 신학방법론은 이러한 연결을 모색한다. 스힐레벡스는 이 방법론을 ’

그때와 지금의 비판적인 상관성144) critical correlation between then and now’

으로 이름 붙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성은 ‘현재’의 경험과 교회경험 ‘전통’간의 연

결이다.145)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상관성이라는 표현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감안

141) UF, p.ⅩⅩ/Ⅹ
142) IR, p.50
143) ibid.
144) ibid.
145)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th in 1983(이하, 1983)” /‘Theologisch 
geloofsverstaan anno 1983, Essays, p.57. 스힐레벡스는 correlation이라는 단어가 일
반적인 의미의 상호관계성 interrelationship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이 방법론은 폴 틸리히가 제시한 상관방법의 신학을 연상시킨다. 틸리히의 상관방법론도 그
리스도교의 메시지와 상황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가운데 성경과 현 시대에 나타나는 
실존적인 물음과 상호관계를 통해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다. 종교신학의 지
평을 연 틸리히에게서 성경은 인간의 실존적 질문과 대답을 안고 있다고 간주된다. 그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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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가 말하는 상관성을 ‘문화들의 만남an encounter of cultures‘으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146) 

이 요청에서 감지되듯, 스힐레벡스가 비판적 상관관계법을 통해 제시하는 신학함

theologise147)의 길은 역사비평의 방법으로 성경이나 교리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

법이 아니다. 또한 문화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식의 신학토착화도 아니다.148) 스힐

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하는 오늘 이 자리의 상황에서 

원래의 메시지(전통)가 그에 부응하는 관계를 가질 때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스힐레벡스는 신앙고백을 이끌었던 성령의 활동을 지금 여기서도 ‘활성화

시키는 신학actualising theology’149)을 모색한다. 

스힐레벡스는 이 방법으로 신학을 하기 위한 세 작업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현

재의 세계 또는 현재 경험의 세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신약성경과 이후 

그리스도교 전통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경험의 근본을 구성하는 항상적 구조

constant structures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셋째는 비판적으로 이들 간의 상호관

계성을 찾아내고 이 두 원천을 비판적으로 대응시키는 일이다. 스힐레벡스는 이러

한 작업 안에서 성서적 요소biblical elements가 오늘의 경험을 구성한다고 본다. 

외’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실존을 집약적으로 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실존 
상황, 곧 소외 상황이 극복된다고 주장한다. 
146) ibid, p.58, 스힐레벡스의 방법론에 대해 제기된 비판은 그가 현재를 규범기준으로 간
주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었다. Lieven Boeve, God Interrupts History: Theology in a 
Time of Upheaval (New York: Continuum, 2007), pp.30–37. Tracey Rowland, 
Catholic Theology, Doing Theology (New York: Bloomsbury, 2017), pp.143–55. 
스힐레벡스는 상관관계라는 개념이 전승과 현재를 매끄럽고 조화롭게 연결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는 비록 자신이 이 개념을 사용하지만, 실제적
인 의미는 ‘문화 간의 만남’이라고 덧붙인다. 스힐레벡스의 방법론에서 전승과 현재가 조화로
운 관계를 지향하기보다 대립과 직면에서 시작되어 참 신앙으로 가는 과정을 전개한다는 점
에서 스힐레벡스는 ‘상관관계’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선입견과 다른 신학자들(트레이시 
및 틸리히 등)이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 매개나 중재를 지향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보인다. 
147) 이 단어는 1983년의 고별사 강연에서 나타난다. 
148) “Experience and Faith”, p.56
149) Schillebeeckx, “1983”, p.52, 고별강연은 자신의 신학방법론을 설명하며 신학의 나
갈 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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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힐레벡스는 오직 이러한 방법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150) 

이 방법론과 절차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은 첫째 작업이 50년대부터 이미 작

품 안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스힐레벡스는 세속화와 무신론, 무신론적 배경에서 전

개되는 사회개혁 운동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노력

을 간파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여준다. 

스힐레벡스 방법론의 두 번째 단계는 Jesus와 Christ, Ministry 등을 통해 드러

난 작업에서 확인된다. 그는 이 책들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경험이 신앙고백과 

교회사목 이해에 미친 영향과 신앙 고백이 어떠한 증거를 통해 당대 사람들에게 하

느님의 현존을 드러냈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동일하며 하나인 경험으로부터 나오지만 (성경이 저술된) 서

로 다른 차이점에 성경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본질적으로 연결시키고 상호 비교에 

의해 분명해지는 네 가지 구성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51) 이는 그가 다양

한 상황과 문화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상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인간학과 신학의 기본 원리: 이는 하느님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한 구
원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느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중 무의미함을 만나는 한 가운데서 이 구원을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다. 이에 따라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것은 동시에 자
기와 함께 있음이다.
2. 그리스도론적 중재: 이는 당신이 하시는 일들은 하느님께서 왜 시작하시
는 지를 완벽하고 결정적으로 밝혀주시고 따라서 왜 인간도 그가 해야 한 일
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은 정확히 나자렛의 예수라는 믿음이다. 
3. 종말론적 이야기와 실천: 이는 예수 안에서의 하느님 이야기가 우리 자신
도 이 안에 참여하기 위해 전수되었다는 믿음이다. 즉 우리 자신은 예수를 

150) IR, p.51.
151) ibid., p. 44-4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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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수 있고 또한 따라야 하며, 이 안에서 예수에 관한 계속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의 장chapter로 써야 한다는 믿음이다. 
4. 종말론적 완성consummation: 이는 이 이야기가 우리 역사의 지상적 질
서 안에서는 완성에 다다를 수 없고, 따라서 종말론적 대단원dénouement을 
알게 되는 믿음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 한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로 종말론적 완성은 여기 이미 now already와 아직 아니not yet에 대한 믿
음이다. 

위 원리에서 성경의 각 권이 저술된 서로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부

터 고백된 경험의 공통 내용이 파악된다. “어떤 이론도 상황을 전체로서 포괄할 수 

없다152)”는 스힐레벡스의 발언이 보여주듯, 그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경험되는 양

상의 상이함을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역사적 간극은 스힐레벡스에게 해석학의 과

제로 제시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이 간극이 그 어떤 방법으로 메꾸어질 수 있

다는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이 간극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전통과 

해석학적 종말론적인 특성을 가진 인간의 주체성을 통해 극복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다. 

스힐레벡스의 노력은 인간의 경험구조와 계시의 경험 구조 및 신앙의 역사성 등

을 신학적,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정립하는 기반을 확립시켜 준다. 스힐레벡스는 이 

기반 위에 신학방법론을 구축하고, 자신의 신학3부작을 전개하며, 이후 이에 기반

한 영성서적을 출판한다. 이중 스힐레벡스를 대변하는 Jesus와 『그리스도』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저서들의 주제와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스힐레벡스는 74년과 77년에 Jesus와 『그리스도』를 각각 발표하고, 3부작의 마

지막 작품을 89년에 Mensen als verhaal van God 하느님의 이야기로서의 인

간153)』로 발표한다. 앞의 2부작과 3부작 간에 놓인 10여년의 기간동안 스힐레벡스

152)  Schillebeeckx, “1983”, p.56.
153) Church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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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회직무론154)과 강론집155)뿐 아니라 사목신학에 관한 저서156)를 출판한다. 이 

책들의 주제와 분야는 스힐레벡스가 ‘신학탐구시리즈Theologische Peilingen’를 

처음 출판할 당시 발표했던 출판주제의 순서157)와 거의 일치하는 면을 보여준다. 

1.3.3. 신앙공동체에서 발견한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

스힐레벡스는 Jesus와 Christ, Ministry에서 역사비평의 방법을 사용한다. 스힐

레벡스는 당시 독일 신학자 아우구슈타인 (Rudolf Augustein, 1923-2002)이 출판

154) Ministry: Leadership in the Community of Jesus Christ. (New York: 
Crossroad, 1981)/ Kerkelijkambt: Voorgangers in de gemeente van Jezus 
Christus. (1980). 
155) God Among Us: The Gospel Proclaimed. (New York: Crossroad, 1983). 
/Evangelie Verhalen.(1982), On Christian Faith: The Spiritual, Ethical and 
Political Dimensions, (New York: Crossroad, 1987)./Jesus in Our Western 
Culture: Mysticism, Ethics and Politics. (1987)/Als politiek niet alles is... Jezus in 
onze westerse cultuur, (1986):For the Sake of the Gospel. (New York: 
Crossroad, 1990)./Om het behoud van het evangelie. (1989).
156) The Church with a Human Face: A New and Expanded Theology of 
Ministry, (New York: Crossroad,1985)/Pleidooi voor mensen in de kerk: 
Christelijke identiteit en ambten in de kerk, (1985) 
157) 스힐레벡스는 1966에 Openbaring en theologie. (Theologische Peilingen I),을 
출판하면서 신학탐구 Theologische Peilingen 시리즈로 이후 출판할 주제들을 제시한다. 
이 중 5권가지만 출판되고, 이후에 이 시리즈로 출판되지는 않았다. 스힐레벡스가 발표한 순
서는 다음과 같다. 1. Revelation and Theology, 2. God and Man, 3. W&C, 4. Priest 
and Layman, 5. Jesus, the Christ, 6. Church and Sacrament, 7. Christian 
Spiritual Life, 8. Religous Life, Dominican Spirituality. 이중 3번째 책까지는 이 목록
과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4번째 책은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Seabury 1973)/Zending van de kerk. (Theologische Peilingen IV).(1968), 5번째 책
은 The Understanding of Faith-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New York: 
Seabury, 1974)/Geloofsverstaan: Interpretatie en kritiek. (Theologische 
Peilingen V). (1972)로 출판되었다. 스힐레벡스는 성사에 대한 서적을 출판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저서 출판을 하지 못하고, 단지 2000년에 성사에 대한 글을 남겼다. “Towards a 
rediscovery of the Christian sacraments: Ritualising religious elements in daily 
life”/Naar een herontdekking van de christelijke sacramente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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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수: 인간의 아들』 의 영향을 받았다.158) 스힐레벡스가 1974년부터 진행한 저

술 중 성서신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저술은 이러한 공통상수를 정리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정리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특히 

Jesus와 『그리스도』에서는 신앙의 해석학적 순환이 공동체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성경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로 경험한 사람들

의 고백적 표현이 담은 책이라고 본다. 이는 “그리스도교는 믿어야 할 바를 담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된 신앙의 경험이다”라는 그의 발언과 상통한다. 스힐레

벡스는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 체험이 인간이 부정적 체험에서 전개되는 점을 이 책

들을 통해 짚어낸다. 한계 경험이나 의미 추구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무의미함의 체

험, 이로부터 깨닫게 되는 우연성의 자각 등은 스힐레벡스의 초기 신학부터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난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 공통점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초월적인 본성을 깨닫는 수직적인 관계로 들어선다

는 이해이다. 

스힐레벡스는 신앙공동체의 하느님 경험이, 곧 체험과 해석이, 발생한 사회문화

적 맥락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서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이 고통 앞에서 다

양한 이념과 개념으로 하느님 체험 이전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어둔다. 스힐

레벡스는 여기에서 역사비평적인 방법을 적용하지만 그의 목표는 역사적 예수를 다

시 복원하는 데 있지 않다. 

스힐레벡스의 목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경험을 되짚는 데 있

다. 예수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저런 일들을 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과 그들이 답을 찾는 과정을 스힐레벡스는 그려낸다. 스힐레벡스는 이 과정에서 그

리스도 체험을 해석했던 틀로서의 ‘대망’이 그리스도를 통해 절충되거나 변화되었

다는 점도 짚어낸다. 이는 경험이 이전의 경험 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앞

158) Cortesi,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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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스힐레벡스가 예수 경험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교 전통을 관통하

는 요소로 꼽는 것은 초기 사도 교회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성령’이다. 스힐레벡

스에 따르면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유지한 신앙공동체의 활동이 여기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성령은 시간을 너머 신앙인들이 초기교회 신앙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이끈다. 다만, 스힐레벡스는 이러

한 신앙의 선포가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서 재해석되고 재활성되어 초기 교회와 같

은 신앙의 증거를 이끌 때 성령의 활동이 신뢰할 만하다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증거는 구원의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스힐레벡스는 Jesus에서 예수의 하느님 체험과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하느님의 관

계, 그리고 동시대인들의 예수를 통한 하느님 체험을 제시한다. 여기서 예수의 하느

님 체험은 ABBA 체험으로 집약되는 친밀한 관계이며, 예수와 하느님의 관계는 예

수가 하느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하느님은 예수에게 온전히 자신을 건네주시는 관

계로 그려진다. 스힐레벡스는 예수의 하느님과 하느님의 예수를 구분하며 십자가상

의 죽음과 예수의 삶을 연결한다.159) 

여기서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질문과 예수를 통한 하느님의 대답이라는 구조를 제

시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원이 우리의 희망을 비춘다고 말한다. 이때 스힐

레벡스는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겪어 온 하느님 체험의 지평에서 예수 

체험을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하느님 체험이 이전

까지의 희망을 기다리는 이해의 틀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스힐레벡스는 예수를 통한 하느님 체험을 역사 안에서 자기존재의 의미를 하느님

159) 이 내용은 Jesus에도 있지만, 스힐레벡스는 독립적인 글, “The God of Jesus and 
the Jesus of God, Jesus Christ and Human Freedom,” Concilium 3, no. 10 (1974) 
:성염 역, “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자유”, 『신학전망』 29, 1975, pp.101-118.에서 이를 
자세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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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하여 해석160)한다. 그리고 스힐레벡스는 당시의 신앙인들이 종말론적 희망 

안에 역사 안의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를 실천했다는 내용을 

역사비평적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비전은 ‘행동정식으로서

의 정행 (orthopraxis)’를 의미한다. 즉, 예수의 생애 전체는 그가 ‘선포하신 하느

님 나라(orthodox)’와 온전히 부합하는 행동정식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

느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행동정식으로서 변화된 자신을 자신의 세상과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었다.161) 

한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교회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며 성장했

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바오로계 공동체가 자신들의 질문 지평에서 얻은 해석은 

‘정의justice’였던 반면, 요한계열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사랑과 타락한 세

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해석지평으로 작용했다. 또한 ‘은총’과 ‘해방’도 이 시

기의 대망 사상에 담겨 있었다. 

스힐레벡스가 Jesus와 Christ라는 두 권의 책을  통해 그려내려는 바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다. 스힐레벡스는 우선 하느님 경험이 이전까지의 현실경험과 

해석 틀 위에 전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신앙인들이 만난 예수, 하느님이 

그들의 내면적 삶과 자기이해를 변화시킬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가진 미래해석

의 지평을 변화시킨다는 점도 짚어둔다. 

스힐레벡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며, 인간학 상수

anthropoligical constants162)와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정치적 존

160) 스힐레벡스는 초대 교회 시기의 여러 지역에서 고통 중에 기다리는 희망의 해석 틀을 
살펴본다. 그것은 묵시록 전통에 따른 하느님의 아들과 권능을 강조하는 다윗의 아들, 지혜
서 전통 그리고 예언자적 전통의 메시아이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예수는 이러한 전통의 
지평에서 경험되었다. 
161) “The God of Jesus and the Jesus of God, Jesus Christ and Human 
Freedom,” p.110.
162) 스힐레벡스는 Christ에서 인간학 상수를 7가지로 제시한다(pp.725-737). 스힐레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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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을 반영할 때 하느님 경험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을 증거하는 삶은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논의로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하느님 경험은 정치

신비적인 특성을 모두 지니게 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감지되듯, 스힐레벡스가 자신의 주요 저서를 통해 선명하게 제

시하려 했던 바는 신앙 자체가 역사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신앙의 요소가 특

정 시기의 언어에 담겨, 오늘의 하느님 체험에서 해석 틀로 작용하지만. 오늘의 체

험이 어제의 신앙틀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은 구체

적인 경험에서 인간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곧 인간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이해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하

는 가운데 신앙이 자리잡는다.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에게 하느

님 체험은, 곧 계시체험은, 회심체험이다. 이 회심은 내면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언어를통해 표현되는 가운데 공동체와 사회의 새로운 해석 틀로 부상한다. 또한 그

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정치적 관계와 윤리적 행동에도 신앙은 불가분의 관

계를 맺으며 사회속의 누룩처럼 신앙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한다. 이것이 스힐레벡

스가 제시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다. 

스힐레벡스는 초기의 작품인 Christ- the Sacrament of the Encounter with 

God에서부터 신앙인이 하느님의 세계 내 현존과 활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사회비판이론을 포함하는 다양한 해석학 이론을 

수용한 이후에도 유지된다. 스힐레벡스는 예수 그리스도 체험에 대한 성경의 분석

는 이러한 인간학상수가 인간본성에 대한 정의나 역사과정을 분석하여 얻어낸 인간에 대한 
역사적인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인간학적 상수가 인간의 충동과 방향, 가치를 가
리킨다고 말한다. 이 상수들은 인간의 행동과 실존 이해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구성적 
조건으로서 스힐레벡스의 구원이해는 이 상수들이 충분히 충족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입
장을 견지한다. ‘인간학 상수’는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때, 육체성, 관계성, 사회성, 상황성, 
윤리성, 종교성 그리고 이 6가지 상수들 간의 역동성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상수들이 
초기 신학 작품에서 정리된 인간 이해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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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석학적 성찰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통에 저항하는 삶의 증거’로 정리한

다. 이 논의에서 스힐레벡스는 신약성경을 현재 신앙인들을 초기 사도의 신앙경험

과 중재하는 자리에 놓음으로써 성경의 대체불가능한 고유성을 확보한다. 이 때문

에 그의 신학에서 전통의 권위와 연속성을 보장하는 요소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정

리할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시대의 징표’163)를 성찰하며 역사 현상 안에서 하느님의 활

동을 찾으려 했다. 그는 시대사상과 문화에서 하느님을 향한 암시적implicit인 활동

을 읽어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의 정수를 전달하려 했다. 

스힐레벡스 신학방법론과 이에 따른 세 번째 단계의 작업도 이러한 입장에서 전

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스힐레벡스는 현재의 경험과 성경에 나타난 경험 간

의 상호관계를 비판적으로 찾아내고 이 두 원천을 비판적으로 대응시키는 세 번째 

단계의 작업에서 세속화164)에 집중했다. 

스힐레벡스는 세속화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목소리에 경청165)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지점에서 교회의 노력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

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모든 인간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166) 다시 말

해, 세속화와 과학기술이 인류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보다 나은 미래건설을 지향하

는 움직임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파악하고, 그리스도교적인 전망으로 이 미래희

망이 그리스도를 만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 안에 역사 안의 구

원으로 실현되는 길을 찾았다. 

163) ‘시대의 징표 signum temporis ;  a sign of the times’는 M. Chenu가 1965년에 
제시했다. 싀뉘는 인간의 역사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신념으로부터, 역사의 역
동성이 새로운 세속적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M.-D. Chenu, 'Les Signes des Temps' 
(1965), p.54. 
164) 세속화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관심은 1956년부터 나타난다.  
165) “The New Image of God”, God the Future of Man, pp.103-107/172-177
166) ‘Secularization and Christian Belief in God’, God the Future of Man, p. 
3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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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힐레벡스가 이 두 권의 저서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성서의 구문을 해석

하거나 역사비평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보여주는 바는 교회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이 구체적인 역사 안에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 경험될 때 일으키는 변화이다. 곧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 

작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스힐레벡스는 오늘의 

우리도 그 성령 안에 살면서 나와 세상의 변화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작업에서 스힐레벡스의 전망은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느님을 찾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향하여 정향되어 있다는 인간 이해 위에 성립된다. 이로부터 

스힐레벡스는 교회 밖의 현대 문화가 보여주는 양상 속에 감춰진 하느님을 향한 갈

망을 찾아낸다. 그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과 불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인지 

등이라고 스힐레벡스는 본다. 마치 아퀴나스가 그 시대에 그러했듯이 오늘의 세상

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응답하며 하느님을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스힐레벡스가 이전까지 작업한 내용 곧 세속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도 이 연장선

에 있다. 더 나아가 스힐레벡스는 미국 체류 중에 극심한 무신론뿐 아니라 과학기

술에 힘입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았다. 동시에 실용주의와 개

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인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았다. 스힐레벡스가 

발견한 현대인의 한계상황, 곧 무언가 이보다 나은 상황 속에 자신의 의미를 보다 

넓은 지평에서 정위하려는 상황은 바로 이것이다. 스힐레벡스는 이를 ‘대조경험’으

로 규정한다. 그의 신학은 여기서 출발한다.

스힐레벡스는 성서의 내용에서 현대인의 갈망을 대답해줄 수 있는 답을 찾는다. 

예수의 삶과 말씀, 행동, 죽음과 부활이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역사비평 방법론을 통해 정리한다. 스힐레벡스의 답은 “그들에게 예수는 대조경험

으로 경험되었다”이다. 스힐레벡스는 그들이 예수를 경험하기 이전의 상황을 살펴

본다. 이는 모든 경험은 이전까지의 경험 지평에서 해석된다는 이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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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스힐레벡스가 관심을 두는 것은 희망의 지평이다. 고통 앞에서 제시되는 희망 

안에 하느님을 찾는 자리가 있다는 스힐레벡스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소 결

이번 장에서 보았듯이 스힐레벡스는 현재에 발을 딛고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함으로써 전통에 담긴 신앙고백을 이끌었던 생생한 신앙이 현대

인에게 공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스힐레벡스가 싀뉘의 지도로 작성한 박사학

위 논문부터 영성적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후기 저서까지 그 내용의 흐름 안에서 

보이는 일련의 구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시대인의 사고와 문화의 양상

을 파악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 가운데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지점에 서서 

신앙의 정수를 전달하려는 스힐레벡스의 노력이 그의 작품 전개에서 확인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구성하는 이러한 주제의 흐름은 은총과 구

원, 창조론, 원죄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사론 등의 신학주요논고를 촘촘하게 엮

으며 전개된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으로 집약되는 인간과 세상 이해 위에 스힐

레벡스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제시하며, 신앙 활성화를 통해 복음화를 증진하려 

노력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역사는 인간이 육체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장이다. 인간이 이처럼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

는 존재인 한에서 스힐레벡스에게 하느님의 인간 구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

식으로 인간 정신을 통해 당신을 친밀하게 전달하며 진행된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

는 하느님이 당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는 장이며 인간의 구원

이 일어나는 장이 된다. 

인간은 역사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 하느님께 나아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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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움직임은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과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일어나며, 종교성이나 보다 나은 세계 건설을 위한 노력 등으로 표출된다. 인간

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향주성에 힘입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께 나아간다. 이 모든 일은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께 일어난다. 이 과정은 역

사 안의 신앙역동성의 한 면모를 구성한다. 

스힐레벡스는 이처럼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그려낸

다. 이때 하느님 체험이 해석되고 표현되는 과정이 역사와 주고받는 상호 영향력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여기서 사회정치적인 구체적 상황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

의 처지가 온전히 반영되어 신앙이 개인과 공동체 및 사회에서 발생하고 성장하며 

동시에 이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해석학의 도구를 사용하며 역사가 인간의 의식과 체험 해석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며 성서와 전승의 역사성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그 고유한 가치를 

포착한다. 그는 인간학적 보편상수를 제시하면서 시공간의 간극을 메꾸며 구원과 

복음화의 길을 비춘다. 스힐레벡스는 성서와 오늘을 이어주고 인간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성령의 활동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활동을 감지하고 

이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촉구한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딛고 현재의 자리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그는 인간이 자기

를 이해하는 가운데 초월론적 지평으로 들어서는 지점을 대조경험으로 보며, 성서

의 공동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대조경험의 자리를 살핀다.

스힐레벡스가 발견한 대조경험의 자리는 인간다움이 의문에 처해지는 고통의 자

리이다. 그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인간이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이전까지의 

자기이해를 의문에 붙이며 보다 넓은 지평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묻는다고 보았

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이 이러한 질문 안에서 고통에 저항하는 계기의 원천을 하느

님에게서 찾는다. 보다 나은 세계, 인간다움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를 꿈꾸며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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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정의에 저항하는 인간의 노력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스힐레벡스는 말한

다.

스힐레벡스는 이처럼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계기와 

수용 그리고 변화로 그려낸다. 역사의 지평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공

동체의 경험지평인 동시에 이 지평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 스힐

레벡스는 주목한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스힐레벡스 신학은 온전히 

담아내고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하느님의 활동에 온전히 순종할 때 구원의 활동은 

개인뿐 아니라 그가 삶을 영위하는 사회정치적 상황에 작용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

과 활동을 드러낸다. 

긴 시간에 걸쳐 일관성과 통일성 안에 신앙의 요소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스힐

레벡스는 제5복음서 저자로서 살아가는 자리에 현대 신앙인을 초대한다.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 그 길을 비추는 가운데 스힐레벡스 신학을 가로지른다. 다음 

장은 이러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전제하며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역사 안에서 역사

를 통해 하느님께 다다르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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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

신앙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공동체 안에서 식별하며 하느님께 가까

이 다가선다. 하느님의 자기 전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서 시작되는 신앙은 체험의 

해석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언어와 상징을 통해 공

동체와 공유되고 표현되는 과정에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계시 체험이 

자신 안에서 ~으로서 대상화되고 해석되는 과정은 개인적, 공동체적 전승의 지평뿐

만 아니라 언어에 담긴 사회 문화적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과 전승의 역사성에 대한 성찰은 신학적 해석학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었

다. 이러한 논의는 전승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승 자체가 지닌 역사

성을 둘러싼 논의부터 성경의 역사성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고민에 이르기까지 신학

의 정수를 가리키며 전개되었다. 

한편 신앙이 신앙인의 내면에서 일으키는 변화 또는 인간이 역사 안에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신앙으로 들어서는 변화도 신앙의 역동성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틸리

히가 제시한 신앙의 역동성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역동성에 대한 성찰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종교현상학과 종교사회학 등의 이론을 

수용하며 신앙이 개인과 공동체에서 일으키는 변화에 주목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하느님의 보

편적인 구원은총이 역사 안에서 인간을 통해 활동한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스힐

레벡스는 자기이해로부터 초월론적 삶의 지평 그리고 향주적인 삶의 지평으로 나아

가는 움직임을 제시하며 인간이 자신 안에 활동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알아차리고 

그 초대에 응하기를 촉구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하느님 체험은 실존적 결단에

서 멈추지 않는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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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의 신앙증거는 정치적이며 신비적인 의미를 지닌다. 

신앙의 역사적 실천에 관한 성찰은 정치신학을 전개한 메츠(Johann Baptist 

Metz, 1928-2019)에게서도 나타난다. 15개의 글을 묶어 출판한 Faith in History 

and Society1)에서 메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기억과 희망 및 연대와 연결한 바 

있다. 메츠와 스힐레벡스 등과 같이 정치신학을 전개한 신학자들은 개인주의화되고 

내면화되는 신앙의 이해를 지양하고 이를 정치와 역사의 지평으로 옮겨와서 그리스

도교 신앙의 정치신비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이와 같은 신학적 성찰

과 견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힐레벡

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다른 신학자들의 이해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스힐레벡스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

았던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과 연관짓고,/

접목하고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추출하여 정리하는 데 

의미와 목적을 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반영하여 스힐레벡스 신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제시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라는 제목을 붙

인 논문이나 저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안에서 신앙에 다다르는 

과정과 이 안에서 신앙과 역사가 주고 받는 상호 작용의 기전에 대해 매우 자세한 

논의들을 그의 신학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이와 같

은 주제들을 정리하여 역사 안에서 신앙이 지니는 역동적인 면모를 스힐레벡스 신

학 이해를 위한 중요한 지점으로써 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에 다가서는 전이해로서 인간과 

1), Johann Baptist Metz. "Faith in history and society: Toward a practical 
fundamental theology, trans." D. Smith, Seabury, New Yor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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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구원 이해 및 신앙과 경험의 역사성 그리고 전승과 성경에 대한 스힐레벡스

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다. 여기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가 그려낸 하느님의 

역사 구원을 협조하는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면모와 인간의 사회정치적 투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기전달과 이를 수용하고 협조하는 신앙인의 면모, 그리

고 역사적 간극을 메우며 작용하는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에서 하

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활동의 의미가 개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1966년에 발표한 글,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_Understanding”를 중심으로 자기이해로부터 암시적신앙을 거쳐 명시적 신앙

으로 옮아가는 과정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주장을 정리한다. 이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의 일면으로 다음 절에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일면과 호응을 이룬다. 

본 장의 세 번째 절에서 서술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의 또 다른 일면은 역

사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신앙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를 

통해 역사 안에서 신앙의 체험과 해석 및 표현이 역사와 주고받는 상호관계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성찰이 보다 선명하게 정리될 것이다. 여기서는 Jesus와 Christ 및 

Interim Report 및 “Experience and Faith”와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th in 1983,” “The Search for the Living God”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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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힐레벡스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에 대한 전이해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스힐레벡스가 초기부터 

구축한 신학적 기틀과 논고 성찰 위에 축조된다. 본 연구자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전제하며, 이번 절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한

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

께 하느님의 구원에 다가서는 신앙을 그려낸다. 이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스힐레벡

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아래의 내용에서는 역사 내적 역동성을 이

해하기 위해 스힐레벡스가 역사 속 경험의 발생과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파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절의 마지막 내용은 스힐레벡스가 이러한 작업

을 수행하면서 성경과 전승에 대해 어떠한 해석학적 입장을 취했는지를 정리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는 당대사고방식의 변화에 주목하며 역사 안의 자기이해가 

발생하는 자리에서 당대에 공명할 수 있는 신앙적 표현을 전달하려 노력했던 스힐

레벡스 신학의 면모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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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하느님께 향하는 인간과 선을 향하는 세계 이해

스힐레벡스 신학의 축은 창조-구원-완성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이해이다.2) 특

별히 창조 이해가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산소와 혈액처럼 작용한다.3) 스힐레벡스는 

자신의 신학이 언제나 창조론부터 시작하며 창조를 신학의 기반으로 간주한다고 말

한 바 있다.4) “나에게 창조신앙이 모든 신학의 궁극적인 기초이다.”5)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데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의 창조론6)을 존재론적 창조론으로 정의한 Kennedy의 주장7)에서 짐

작할 수 있듯이, 스힐레벡스에게 창조론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존재자의 존

재를 설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8) 스힐레벡스는 원정의와 원죄의 이해를 기본에 두

2) Kennedy, Schillebeeckx, p.1o.
3) Philip Kennedy, ‘God and Creation’, The Praxis of the Reign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ed. Mary Catherine 
Hilkert and Robert J. Schreiter; New York, NY: Fordham University Press, 2nd 
edn, 2002), pp. 37–58 (37).
4) IHT, p.47.
5) Schillebeeckx, “Theological Quests”, Essays, p.124 
6) 스힐레벡스에게 창조가 선명하게 다루어진 글은 GAU, pp.91-102, IR, pp105-128, 
Church 1989, pp.90-91, pp.229-246, W&C, pp.230-268.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창조-
구원-완성이 연결되는 면모는 스힐레벡스의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ho or what 
brings salvation to men and women? The world and God” Jesus in Our Western 
Culture, “Kingdom of God: Creation and Salvation”, “I believe in Jesus of 
Nazareth”,IR, “Doubt in God’s omnipotence: ‘When bad things happen to God’s 
people’” GAU,, “I Believe in God, Creator of Heaven and Earth”,FSG 이 외에도 
Christ에서도 창조와 구원이 연결되어 다루어지고, Church에서도 창조가 무게 있게 다루어
진다. 스힐레벡스가 창조를 다룬 마지막 작품은 “Plezier en woede beleven aan Gods 
schepping” (To experience pleasure and pain in God’s creation), TvT 33(1993), 
pp.325-346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Kennedy, ibid. p.231.
8)스힐레벡스 창조론에 관한 연구는  Kennedy 1993, Janet M. Callewaert, The Role of 
Creation Theology in the Contemporary Soteri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h.D. Dissertation, 1988, Dorothy A. Jacko,  
Salvatio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Secularized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Later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Diss. University of St. Micha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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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인간을 하느님의 계속적인 창조인 구원의 협력자이며 하느님과의 대화자로 규

정로 제시한다. 

여기서 역사는 하느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장이다.9) 역사는 인

간 구원이 일어나는 장이며,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신앙

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하느님을 향하는 인간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

느님의 자기 전달에 순응하며 구원의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이 여타 피조물과 달리  진화와 무관하게 ‘하느님의 대화’로 창

조되었다고 제시한다. 스힐레벡스는 진화론을 반대하며,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을 

제시한다. “육체와 정신의 단일체인 인간은 생물학적 세계와의 수평적인 결합 없이 

하느님의 손으로 직접 출현할 수 있다.”10)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환경에 반응하며 

존재하는 여타 생물체의 존재양식과 달리, 인간에게는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존재 면모가 있다. 

스힐레벡스는 이것을 ‘자유’로 규정하며 이 자유가 주어진 것을 넘어 절대적인 가

치를 추구하는 인간만의 특성, 즉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말한다.11) 스

힐레벡스는 이러한 구조로써 물질의 작용에 구속되는 정신 이해를 지양하고 인간이 

하느님뿐 아니라 세계 내 존재자와 맺는 자유로운 관계의 자리를 확보하려 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인간은 하느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

College, 1987. Diane Marie. Steele, Creation and cross in the later soteri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Ph.D. diss., University of Notre Dame, 2001. Jacoba 
Kuikman, Christology in the context of Jewish-Christian relations: the 
contribution of Edward Schillebeeckx.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1994, 
John Dunn Jesus Christ as universal saviour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h.D. Dissertation, 1992.
9) 스힐레벡스의 인간학은 권영파·이규성, “세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스힐레벡스 인간학
의 현대적 함의”, 인간연구, 43, 2021, p. 159-188에서 정리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리스도
교 신학의 색채를 가능한 배제하는 가운데 인문학의 관점에서 스힐레벡스의 인간 이해를 정
리한 글이다. 
10) Schillebeeckx, “Man and his Bodily World”, W&C, p.186/234.
11) Schillebeeckx, “Man and his Bodily World”, p.182/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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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12)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

로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주체간inter-subjective의 대화로 설정된다. “이 창조

는 특별하고 유일하다. 이 창조는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를 초

대하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시작이다.13)” 

이처럼 스힐레벡스가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로서의 인간이해를 강조14)하는 기저

에는 ‘자유의지’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다. 스힐레벡스에게 인간은 육체-정신의 합

일체15)로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는다. 스힐레벡스는 이와 연관하여 하느님은 이러

한 인간의 모든 관계 안에 내재하시며 동시에 초월하고,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을 

역사 안의 관계 안에서 만난다는 논의를 전개한다.16) 

12) Schillebeeckx, “Dialogue with God and Christian Secularity” G&M, p.214.
13) ibid., p.187/244.
14) 스힐레벡스는 인간 정신은 육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며, ‘영혼은 물질의 형상 
anima forma corporis’이라는 아퀴나스의 명제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인간 정신은 육
체에 자기분유하는 방식으로 정신이다 the human spirit is spirit(subsistens) in the 
mode of self-participation with the body(forma corporis)”라고 정리한다. 
Schillebeeckx, “Man and his Bodily World”, W&C, p.183/238.p.177/230. 
15) Schillebeeckx, “Man and his Bodily World”, 스힐레벡스는 이 글에서 body of 
human과 human body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전자는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와 이와 연결되어 정신활동을 물질적 반응의 소산으로 보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칭한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입장을 반박하고 정신과 육체의 합일체인 인간의 육체를 언
급하기 위해 human body를 사용한다.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취지를 감안할 때 body of 
human는 ‘육체’로 번역할 수 있고 human body는 ‘몸’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한편, 스힐레
벡스가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창조론과 연결시켜 개진하는 출발점은 전체로서의 ‘몸’이다. 스
힐레벡스에 따르면, 구약성경 안에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시각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라틴어 caro, 그리스어 sarx, 히브리어 basar에서 인간의 육체flesh은 전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했다. 이처럼 전체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는 body에 대응하는 우리말은 ‘몸’이다. 백문식
은 우리말 몸[身]은 퉁구스어 mən, 퉁구스어 방언 man, mon[自身]과 상응하는 말로서, 사
람을 이루는 전체. 몸뚱이. 신분(身分)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관하여, 백문식, 『우리
말의 뿌리를 찾아서』). 서정범의 『국어어원사전』에 따르면, 몸(身)의 조어형(祖語形) ‘몯’은 
사람(人)의 뜻을 지녔고 몸은 몯 > 몰 > 몰옴 > 모옴 > 몸의 변화 단계를 거쳤다. 이에 비해 
신(身)은 임신한 여성의 형상을 따서 만든 상형문자이며, 체(體)는 뼈로 이어진 예(禮)의 의미
를 가진다. 그런데 강신익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신(身)은 물질적 구조와 우주적 경험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뜻했(이에 관하여,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 171).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힐레벡스가 문제 삼는 상황에 상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신체(身體)보다 육체(肉體)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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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힐레벡스의 인간 창조 이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피조물인 인간과 하

느님 사이에 설정하는 명확한 구분이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는 하느님의 무한성과 

인간이 지니는 유한성 및 우연성 contingency17) 사이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 인간

은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한계 그리고 자기 존재의 우연성을 자각하는 자리에서 하

느님과의 관계에 들어선다. 또한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하느님은 인간의 한계에도 

16) 스힐레벡스는 인간학을 다루는 단독 저서나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51년  
이후의 작품들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간 이해에 관한 서술이 많이 나타난
다. 특히, 인간의 정신-육체의 관계나 하느님을 향하는 정향성, 하느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느님을 추구하는 모습 등은 51년도부터 꾸준히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Christ 
the Sacrament,“Church and Mankind”,“Dialogue with God and Christian 
Secularity”,“Life in God and Life in the World- Evangelical Purity and Human 
Authenticity (1964)”, “ Non-Religious Humanism and Belief in God”, “Man and his 
Bodily World (1960)”“The Search for the Living God (1958)”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스힐
레벡스의 인간학을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서는 Jennifer Coope, Jennifer Elaine 
Cooper. Humanity in the Mystery of God: The theological anthrop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A&C Black, 2009.  Martin G. Poulsom,  The Dialectics of Creation: 
Creation and the Creator in Edward Schillebeeckx and David Burrell. Bloomsbury 
Publishing, 2014가 있고, 연구물로는 Hilkert의 다음 두 논문이 있다. M.C. Hilkert, 
“Openess for God: Schillebeeckx’s Early Theological Anthropology”, “The Story of 
Jesus and Human Flourishin: Schillebeeck’s Later Soteriological Anthropology”.
17) 본 연구에서 contingency는 우연성으로 번역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창조된 존재로
서의 인간과 하느님의 대비는 finite와 contingency로 집약된다. 스힐레벡스가 이를 통해 
강조하려는 바는 인간이 그 존재 이유를 인간 안에 지니지 않으며, 인간의 존재를 인간만으
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이에 관하여, "Evangelical Purity and Human 
Authenticity," /"Evangelische zuiverheid en menselijke waarachtigheid,"  (1963), 
G&M. p. 164. 각주 7 참조). 이 책의 네덜란드 원본은 God en mens (Theologische 
Peilingen II) (1965)이다.) 한편,  Mondin은  Dizionario enciclopedico del pensiero 
di San Tommaso d'Aquino.  Edizioni Studio Domenicano, Bologna, 2000에서 아퀴
나스가 contingency를 두 종류로 구별한다고 설명한다. 몬딘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이 개념
을 ‘자연적 우연’과 ‘존재론적 우연’으로 구분한다. 이때 ‘존재론적 우연’은 모든 유한한 존재
자들이 존재론적 우연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유한한 존재자 중 그 어떤 것
도 존재와 동일시되지 않고 모두 참여를 통해 존재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존재는 언제나 존
재자의 본질 바깥에 남아있고 이 본질은 존재론적으로 결코 필연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언
제나 근본적으로 우연자로 남게 된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본 연구자는 contingency를 존
재론적 우연의 의미를 담아 우연성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에 관하여, 바티스타 몬딘 저, 이
재룡·안소근·윤주현 역, 『성 토마스 개념사전』, 한국성토마스연구소, 2021. p. 484. 몬딘의 
책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자들은 contingency를 우연, 우연성으로 번역하고, accidens는 
우유(偶有)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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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인간을 신뢰하여 창조 세계 안에 ‘자유’라는 백지 수표18)를 인간에게 부

여하고 인간이 하느님을 정향하도록 그 정신을 창조했다. 

스힐레벡스에게 원죄 신학이 들어서는 자리도 바로 이 지점이다. 스힐레벡스 신

학에서 인간은 자유를 갖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느님을 향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때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원죄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9) 또한 스힐레벡스는 아담이라는 대표존재의 잘못된 선

택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죄가 또 다른 대표자인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 인간이 하느님을 향하는 정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20) 

 신앙의 역동성과 관련하여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 정

향된 존재라는 점이다. 신앙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모든 인간에게 암시적인 종교성이 부여된다는 논리이

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하느님 정향성을 인간의 초자연적 본성으로 간주하는 입

18)  “하느님은 마치 백지수표를 맡기듯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하셨다.” IR, p. 126
19)  스힐레벡스에게 원죄는 ’하느님과 함께 정원을 거니는 일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하여,  Schillebeeckx, “The Death of a Christian,” Vatican II: The Struggle 
of Minds and Other Essays (Dublin: Gill & Son, 1963) p.61-91. 
20)  스힐레벡스는 인류(인종)의 대표자 또는 종교적 조상인 아담의 원죄가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Mary(1954), p.40-41 여기에는 아담의 손에 전체 인류의 종교적 운명
이 주어졌다는 점, 다시 말해 아담의 개인적인 소명이 은총의 중재자라는 초자연적인 소명이
라는 설명이 따른다. “하느님의 의도는 은총의 종교적이며 대표적인 행동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은총을 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은총을 중재하는 것을 통
해 그리고 그 중재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의도이다. 하느님께서 아담
을 통해서 전주곡으로 이루신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사실상 판명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같은 책, p.42). 원죄와 구원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입장은 
Schillebeeckx, “Humble Humanism” W&C, p.22/28, 이 내용은 1949년에 Nederig 
humanisme로 Kultuurleve에 실렸다. theologal과 원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의 
관계는 Christ the Sacrament, p.22/35-36, 구원은총에 대해서는, “Man and His 
Bodily World”, W&C, pp.191-192/250.을 볼 것. 죽음 이후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Man 
and his bodily world(1960)”, “The Death of a Christian”  Layman in the 
Church(1967), 사회성과 육화의 관계, 원죄의 이해는 Mary Mother of the Redemption 
1964/1955, 세상의 악과 역사의 구원의 관계는 “Religion and the World(1951/1971)” 
Humble Humaism(1949/1971) 구원과 예수의 관계는 Christ the Sacrament 와 “The 
Search of Living God(1958, 1969)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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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분명하게 거리를 둔다. 

스힐레벡스가 초월론적이라는 단어보다 향주적theolog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상관된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사고과정을 통해 다다르는 궁극적인 

최종지점이나 지평으로 하느님을 설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하느님을 향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정신 안에 하느님이 부여한 특성이다. 스힐레벡스

는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 수여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초하는 토대임을 강력

하게 부각한다. 

은총의 수여는 신적인-그래서 창조적인- 행동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
있는 하느님과 상호주체적이고 향주적인 관계 안으로 끌려들어간다. (중략) 
이것이 인간을 상호주체적인 관계로 이끄는 은총이 인간 정신의 역동성과 질
료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는 이유이다21) 

이상에서 정리한 인간 창조 및 원죄 이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세계의 악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입장이다. 스힐레벡스에게 악은 하느님과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진 결과로 간주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역사적-창조적 자유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취한다
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종교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이 역사를 구원으로 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자유가 역사에 의미를 주는 인자이기 때
문에 세상 안에서의 관계는 그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를 발견하는 친
밀성에 따라 결정되고 방향이 정해진다. 또는 인간이 그 자신의 자유로써 하
느님을 거부하는 파멸에 의해 역사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인간의 세속적인 역사 전체가 하느님 경배로 인해 변화되거나 또는 

21) Schillebeeckx, “The Non-Conceptual Intellectual Element in the Act of 
Faith: A Reaction”, R&T, p.262/65-66.), 향주성에 관하여, 이규성, 권영파, “스힐레벡스
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을 참조하라. 한편, 스힐레벡스에게 ‘향주성’은 한 개인의 내면에
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우연성을 통해 하느님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종교뿐 아니라 윤리적 행동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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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변화될 수도 있다. 이는 인간의 배교에 있어
서도 인간은 하느님과의 피안적인 인격적 관계로써 살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주체로서 남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서 역사는 구원이나 심판이 된다.22)

이 내용은 “세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즉, “하느님은 인간을 통해 세계를 구원한

다”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창

조된 세계는 인간의 지향을 통해 선을 향한다.23) 스힐레벡스에게 세계의 선성은 원

죄보다 아퀴나스의 ‘원정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제시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첫 인류는 정의로움과 지식, 불멸성, 오관계의 완전성 등의 관

점에서 완벽한 상태를 부여받았다.24)  스힐레벡스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

부한 아담의 원죄를 언급할 때에도 원죄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따른 고통을 

가져왔지만, 원정의가 기억의 실타래에 남아있어서, 인간의 사상 안에 생명을 불어

넣는 무엇으로 잔존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창조된 인간의 지향은 선하며 따라서 세

계는 선을 향해 나간다는 그의 이해가 ‘윤리적 순교’ 및 ‘비판적 부정성’ 이해의 근

저에 깔려 있다. 

2.1.2. 경험의 구조와 역사성

스힐레벡스 신학을 ‘경험의 신학’으로 지칭하는 Boeve는 경험이  스힐레벡스 신

학에서 신학과 신앙의 동력이라고 주장한다.25) 이에 비해 스힐레벡스 신학을 문화

22)  Schillebeeckx, “The Search for the Living God,(1958)”, G&M, p. 26.
23) 이에 관하여, “The Death of a Christian,” Schillebeeckx, Vatican II: The 
Struggle of Minds and Other Essays (Dublin: Gill & Son, 1963) pp.61-91.
24)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1권, 94-102문항
25)  Lieven Boeve. ‘Experience According to Edward Schillebeeckx: The Driving 
Force of Faith and Theology’. ed. Lieven Boeve and Laurence P. Hemming, 
Divinising Experience: Essays in the History of Religious Experience from 
Origen to Ricoeur , Leuven: Peeters, 2004. pp.199–225.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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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으로 명명하는 Borgman은 그리스도교와 당대 문화의 관계- 그리스도교가 문

화에 미치는 영향-에 스힐레벡스 신학적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이해한다.26)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난 ‘고통’이나 ‘비판적 부정성’, ‘종말론적 희망’, ‘ 예수의 

아빠체험’  중 어느 대목에 주목한다 하더라도, 그 모두에 ‘경험’이 스힐레벡스 신

학의 중심을 차지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경험’ 이해에 담긴, 신앙과 계시, 역사

와 이해 등의 주제는 그의 신학이 지니는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

다.

스힐레벡스는 네덜란드 어원으로부터 ‘경험’에 담긴 통합과정의 의미를 강조한다. 

스힐레벡스는 ’여행하며 세계를 알아가는’이라는 의미를 담은 네덜란드어의 ‘경험’

을 소개하며 자신의 경험 이해를 정리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고전 네덜란드어

에서 varen은 여행을 의미했다. 이후 이 단어가 ‘수로를 통해서 여행하는’ 또는 ‘바

다를 여행하는’이라는 의미로 한정되었다. 

스힐레벡스는 이로부터 경험을 의미하는 현대어 ervaren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경험은 직접 무언가를 생생하게 접하고 보는 

것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는 여행자가 이전까지의 

삶을 안고 여행을 통해 새로 만난 대상을 자신의 세계 이해에 통합하듯, 경험은 이

전까지의 경험에 새로운 경험이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27)  

이 지점에서 네덜란드어나 독일어에서 전-반성적 경험beleving과 해석된 경험

ervaring을 의미하는 별도의 단어가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Kennedy에 

따르면, beleving은 비인식적 단계와 인식적 단계의 상호관계가 막 시작되는 첫 단

26) Borgman,  Edward Schillebeeckx . A Theologian in his History . Vol. 1 : A 
Catholic Theology of Culture (1916–1965) . Trans. John Bowden . London: 
Continuum, 2003. 이 책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Borgman은 스힐레벡스 신학은 ‘문화의 
신학’으로 규정한다.
27) Jesus, 본문 p.17/31 와 f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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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도를 의미한다28)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체험은 유기체가 직접 경험한 심적 과

정으로 경험과는 달리 지성, 언어, 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이지 않은 근원적인 것을 

의미하거나,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기 전의 개인의 주관 속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의식과정이나 내용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할 때, beleving은 체험으로 

ervaring은 경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스힐레벡스는 “경험은 언제나 이해된 경험이다 Experience is always 

interpreted experience29)”라고 규정한다. 이를 한국어의 체험과 경험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스힐레벡스에게 경험은 해석된 체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해

석된 체험을 경험으로 보는 스힐레벡스의 경험 이해가 지니는 특징은 지각

perception과 사고thought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스힐레벡스가 사

용한 원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 경험은 해석된 체험이다로 번역함이 정확한 번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에게 경험주체인 인간의 정신은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색 칠판

이 아니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계시도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진공 상태에서 전해

지지 않는다.30) 체험이 해석되며 경험이 되는 과정에 언어를 매개로 하는 역사 문

화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점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의 경험 규정 안에 ‘이전까지의 인식이 체험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며 

동화’되는 과정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스힐레벡스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

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Gedanken ohne Inhalt sind leer, 

Anschauungen ohne Begriffe sind blind (순수이성비판)”는 칸트의 명제를 연상

28)  Kennedy 1993, p. 266-267
29) Christ, p.17/31, 스힐레벡스는 이 책의 초반에서 경험을 분석하며 그 첫 소제목을 이
와 같이 달았다. 그에 비해, Essays에 실린 글“Experience and Faith”에서는 이 명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30) “Experience and Faith”,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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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만약 사유가 지속적으로 경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유는 공허

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역으로 우리의 경험은 반성적 이성이 없다면 비이성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다”라고 정리한다.31)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경험의 특징은 경험과 해석 틀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보여

준다. 이때 해석 틀은 그리스도교 경험에서 신앙의 전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

힐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 체험의 해석에서뿐 아니라 일상 체험의 해석에 있어

서도 사회의 가치관과 경험 및 개인의 경험역사가 새로운 체험 해석의 틀로 작용한

다. 구체적인 역사 상황에서 지각을 통해 체험된 사태는 이전까지의 경험(전승)을 

해석 틀로 삼는 가운데 해석된다.32) 

이처럼 스힐레벡스에게 이전까지의 경험 지평 안에서 해석된 체험이 경험이 된

다. 이 과정은 언어를 통해 전개된다.33) 그런데 언어를 통한 해석의 과정에 개인의 

정서와 감정, 앎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및 공동체의 경험과 정서, 억눌린 감정

까지 모두 작용한다.34) 언어로 표현된 경험에는 경험자의 자기이해와 언어를 통해 

삽입된 사회의 정서와 의미체계가 포함된다.35) 스힐레벡스가 체험의 해석과정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러한 해석과 표현이 공동체 내에 자리잡으며 새로움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경험으로서 인정할만한 권위를 지닌 경험을 가진 한 개인 또는 단체는 그 계
기에 힘입어 증거자가 된다. 그들은 그들 앞에 일어난 일을 다시 생각해본다. 
만약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반성적이라면 이들은 다른 이들이 새로운 존재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들은 움직임 안에서 무언가를 정립

31) ibid., p.12.
32) ibid., p.5
33) ibid., pp.10-12. 스힐레벡스는 인간 경험이 경험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Kennedy는 이러한 기준이 훗설이 제시한 ‘초월’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Kennedy, Deus Humanissimus, p.264. fn, 242.
34) “Experience and Faith”, p.5. 
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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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경험적인 인가는 새로운 경험과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을 설명할 때 작
동한다.36) 

인용문에서 감지되듯,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경험의 구조는 체험을 해석하고 표

현하는데 작용하는 지평의 영향력에서 멈추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해석되고 표현

된 상징과 언어가 해석지평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롭게 해석된 경험은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가운데 이전까지의 해석 틀을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경험

에 의미를 부여한다.”37) 해석된 체험으로서의 경험이 이후부터 지각을 통해 체험되

는 사태의 해석 틀로 작용한다.

이렇듯 스힐레벡스의 경험 구조에서 체험이 해석되고 표현되는 과정에 역사와 문

화가 작용하는 점을 볼 수 있다. 경험은 역사 안에서 문화의 옷을 입는다. 이런 맥

락에서 볼 때 문화의 변화가 경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전의 

문화 틀로 표현된 경험이 새로운 체험을 해석하려 할 때 문화의 간극이 있다면 새

로운 체험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서 주어지는 사태를 이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해석 틀이 요구될 수 있다. 스힐레

벡스는 새로운 체험이 이전의 경험 해석 틀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는 상황38)에 큰 관심을 보인다. 그에 따르면 기존 해석 틀로 해석할 수 없는 사태 

앞에서 새로운 경험 틀이 형성된다.39) 

스힐레벡스는 경험 구조에 대한 이러한 성찰에서 문화 변화에 따른 신앙적 표현

의 변화 요구를 직시한다. 

36) “Experience and Faith”, p. 13
37) ibid. 참조.
38) Essays., pp.93-94, .
39)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이러한 경험 이해틀은 가다머의 지평 융합을 연상시킨다. 가다머
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세계 이해의 지평 융합을 말하는 동시에 이 경험이 가시의 기대에 대
한 실망과 이로 인한 고통을 언급한다. 스힐레벡스는 가다머의 이론에서 경험 이해에 미치는 
전승의 영향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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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주체인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다. 이 때문에 신앙은 신앙인이 발 딛은 
구체적인 문화에서 빚어지고, 마치 삼투압현상처럼 신앙 안에 해당 문화가 
스며든다. 이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변할 때, 그래서 삶아가는 방식과 경
험 및 정신의 범주가 변할 때, 신앙인들이 이전의 문화적 양식에 문제를 발
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0)

스힐레벡스는 전승과 현재 경험 간에 벌어지는 상황을 토마스 쿤이 제시한 패러

다임 전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해석 체계가 일시에 변한다는 쿤의 입장과 

달리 스힐레벡스는 역사의 변화 과정의 세 가지 장에서 서로 다른 속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본다.41) 

토마스 쿤(Thomas Kuhn, 1922-1996)은 『과학혁명의 구조』42)에서 패러다임 전

환paradigm shift을 통한 과학의 발달과정을 서술한다. 쿤에 따르면, 과학의 역사

는 연구자들의 객관적 관찰이 발견한 진리가 축적되어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양상으

로 발달하지 않는다. 쿤은 이 책에서 과학의 발달이 단절적 파열에 의한 새로운 패

러다임이 혁명처럼 등장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쿤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 과정은 이른바 많은 패러다임 중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

임(정상패러다임) 중 하나가 존재하다가,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아질 때 시작된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이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하위의 가

정들이 도전을 받으면 패러다임들과 경쟁을 통해 새롭게 선택된 패러다임이 부상하

는 과학혁명이 발생한다. 

스힐레벡스가 쿤의 과학혁명 모델을 반대하는 요지는 변혁이 한 순간의 전환으로 

40) Jesus, p.541/579, 
41) Schillebeeckx, “The Role of History in what is called the New Paradigm”,  H. 
Küng and D. Tracey (eds),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Edinburgh 1989), pp.307-319,  
42) Thomas Kuhn, I. Hacking.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50t h 
Anniversary Edition. : University of Chicago(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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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힐레벡스는 단층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쿤의 

모델) 보다는 여러 층에서 서로 속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변화를 제안한

다.43) 이 모델44)에 따르면, 단기적인ephermal 사실의 역사와 이보다 변화 속도가 

느린 결합의conjunctural 역사 그리고 가장 변화속도가 느린 구조적structural 역

사가 있다. 스힐레벡스는 라너와 벨테(B. Welte)가 제시한 epochal level을 결합의 

역사에 대응시키는 가운데 이 역사의 틀이 역사의 사실을 해석하는 해석 틀로 작용

한다고 말한다.45)

이러한 세 단계의 역사 이해에서 구조적 단계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적게 변하

지만, 서로 다른 결합지평으로부터 일어난 해석이 다른 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능한다. 스힐레벡스는 칼케돈 공의회 신학을 구조적 단

계에 대응시키며, 결합역사에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해석학적 경험론

적 지평이 속한다고 말한다.46) 

43)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역사 구분을 신앙의 현재화를 모색하며 개최된 심포지엄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1989)에서 제시했고, 
이보다 앞서 출판한 Jesus(1974)에서도 언급했다. 또한 1994년에 발표한 “Culture, 
religion and voilence”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44) 싀뉘와 스힐레벡스가 언급하는 역사의 층은 Fernand Braudel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볼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Braudel은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에서 역사의 시간적인 상대성을 표현하면
서 le temps court(ephermal)와 la moyenne durée(conjunctural), la longue 
durée(structural)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은 지리적인 조건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역사적 
요소와 소비유행에서 나타나듯 마치 표면적인 변화처럼 빨리 변하는 역사 그리고 이 중간에 
끼어있어 두 층의 역사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정신
적인 요소(사고방식이나 문화) 등이 지리적인 요소와 이와 연관된 사회경제적인 요소 등과 
주고 받는 영향을 역사 연구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싀뉘와 스힐레벡스는 아날학파의 
역사 구도를 답습하지는 않지만, 사회정치적인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종교적 인식과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세속화와 무신론에 직면하여 당대의 사고와 문화
에 수용될 수 있고 동시에 이 문화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싀뉘와 스힐레벡
스의 노력은 역사변화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아날학파의 역사 인식은 
Dale.Tomich, "The order of historical time: the longue durée and 
micro-history." Almanack (2011): pp.38-52. John R. Hall,  "The time of history 
and the history of times." History and Theory 19.2 (1980): pp.113-131를 참고.
45) Schillebeeckx,“The Role of History in what is called the New Paradigm”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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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힐레벡스가 이 구분을 통해 부각시키려는 점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발생하는 변

화양상이다. 스힐레벡스는 세속화와 무신론 등의 사고와 과학기술 발달 등의 문화 

양상이 동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변화시켜갈 때, 이에 따라 하느님

을 이해하는 사고방식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 모델을 통해 강조한다. 스힐레벡

스는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공명할 

수 있는 신앙전달 방식을 고민했다. 그가 Jesus 와 Christ  등에서 보여준 서술방

식이나 접근방식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는 이 모델에 기초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이 종교의 가치관으로 

스며드는 현상을 ‘삼투압’으로 표현한다.47) 이는 쌍방의 영향성에 대한 스힐레벡스

의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스힐레벡스는 사회의 가치관이 종교경험의 

이해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역의 영향도 주목한다. 여기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의 일면을 감지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 신학작업이 시대에 부응하는 신

앙방식 전달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지 않고, 신앙의 활성화를 통해 시대를 복음화하

는 데에 그 목표를 두는 점을 볼 수 있다. 

2.1.3. 성경과 전승의 이해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경험의 역사성에서 기인한다. 

이때 스힐레벡스에게 경험은 해석된 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 구조에서 신앙

은, 곧 하느님 체험에 대한 해석된 표현은, 전승과 현재 체험 사이의 간극 앞에 서

게 된다. 스힐레벡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다머의 전승 이해를 딛고 선

다.48) 

46) Jesus, pp.540-544/577-582
47) ibid., 
48) Schillebeeckx , “Towards a Catholic Use of Hermeneutics”, God the Future 
of Man ,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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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역사적 간극을 이해의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해

석학을 역사적 간극을 넘어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이 간극을 전통의 연속성으로 채우는 것으로 이해한다49) 여

기서 역사적 간극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여건으로 이해된다.50) 

한편, 스힐레벡스는 성경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을 미래 가능성으로 본다. 이런 

견지에서 스힐레벡스는 하이데거의 전통을 이어받은 틸리히, 가다머, 불트만 등이 

미래를 텍스트 해석과 연결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한 해석학은 현재를 

종말eschaton의 수준으로 들어올림으로써 역사를 탈-종말론화시킨다”51)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신앙인의 해석은 오늘에 발을 딛고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향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스힐레벡스는 미래 전망을 지니지 못한 하이데거 계

열의 해석학을  넘어선다. “정행은 미래의 은총을 향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하느

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신앙 안에서 교리를 진리로 만든다. 신앙의 고백과 교리는 

결국 희망 안에서 실현되어야하는 미래를 선포한다. 이 미래는 관상의 대상이 아니

라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직 역사적인 실현 안에서 그리고 역사적 실현을 통

해서만 교리가, 하느님의 약속에 힘입어, 진정성 있게 해석되고 또한 신앙의 정체성

이 계속되는 역사 안에서 보증될 수 있다.”52) 

성서학자로서 불트만은 성경을 계시의 운반체로 규정하며 그리스도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했다. 성서학자로서 그가 보기

에 역사적 인물인 예수의 역사성은 성경이 거쳐 간 신화화 과정 속에 가려져 온전

히 회복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트만의 주장과 달리, 스힐레벡스는 성경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인 한

에서 비록 오랜 시간의 편집이 있다하더라도 그 안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49) ibid., p. 21.
50) ibid., pp. 23-24.
51) ibid., p.37.
52) “Towards a Catholic Use of Hermeneutics”, p.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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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도 성경의 내용을 글자그대로 읽는 방식을 절

대로 취하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역사비평적 방법을 통해 가능한 원이야기를 추

려낸다는 전략을 내세운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예수의 역사적 실재를 복원하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는데 있다. 

스힐레벡스는 성경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가능한 분명하게 직면하려고 한다. 성경

의 역사성에 발을 딛는 그의 발언에서 성경의 가치가 무화되거나 약화되지는 않는

다. 스힐레벡스는 성경을 전통의 일부로 정위하는 가운데 전통이 과거와 현재, 미래

를 모두 포괄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성령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전승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가 제시된다.53) 

한편, 불트만은 하이데거가 정립한 현존재 분석방식을 따르며 ‘본래적 실존’을 위

한 결단, 곧 자신을 구속하는 예속상태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결단에서 출발

한다. 불트만이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결단을 강조하며 말하는 탈신화화는 신화를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신화적 외양을 입은 진술 안에 담긴 실존론적 의미를 밝히

는 작업을 의미한다. 스힐레벡스는 불트만의 실존론적 신학에 대응하여 계시는 역

사 안에서 일어난다고 선언한다. 이는 불트만이 성경을 통한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

는 실존적 변화를 강조한 점에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54)

 한편, 스힐레벡스는 내면의 실존적 결단에 머무르는 불트만의 입장을 비판하는 

판넨베르그의 역사 이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55) 판넨베르그는 가다머의 통찰 위

에 서서 보편사적 해석학을 정립한다. 그러나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개별주제를 이

어주는 보편적 지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종말에 이르기까지 결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하느님의 역사로 설정된다. 판넨베르그는 이러한 구도를 통

53) ibid., p.2/4.
54)“Correlation between Human Question and Christian Answer”,  UF, p. 77/87.
55)  UF, p.33, 44, 45, 112, 117.



- 91 -

해 역사적 간극을 인정하면서도 실존론적 차원의 결단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매몰되

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과 과거의 의미

가 연결된다고 말하려 했다. 

스힐레벡스에게 계시는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는 판넨베르

그가 제시한 계시사와 구원사의 구분은 인간의 실존적 처지를 간과한다고 보았

다.56) 판넨베르그의 역사 이해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비판은, 판넨베르그의 역사 이

해에서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지니는 권위가 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스힐레벡스는 판넨베르그의 주장을 따를 때 역사 안에 포함된 것은 사건 자

체가 지니는 권위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역사이해로부터 신학을 정초하려는 

스힐레벡스는 실존적 해석학이 역사를 탈종말론적인 역사로 만들고, 자연을 역사로

부터 분리시킨다고 지적한다.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지만 결코 모든 경험과 동일지평에 놓

이는 경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스힐레벡스는 판넨베르그의 보편사

적 해석학이 역사의 과정에서 신앙이 갖는 초역사적 요소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

판한다.  스힐레벡스는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계시와 계시에 응답하는 신앙을 강조

한다. 또한 신앙인의 하느님 경험이 결코 내면적인 경험으로 끝날 수 없고 사회정

치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말한다.57) 

스힐레벡스의 이러한 주장은 실천과 개혁을 당위로 설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주장

이 아니다. 스힐레벡스에게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에 따라 모든 하느님 

경험은 정치적 신비경험이 된다. 이는 초월적이면서 역사적인 인간이 구체적인 사

회정치 상황에서 자기이해와 의미를 역사 안에서 신앙을 통해 실현하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는 이런 견지에서 하느님 경험을 통한 변화는 개인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신자공동체 안에서 삶과 언어로 표현되며 다음 경험의 해

56)  UF, p.45
57) “Towards a Catholic Use of Hermeneutics”, p.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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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틀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58)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스힐레벡스에게 예수 경험이, 또는 예수를 그

리스도로서 고백하게 했던 성령 경험이, 변화하는 역사 안에서도 시간을 넘어 연속

성을 준다는 주장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판넨베르그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비판이 

어느 지점을 향하는 지 관심을 갖게 된다. 

스힐레벡스는 판넨베르그가 예수의 종말론적 약속으로 신앙인의 주체적이며 실존

적인 역사참여와 신앙 안에 발생하는 초월적인 면모를 가렸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

해 신앙의 경험이 여타 경험과 달리 초자연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때 신앙인의 

사회 참여가 지니는 독특한 의미와 신앙이 인간 내면에서 작용하여 역사를 변화시

키는 작용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스힐레벡스의 비판이다.59) 

스힐레벡스는 해석을 현재에 텍스트를 적용하는 일로 이해한다. 이때, 그는 가다

머와 리꾀르의 해석학에 기대어 역사적 간극이 지니는 긍정적 가치를 수용한다. 이

에 따라 그에게서 역사적 거리, 곧 해석학적 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전통

의 연속성을 통해 확장된다. 가다머가 말한 지평융합이라는 창구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전통의 역사적 부활은 과거의 의미를 오늘이라는 새로운 역사문화적 

상황 안에 새롭게 적용하는 작업을 요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역사적 자료나 전통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할 때 제시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해석자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그 질문은 해석자의 해석이 텍스트 또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접근이라고 판정할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에 따라 그 해석이 정당한 해석인지 여부를 가를 수 있냐는 질문이 전통이나 

자료 해석 작업에서 제기된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성찰에서 역사적 해석의 정당성에 불변하는 필수적인 요소 

또는 가변적인 역사적 외연과 다른 핵심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스

58) “Experience and Faith”, pp. 3-5.
59) ibid., pp.24-25/36-37.



- 93 -

도교 신학과 연관시킬 때 이 질문은 변화한는 교리적 표현을 관통하는 불변의 그 

무엇이 있느냐의 질문과 상관되는 지점이다. 

스힐레벡스는 가다머를 따라 모든 해석이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특정한 맥락 안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새로운 경험이 낯설음을 통해 지평융합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해가 발생한다는 가다머의 통찰을 수용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

는 가다머가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전통에 부여했던 진리성은 거부한다. 하버마

스 등의 비판을 따라 스힐레벡스는 가다머의 철학에서 전통 형성에 관여하는 권력

의 힘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다머를 따라 스힐레벡스는 모든 경험은 해석된 경험이라고 시작한다. 새로운 

경험은 이전까지 작용했던 해석 틀도 변화시킨다. 그런데 경험은 언어를 통해 표현

되고 행동을 통해 그 내용과 의미가 실현된다. 또한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한에서 이 경험과 표현은 공동체적으로 공유된다. 경험의 진리성은 전승을 공유하

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경험이 진리로서 인정될 때 확보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진리 인정은 교외의 교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경험의 진리는 경험 주

체와 공동체가 경험을 진리로 드러낼 때 인정된다.60) 이것이 스힐레벡스가 정행을 

통해 정언을 입증한다는 주장을 통해 전달하려는 바이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신

앙의 실천에서 신앙의 언어적 표현이 수용되고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인간과 경험의 역사성 및 성경과 전승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입장

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앞 장에서 살펴본 스힐레벡스 신학의 전체적 흐름에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보여준다. 세속화와 무신론, 과

학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주의 등의 변화를 바라보며 스힐레벡스가 신앙과 신학자의 

자리를 고민할 때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이 작업을 위한 기초적인 틀이 되었

60) Experience and Faith,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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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는 신앙 역동성이 감지된다. 그 하나

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통해 보여지듯 인간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차

리고 하느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향주적 지평의 삶으로 옮아가는 역동성이다. 또 하

나의 역동성은 신앙이 역사와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이다. 여기서 신앙이 갖

는 역사성과 더불어 신앙이 역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타란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

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 중 역사 안에서 하느님

께로 나아가는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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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사 안에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신앙

이번 절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 중 역사 안에

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암시적인 신앙을 거쳐 명시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힐레벡스는 신앙의 역동성에 관한 글이나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절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가 1966년에 발표한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에서 이 역동성이 세밀하게 제시된다. 이 글은 공의

회 폐막 직후 미국에서 개최된 신학자들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스힐레벡스는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경험을 전개하는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존

재지평을 인식하고 초월론적인 삶의 지평을 거쳐 ‘향주적 삶’의 단계로 전이하는 단

계를 정리한다.

이 글에서 표면적으로 원죄 이해나 하느님의 대화로 규정된 인간 이해, 세계 내 

정신인 인간 이해 등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신학이 지니는 통일성과 연

속성을 감안할 때 이 글의 기저에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전제된다고 보는데 무

리가 없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 스힐레벡스가 역사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암시적

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가 1967년부터 해석학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1974년에 사회

비판이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을 제시한 점을 이 

글과 연결시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번 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에

게 ‘대조경험’은 인간의 자기 이해와 실현이 초월론적 지평의 삶으로 전이되는 고리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비판적 부정성’은 향주적 삶의 지평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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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보편적인 구원 은총의 활동과 교회의 관계

불리반트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가 1971년 이후 익명의 그

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제는 없다. 불리반트의 연구에

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힐레벡스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1971년 이후

에도 사용한 예는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통해 감지되는 익명의 그

리스도인의 의미는1971년 이전의 용례와 다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단지 현상이 보여주는 실재 방식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 아니다. 이 정의는 수행적인performative 정의이다. 심지
어 언제나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평신도와 젊
은 사제와 중견사제-이 행하는 익명의 활동에서, 교회의 본질이 표현된다 해
도 그렇다 .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주로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61)

인용문에 나타난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문맥상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이름을 숨기고) 교회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용어에 대한 유사한 정의가 1977년에 출판된 Christ에서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즉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62)이란 표현으로 나타난
다. 이 예들에서 사용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리
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스힐레벡스는 1989년에 출판한 저서 Mensen als verhaal van 

God63)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61) Jesus, p.631/672
62) Christ p.688/687
63) Schillebeecks, Mensen als verhaal van God( 하느님의 이야기로서의 인간) 이 책
은 1994년에 Church: The Human History of God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총서는 CW 
10권으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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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와 종교과의 다원적인 만남에서 다른 세계 종교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과 유일회성 안에서 신앙의 화해하는 동시
에 그리스도교가 우월한 방식으로, 홀로‘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하거나(실제로 종종 전멸시키기도 하면서) 또는 이와 반대로 이
들 종교들을 합병하면서 포함시키는(불교도, 힌두교도, 무슬림과 다른 종교인
들을, 그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들이 이런 명칭을 갖고자 하는 원의가 
없음에도, 암묵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단 하
나의 참 종교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64)

위 인용문을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신학자들의 비판을 스

힐레벡스도 인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용례를 보더라도 1971년 

이후 스힐레벡스가 이전까지 자신이 사용했던 용례와 같은 의미로 익명의 그리스도

인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스힐레벡스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표방했던 신학적 입장에 변화

를 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비록 교회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물며 하느님의 세상 구원에 협조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한에서  인간에게 신앙과 관계없이 이러한 처지가 가능하다는 입

장을 스힐레벡스가 버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신학적 성찰은 비그리스도인의 구원가능성을 판

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숙고는 교회 밖에서도 

작용하는 하느님 은총을 알아보고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교회의 과제인 복

음화를 실현해야 하는지의 질문 앞에 선다. 스힐레벡스가 Jesus와 Christ뿐 아니라 

이후에 출판하는 저서들을 통해 고민했던 일관된 주제는 복음화였다. 

 스힐레벡스는 공의회 문헌에 나타난 노선을 유지하며,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서 완전한 자기자신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익명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오직 

64) Church 1989, p.101/10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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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파편화된 자료로 남아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

를 지닌다.65)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움직임의 중요성을 언

급한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

렵다. 종교행위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은 하느님이 

주도권을 취하시고 은총으로 인간을 만나러 오실 때 실현된다. 이러한 만남은 신앙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곧 구원이다.66) 

한편, 스힐레벡스는 종교가 아닌 여타의 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들도 하느님

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빛을 발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 모

든 노력과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대할 때 드

러나고 표현된다고 보았다. 또한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세

속 사회에서의 개인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이로써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지

는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활동은 하느님의 육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성(聖)과 속(俗)이라는 두 세계는, 그 구별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장이 된다.”67)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하느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을 당신에게로 불러 모으시

며,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대를 이루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

신의 창조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이해된다. 그는 “하느님의 인류구원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대를 향한다. 그러나 이 연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나 되는 일이 모든 인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인 한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교회의 움직임 곧 세계를 향하는 교회의 움직임도 

요구된다.”68) 

65) Schillebeeckx, “Church and Mankind”, W&C, p.97/126-127
66) Schillebeeckx, Christ the Sacrament,  p.2/3
67) Schillebeeckx, “Dialogue with God and Christian Secularity”, G&M, 226
68) ibid.,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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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을 부르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절정적인 응

답은 성사와 말씀선포가 이뤄지는 장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 성사를 규칙적으로 받

는 것은 하느님과 맺은 통교를 생생하게 인식하는 활력소이며 필수 조건이다.69) 그

러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감은 단지 성사를 받으며 교회 내적 생활에 충실함

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신망애가 실재하

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70) 이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살아있

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한, 하느님 구원의 현존이 된다.71) 

이처럼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세계를 향한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교의를 전달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교회의 과제는 동료 인간을 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를 구체화하여 은총의 가시적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72) 

보다 높은 가치와 삶의 힘이 우리 안에 현재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삶을 통째로 전환하는 그리스도교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73) 우리 삶에서 구

체화된 신망애의 성성을 경험한 이들이 교회에 의해 신앙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익

명적인 상태에 머물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던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의식적으

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그들이 우리와의 만남은 그들에게 하느님과의 만남

의 성사가 된다.7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가 사용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아퀴나

스 신학에 발을 딛고, 인간의 육체성과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활동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특히 보편적인 하느님 은총의 활동이 역사를 통해 전 

인류의 활동에서 구원과 연결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 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의 

명제와 연결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구원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입장

69) Schillebeeckx, Christ the Sacrament, p.145/248
70) ibid., p.147/251
71) ibid., p.151/258-259
72) ibid., p.152/261
73) ibid., p.151/258
74) ibid., p.1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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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이해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2.2.2. 역사 안에서 초월론적 삶의 지평으로

스힐레벡스가 1967년에 발표한 글,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은 이전까지의 인간학과 구원 및 역사 이해를 딛고, 역사 안에

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신앙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스힐레벡스는 육

체 –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이 역사 안의 관계 속에 스며든 하느님의 자기전달을 받

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역동성을 초월론적 지평의 삶과 향주적인 

지평 삶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그려낸다.75) 

스힐레벡스는 이 글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체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육체-정신

의 합일체라는 점을 짚으며 논의를 시작한다. 

인간은 세계 내 정신 spirit-in-the-world이지만 순수정신 pure spirit이나 
순수 자아pure self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 안에서 현실화actuate되
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를 떠날 때going our of himself 자기에게 있게 된다 
become present to himself.76) 

이에 이어서 스힐레벡스는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이 세계 안의 타자 경험

을 통해 자기를 이해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여기서 인간의 자기인식은 세계에서 타

자를 대하며 대상 앞에 선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로 자신을 타자에게 드러내며 이를 통해 관계 맺는 세계에서 자신을 인

75) 이 글에 나타난 인간학과 초월론적, 향주적 인간 이해는 권영파·이규성, “세계 안에서 하
느님과 함께 -스힐레벡스 인간학의 현대적 함의”, 인간연구, 43, 2021, p. 159-188에서 정
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앙의 역동성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기로 한다.  
76)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 p.43. 본 연구자는 라너가 제
시한 biesichsein이 영어로 being present to himself로 번역되었고 한글로는 ‘자기에게 
있음’으로 번역된 상황을 따라, 이 구문을 ‘자기에게 있음’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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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다. “인간은 육체를 통해 타자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육체를 포함한) 

물질을 통해 드러난 타자만을 인식할 수 있다.”77)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이 단계의 자기인식self-awareness이 우선적이며 최종적으

로 전(前)반성적pre-reflexive이며 비주제적인 자기이해78) 의 방식으로 현재한다고 

말한다. 또한 스힐레벡스는 이 경험이 동시에 이미 자기-이해이며 의미로 가득한 

세계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한다.79) 

여기서 나타나는 스힐레벡스의 논지는 세계 안에서의 전반성적 경험이, 인간이 

스스로 세계 안에 있는 자신을 해석하는 작업에서, 이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세계

를 파악하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세계 안에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전반성적 경험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경험이 된

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의에서 인간은 세계 경험 안에서 자기이해에 도달하려는 존

재로 제시된다.80)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하느님은 인간의 정의definition 안에 속한다. 이는 세계 

안에서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이 하느님과의 초월론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전(前)반성적pre-reflexive 자기의식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자기의식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초월적 관계이

다81)” 그에 따라 인간이 (세계 안에서 맺는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에

77) ibid, p. 43 참조.
78) 스힐레벡스가 여기서 말하는 비주제적인, 전반성적인 경험은 개념이나 이미지 또는 역사
적 실재 안에 반성적으로 설명되는 주제적 표현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경험을 말한다. 이에 관
하여, ibid., p.59, 미주 2번 
79) ibid., p. 44.
80) ibid., p. 45.
81) ibid., p.45. 한편, 스힐레벡스는 “Evangelical Purity and Human Authenticity,”에
서, 인간이 이러한 초월에서 세계의 지평과 함께 자신을 초월하며, 인간의 자유가 이 세계의 
의미를 정초하는 토양이라는 이해를 피력한다. 여기서, 스힐레벡스는 철학자들의 무신론적 
자기초월 이해로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하느님 지향성을 설명한다. “인간과 함께 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의 우연성은 하느님에 대한 앎의 원천이다. 이는 이러한 탈-자적 특성이 우리 
존재가 하느님의 신비로 흘러들어가는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세계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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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음은 그 본질상 ’하느님 앞에 있음‘을 의미한다82)는 명제가 발해진다. 

스힐레벡스가 역사 안의 인간 관계 안에 하느님을 연결시키는 지점은 이처럼 하

느님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는 이해에 닿아있다. 이러한 입장은 인간과 세계의 관

계 안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깔려있음을 나타낸다. 

하느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는 인간이 세계 안에서 맺는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
서 그리고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의 의식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관계가 분리시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역사 안에서 꼬아져가는 씨실과 날실을 벗어나 하느님과 인간
의 관계를 추상화하거나 정식화할 수 없다. 나와 관련지어 말하자면, 하느님
은, 초월적이신 그 분은, 내가 역사적 존재로서 갖는 우연성과 선사성(膳賜
性)의 근거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83) 

스힐레벡스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1958년에 발표한 글에서도 나타난다. 이 글에

서 스힐레벡스는 인간이 관계 안에서 대상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스힐

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하느님

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세계 안에서 자신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시

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 세계 내에서 맺는 모든 관계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84) 

이처럼 존재론적 창조론을 제시하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관계 

안에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관계로 침투하고, 인간의 자기이해와 세계 이해의 지평

안에서만 탈자 ed-stasis를 경험할 수 있다.” 우연성을 통해 대상적으로 절대자를 향하는 우
리 실존의 역동성은 인간과 세계 안에 담긴 하느님 신비의 영향이다. “Evangelical Purity 
and Human Authenticity”, "Evangelische zuiverheid en menselijke 
waarachtigheid,"  (1963). G&M, pp.162-165.
82) ibid., p.46.
83) ibid., p.46.
84) Schillebeeckx, "Dialogue with God and Christian Secularity(이하, Dialogue)" / 
"God en mens," (1958), G&M.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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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이미 침투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이 연장선에서 ‘인간과 세계의 대화’는 ‘인간

과 하느님과의 대화’로 제시된다.85) 이는 하느님께서 세계를 통해 은총을 주시기에 

인간과 세계의 대화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환경을 통해 인간을 구하시려는 신적 사

랑을 드러내는 장이 되는 데서 성립된다.86) 

여기서 인간 사회 안의 의미 있는 가치들에 대한 민감성은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다.87) 이 때문에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현재 안에 머물며, 이로써 세상은 하느님 안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세계 안에 있음은 인간의 종교적 실존의 일부가 된다.88) 

이처럼 존재론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 하느님을 세계 내에서 인식하는 계기는 스

힐레벡스에 따르면 우연적 존재성과 인간 경험을 능가하는 무언가에 대한 암시적인 

자각awareness이다. 스힐레벡스는 여기서 신비이신 하느님이 인간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역동성을 설명한다.

이 경험 안에 인간의 모든 경험을 능가하는 무언가에 대한 암시적인 자각이 
있다. 결과적으로 실재로 지각되는 것은 그 대상적 지시 안에서 경험된 우연
적 실재들이 하느님의 절대적인 구성적 신비로 향하는 역동성이다.89)

스힐레벡스가 여기서 말하는 역동성은 인간 지성에서 발해지는 주체적인 역동성

을 의미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힐레벡스는 실재 그 자체가 하느님에게

로 인간 정신을 이끔을 강조한다. 

인간 정신은 투사활동 안에서 실재 자체에서 마치 발견되는 것처럼 대상적인
objective 역동성dynamism의 발자취를 따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

85) “Dialogue”, p.224.
86) “Dialogue”, p.223
87) “Dialogue”, p.225. 
88) “Dialogue”, p.226.
89) “Faith functioning in human self-understanding” v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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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그 자신의 투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 실재의 대상적인, ‘존재의 외연
에 있는ontic’ 역동성에 의해, 그가 없다면 나의 세계 경험이 본질적으로 모
순이 되어 버리는 신비로서의, 하느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 움직여진
다.90)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신비이신 하느님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만날 수 없음을 분명히 짚어낸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신비이신 하느님은 오

직 우리의 순종 안에서 포착될possessed 수 있는 신비이다. 이 논의를 통해 스힐

레벡스는 인간의 모든 종교성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하느님 

중심적인 향주적 친교로 들어올려 질 수 있는 인간 정신의 개방성을 의미한다고 정

리한다. 

스힐레벡스가 모든 인간에게서 종교성을 보고, 이러한 종교성 안에 하느님의 은

총을 발견하는 근거가 여기서 확인된다. 스힐레벡스는 모든 인간에게 소여된 하느

님과의 기본적인 절대적 관계가 인간이 세계 안에서 모색하는 상대적 의미가 그 자

체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보장한다고 본다. 또한 스힐레벡스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서 감지되는 하느님의 신비가 인간이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마주 대하

는 실재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본다. 

스힐레벡스는 여기서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섬은 그가 마주 대하며 관계를 맺는 인

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실재적인 삶

에서 하느님에 대한 전반성적 지지는 인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난다. 이는 하느

님이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하며 그 안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힐레벡스가 1968년의 글에서 언급하는 ‘우연적 존재성과 인간 경험을 

능가하는 무언가에 대한 암시적인 자각awareness’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이 주도하

는 역동성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대조경험’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대조경험’은 이전까지의 이해 틀로 해석할 수 없는 경험을 의미하는데, 스

90) ibid.,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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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레벡스에게 이 경험은 보다 넓은 지평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신

비로 나아가는 경험을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월적 지평의 삶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기술은 ‘암시적 신앙’의 단계로 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초월론적 지평의 삶에서 인간이 비록 주제적

thematic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을 알고 이에 순응하

지 않더라도, 인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인간에게 자신을 내

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향주적 삶의 단계를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3. 초월론적인 삶의 지평에서 향주적 삶의 지평으로

스힐레벡스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께로 향햐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본다 이

러한 인간의 본성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통해 하느님을 알아차리도록 작용할 때, 

앞에서 살펴본 초월론적 지평에서의 삶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주적인 삶의 지평으로 옮아가는 단계를 그려낸다. 이때 그는 하느님

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91) 이는 지성적으로 또는  

세상 안에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과 하느님을 아는 것이 

다름을 의미한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하느님 체험이 반드시 세계와의 살아있는 만남에 기초하여 

인간의 의식 내에서 일어남을 강조한다.92) 이는 하느님이 인간의 의식 안에 당신을 

비추는 방식이자 동시에 인간이 직접적인 관계와 만남에서 경험을 이루어간다는 사

실에 기초한다. 스힐레벡스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인격적인 관계로 접어드

91) ibid.
92)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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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동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실제로 인지하는 것은 경험된 우연적 실
재들이 절대적인 구성적인 실재를 지시한다는 역동성dynamism이다. 인간의 
정신은 단지 존재 안에 발견되는 대상적objective 역동성의 단계를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정신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투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된 실재의 대상적, 존재적 역동성에 의해 하느님의 인격적 현존
을 향해 옮아진다. 이때 인격적인 하느님의 존재는 그것이 없으면 내 경험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모순이 되어버리는 신비로서 경험된다.93) 

드페터의 ‘암시적 직관’을 보여주는 위 인용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인

간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향하는 과정이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94) 그렇다고 해서, 스힐레벡스가 인간의 정신을 압도하며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하느님 체험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스힐

레벡스의 하느님 체험에서 중요한 구도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당신을 ‘전해주시는’ 

하느님과 이를 전적인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세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신비는 오직 순종 안에서만 포착될 수 있다. 인간 경험 안에서 인간이 행하
는 자기 해석은 모든 종교성의 뿌리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이러한 
경험 해석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올려져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향주
적 친교라는 하느님 중심성으로 향하는 개방성openness일 뿐이다.95) 

스힐레벡스는 이처럼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 종교적인 자기 인식에 이르는 인

93) ibid.,
94) Marijn de Jong,“Mediated Immediacy: Karl Rahner and Edward Schillebeeckx 
on the Non-Reflective Element of Experience." Religious Experience Revisited. 
Brill, 2016. p.154-172; 같은 저자, Metaphysics of Mystery: Revisiting the Question 
of Universality Through Rahner and Schillebeeckx. Bloomsbury Publishing, 
2020. p. 264-267.
95) ibid.,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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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험, 그 중심에 절대자를 알아차리는 신비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96) 여

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단계의 전이, 또는 역동성의 작용이, 그리스도인에

게 국한된 경험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힐레벡스의 인간학에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께 향한다. 또한 인간은 세상 경험

을 통해through, 세상 경험 안에서in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이해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고 절대적

인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의 원동력은 인간의 의지나 자연적인 성향에서 나오지 않

는다. 스힐레벡스에게 이 갈망이 하느님 은총의 작용 결과로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그리스도인의 체험 또는 그리스도 체험은 이러한 단계와 어떻게 

연결될까?”를 물을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역사 안에서 인간의 이러한 경험을 전반

성적인 종교적 자기인식으로 규정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존재 모

두를 사고를 통해 알아차릴 수 없고human existence can not be fully x-rayed 

by thinking, 인간의 존재는 전적으로 객관화되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 때문에 자신에게 신비로 머물 뿐 하느님의 신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러

한 하느님의 참여에 의해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에 기초하여 자신을 설명할 수 있

다.97) 

여기서“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가 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신을 사랑할지 아니면 자신을 부인할지 간의 선택이다“라는 스힐

레벡스의 주장에 담긴 의미가  드러난다.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인 존재, 즉 궁극과

의 연관 안에서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98) 그러나, 그 신비적 존재와의 

관계는 인간의 힘이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또한 그 존재와의 만남과 그에 이

96) ibid., p.48.
97) ibid., pp.48-49.
9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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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참 나의 발견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부터 나오지도 않는다. 

한편, 스힐레벡스에게 하느님이 인간의 미래, 인간의 희망과 연결되는 시기는 이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난다. 스힐레벡스는 역사적 관계의 심연에 작용하는 하느님이 

인간 안에 작용하는 희망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절대자는 인간 역사 안에서 인

간의 삶에 대한 약속을 지닌다. 이 약속은 인간 실존에서 기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개방성으로 나타난다. 이 희망은 인간이 스스로는 답을 줄 수 없는 종

교적 질문과 관련하여 나타난다.”99) 

스힐레벡스가 이처럼 미래와 하느님을 연결시키는 것은 동시대 문화에서 과학기

술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익명의 그리스

도인 이론이 전제하는 보편 은총의 이해에 따라, 이러한 활동은 ‘시대의 징표’로 읽

히며, 교회가 응답해야 하는 자리로 간주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스힐레벡스는 

질문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인간 지성의 움직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여기에 건설하

려는 인간의 노력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보았다. 

그런데,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초월론적 지평으로부터 향주적 지평의 단계로의 전

이도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 이 전이는 당신을 건네주시는 하느님의 선물로 , 하느

님의 보편적인 구원은총에 따라 일어난다. 스힐레벡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

다. “만약 인간의 역사, 곧 상대적인 실재, 안에서 상대적인 의미가 나타날 뿐만 아

니라 역사적인 예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또한 역사적으

로 파악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본성상 우리의 초월론적 깊이 차원의 인간경험

이 온전히 새로운 지평에 들어선다. 이제 초월론적 삶의 지평은 불분명한 미명성에

서 벗어나고 초월론적인 관계는 향주적인 삶의 지평 안으로 개방된다.”100) 

이때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향주적인 삶의 지평은 암시적인 초월적 지평이 범주적

인 실재 안에서 범주적인 실재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99) ibid., p.51
100) ibid.,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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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향주적인 삶의 지평에서는 곧 계시 종교 안에서는 범주적 실재들이 직접적

으로 하느님의 암시적 신비를 나타낸다. 이 지평에서 절대자의 절대적인 자기 통교

는 신비로서 우리 삶의 지평으로서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전-종교적인 단계에서 종교적인 단계로 옮아가는 이 전이는 

신앙의 고백과 전례 참여 안에 주제적으로 표현된다. 

신앙의 고백과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향주적 경험의 명시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향주적인 삶에서 범주적인 실재는 암시적 신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다. 이 앞에서 인간의 자기 이해는 무력함을 발견한다. 따라서 범주적인 실재
는 하느님의 신비를 해석하는 가시적인 형상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
의 절대적이고 은총 가득한 자기 전달 안에서 이를 통해서 신비로서의 절대
자는 우리에게 우리 경험의 지평으로서 주어진다.101)”

그러나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우리의 자연적 의식 안에서 절대자는 우리에게 주

어지지 않는다. 그 존재는 우리 의식을 밝혀주는 지평으로서 머문다. 이때의 의식은 

세상 안에서 인간과 함께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스

힐레벡스는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하느님을 인식하는 길을 보여주는 

동시에 온전히 하느님이 주도하고 하느님으로 인해 가능한 경험의 자리를 확보한

다.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향주적 삶의 핵심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표현되고 공

유된다는 데 있다. 하느님은 당신을 인간에게 직접 건네지만 인간의 경험 구조 안

에서 이 체험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되고 표현되면서 경험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자기 계시 안에서, 즉 신앙의 삶 안에서는 이와 달리 절대자는 신
비로 머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매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절대자
는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된 실재의 차원으로서 자기를 건네준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안에서 절대자는 더 이상 배경으로만 있지 않고 앞으로 나온다. 

10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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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우리가 이를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가
려진 존재 안에 간접적인 주제적 경험을 통해 향주적 길 또는 하느님과의 친
교는 주제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는 범주적 요소인 개념과 상(像) 그리고 
단어로 된 실재를 통해 표현된다. 인간은 이제 그 자신 앞에 선다. 인간은 역
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만 향주적인 친교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설 수 있
다.102) 

한편, 스힐레벡스에게 초월론적인 지평에서 향주적인 지평으로의 변화는 내적인 

표현을 내적으로 결정짓는다. 결론적으로 계시는 우리의 자기 이해의 깊은 곳에서 

닿는다. 구원 계시와 인간의 자기 이해는 상관적인 관계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주체로서 하나 안에 역사적 자기 이해와 신적인 계시는 하
느님의 절대적인 자기친교를 통해 일어난다. 이는 계시가 인간의 자기 모색
을 전제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앙, 신앙의 고백 그리고 교리는 인간
의 자기 이해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한다. 향주적 경험 요소의 명시화와 주제
적 표현은 예측 안에서 표현과 상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인간의 세계, 인간의 
전망으로부터 온다. 인간의 자기 이해는 따라서 계시 자체의 내면차원이다. 
계시는 인간에 의해 경청되기에 계시는 신학 안에서 전반성적으로 , 반성적
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이고 학문적인 신학 안에서 성장한다.103)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스힐레벡스에게 계시와 신앙은 역사 안의 인간에서 자기

이해와 맞물리며 이해된다. 그에게서 신앙은 역사 내에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

하고 실현하는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표현하

는 과정과 상관한다. 이처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술되는 인간의 자기 이해는 

세계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에서, 세계의 변화와 신앙적 표현 사이에 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감지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역사 내에서 인간이 하

102) ibid., p.52.
103) ibid.,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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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께 나아가는 면모를 담아낸다. 역사 안에서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가운

데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이해하는 인간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라는 지평에서 자

신을 이해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난다. 스힐레벡스는 존재의 우연성을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는 자리에서 바라보며 초월론적 지평의 단계로 움직이는 선을 보여주

었다. 더 나아가 암시적 단계에서 벗어나 개념적이고 범주적인 파악을 통해 역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의 자기전달에 호응하며 향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

계도 스힐레벡스는 보여준다. 

그런데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에게

로 나가는 여정뿐 아니라 신앙이 갖는 역사성과 신앙적 표현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 안에서 사회정치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처지에 

부응하여 언어와 실천으로 표현되는 신앙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자기이해와 사회, 

정치, 윤리,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스힐레벡스 신

학에 담긴 역사와 신앙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기전에 관한 세밀한 논리 흐름을 다

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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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역사와 함께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신앙의 역동성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신학 논고에서 논의 전개에며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서 역사에 대한 성찰은 역사적 간극을 메우며 이천년 전에 

발생한 역사적 계시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작업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힐레벡스 신학의 역사 이해는 하느님의 자기

전달과 인간 구원이 일어나는 장이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에게로 나가는 장에 주목한다. 

스힐레벡스의 역사 성찰에서 크게 주목할 점은 인간의 자기이해와 계시경험 및 

그 표현으로서의 신앙이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전개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은 자기이해의 자리에서 기능하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역사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구원과 계시 

이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번 절은 앞에서 살펴본 경험의 역사 내적 구조의 연장선에서 스힐레벡스의 계

시 경험 이해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계시 경험 이해는 그 표현인 신앙의 역사

성과 신앙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기반을 두고 

이어지는 절에서 역사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신앙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이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2.3.1.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계시 경험

스힐레벡스 신학의 전체적인 윤곽과 뿌리는 아퀴나스 신학뿐 아니라 도미니코 수

도회의 영성과 신학 전통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많은 철학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성경주석학을 성실하게 반영하는 가운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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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리스도론의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며, 실천적이며 관상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면모는 모두 이 연장선상에 나란히 놓이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가 오랜 시간의 풍성한 작품을 통해 독려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하느

님의 친밀한 자기전달의 초대를 알아차리고 그에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를 구원하시

는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살아가는 삶이었다. 스힐레벡스는 도미니칸의 전통 안에

서 관상을 통해 얻은 지혜를 학문과 사목활동으로 세상에 전달하려 노력했다. 그에

게서 사변적이며 치밀한 논의 전개는 신앙의 신비적 깊이를 더하려는 데 초점이 놓

이고, 하느님은 그의 신학에서 신비로 머물러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될 수 

없는 분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그의 신학구도에서 인간과 하느님, 그리고 역사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

며 신앙이 그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스힐레벡스 신학 구도에서 신앙이 역사 안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관한 숙고가 그 깊이를 드러낸다. 또한 우리는 그의 

신학에서 하느님의 자기 전달과 인간의 응답이 역사 안에서 구원을 견인함을 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께 하느님의 구원에 다다르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신비이신 하느님을 강조하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계시는 초기부터 중요하

게 다뤄진 주제이다.104) 신학 전개의 방법론에서 변화가 있었지만105) 스힐레벡스의 

계시 이해가 ‘인간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1958년에 발표한 “신학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계시를 설명한 후, 신앙을 주관적,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스힐레

벡스는 여기서 신앙의 실천을 신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아퀴

나스로 이어진 신앙의 정식, 곧 “믿는 것은 동의 가운데 성찰하는 것이

104) Church, 1990, 1장. OCF, 1장과 4장, 
105) 이에 관하여,  Hilkert, “Hermeneutics of History”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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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redere est cum assentione cogitare)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지성intellect과 정신mind이 모두 작용하는 신앙에서 동의 

consent와 이해하려는 열망이 신앙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한다. 그런데 이어

지는 구문에서 그는 이러한 지성적 정향성이 지성적인 호기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짚으면서, 신비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이 신앙에서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같은 글에서 스힐레벡스는 계시의 실재는 구원역사로서 주어진다고 말하면

서 계시는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와 개념과 이미지, 단어로 표현되는 가운데 그 깊

은 의미를 역사 안에서 실현한다고 말한다. 이때 계시를 담는 표현이나 개념은 신

앙 안에서 신앙을 통해서 이해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 안에서 정행orthopraxis을 통해 신앙을 증거한다는 스힐레

벡스 신학의 노선과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1953년의 글에서도 스힐레벡

스는 계시에서 드러난 의미가 삶으로 살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학적 반성의 

원천이 발견되는 자리는 인간이 신비를 대하는 전체로서의 응답”이라고 말한다. 

스힐레벡스의 계시와 신앙 이해에는 분명히 드페터가 제시했던 ‘암시적 직관

implicit intuition’이 드러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의 초기 입장이 신앙의 역사성이 

설 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계시가 개념이나 표현에 담긴다는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에게 계시와 신앙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바뀌었다보다

는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스힐레벡스의 노력이 신앙에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보다 정교한 이론 안에 담아내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스힐레벡스는 “계시는 하늘로부터 직접 오지 않는다.106)”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

장은 다소 놀라운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 스힐레벡스의  이러한  주장에는 계시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부정하는 입장이 담겨 있지 않다. 그는 분명히 계시가 

106) Schillebeeckx, “Theological Quests”, Essays, p.115; “Discontinuities in 
Christian Dogmas,”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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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다고 확인한다.107)

하느님의 계시는 인간 경험의 여정을 따른다. 분명히, 계시는, 즉 순전히 하
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은, 인간의 경험을 
능가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계시는 인간의 주체적인 경험이나 사고에서 나
오지 않는다. 계시는 인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경험 안에서 감지될 
뿐이다. 인간의 경험을 떠나서 일어나는 계시경험은 없다.108)

계시가 인간 경험에서 일어나는 성찰을 강조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직접 오지 않

는다’는 표현을 통해 스힐레벡스가 주장하려는 바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그 수용자인 인간 안에서 이해되고 수용된다는 점이다. 

스힐레벡스는 계시를 ’ 경험되고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 하느님의 구원 활동‘으로 

정의한다.109) 이 내용에서 확인되듯, 스힐레벡스에게 인간의 경험 -곧 지각과 성찰

-이 계시 이해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스힐레벡스의 계시 규정은 강렬한 체

험 등의 마법 같은 초자연적 개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110) 

그렇지만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계시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

다. 스힐레벡스는 “철학과 달리 신앙은 약속된 것이며 이는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받은 것이며,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111)” 는 입장을 견지한다. 

스힐레벡스의 계시 이해에서 하느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반응은 불가분한 관계를 

갖는다. 

계시는 인간의 역사적 경험 과정에서 발생한다. 신적 계시는 오직 역사적 사

107)  UF, p.42/47.
108) IR, p.10/11.
109) Jesus p. 39/57.
110) Christ p. 31/46.
111) UF, 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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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계시는 경험과 해석의 과정 안에서 드러
나기에 지상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이 지니는 상향과 하향의 과정에서 실제
로 전개되는 잠정적인 학습 과정이다. 계시가 인간 존재를 해석하고 추구하
는 일인 만큼 (인간 존재를 해석하고 추구하는 그 사실로 인해) 계시는 하느
님의 일이기도 하다.112)

스힐레벡스는 계시의 본질이나 구분을 다루기보다, 경험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경

험되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다. “계시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반응을 

일으키는 원천이다113)” 스힐레벡스가 계시경험에서 주목하는 인간의 반응은 놀라

움과 새로움 그리고 변화이다.114) 그에 따르면, 계시경험은 이전까지 익숙했던 실

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같은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을 키워주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식별하도록 이끈다.115) 

계시로서의 인간 경험은 인지적cognitive이고, 비판적critical이며 생산적
productive 또는 해방시키는liberation 능력power을 갖는다. 계시 경험이 지
닌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진리와 선성goodness, 정의와 행복을 끊임없이 추
구하는 활동에서 발휘된다.116)

계시를 이렇게 이해할 때 계시경험이 신앙인에게 또는 종교인에게 한정되지 않을 

112) “Theological Quests”,Essays, p.115; “Discontinuities in Christian Dogmas”, 
p.88
113) Christ, pp.33-34/48.
114)Schillebeeckx, “Experience and Faith”, p. 9. Essays.에 실린 이 글은 
“Erfahrung und Glaube”, (1980), F. Böckle a.o. (eds), Enzyklopädische Bibliothek 
in 30 Teilbänden, 25. Christlicher Glaube in moderner Gesellschaft (Freiburg, 
Basel, Wien 1980), p.73-116와 스힐레벡스가 당시에 작성한 친필 원고를 더하여 완성한 
자료이다. Essays의 편저자에 따르면, 스힐레벡스는 당시 허용된 원고게재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원하는 내용을 모두 싣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의 많은 부분이 
Christ의 pp.15-50/31-64에 나타나지만, 이 글이 Christ에 실린 내용보다 집약적이며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Essays에 실린 “Experience and Faith”를 
인용하기로 한다.
115) ibid.
116) 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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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변화의 경험이 이 경험을 

계시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경험된다고 말한다. 

계시는 사건을 그 자신에게 일어난 계시로 지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는 않는다. 순수하게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이성으로 기저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경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만약 경험된 사건이- 자연이나 역사, 
개인들 간의 사건 또는 세계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이든 간에- 특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드러내 보일 때에만 정당하게 계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 경험이 주체로 하여금 다른 반응이 아닌 이 반응만
을 만들도록 압박한다면 ...계시라고 말할 수 없다.117)

앞 절의 내용과 연관하여 볼 때, 스힐레벡스가 세계 경험으로부터 하느님 경험으

로 옮아가는 전이를 언급한 지점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스힐레벡스는 하

느님이 인간 존재의 절대적인 근거인 하느님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낸다고 말한

다.118) 

이 때문에 그에게서 계시 경험은 자기 이해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

이 확인된다.“구원의 계시와 인간의 자기이해에 대한 신적인 명료화는 상관적인 관

계를 가진다.”119) 이는 인간의 자기이해가 자기존재의 기반인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 온전한 자기이해에 다다른다는 점을 함축할뿐 아니라 이 계시에서 하느님이 하

느님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포함한다.

스힐레벡스의 계시 규정 이해를 위해 그의 글에 나타나는 ‘한계 경험’과 ‘의미 추

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시 규정에서 변화와 응답을 중시하는 그에게서, 인간이 

세계 경험 안에서 마주하는 한계체험이 종교체험, 더 나아가 그리스도 체험과 연결

되는 고리를 제공한다.

117) ibid., p,2. 
118) "Life in God and Life in the World,이하 Life in God", G&M, p.182
119) Christ, p.46



- 118 -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 이는 삶의 어느 순간에든 올 수 있다. 이 공허함은 자
유와 함께 영속하는 도전과 열망으로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공허함과 자유
는 우리 존재의 불완전성precariousness이라는 느낌을 일으킨다. [...] 이 급
박감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지점으로 유혹allure한다.120)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종류의 경험이 그 자체로는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121) 그러나 그는 이 경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에, 무한한 무엇인가에 직

면하게 한다고 말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험을 해

석하려고 몸부림치며, 종교적 경험으로 가는 길로 인도될 수 있다.122) 스힐레벡스

의 이러한 이해에서 우리는 그가 창조된 인간 이해에서 정립했던 인간의 향주성과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스힐레벡스에게 계시 경험이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인간 노력 또는 하

느님을 찾는 인간 노력의 종점에 놓이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은 하느님에게 

발견된다”고 말한다.123) 보다 분명하게 스힐레벡스의 계시경험은 하느님에게 발견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스힐레벡스는 하느님의 주도권으로 진행되는 계시이해를 제시하면서 동시

에 수용자에게서 자기이해를 실현하는 계시경험 이해를 정립한다. 그는 인간의 초

월적 성향을 하느님의 작용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반응의 여지를 

120) IR,, p.5
121) ibid., p.6
122) op. cit,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이해는 하이데거나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틸리히와 불
트만을 연상시킨다. 스힐레벡스는 그러나 틸리히가 인간이 그리스도교적인 하느님을 찾는 열
망을 모두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불트만에 대해서는 내면적인 실존 이
해에 머무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면, 스힐레벡스에게 세계경험으
로부터 하느님 경험으로 넘어가는 고리가 이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고리라고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스힐레벡스가 도미니칸 영성과 신학에 충실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퀴나스 신
학에서도 선명하게 확인되는 세 가지 길, 곧 긍정과 부정, 초월의 길이 더 근본적인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선명하게 인간의 한계 체험과 연결시키는 입장은 스힐레벡스
가 이들의 사상을 수용했다기보다, ‘한계’라는 용어를 통해 당 시대인들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3) “Life in God”,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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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둔다. “그러나 그 주체에게 그러한 반응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행

사하지는 않는다.124)”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신앙인이 계시로 받아들이는 경험은 인간의 심연에서 자신

을 드러내는 그 존재에게 경험자 자신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경험의 규범norm에 

승복하는 경험이다.125) 경험자는 전인격적으로 경험자체를 확정하고 변화된 모습으

로 행동한다. 계시는 회심 경험을 내포한다.126) 

여기서 우리는 스힐레벡스가 계시경험을 인간 경험 안에서 전개되는 하느님 체험

으로 설정하면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존재에 승복하고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

아간다고 보는 입장을 볼 수 있다. 스힐레벡스에게 계시는 단 한번의 강렬한 체험

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하느님이 불현 듯 개입하는 체험 또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직면하며 무한을 열망하는 체험을 하느님 계시 경험의 연장선에 

놓는다. 스힐레벡스에게 계시 체험은 종교 공동체 안에서 언어적으로 성찰되고 공

유되면서 세계관과 함께 한 개인의 경험과 경험해석 지평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 권

위가 담보되는 경험이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이러한 계시이해를  계시 체험을 인간의 실존적 자각이나 

종교체험이라는 지평에 두는 입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 스힐레벡스의 작업은 무신

론이 만연한 시대에 세속화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동시대

인들에게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활동과 창조된 인간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가 The New Catechism- A Proclamation 

of Faith for Adults를 새로운 교리로 표현할 때, 교리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교리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취지였다고 말하는 점127)도 이 

124) “Experience and Faith”, p.2.
125) ibid.
126) ibid.
127) 1966년에 출판된 『The New Catechism – A Proclamation of Faith for Adults』
는 교회 안팎에서 상반된 평가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힐레벡스는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주교단이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취지를 강조한다. “‘새로운 New’라는 표현이 오해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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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에게 유일하고 참된 계시 체험은 그리스도 체험이다. 스힐레벡스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뻗어간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통해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

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이며 생생한 기억은 오늘 이 시대에 생생하게 살아있

는 그리스도교를 구성한다128)”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언제나 동

시대의 경험이지만, 거기에는 전승과 약속이 있다129)’는 그의 언급은 이런 맥락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 밖에 구원이 없다’는 스힐레벡스의 주장은 ‘교회 없이 구원은 없다’는 이해

를 기반으로 한다. 스힐레벡스의 계시 이해 및 신학 전반이 지니는 특징은 그가 전

승된 신앙 교리를 해석하는데 주력하기보다, 그리스도교라는 신앙 경험 표현을 불

러일으킨 원천에 현대인을 초대한다는 점이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과 이미 구원받은 인간이 자신의 초월적 향주성을 인지하고, 자

신의 삶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구원체험으로 수용하며, 세상 안

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촉구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5번째 복음서의 주인공이 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다섯 

번째 복음서이다. 이 삶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론의 정수에 속한다130)” 는 스힐레벡

스의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평생의 신학작업을 통해 마련하

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이 지시하는 바를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중략) 모든 메
시지와 모든 신앙은 그대로 동일하다. 다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이를 조명하는 방식에서 새
롭다.” 스힐레벡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책은 6년 이상의 노력 끝에 출판되었다. 스힐레벡스
는 이 점을 부각하며 공의회에 따른 쇄신을 보여준 책이 아니라 공의회 이전에 이미 정립된 
입장이었음을 강조한다. 스힐레벡스는 이 책의 저술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관하
여,  IHT. pp.27-29. 
128) “Experience and Faith”, p. 15
129)  ibid.
130) “Prologue”, Christ, p.18



- 121 -

려 했던 길은 복음서의 그리스도 체험 증언을 불러일으킨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길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초기교회 신앙인들처럼 하

느님을 경험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우리의 하느님 경험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방식에 따른 표현 안에서 그리스도로 증언되고 실천으로 증거하

라고 제안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계시체험의 이론과 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존재론적 입장 

확립은 이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에게 전승과 오

늘의 경험 사이에 놓인 시간적, 공간적 간극을 성령의 활동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전개된다. 해석학적 성찰과 다양한 철학,신학 사조에 대한 반성적 수용은 스힐레벡

스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해 활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3.2, 신앙적 표현에 작용하는 역사

  이번 장의 앞 절에서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경험의 구조에 나타나는 역사성을 

살펴본 바 있다. 그에게 해석된 체험으로서의 경험은 해석과 표현과정에서 역사성

을 지닌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경험 이해에서 한 인간의 역사 내적 체험은 그

가 속한 전통과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 역사라는 지평에서 일어난다. 

스힐레벡스의 경험 이해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인간의 경험구조가 세

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기이해에 닿아있다는 점이다. 앞의 소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에게 향주적 삶의 지평에서 경험하는 하느님에 대한 기술도 

인간의 자기 이해를 반영한다. 이는 인간이 모든 체험을 해석하며 역사 안에서 자

신의 존재 의미를 물으며 자기이해에 도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다. 

스힐레벡스에게 체험은 이전까지의 경험 지평에서 해석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체험을 통해 이전까지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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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해석되며 통합되는 기전에 주목한다. 스힐레벡스의 경험 이해에서 통합되는 

요소는 인간의 자기이해에 수렴된다. 인간의 세계 이해는 세계 안에 살아가는 자기

이해이며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작업과 상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에게 역사가 신앙적 표현에 작용하는 것은 언어와 상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국면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의 변화가 경험 해석에 미

치는 영향에 닿아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의 변화가 사고의 변화를 가

져올 때,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이전의 해석 틀로 해석되지 못할 때 경험 이해 틀

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의 경험 이해에서 새롭게 해석된 경험은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가

운데 이전까지의 해석 틀을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131) 이

때 스힐레벡스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선택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

를 바라본다. 

경험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경험authoritative을 가진 한 개인 또는 단체는 
그 계기에 힘입어 증거자가 된다. 그들은 그들 앞에 일어난 일을 다시 생각
해본다. 만약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반성적이라면 이들은 다른 이들이 새로
운 존재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들은 움직임 안에서 무언
가를 정립한다. 경험적인 인가는 새로운 경험과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을 설명
할 때 작동한다. 이 경험은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하게 
신양과 구약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또한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예수를 말한
다.132) 

한편, 스힐레벡스는 경험이 주는 새로운 인식을 중시한다. 스힐레벡스는 세속화

131) ibid.  참조.
132) “Experience and Faith”,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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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신론, 과학기술 중심주의 등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당대의 경험이 이전

의 신앙 언어로  해석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

는 신앙을 전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전망하며, 당대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표현을 탐구하고 자신의 신학기획을 통해 이를 전개했다.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계시적 종교경험도 경험 구조를 따라 이해한다.133) 이 때

문에 계시경험도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스

힐레벡스에게 계시는 경험과 해석, 정식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역사성을 입는

다.134) 그에 따르면, 종교경험도 순수하게 경험된 양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스힐레벡스는 종교경험도 언어적 반성과 개념화 및 해석을 포함한다고 제

시한다.135) 공동체를 전제하는 종교의 경험은 종교적 언어와 명제 그리고 궁극적으

로는 조직적 언명으로 해석된다.136) 이때, 신앙은 들음에서 오지만 개인적인 경험

에서 실현된다.137) 그러나 신앙인의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 안에서 제정되었을 때 

그리스도 경험이 될 수 있다.138) 이 경험은 공동체를 통해 수용되고, 교리로서 표

현되면서 공동체의 신앙정식으로 자리 잡는다.  

이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 안에서 발생한 경험이 그가 속한 종교적 전통뿐 

아니라 종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가운데 해석된다는 점이다. 스힐레

벡스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안에는 종교 공동체 안에서만 전달되고 성장한 것이 아

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짜 세계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경험에서도 꽃

피고 전달된 내용이 포함된다.139) 이는 하느님에 관해서 인간의 용어로 말하는 것

은 세계의 경험을 종교적 토론을 통해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140)

133) “Experience and Faith”, pp. 6-7.
134) ibid., p.6.
135) ibid., p.7.
136) ibid.
137) ibid.
138) ibid.
1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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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스힐레벡스가 신앙이 인간의 자기이해에서 작용한다고 언명한 바를 

다시 한번 감지하게 된다. 

 신앙인은 역사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
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때 그가 신앙의 왜를 위한 이성적 비판자에 
대해 확신할 만큼 정식화하거나 지금 여기에서 신앙의 해석이 정확한지를 비
판하는 기준은 이론도 아니고 실천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이 또는 신앙
의 해석이 순수하게 자의적arbitrary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앙
인은 수많은 서로 다른 비판자에 의지하며 자신이 믿는 바가 정확한지를 확
인하려 한다.141)

 
신앙인의 계시 체험이 공동체를 통해 해석되어 계시경험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전

통이 된 신앙 안에 계시가 발생하는 장면과 이 해석에 담긴 시대의 자기이해와 해

석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역사의 변화가 인간의 자기이해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을 때 신

앙 전승이 이러한 자기이해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때 체험

을 해석하는 틀이 변화하면서 신앙적 표현도 변화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체험 해

석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의미와 처지를 이해하는 일과 상관하기 때문이

다. 신학사에서 역사적인 대변혁이나 난국이 신학과 신앙교리의 변화를 가져온 사

실을 들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신앙을 경험의 표현으로 정의하는 점이 그에게서 신앙이 이성적인 

차원의 반성이나 사회문화적 산물로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힐레벡

스에게 신앙은 계시를 이해하는 창구이며, 인간 정신에 각인된 향주성이 신앙의 근

원이다. 또한 계시된 내용을 이해하려는 지성의 열망이나 확신적 동의를 표하는 마

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이해가 스힐레벡스의 후기 신학에도 그대로 전제된

140) ibid., p.10.
141) UF, p.ⅩⅩ/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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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2) 

이처럼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내용과 표현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자기이해

와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스힐레벡스가 고통을 대조경험으로 제시하며 예수의 

삶과 죽음 및 부활을 ‘대조경험’으로 제시하려 했던 취지를 신앙의 역사성 이해에서 

짐작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론을 제시하기 

보다, 현 세대 신앙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공명의 방안을 고민했

다. 

이처럼 스힐레벡스가 당대의 사고방식과 미래전망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며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건설하도록 촉구했던 노력이 ‘비판적 부정성’ 개념에

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가 신앙인뿐 아니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아가며 하느님의 구원활동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표현이 동시대의 자기이해

에 작용하여 새로운 해석 틀로 기능하기를 희망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스힐레

벡스 신학작업은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천을 통해 신앙

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다. 

2.3.3. 역사에 작용하는 신앙의 표현

스힐레벡스에게 해석학과 방법론은 초기 교회에 작용해서 하느님 체험을 해석하

고 표현하도록 이끌었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적 간극을 넘어 우리 안에 

생생하게 활동하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입장은 다음 정

식143)에서 잘 드러난다. 

142) 이에 관하여, 이규성,권영파 앞의 논문 pp.xx~xx을 참조하라.
143)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th in 1983,” 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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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메세지 = 신약성경의 메세지
예수 시대의 사회-역사적 맥락 신약성경 시대의 사회-역사적 맥락

교부들의 종교적 해석 = 중세의 종교적 해석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

오늘날의 종교적 해석
우리의 사회 문화적 맥락

이는 다음 요소들간의 관계 안에서 재생산된다.

마

지막으로 재생산된 관계는 관계 안에서 ‘여전히 다시 재생산’reproduced yet 

again되거나 다음 요소 사이에서 정교화된다. 

스힐레벡스가 이 정식을 통해 주장하려는 바는 맥락과 메시지가 분리불가분하게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이는 메시지의 생산 및 해석, 정교화를 통한 수정 작

업 모두가 상황에 반응해야 하며, 상황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스힐레벡스의 이러한 입장은 신앙과 교리의 내용을 모두 역사 안의 인간 지성 활

동의 산물로 환원하지 않는다.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은 하느님의 활동과 자기 전달

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며 그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다. 인간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께 

전인적인 순종을 할 뿐이다.

앞 절의 경험 구조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는 체험이 이전의 경험 

지평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더불어 해석된 체험으로서의 새로운 경험이 이후의 체험 

해석 지평과 틀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내용은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

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에서 신앙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지점이

며 신앙적 증거로 복음화가 실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실천적 표현을 모두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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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앙의 외적 표현인 언어와 실천을 통해 신앙은 그가 발해지는 역사에 드러나

며 하느님의 역사 구원 활동을 보여준다. 이때 신앙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

의 역사 내적 처지를 이해할 때 보다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인간학

의 상수144)를 제시하는 취지도 이와 연관을 맺는다. 

스힐레벡스가 인간의 충동과 방향,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제시하는 이 상수들은 

육체성, 관계성, 사회성, 상황성, 윤리성, 종교성 그리고 이 6가지 상수들 간의 역동

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상수들은 스힐레벡스에게 인간의 행동과 실존 이해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구성적 조건이자 구원의 충족조건을 보여주기도 한다. 스힐

레벡스에게 그리스도교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은 인간을 구성하는 이 상수들에 

작용하며 전개된다. 

스힐레벡스는 종교를 인간상수의 하나로 꼽는다. 이는 향주성을 반영하지만 동시

에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구원이 인간상수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힐레벡스는 이로부터 그리스도교적인 자유와 정의, 해방 등은 

인간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연결된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 삶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역사의 구조와 역사의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교의 구원과 사랑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회 안에서 발하는 경험은 새로운 언어와 상징 그리고 실

천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서 공유되며 그가 속한 역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그 영향력이 상황에 따라 다를지라도- 그리스도교 국가와 그리스도교가 극히 소수

인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언어와 상징 및 실천을 통해 발해진 내용은 사회와 역

사가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 된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을 드러

내는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시대의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하여, 동일한 사태

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선교가 중요하고, 

144)Christ, pp.7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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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이유로 우리는 스힐레벡스 신학을 문화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종교적 언어로 표현된 경험은, 종교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인 한에서, 종

교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경험을 해석하는 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45)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새로운 경험은 그 

시대의 경험과 해석이 녹아든 언어적 표현 안에 담길 것이다. 또한 종교의 상징들

이 해당 시대에 발생한 사건 이해와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회가 바라보는 미

래의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146)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는 신앙을 종교경험의 표현으로 정의한

다. 이때의 표현은 분명히 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지만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의 표현

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게 신앙은 삶을 통해 믿는 바의 진리를 드러내는 

실천과 연결된다.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스힐레벡스는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을 진리로 증거하는 삶’을 신앙인의 삶으로 이해한다. 이 때문에 신앙의 역사성

은 종교경험의 역사성보다 상황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실천은 사회개혁을 위한 정치적 투신을 의미하지 않

는다. 성경이 신앙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공동체의 전례와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공동체적인 배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신앙의 말씀과 분

리된다면 그 신앙의 올바른 가르침orthodox을 증명할 수 없다.147)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지금 여기에

145)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이에 
따라 희생자의 삶이 교회와 사회의 기억을 통해 부활하는 의미의 실천을 행한다면, 사회와 
역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틀을 보게 될 것이다. 
146)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역동성을 예수 시대와 성경의 신앙공동체의 경험에서 찾아낸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해당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과 신앙을 받아들였던 해석 틀을 분석하는 데
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체험이 이 틀과 생활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탐구한다. 이
들이 성경에 담아낸 신앙이 이후 그리스도교 교회와 사회의 경험 해석 틀로 작용했다는 사실
은 역사가 입증한다. 
147)  ibid., p. 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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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행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우리에 대한 약
속과 우리의 미래로서만 실현되었다. 미래는 이론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실
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선포되고 추구되었던 인
본성은 순수하게 관상적인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미 우리 세계 안에
서 자라고 있는 역사적 형상이다.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희망
이라는 전망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이다. 그리스도교는 해석학적인 작업
만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는 존재에 대한 조명, 이해가 아니라, 존
재의 쇄신.. 곧 그 안에서 존재가 인간을 개별적인 인격으로 사회적 존재 안
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존재의 쇄신renewal이다.148)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정행orthopraxis는 성경에 대한 실존적인 해석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이성적 입장을 의미하지 않는

다. 스힐레벡스는 신앙 전승과 현재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이어주면서 보편성을 담지

하는 인자를 초기 교회부터 신앙인들의 신앙적 삶을 이끌어 온 성령에서 찾는다. 

이 때문에 그의 신학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신앙이 자기 이해에서 작용한다는 스힐레벡스의 입장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험 안에서 전개되는 자기이해로부터 의미와 인본성

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답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경험표현에 담긴 요소 앞에 선

다는 구조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때에도 스힐레벡스는 공동체의 경험과 실천을 

중시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다. 그 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있고 이를 그리스도인의 방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했던 필요성으

로 해석했던 역사가 있다.

 스힐레벡스가 이처럼 실천을 강조하는 데는 “정행 안에서 정언에 대한 의식적 

148) ibid, 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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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이 실현된다”149)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에 따르면, “신앙에 대한 귄위 있는 

해석은 이성적인 의심과 언제나 연관될 수 있는 하느님 중심적인 희망의 행동이

다.” 그리스도교는 순수한 이론에 관한 질문이나 해석학적 성찰이 아니다. 그리스

도교는 궁극적으로 신앙 안에서의 행동에 관한 질문이다.150) 믿기 때문에 믿는 신

앙의 자세에서 왜 실천하는지에 대한 답은 오직 실천에서만 찾을 수 있다.151)

이상의 내용을 앞에서 정리한 신앙의 내용과 연결할 때 우리는 신앙의 역동성의 

면모를 선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실존

적인 질문이나 한계 체험으로부터 제기되는 질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스힐레벡스

에게 신앙은 하느님을 향해서 정향된 존재로서 창조될 때 허락된 은총이다. 이 때

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열망과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열망이 

향주성의 일면으로 남아있게 된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세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 사회정

치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모든 관계 안에 하느님이 초월적이며 내재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본다. 이 때문에 무신론적인 철학이나 세속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등에

서도 그는 하느님을 향하는 인간의 노력을 발견하고 이에 부응하며 이들이 가진 왜

곡된 미래의 전망을 그리스도교의 전망으로 이끌려 노력한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변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는 바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존재와 활동을 드러내고 이 안에서 신앙인 자신과 이를 보는 세상 사람들

이 하느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여기서 신앙인의 하느님 체험이 

신자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신앙의 역

사 내적 역동성이 확인된다. 

한편, 스힐레벡스 신앙 이해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계시의 내용을 실현하는 주

149) ibid., p.15/16.
150) ibid., p.53/59.
151) ibid., 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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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신자 공동체를 놓은 점이다. “자신들의 신앙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계시

는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계시를 지금 여기에 현재화하는 자는 교회의 신학자

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다. 이 신앙이 지금 여기에 게시를 20세기

의 세속saeculum으로 끌어들인다. 계시는 신앙을 세속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

고 그 안에서만 지금 여기에 현재화될 수 있다.”152) 

더 나아가 그는 신앙의 해석에 비신자들도 고려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

인은 같은 배를 탔다153)” 이러한 그의 발언에서 신앙 해석에 삶의 의미 해석이 포

함되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미 그 구조가 주어지고 이후에는 그리스

도의 구원 신비로 내달리는 그런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의 정식과 개념은 따

라서, 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비뿐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라는 심연의 내면적

인 의향과 상관된다.154) 

소결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인간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구원

하신다. 이는 역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장소인 역사만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

원을 드러내시는 장이라고 말해준다. 하느님의 얼굴인 인간, 하느님의 대화인 인간

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느님을 알아본다. 하느님은 인간 인식 위에 

당신을 비추신다. 신앙은 이처럼 하느님께서 인간 경험에 비추어주시는 은총을 지

각하고 경험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152)  UF, p.ⅩⅩ/Ⅹ
153) ibid., p.53/59
154) ibid., p.54신앙이해, 우리가 믿는 것은 fides quae는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fides 
qua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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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느님 경험의 해석된 표현인 신앙은 단지 언어로써 고백되는 것은 아니

다. 신앙은 신앙인의 삶 전체로서 표현되고 증거 된다. 이때의 증거는 말로 고백하

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그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활동을 드러내는 증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영역 모두에서 증거는 일어난다.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 - 감성적, 지성적, 도덕적, 사회정치적, 종교적 –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다름’을 드러낸다. 이 ‘다름’은 ‘다름’을 위한 ‘다름’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하느님의 선과 구원에 다다르지 않는데서 대별되는 ‘다름’이다. 이 ‘다

름’은 누룩처럼 세상에 작용하여,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

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 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누룩인 자신도 변화한다. 스힐레벡스가 ‘대조

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을 통해 주장하려는 바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는 가운데 동시

대인들의 사고 구조에 다가서는 신앙의 이해를 전하기 위해 해석학을 검토한다. 스

힐레벡스가 해석학 작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동시대 신앙인의 신앙 수용 양상에 대

한 사목적 배려이다. 그가 보기에 사고와 질문 없이 신앙을 수용하기를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신학자들은 동시대인에게 나타나는 ‘시대의 징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신앙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과 신앙의 역동성에 따른 3

부작 저술 작업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힐레벡스의 해석학과 앞에서 정리한 신학방법론은 모두 한 지

점을 향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의 초점은 신앙의 내용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해가

능하고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달되는 방식을 찾는 데 놓인다. 이 때

문에 스힐레벡스에게 신학해석학과 방법론은 과거의 내용을 찾아내거나, 그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편집과정에서 덧붙여진 요소를 탈착하는 작업을 의

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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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힐레벡스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이다. 그는 성경이 예수의 

역사적 모습을 담지 않는다는 불트만의 주장에 반대한다. 스힐레벡스는 성경의 편

집과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성서신학적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새로 이해한다. 이러

한 그의 방법론 적용은 성경이 예수를 경험한 신자들의 신앙을 담고 있기에 이 안

에 역사적 예수가 담겨있다고 판단하는데 따른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

문에 스힐레벡스는  성서신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성경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경험과 

경험을 수용하는 해석 틀 및 그리스도 경험이 불러일으킨 변화를 정리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의 하느님 체험은 개인과 공동체의 회심과 구조 및 언

어의 변화도 이끌어낸다. 이 모든 과정은 언어를 통해 중재되고 언어와 상징 및 실

천으로 표현되어 다음 해석의 틀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에게 하느님 체

험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는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이 인간간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정치적 상황이기에 

회심의 변화는 그가 살아가는 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번 장에서 정리된 스힐레벡

스 신학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및  ‘윤리적 순교’를 이해하는 통로로 제시될 수 있다. 스힐레벡스

의 신앙과 계시 이해가 역사 및 인간 이해와 맞물려 전개되는 흐름이 신앙이 가지

는 신비적, 정치적 특성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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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과 
스힐레벡스 신학의 주요개념

스힐레벡스는 신학자보다는 사목자로서 스스로를 자처하며 그리스도교가 판매대

의 상품처럼 선택 사항이 되고 그마저도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듯한 현대 무신론의 

상황을 누구보다 책임 있게 성찰했다. 그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상황을 직시하며 

동시대인의 자기이해 사고에 공명하고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신앙 전달 방식을 

고민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사상과 해석학적 성찰을 수용하며 인간의 역사 

내적 실존 양식과 신앙의 역사내적 구성 과정과 전개 양상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비

판적 상관성이라는 방법론을 구축했다. 

그런데 이 방법론에 따라 저술된 스힐레벡스 신학 3부작에서 1952년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의 그림자와 그 원안인 싀뉘를 감지할 수 있다. 동시대의 문제를 딛

고 신학사에서 답을 발견하여 현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려 했던 그의 신학

방법론은 싀뉘의 역사 신학 방법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스힐레벡스 신학 저술 전개 과정을 싀뉘의 역사신학방법론

의 시각으로 이해할 여지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스힐레벡스가 박사학위 논문의 2

부를 출판한 Christ- Sacrament에서부터 마지막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학작

업을 관통한 기획 취지를 짐작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 신학은 하느님의 자기전달에 

대한 인간의 표현인 신앙이 해당 시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인식에서 출

발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신앙을 역사의 산물로 간주하는 자세를 지양하며 신앙이 역

사에 주는 영향에 주목한다. 싀뉘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스힐레벡

스가 신앙인의 삶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가 진리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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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제시한다. 그에게 신앙은 선포된 신앙정식에 대한 지성적인 수용이나 이해

가 아니다. 스힐레벡스에게 신앙은 교회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하느님의 활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 곧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힐레벡스는 초대 교회의 신앙공동체를 통해 하느님 체험이 어떻게 해석되고 표

현되었는지를 되짚어본다. 이를 통해 그는 신앙이 역사상황으로부터 받는 영향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경위를 살펴본다. 스

힐레벡스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추려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의 삶

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공명할 수 있는 파장을 찾아낸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인간의 자기이해와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우

리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스힐레벡스는 세속화와 무신론,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개발 등의 움직임에서 시대의 징표를 보며 동시대인들의 자기이해의 지점에 인간의 

미래로서의 하느님을 제시한다. 

스힐레벡스는 이 자리에서 대조경험이라는 파장을 통해 동시대인들이 하느님이 

그들 안에 작용하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감지하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스힐레

벡스는 신앙인이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느님의 역사 구원에 참여하며, 익명

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의 삶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촉구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사회 실천 이해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에 전제되

는 보편적인 구원은총의 활동은 ‘비판적 부정성’과 ‘윤리적 순교’로 집약된다. 여기

서 비판적 부정성은 인간 내면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힘입어 인간다

움을 저해하는 상황에 저항하며 보다 인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연장선에서 볼 때 비판적 부정성이 그리

스도인에게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논리 구조를 견지하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비판적 

부정성은 비그리스도인의 그것과 다르게 이해된다. 그 차이가 ‘윤리적 순교’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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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이해 안에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그리고 윤리적 순교

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스힐레벡스 연구자들이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

성을 시기 구분을 전제하고 후기 신학 맥락에 국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본 연구자

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의 제1장과 제 2장에서 드러난 스힐레

벡스 신학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전제하며, 이 세 개념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이번 장 논의의 바탕이 된다. 

3.1. 세계 안에서 하느님에게로: 대조경험

이번 절에서 정리하는 ‘부정적 대조 경험’은 앞 장에서 살펴본 신앙역동성 안에서 

‘전이적 단계’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세계 경험으로부터 하느님 

경험으로 넘어가는 자리, 곧 한계체험의 자리에 ‘대조경험’이 있다. 여기서 대조경

험은 자신의 한계와 우연성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발견하는 지점이라는 의미를 지닌

다. 이 단계가 앞서 이해한 바에 따르면 변화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계시체험의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다른 각도

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느님의 초대, 곧 하느님을 만나는 자

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스힐레벡스가 대조경험으로 지목하는 고통에 신비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 때문에 ‘대조경험’을 정리하는 이번 장에서는 ‘대조경험’의 신학적ㆍ인식론적

ㆍ 해석학적 배경을 정리하며 출발한다. 이어서 스힐레벡스가 제시한 신학방법론의 

전개단계에 따라 그가 왜 고통을 당대의 대조경험으로 설정했으며 예수의 어떤 면

모를 대조경험과 연결시켰는지를 정리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신앙의 역동성이 그의 신학기획의 뿌리이론이라는 점과 더불어 그의 신학이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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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론이나 해석학이론 그리고 

구원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보다,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 이해에 필요한 범

위로 한정하여 내용을 전개함을 미리 밝혀둔다. 

3.2.1. 사회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조경험

스힐레벡스 작품에서 ‘부정적 대조 경험155)이라는 개념은 1968년에 발표된 두 개

의 글156)에서 나타난 이후, ‘부정적 대조경험’과 혼용되며 주요 작품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난다.157)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대조경험’이 처음 제시된 글은 1967

년에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Theologische draagwijdte van het magisteriële 

spreken over sociaal-politieke kwesties/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1968)”이다. 이 글에서 그는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창설한 까르뎅

(Joseph Cardijn, 1882-1967) 추기경을 언급하며, 까르뎅이 ‘대조경험’을 사용했다

155) ‘대조경험’이 처음 제시된 글은 1967년에 작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이다. 이 글에서 그는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창설한 까르
뎅(Joseph Cardijn, 1882-1967) 추기경을 언급하며, 까르뎅이 ‘대조경험’을 사용했다고 언
급한다. 이에 비해, 보르그만은 스힐레벡스 자신도 ‘부정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이 개념을 아도르노나 리꾀르로부터 가져왔다고 주장한
다. 보르그만에 따르면, 고통에 저항하는 비판적 부정성이라는 스힐레벡스의 통찰은 까뮈로
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블로흐의 희망 이해를 따랐던 메츠나 몰트만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Borgman, “Van cultuurtheologie naar theologie als 
onderdeel van de cultuur: De toekomst van het theologisch project van Edward 
Schillebeecks”, Tijdschrift voor Theologie 34 (1994). p. 350 각주 61.
156) “De kerk als sacrament van dialoog(1968)”/“The Church as the Sacrament 
of Dialogue(1968)”; “Theologische draagwijdte van het magisteriële spreken 
over sociaal-politieke kwesties(1968)”/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 
(1968)” 이 두 개의 글은 스힐레벡스가 1967년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발표
했던 강의 원고이다. 스힐레벡스는 GFM의 서문에서 그가 이 글을 미국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작성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글과 이 글에 나타난 ‘대조 경험’은 그가 사회비판이론을 분석
한 글을 출판(1971년)하기 전에 이미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57) Schillebeeckx, Jesus, pp. 583-584/622, Christ, p.786-834/790-821, Church, 
pp.5-6/5-6, “Theological Quests”, Essays,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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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한다. 

이 글과 더불어 “De kerk als sacrament van dialoog”/“The Church as the 

Sacrament of Dialogue(1968)”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대조경험’이라는 용어가 나

타난다.158)  따라서 이 글과 이 글에 나타난 ‘대조 경험’은 그가 사회비판이론을 분

석한 글을 출판(1971년)하기 전에 이미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앞 장에서 살펴본 글, ‘Faith Functioning in the 

Self-Understanding(1966)’과 연결시킬 때, 대조경험은 세계 경험 안에서 하느님

을 세계의 창조주로 알게 되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곧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이는 것에서 찾는 자세로부터 보다 원천적인 근원으로부터 자신의 우연성

을 찾아 돌아서는 단계가 ‘대조경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는 대

조경험을 통해 직면한 사회문제에 관하여 그 자신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결단을 내린다고 말한다.159)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대조 경험’은 마땅히 그래야 할 세계의 모습과 현재의 세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험을 말한다. 여기서 전제되는 바는 마

땅히 그래야 할 선한 세계에 대한 확신과, 부정의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인간 안에 있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은 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이전에 신신학

을 전개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보편은총 논쟁의 핵심내용이다. 또한 

이 확신은 공의회 문헌에서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 및 ‘시대의 징표’라는 개념으로 

표출되었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가 제시한 ‘대조경험’이라는 개념이 싀뉘가 제시한 ’시대의 

징표‘와 상통한다는 보르그만의 주장160)은 수긍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158) 이 두 개의 글은 스힐레벡스가 1967년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발표했
던 강의 원고이다. 스힐레벡스는 God the Future of Man의 서문에서 그가 이 글을 미국으
로 출발하기 이전에 작성했다고 말한다. 
159) Schillebeeckx,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 GFM, p.154.
160) E. Borgman, “Theology as the Art of Liberation, Edward Schillebeeckx's 
Response to the Theologies of the EATWOT”, Exchangen 32, 2003,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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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교회 밖의 구원가능성과 ’시대의 징표‘ 개념의 밑바탕이 되는 신학적 논의는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스힐레벡스

에게 ’대조경험‘이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비판이론을 수용하는 가운데 신학이 변

한 시점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우리는 여기서 스힐레벡스 신학의 연속성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에게 ‘대조경험’은 ‘비판적 부정성161)’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 

개념들이 내비치는 분위기는 사회비판이론의 영향을 보여 준다162). 실제로 스힐레

벡스가 ‘비판적 부정성’을 제시하기 이전의 글에서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에 대한 집

중적 탐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63). 스힐레벡스는 아도르노가 제시한 

‘부정변증법’으로부터 ‘비판적 부정성critical negativity’을 이끌어냈다. 여기서 스

힐레벡스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경험

의 종교적 의미를 ‘대조적 대조경험’으로 풀어낸다. 

‘대조경험’의 의미에 관한 실마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

망이 드러난다는 언급에서 발견된다. 변증법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구도는 아도르노 

철학이 제시한 ‘부정변증법164)’과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가다머의 해석학에 나타나

161) 비판적 부정성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1968년의 저서 God the Future of Man.의 
에필로그다. “하느님의 새로운 상, 세속화와 지구 상 인간의 미래 “The New Image of 
God, Secularization and Man's Future on Earth,”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162) 사회비판이론과 스힐레벡스 신학의 관계는 William L. Portier, “Edward 
Schillebeeckx as Critical Theorist: The Impact of Neo-Marxist Social Thought 
on His Recent Theology”, The Thomist, Vol 48, No. 3, 1984, p. 341-367; 같은 저
자, “Schillebeeckx’s dialogue with critical theory”, The Ecumenist, vol. 21 
(1983), 20-27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163) 아도르노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분석보다 하버마스에 대한 분석이 스힐레벡스의 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하버마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글은 CW 5, Understanding 
Faith, “The New Critical Therory,” / “Naar een verruiming van de 
hermeneutiek: de nieuwe ‘kritische theorie’,” (1971)
164) 본 연구에서는 스힐레벡스의 아도르노 비판과 분석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아도르노
의 강연집 부정변증법 1-4권과 다음 연구서를 참고했다. Susan Buck-Morss, The Origin 
of Negative Dialectics, The Free Press, New York,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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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새롭게 융합되는 지평의 확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스힐레벡스가 가다머의 해석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사실은 여러 곳에

서 확인된다165).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자기이해와 신앙의 역사성을 신학적으로 성

찰하는 가운데 가다머가 제시한 해석학적 순환을 분석한다. 

모든 이해는 순환적 운동 안에서 발생한다. 대답은 질문에 의해 일정정도 결
정된다. 질문은 답에 의해  확정되거나, 확장되거나 수정되기도 한다. 새로운 
질문은 이러한 이해와 함께 성장하고, 따라서 해석학적 순환은 영원히 멈추
지 않는 나선 안에서 발전을 지속한다.166)

 
스힐레벡스가 가다머로부터 수용하는 점은 질문과 대답의 구조로 전개되는 ‘해석

학적 순환’의 구조에서 전승이 차지하는 영향력이다. 스힐레벡스는 가다머를 수용

하며 언어로 중재되는 이 과정 안에 다름의 인식이 진리의 개시를 이끌어간다고 보

았다.167)

또한 스힐레벡스는 역사적 간극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선입견을 이해의 지

평으로 간주하는 가다머의 입장을 따른다. 스힐레벡스는 특히 가다머가 이러한 선

입견을 파악하는 작업이 텍스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수용한다.168)  가다머

의 해석학에서 전승은 이를 통해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예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가다머에 따르면, 이는 비록 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조정된 

전승이 시간 간극을 너머 전승 안에 공통성을 심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테면 

가다머에게서 시간 간극을 넘어 보편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전승이 일종의 진리로

서 이해 과정 안에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피력된다. 

165) 스힐레벡스가 가다머의 해석학을 집중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글은 “Towards a 
Catholic Use of Hermaneutics”, (GFM)와  UF에 담긴 글들(특히 p. 
44,53,70,86-88,97-99,141-142)이다.  
166) Schillebeeckx, ‘Towards a Catholic Use of Hermeneutics’, p.4–5/8
167) ibid, p.19/29 
168) ibid., 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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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다머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은 의

식’(wirkungsgeschichtliches Bewußtsein, 영향사)을 가진다고 간주하고, 해석자

에게 본문 해석은 지평융합(Horizontverschmelzung)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여

기서 전승이 해석의 과정에서 지평융합의 과정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 피

력된다. 이러한 가다머의 주장은 스힐레벡스의 경험 이해에서 이전까지의 경험이 

해석 틀로 작용할 때 새로운 경험이 이 틀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하버마스는 가다머의 전승이해가 전승의 형성과정에 당대 헤게모니층의 이

념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승이 해석과정에서 차지하는 기능

을 가다머를 따라 긍정적으로 수용하던 스힐레벡스는 하버마스의 지적을 수용한다.

 이 때문에 사회비판이론을 수용한 이후 스힐레벡스에게 정행(orthopraxis)이 진

리의 개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변화는 사회비판이론 수용에 따른 신학

적 변화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박사 학위 논문을 집약하여 출판한 Christ- the 

Sacrament에서 이미 교회의 진리증거에 있어서 각 신앙인의 삶의 자리가 하느님

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점만 감안해도 스힐레벡스

의 정행 이해가 사회비판이론의 수용에 따른 변화 결과라고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힐레벡스의 해석학적 성찰에서 나타나는 질문과 대답의 구조169)는 스힐

레벡스의 ‘대조경험’ 설명에서 이전의 질문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 상황으로 

169) 해석학적 순환은 하이데거에서 시작하지만, ‘해석학적 순환’에 관한 스힐레벡스의 이해
는 가다머와 리꾀르의 이론에 더 가깝다.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rev. trans.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London: Continuum, 
2004), p.268–78, and Paul Ricoeur,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n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Fort Worth, TX: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p.71–95에 나타나는 내용에서 스힐레벡스의 
대조경험을 구성하는 기본 이해를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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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대조경험‘은 이전까지의 설명체계로 해석 불가능

한 사태로서 가다머가 말하는 부정적 경험의 영향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스힐레벡스의 ‘대조경험‘은 해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가다머가 말한 지평의 융합과 상이한 점을 지닌다. 가

다머가 주체의 역할을 강조한 데 비해, 스힐레벡스는 대상이 주체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언어가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 초기 리꾀

르의 해석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힐레벡스는 이 한계 앞에서 새롭게 열리며 자신을 드러내는 무엇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가다머의 지평융합과 거리를 둔다고 말할 수 있다. 분명, 스힐레벡스는 가다

머를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전까지의 경험 위에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체의 역사성을 견지한다. 

그러나 스힐레벡스는 이해를 주체적인 지향성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해석과 이해

에서 텍스트 또는 인식대상이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여지를 확보한다. 스힐레

벡스의 이러한 이해는 리꾀르가 가다머와 하이데거의 해석학과 거리를 두며 강조한 

‘대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의 해석학에서는 주체가 역사성의 영향 안에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중요한 분석요소가 되지만, 동시에 대상이 자신을 드러내며 주체의 

인식작용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스힐레벡스가 

리꾀르를 수용하며 대상이 미치는 영향력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전까지 그가 

견지했던 드페터의 인식론, 곧 ‘암시적 직관’을 새롭게 되살리는 노력으로 볼 수 있

다. 다만, 드페터의 인식론에 분명하게 감지되는 관념론적인 색채를 피하려는 스힐

레벡스의 입장은 인정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대조경험‘은 세계 경험으로부터 하느님 인식으로 넘어가

는 전이과정에 놓여있다. 스힐레벡스는 구체적으로 ‘고통’을 대조경험으로 설정하고 

이 경험이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희망하고 노력하는 바와 자신의 존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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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되묻게 한다고 설명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이때 현재 상황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보게 하는 긍정의 지

평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는 이 경험을 대조경험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밝혀지듯이 스힐레벡스의 ‘대조경험’에서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재

가 자신을 드러낸다. 스힐레벡스에게 ‘대조경험’은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희망’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약속’과 연결된다. 

이처럼 부정을 통해 새로운 실재가 드러내는 구조는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의 영

향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에필로그의 미주를 통해 그가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을 차용했지만 그에 담긴 무체계의 체계 system of 

non-system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다. 

아도르노는 막시즘이 사회변혁에 실패한 점에서 윤리적 마비를 보았다. 그는 인

식론적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비정체성의 원리, 또는 부정변증법의 원리를 수용하여 

개념과 사물 간의 비동질성을 주장하며, 인식론적인 동일성 전제가 허구임을 드러

내려 했다. 

스힐레벡스는 아도르노의 분석이 부정변증법의 의미 규명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가 제시하는 비체계의 체계가 인류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긍정적 기여도 하

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한다. 170) 스힐레벡스는 아도르노의 주장에서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부정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허한 쳇바퀴를 도는 양상을 따르지 

않는다.171) 스힐레벡스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비판적 부정성’은 분명히 아도르노가 

170) ibid., p.205, 미주 5. 이 각주에서 스힐레벡스는 이 표현을 리꾀르의 글, “정치적 교육
자의 임무 Tâches de l'éducateur politique(1965)”에서 접했다고 말한다. 한편, 
Wiseman에 따르면 스힐레벡스는 리꾀르가 제시한 ‘확신의 윤리 ethic of conviction’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책임의 윤리학ethic of responsibility로 발전시켰다. 이에 대
해, Wiseman, “Schillebeeckx and the Ecclesial Function of Critical Negativity,” 
The Thomist 35(1971), p.22.
171)Schillebeeckx, “Epilogue: The New Image of God, Secularization and Man’s 
Future on Earth”, GFM, New York: Sheed and Ward, 1968. p. 205. 미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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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부정변증법’과 구분된다. 

종말론적 희망이 지니는 비판적인 기능은 모든 ‘부정변증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

판을 암시한다. 부정변증법의 비판적 부정성은 아무 소득이 없다. 또한 부정변증법의 

비판적 부정성이라는 시각이 파열된 인간의 실재에 제 아무리 일치하게 표현했다 할지

라도 비판적 부정성은 전체로서의 인류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그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문다.172) 

인용문에서 감지되는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는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 전달

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이론을 검토한다. 스힐레벡스에게 ‘대조경험’은 약속된 미래

가 실현된 상태와 그렇지 못한 현실의 대비를 의미한다.173) 그에게서 약속된 실재

가 드러나지 않는 현실 인식은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

하는 긍정적인 힘의 원천이 된다.174) 

3.2.2. 아퀴나스 신학에서 바라보는 ‘대조경험’

지금까지 살펴본 ‘대조경험’의 배경 사상에는 공통적으로 변증법적 구조가 감지

된다.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이다. 그런데 스힐레벡

스의 리꾀르 이해와 부정변증법의 예-아니오-예의 구조는 아퀴나스 신학에 기반한 

스힐레벡스와 드페터의 공통작품인 ’암시적 직관‘을 연상시킨다. 

한편, 가톨릭 신학의 오래된 변증법적 설명방식은 아퀴나스 신학의 세 가지 길에

172) ibid., p.193
173) 스힐레벡스는 블로흐의 글에 나타난 humanum에 집중한다. 블로흐의 사상은 몰트만
에게 영향을 미쳤고 스힐레벡스는 몰트만의 신학사상에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스
힐레벡스가 몰트만을 통해 블로흐를 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스힐레벡스가 블로흐의 
글에 나타난 ‘위협받는 인본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인본성을 수호하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
한 예수의 종말론적인 약속과 구원을 보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174) Epilogue, GFM,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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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러난다. 이와 연관하여, 드페터의 인식론으로 알려진 ’암시적 직관‘은 개념을 

통해 하느님을 알지만 개념으로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 이해를 설명한

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의 ‘대조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퀴나스 신학

에서 그 뿌리를 정리하는 작업은 의미를 갖는다. 

스힐레벡스의 대조경험에 나타나는 ‘아니오’를 세 가지 길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일도 가능하다. Kennedy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스힐레벡스의 

하느님을 ‘신비이신 하느님’으로 규정한다. 그는 스힐레벡스 신학작품 전반을 분석

하면서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하느님을 Deus Humanissimus로 제시한다.  

Kennedy는 스힐레벡스의 하느님 이해에 접근하며, 네덜란드어에서 ‘알다’를 의미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음을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어의 kennen은 ‘누군

가를 알다’의 의미를 지니며, 그 파생어인 kenbaarhed는 ‘인식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weten은 ‘정보나 사실을 알다’의 의미를 지니고 일반적으로 ‘무엇을 알

다’라는 용례가 있다.  

Kennedy에 따르면 스힐레벡스는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에서는 

kennis를 사용한다.175) 이를 통해서 스힐레벡스에게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나 

사실을 알 듯이 하느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존

재이신 하느님을 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Kennedy는 초기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난 인식론과 대조경험 모두 신비

이신 하느님에 다다르는 세 가지 길이라는 유비라고 해석한다. 그는 스힐레벡스가 

초기에 드페터의 인식론을 따라 전개한 ‘암시적 직관’이나 ‘대조경험’이 모두 세 가

지 길, 곧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초월의 길이라는 유비를 따른다고 본다. 그에 따

르면 스힐레벡스 신학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론-실천-신비라는 양상이 감지된

175) 이에 관하여, Kennedy, Deus Humanissimus, p.121. 스힐레벡스가 이 단어들을 사
용하는 의미는 “인간은 의식적 무지 안에서 하느님을 긍정적으로 알 수 있다een positieve 
kennis in bewuste onwetendheid라는 네덜란드 표현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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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6) 

드페터의 이론으로 알려진 ‘암시적 직관’에서 첫 단계, 곧 긍정의 길 (via 

affirmativa)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리의 일부를 인식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암시적 직관’에 따르는 2단계는 개념을 통해 하느님을 알 수 없다는 인식단계 곧 

부정의 길(via negativa) 단계이다. 이는 어떤 개념도 실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

는 인식 단계를 의미한다. 드페터가 이를 통해 주장하려던 바는 본질주의적 토미스

트에 맞서 하느님의 무한한 실재가 인간에게 작용할 여지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암시적 직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가운데 모

든 개념과 상을 뛰어넘어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신적인 길을 제시한다. 이것이 

세 번째 길, 곧 초월의 길(via eminentia)이다. 이 단계의 앎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알게 되는 하느님을 의미한다.177) 

드페터가 1942년에 교회의 징계를 받은 원인은 ‘암시적 직관’이라는 인식이론 때

문이었다. 드페터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개념은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이 때문에 아퀴나스신학을 절대적으로 사수했던 교회 내 네오토미즘에게 

그의 인식론은 아퀴나스의 이론에 반하는 주장으로 간주되었다. 

스힐레벡스는 이 이론 형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1950년대 초까지도 ‘암시적 직

관’에 따른 인식론과 계시론을 전개했다. 아퀴나스에 기반한 그의 인식론은 두 개의 

긴 소논문에 잘 나타난다. 

아퀴나스를 따라 스힐레벡스에게도 인간이 하느님의 신앙과 계시의 구원실재에 

다다르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세계가 된다. 인간은 먼저 세계를 서로 연결된 세계

로 인식하고, 이후에 당신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느님을 세계의 창조주로서 알게 

176)암시적 직관에 따른 스힐레벡스의 인식론에 대하여, Philip Kennedy, “Continuity 
Underlying Discontinuity: Schillebeeckx’s Philosophical Background,” New 
Blackfriars 79, no. 828 (1989), p.267.  Kennedy는 Jesus에 있는 다음 정식이 스힐레벡
스의 하느님 인식을 집약한다고 주장한다. “ After all that we know of him, in the end 
we do not know who God is.” ( Kennedy 1993,, p. 3)  
177) 이에 관하여, Kennedy, Deus Humanissimus,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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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이론은 개념 안에 존재의 제일원인인 하느님의 일부가 담겨 있다는 전제

를 내포한다. 

‘암시적 직관’에 따르면, 직관은 지성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이며, 우리 주변의 세

계와 정신을 이어준다. 이 직관은 개념을 통해 중재되지만 인간이 직관을 가지고 

진리의 일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드페터와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마레살은 이러한 직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창조로 주어진 존재’(creaturely datum)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암시적인 

지식이 있다. 마레샬은 ‘창조적으로 주어진 존재’라는 개념 안에는 representation

보다 한걸음 더 나간 ‘이성적 의지’(voluntas in ratione)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레샬에게서 이러한 ‘이성적 의지’로부터 개념이 나오고 ‘이성적 의지’를 통해 지

성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해가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성적 의지’가 인간의 지성이 가진 역동성의 일부로 이

해되는 대목이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마레샬의 인식론에서는 인간 지성의 역동성 

안에서 ‘이성적 의지’가 작동하면서 개념을 만들면, 이 개념이 무한을 향해 투사되

면서 인식자는 개념을 넘어 개념을 구체화해가며 하느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느님이 인간 정신에 의해 인간 앞에 다가오게 된다. 

스힐레벡스가 보기에는 인간이 지성활동 안에서 개념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을 알

아간다는 마레샬의 주장은 개념 안에 담긴 어떤 요소로서 진리의 일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역동성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스힐레벡스

는 이러한 구조에서 결국 하느님은 개념으로 알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비판한다. 

스힐레벡스는 마레샬의 아퀴나스 이해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 이론을 꼼

꼼히 반박한다. 스힐레벡스는 마레샬의 주장에 맞서, 개념 안에 비개념적인 무언가

가 있어서 이것이 실재와의 접촉에서 작용하면서 인간 정신을 실재를 향해 나아가

도록 이끈다고 본다. 스힐레벡스는 마레샬이 진리 자체에 주도권을 주지 않고, 인간 

정신의 활동 안에 주도권을 환원시켰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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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역동성이 주체에 놓이는지, 대상에게 놓이는지의 구분

은 여기서 드러난다. 마레샬에 따르면 칸트처럼 인식이 경험을 통해 시작되지만, 결

국 인간 정신에 본연적으로 주어진 특성이 발휘되면서 대상과의 관계맺음이 개념대

응과 추상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느님이라는 인식지평 그 자체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면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의 주도권은 없고 온전히 인간 정신의 능력으로 환원된

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입장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178) 

스힐레벡스는 1974년의 저서, 『예수』에서 드페터에 나타나는 관념론적 노선으로

부터 결별한다고 선언한다. 이때 예수는 ‘대조경험’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Kennedy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암시적 직관’이나 ‘대조경험’ 그 어느 경우에도 

스힐레벡스는 하느님이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인간 인식활동을 통해 온전히 파악되

는 실재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Kennedy와 Rodenborn, Minch등은 스힐레벡스가 후기에 제시한 ‘대조경험’을  

세 가지 길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지만 스힐레벡스 신학의 변화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르다. 스힐레벡스 자신이 ‘분유 participation’에서 ‘예감 anticipation’으로의 변

화를 언급한 점을 들어, Minch는 큰 변화로 보는 반면, Rodenborn은 종말론적 이

해로의 변화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Kennedy는 신비의 

하느님 이해라는 관점에서 연속성으로 본다.179) 

스힐레벡스가 제시한 ’대조경험‘을 세 가지 길의 은유라는 관점으로 조명할 때, 

대조경험 안에 담긴 긍정적 열림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스힐레벡스 전체 신학을 

178) 마레샬의 인식론에 대한 스힐레벡스의 비판은 Schillebeeckx, “Non- conceptual 
intellectual dimension in our knowldege of God According to Aquinas” 1952, 
R&T,  p.209-210/159-162 참조.
179) 스힐레벡스가 언급하는 변화는 Schillebeeckx, Jesus, p.579/616–17, Kennedy의 
입장은 Deus Humanissimus, p.267-268, Rodenborn의 입장은, Hope in Action, 
p.183. Minch의 입장은, Daniel Minch. Eschatological hermeneutics: the 
theological core of experience and our hope for salvation. Bloomsbury 
Publishing, 2018.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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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ㆍ실천ㆍ신비의 전개로 보지 않더라도, ‘대조경험’이 부정을 통해 초월의 지평

으로 인도한다는 암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가 고통과 대조경험을 전 

종교적인 단계로 보며, 여기에 정치-신비적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을 이러한 유비구

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대조경험‘에 담긴 이러한 면모는 이제부터 살펴볼 ’대

조경험‘으로서의 예수 이해와 ’고통‘의 정치신비적의 의미를 정리하는 데서 분명하

게 드러난다. 

3.2.3.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에서 바라보는

       대조경험으로서의 고통과 예수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성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해석은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180). 모든 이해는 해석된 이해이다. 따라서 그 어떤 가치도 시공

간을 초월하는 진리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스힐레벡스에게 진리는 인간의 활동

을 통해 진리로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인간이 지닌 육체-정신의 합일성은 동시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를 그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삶이 내재화된 신

적 삶으로 규정되는 한에서 스힐레벡스에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 활동하는 

하느님의 구원역사가 된다. 이러한 그의 역사이해에서 역사는 성사성을 갖는다.  그

에게 역사는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 구원활동을 드러내고, 인간이 그 안에서 하느님

180)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이후 스힐레벡스는 네덜란드 니메겐 대학으로 돌아가 해석
학을 비롯한 여러 과목을 새롭게 강의한다. 이때부터 시작된 해석학적 성찰은 1967년에 미
국에서 강연하는 가운데 발전된 ‘비판적 부정성’ 개념으로 집약되어 이후 작품을 관통하는 
비판적-실천적 해석학으로 작용한다. 스힐레벡스의 해석학은 하이데거, 가다머, 불트만, 블
로흐, 몰트만, 메츠, 아도르노, 하버마스뿐 아니라 언어철학 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가운
데 정립된다.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해석학적 성찰은 스힐레벡스의 다음 저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Schillebeecks, God the Future of Man, New York: Sheed and Ward, 
1968. Schillebeecks, The Understanding of Faith -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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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는 계시의 장이다.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인간의 역사성이 모든 경험을 신비의 영역과 연결시

킨다. 이러한 연결은 모든 관계에 내재하며 동시에 초월하는 하느님의 자기전달로 

가능하다. 여기서 역사성이 신비성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부정적 대조 경험 

negative contrast experience’ 또는 ‘대조경험’의 자리이다. 이는 스힐레벡스 신

학에서 인간의 역사성이 이 경험을 직면하면서 신비성으로 개방되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대조경험’은 직면한 사회문제에 관하여 그 자신이 지금 여

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경험을 

말한다.181) 그에 따르면 고통이나 악을 직면하는 경험은 ‘부정적 대조경험’이다. 스

힐레벡스는 인간이 고통이나 고난 등에 처했을 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그리며, 이러한 바람에 비추어 희망을 품는다고 말한다. 대조경험은 이런 점에서 희

망에 비추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상적인 상황에 대조되는 상태에 대한 경험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대조경험을 부정적 대조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경험이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때의 ‘부정적 negative’은 부정

을 통해 드러나는 무엇을 바라본다. 이런 점에서 아도르노가 부정변증법에서 제시

한 부정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대조 경험’에는 하버마스의 철학에서 실천을 통해 진리로서 증명되

어야 할 바가 있다는 이해가 안에 내포된다. 이는 긍정에 비추어 부정이 부정으로

서 드러나는 가운데 긍정이 긍정으로서의 영향을 발휘하는 대조경험의 구조에서 드

러난다. 

스힐레벡스가 ‘부정적인 대조 경험’을 통해 말하려는 바는 부정을 통해 이와 대조

되는 긍정의 지평으로 옮겨 가는 움직임이다. 여기서 ‘긍정’은 ‘부정’의 결과일뿐 아

니라 ‘부정’을 이끄는 기준이다. ‘부정’을 통해 ‘긍정’ 앞에 개방되는 것은 악과 고

181) Schillebeeckx,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 GFM,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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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이 보다 나은 무언가를 찾는 움직임에서 긍정

적인 것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182) 

스힐레벡스에게 예수는 대조경험으로 제시된다. 스힐레벡스의 이러한 제안은 ‘신

앙의 역동성’의 틀에 따른다. 동시대인들의 경험에서 하느님을 모색하는 자리를 ‘고

통’으로 파악한 스힐레벡스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도 고통 받는 사람 앞에 답

이 되셨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스힐레벡스는 이를 통해 인간경험의 보편성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대조경험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즉 앞에서 언급했

던 인간학의 보편상수anthropoligical constants에 따라 인간이라면 어느 시대에

서든 대조경험의 자리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만날 수 있다고 스힐레벡스는 주장한

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예언자인 예수 안에서 신비주의와 인간의 치유가 하나로 

그리고 같은 원천으로 드러났다. 고통 받는 인간 앞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으로 나타

난 예수는, 예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했듯이183), 고통 받은 처지의 오늘 우리에

게도 대조경험이다. 예수님은 악의 능력을 알았고 악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했다.184) 예수님의 기적은 고통 중에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구원

이다. 예수의 기적은 이미 실현된 종말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구원사건이

다.185)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예수님에게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체험이 대조경험이라고 

설명한다. 즉 인간이 고통 받는 상황을 마주하는 동시에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악

을 이기시는 하느님에 대한 아빠Abba 경험이 예수님 자신에게 대조경험으로 다가

왔다고 설명한다.186) 이러한 설명은 스힐레벡스가 정통 그리스도론을 부정하고 예

182)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에 대한 본 논문의 내용은 권영파·이규성, “세계 안에서 하느
님과 함께 -스힐레벡스 인간학의 현대적 함의”, 인간연구, 43, 2021, p. 159-188에서 정리
한 내용의 일부를 싣는다. 
183) Christ, p. 821
184) ibid., p,724
185) ibid.,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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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인성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후기 스힐레

벡스의 언급은 확고한 그리스도론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경험대상을 고려하여 

화법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스힐레벡스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분명한 대조경험으로 설명한다. 스힐레

벡스는 예수의 십자가상 죽음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버림받음이나 방관

으로 보는 해석을 분명하게 반대한다.187) 스힐레벡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

느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인간을 보여준다.188) 당신 아드님을 보내 구원의 현존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그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로 인해 초래되었다. 인간

은 이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부했다.189) 스힐레벡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

음은 인간 역사 안에 있는 반(反) 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다.190) 하느님은 예수

님의 죽음을 방관하시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아들 예수와 함께 계

셨다고 스힐레벡스는 말한다. 

여기서 스힐레벡스는 십자가 상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당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수191)와 십자가 사건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186) Fakre는 스힐레벡스에게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정성이 가진 모
순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Gabriel J. Fackre, ‘Bones 
Strong and Weak in the Skeletal Structure of Schillebeeckx’s Christology’,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1/2 (1984), pp. 248-77 (257).
187) “The God of Jesus and the Jesus of God, Jesus Christ and Human 
Freedom,” Concilium 3, no. 10 (1974) , The Language of Faith, Essays on Jesus, 
Theology, and the Church, (Concilium Series), (New York, Orbis Books, 1995) p. 
108.
188) Church 1985, pp.120-121
189) OCF, p.27.
190) Schillebeeckx, “The God of Jesus and the Jesus of God” Concilium 93, 
(1974), p. 126. 
191) 스힐레벡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시편 전체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전체를 읽을 때 이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
도로 드러난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해석에 의지하여 절대적인 어두움. 버림받은 듯한 상황
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예수의 기도를 연결시킨다. ibid., 73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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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본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연결되어 악을 이기시는 하느님의 

권능과 구원약속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시된다. 스힐레벡스는 부활사건을 하느님

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아니오’와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예’가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설명한다.192) 

스힐레벡스의 주장을 신앙역동성에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 

존재의 심연을 알고 하느님과 연결된 자기이해를 통해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

진다”는 정리가 유도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대조경험을 회심과 연결시키는 근거

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힘을 느끼는 심연의 경

험은 회심의 경험이다. 십자자 경험은 회심을 일으킨다. 십자가 사건은 정신의 변화

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지녔던 정

체성을 무너뜨리지만, 이는 새로운 존재와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경험이

다”193)

스힐레벡스는 여기서 한걸음 나가 십자가 경험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는 이 경험이 우리의 개념적 앎

을 허물고 보다 깊은 곳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실재이해를 이해하는 변화를 가져오

기 때문이다.194)

한편, 스힐레벡스는 예수에서 예수를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그 경험을 고백했는지를 되짚었다. 그 이야기에는 

구원을 전해주는 손길을 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

면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경험되고 

러한 주장에 대해 Galvin은 스힐레벡스의 십자가 이해가 십자가사건의 온적한 실재를 정당
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Galvin, John P. “The death of Jesus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Irish Theological Quarterly 50. (1983): pp. 
168-180.
192) Jesus, p.641.
193) Christ, p.816
194) OCF,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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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되었을까를 물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에 담겨있다. 스힐레벡스는 이 책에서 초기 교회가 부활하

신 예수를 은총과 해방으로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사랑과 정의로 고백했다고 주장

한다. 이 책의 원제목 『정의와 사랑- 은총과 해방Gerechtigheid en liefde: 

Genade en bevrijding』이 의미하는 바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에게 고통은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

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한다. 스힐레벡스가 고통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회의 불의를 신비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스힐레벡스의 논

리에서 고통 경험은 악과 고통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불러일으킨다. 세

상의 고통 앞에 예수 이야기를 떠올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악을 이기시는 하느님

을 느끼며 그 힘에 의지하며 저항을 실천하라고 스힐레벡스는 말한다. 

신앙역동성의 단계로 볼 때 고통은 한계상황을 의미한다. 한계 앞에서 무언가 나

은 상황을 희망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다. 스힐레벡스는 인간 누구

에게나 닥치는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을 답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삶 안에 살아 숨 

쉬는 그분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일어서라고 외친다. 이것이 그의 책 예수의 원제목, 

『예수- 살아계신 분의 이야기Jesus, het verhaal van een levend』가 나타내는 의

미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195) 

195) 스힐레벡스의 고통이해와 관련하여, 아퀴나스 신학과의 연관성은, Kathleen 
McManus, ‘Suffering in the Theology of Edward Schillebeeckx’, Theological 
Studies, 60 (1999): 481–484., 같은 저자. Unbroken Communion, pp.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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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판적 부정성

 3.2.1.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의 관계

이번 소절에서 다룰 내용은 ‘비판적 부정성’이다. 신앙의 역동성 단계에 적용한다

면 이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하느님께 순종하며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

는 향주적 삶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조경험과 연결시켜 이해할 때 비판적 

부정성은 대조경험을 통해 보다 넒은 지평에서 (암시적으로라도) 하느님 은총에 힘

입어 희망에 견주어 부정적인 상황에 ‘아니오’로 저항하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의 작품 중 ‘비판적 부정성’이 처음 등장하는 글은 1968년의 저서 『인

간의 미래, 하느님 God the Future of Man』의 에필로그이다. “하느님의 새로운 

상, 세속화와 지구 상 인간의 미래 The New Image of God, Secularization and 

Man's Future on Earth”라는 제목의 이 글은 스힐레벡스가 미국 강의를 마치고 

네덜란드에서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덧붙인 글이다. 

스힐레벡스는 세속화의 흐름이 미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았다. 이에 그는  인간

의 미래로서의 하느님을 연결시키면서 ‘비판적 부정성’을 제시한다. 이는 세속화가 

추구하는 기술 지향적 미래에 담긴 문제를 비추어 그들이 올바른 미래를 추구하도

록 자극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스힐레벡스는 이를 ‘인간성의 희생 없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

적인 압박을 행사하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정의 내린다.196)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비판적 부정성’은 현재 직면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부정하며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

하려는 실천을 지향한다. ‘부정적 대조경험’과 연관시켜 볼 때 ‘비판적 부정성’은 대

조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평에서 현실을 보게 된 인간이 대조경험으로 열린 희망을 

196) GFM,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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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불의와 고통의 원인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으로 본다면 

‘대조경험’은 비판적 부정성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스힐레벡스는 에필로그 이외의 글에서 ‘비판적 부정성’과 ‘부정변증법’을 

혼용하다가 점차 ‘비판적 부정성’이라는 개념만 사용한다.197) ‘부정적 대조 경험’은 

이 개념은 1968년에 발표된 두 개의 글198)에서 나타난 이후, 후기의 주요 작품에서

도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난다.199) 이러한 사실은 ‘비판적 부정성’이 일종의 신학적 

관점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데 비해, ‘대조경험’은 그의 신학방법론의 적용과 신학

전개를 관통하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스힐레벡스 본 연구자들에게서 ‘비

판적 부정성’에 대한 연구는 ‘대조경험’에 비해 그 수가 적다. 

그런데 이 개념을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의 맥락에서 보면, ‘비판적 부정성’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에서 볼 

때 ‘비판적 부정성’은 ‘대조경험’을 통해 인간의 초월론적 존재성을 알게 된 인간이 

향주적 삶의 단계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아퀴나스 신학이 갖

는 세 가지 길의 맥락에서 보면, ‘비판적 부정성’은 긍정-부정-초월의 단계에서 마

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스힐레벡스 전체 이론을 이론-실천-신비의 단계로 파

악할 때 신비의 단계에 해당한다. 

스힐레벡스에게 ‘비판적 부정성’은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200)으로부터 하버마스

197) 예를 들어, 1970년에 발표한 “인간의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답변? 상관관계가 갖
는 에큐메니칼적 의의 Christelijk antwoord op een menselijke vraag? de 
oecumenische betekenis van de coorelatiemethodop”라는 글에서 스힐레벡스는 ‘비
판적 부정성’ 또는 ‘부정변증법’이라고 표현하며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을 보여준다. 이 글은 
GFM에 실려 있다. 
198) “De kerk als sacrament van dialoog(1968)”/“The Church as the Sacrament 
of Dialogue(1968)”; “Theologische draagwijdte van het magisteriële spreken 
over sociaal-politieke kwesties(1968)”/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1968)” 
이 두 개의 글은 스힐레벡스가 1967년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발표했던 강
의 원고이다. 
199) Jesus,  pp.583-584/622, Christ pp.786-834/790-821, Church, p.5-6/5-6, 
“Theological Quests”, Essays,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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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천-이론의 일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정립된다. 아도르노에 대해 비판적으

로 평가한 스힐레벡스는 이론과 실천이 지식을 형성하는 공통요소로 제시되는 하버

마스 이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용한다. “실천은 인간이 지식에 도달할 수 있

고, 또한 아직 이 과정에 의존하는, 조건을 결정한다.”201)는 하버마스의 입장은 스

힐레벡스가 ‘정행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정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여준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한 ‘비판적 부정성’은 그 표현에서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과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이 두 개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스힐

레벡스는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이 지닌 절대적인 부정을 반박하며 여기에 하버마

스가 제시한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접목한다.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동일성과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며 전개된다. 그

는 근대에 이르는 계몽주의와 파시즘, 막시즘 등을 모두 비판하며, 그들이 동일화의 

오류에 빠져있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동일화에 대항하여 ‘차이’를 강조하는 가운

데 그는 미학과 문화를 통해 기존의 습관적 관습을 버리고 자유를 실현하자고 제안

한다. 

아도르노는 ‘비정체성의 원리’를 통해 개념과 사물 간의 비동질성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념을 이용하여 다다른 인식대상의 실재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언제나 개념 안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이 있다. 이처럼 그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식론적인 동일성 전제가 허구임을 지적하며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아니’에 관한 

부정적인 앎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스힐레벡스의 ‘대조경험’은 아도르노가 말한 

부정적인 앎의 문제의식에 닿아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고뇌는 마르크스 사상이 진정한 희망과 구원이 될 수 없다는 

200)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Theodor W. Adorno, Negative Dialectics, second 
edition, translated by E. B. Ashton (New York: Continuum, 1982), Joan Always, 
Critical Theory and Political Possibilities: Conceptions of Emancipatory Politics 
in the Works of Horkheimer, Adorno, Marcuse and Habermas, Contributions in 
Sociology Series N 111 (Westport, Connecticut: Greenword Press, 1995).
201) Understanding Faith,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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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판단 아해 전개되었다. 그는 여기서 구조적인 주체의 오류를 간파하는 주체

의 힘에 주목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유토피아 

개념의 비정체성과 이러한 개념의 실현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도르노는 이로부터 그 어떤 사상도 인간 사회에 대한 이상으로 제시될 수 없다

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비판이론과 실천을 분리시킨 마르쿠제·호르크하

이머와 동일노선을 경주한다. 이때, 아도르노는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와 주체의 자

기 실현 개념을 부정하게 된다. 이들에게 세계 역사는 지배의 역사일 뿐이다. 세계 

역사는 자기 자신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향한 지배의 역사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논리 안에서 아도르노에게 실천과 이론의 통합주체는 객체의 동일화 오류

와 같은 오류로 간주되었다.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그가 집중했던 점은 역사에서 

의미 있고 진실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를 찾아내기 위해 요구되는 사실의미를 만들

어내는 일이었다. 그 결과 아도르노는 비판적 사고라는 이론에 우선권과 자율권을 

허락하였다.  스힐레벡스는 실천하는 가운데 이론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역사성이

라는 한계를 능가하며 실현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아도르노의 이론이 다다른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론에 대한 낙관적인 우

선권 부여와 여전히 의심에 머무른 이론에 대한 불신 안에 놓인 실천의 부재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점에서 아도르노를 극복하며 이론보다 실천에 우선권을 두는 반전

을 이룩한다. 

하버마스는 비판이론이 아도르노처럼 이론의 단계에 머무르는 한, 전체 사회 구

조의 변혁을 이끌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라,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비판이론에

서는 ‘이론과 실천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강조되어 서술되는데, 스힐레벡스가 주목

한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낙관적인 이론에 대한 의심을 물려받으면서

도 이론적 이성과 실천적 이성 간의 내적인 관계 조정을 이룩하려 하였다. 하버마

스의 비판이론은 과학 분석적인 지식과 해석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 모두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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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위한 근본적인 관심에 의해 알려진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후

자의 지식은 소통의 자유 안에서 인간의 유익을 지향하며 그에 뿌리를 둔다. 하버

마스가 주목한 점은 ‘소통의 구조’이다. 하버마스는 소통의 구조가 소통과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건설하려는 해석학적 기획 확장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지점에서 감지되듯, 하버마스는 인간의 앎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라는 

이해 위에 선다. 이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통은 절대적으로 무제한

적이며 강제로부터 자유롭다고 가정하며 유사초월론적 비판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

른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입각한 실천이해를 수용하며 하버마스는 이론과 실천

의 관계를 정립한다. 실천이 이론적 이해를 따른다는 전통 이론과는 달리 그에게 

이론은 실천에 귀속된다. 이는 오직 해방적인 또는 비판적인 실천이 그 안에서 가

능하고 이성적인 무엇이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버마스에게 실천은 앎을 위해 요구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 과정들에 

의존한다. 여기서 비판이론은 실천을 위한 의식으로서 자리 잡고, 실천은 이론과 융

합될 때야 비로소 그 자체로 불가피하게 행동의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버마스가 제안한 이러한 실천-이론의 화해는 스힐레벡스에게 활동적인 희망, 

곧 그리스도교의 실천을 말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의 신학에 나타나는 실천적 

해석학의 면모는 이처럼 순수하게 이론적인 해석학을 지양하고 실천과 융합된 이론

을 구성하려는 노력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힐레벡스는 두 가지 점에서 하버마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한다. 첫째 비판은 하버마스가 보여준 이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스힐레벡스에게 인간 역사 변혁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 아니며, 어

떠한 이론으로도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될 수 없다. 이는 변혁주체로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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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한 하버마스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지점이다. 

또한 스힐레벡스는 하버마스가 제안한 이상적인 의사소통상황의 비현실성을 지적

한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며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

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스힐레벡스는 아도르노가 보여준 한계가 하버마스에 의해 

충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스힐레벡스는 그들이 제시한 모호한 자유

개념이 희망을 위한 적합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짚어가며, 이제 자

신의 신학방법론에 ‘비판적 부정성’을 녹여간다. 

스힐레벡스는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설정하는 하버마스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다. 스힐레벡스에게 진정한 역사 변혁은  하느님의 구원에 인간이 동참하면서 실현

된다.202)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세상의 계속되는 창조 곧 구원을 실현하는 협력자

이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을 통해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리를 강조한다. 스

힐레벡스에게 역사의 주체는 하느님이시다. 이때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려는 마음이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해가 스힐레벡

스 신학에 깔려있다. 

스힐레벡스는  “신앙은 신비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을 갖는다203)”라고  말한

다. 이때 그가 말하는 정치는 사회적 투신commitment이 집약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신비는 하느님 사랑 또는 하느님 경험이 집약된 형태를 의미한다.204)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한 투신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홀마크가 아니다. 이는 

전례적 기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장이다.”205) 

202) ibid., p.117/133
203) Jesus in Our Western Culture- Mysticism, Ehics and Politics, (London: SCM 
Press, 1987), p.75
204) ibid., p.72 
205) Schillebeeckx, “A Glass of Water for a Fellow Human Being”, FSG, p.62 스
힐레벡스는 동료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느님 사랑의 특별한 형태
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FSG. 
p.150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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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정치와 신앙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스힐레벡스에게 하느님 구원과 계시의 장은 구체적인 역사의 장이다. 인간의 

실존이 사회,정치,경제적 요소와 불가분하게 얽히는 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영성도 정치와 불가분한 관계를 갖게 된다. 스힐레벡스는 

세상 안에 육화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인간의 참된 희망의 원천을 

본다. 그 희망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인간됨의 궁극적인 실현을 보여준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비인간적인 상황에 분노하는 사람 안에는 희망이 있다고 스힐레벡스는 말한다. 

해방의 행동을 지탱하는 것은 신자, 비신자가 공유하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요소

이다. 해방의 실천을 지탱하는 희망에 대한 세부화와 해석이라는 질문을 불러일으

킨다. 이 희망 안에 앎의 요소가 있고 이것이 이론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실천

은 실천의 동기와 실천을 떠받치는 희망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저항은 우

리를 비추는 전망을 드러낸다.

 한편, 스힐레벡스 신학의 뿌리는 아퀴나스의 창조신학이다. 비판적 부정성에도 

아퀴나스의 원죄와 원정의, 향주성과 향주적 삶에 대한 이해가 모두 배어있다. 앞 

소절에서 우리는 ‘대조경험’을 아퀴나스 신학의 부정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

았다. 이제 ‘비판적 부정성’을 초월의 길로 비춰보는 가운데 ‘비판적 부정성’에 담긴 

실천의 신비적 의미를 정리하기로 한다. 

스힐레벡스의 비판적 부정성에서 실천이 갖는 신비적 의미를 앞에서 정리했다. 

많은 학자들은 스힐레벡스가 실천을 강조한 이면에 사회비판 이론이 있다고 주장한

다. 스힐레벡스 신학 여정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

력은 있다. 그러나 도미니칸의 영성에서 바라보면 앞에서 언급한 관상과 실천의 조

화가 사회비판이론을 영성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 역으로 도미니칸의 전통을 사회

비판 이론의 옷을 입혀 포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싀뉘가 1965년에 출판한 저서,  Aquinas and His Role in Theology에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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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아퀴나스 성인이 도미니칸의 삶을 혼합된 mixed 삶으로 정의할 때 
그가 이성의 산물인 교리적 범주를 소개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혼합된 삶은 관상과 행동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 특별한 활동에 따라 구분 됨
에도 불구하고 결합되는 삶을 말한다. 206)

스힐레벡스는 이 전통에 서서 많은 강론에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활동을 

살아가는 삶을 촉구했다. 그에게 예수를 따름은 신비의 정수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상황에서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
니다. [...]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니는 특징은 예수의 삶의 결을 따라 사는 것
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같은 파장 안에 있을 때 그 어떠
한 개념적 신앙보다 사랑과 희망 , 희망의 실천이 인간화와 고통의 경험 안
으로 가장 먼저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207) 

스힐레벡스의 저술을 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사목을 출판한 이후 영성 서적

에 준하는 강론집을 발간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첫째 이유는 비

록 스힐레벡스가 신학탐구 Theologishe Pelingen) 시리즈를 5권에서 중단했다 하

더라도 책이 출판되는 순서는 첫 책을 출판할 때 발표한 순서와 같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가 말하는 개인적인 신학기획이 후기의 영성서적까지 포함한다고 짐작해

206) Chenu, Aquinas and His Role in Theology, p. 40
207) “Friend, Go up Higher,” GAU,, 이 외에도 그는 같은 책의 “마니피캇, Magnificat: 
A Toast to God”에서 “예수 안에서 신비주의와 세상의 해방은 하나가 되고 하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고통받는 역사 사이에서 겪는 대조경험입니다.”라
고 강론한다. 또한 “All Jerusalem Was Afraid”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둘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방식
을 통해 역사로 들어옵니다. 신비스러운 예수 현상은 첫 세대 신자들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행동 안에 그 뿌리를 둡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 변
화되는 우리 삶이 역사를 바꿉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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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신학에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이론을 철학

적ㆍ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정리하고 이후에 영성적 삶을 강조하는 그의 궤도를 볼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가장 중점을 두어 노력한 작업은 신앙인의 증거를 통한 세

상의 복음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해가 어우러져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협력자로 살아가

기를 그는 촉구한다. 

3.3.2. 비판적 부정성의 정치 신비적 의미

스힐레벡스는 보다 나은 무언가에 대한 긍정적 희망 앞에서 현실의 고통을 비판

적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인간을 ‘비판적 부정성’으로 담아낸다. 여기서 스힐레벡

스의 대조경험은 긍정적 희망에 비추어 현 상황에 저항하는 ‘부정적 거부’와 이를 

통해 긍정적 희망을 현실화하는 지평으로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스힐레벡스는 여기

서 새로운 상황으로의 개방과 그 앞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언급한다.  

 

이 부정적인 경험 안에서, 이와는 다른 상황이 개방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하는 단언적인 ‘예’가 발해진다. 이 ‘예’는 ‘알려지지 않은 ’ 것에 대한 합
의이다. 이때 알려지지 않은 것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규정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실상 그 어디서도 찾지 않는 다른 세
계, 보다 나은 세계이다. 이것이 미지의 것에 대한 개방성이다. 거부하는 근
본적이고 철저한 radical 경험은 내용 없이 ‘예’를 드러낸다. 왜냐면, 개방된 
‘예’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항의의 기반이기 때문이다.208)

이 인용문에서 감지되듯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대조경험에서 ‘예’는 ‘아니오’의 

기반이다. 또한 동시에 이 ‘예’는 ‘아니오’를 강화시키며 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208) Schillebeeckx,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 GFM, p. 154/331) 
Schillebeeckx, “Christmas Meditation: Being Made Man”, FSG, London: SCM 
Press, 2012,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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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은 대조경험 앞에 선 인간의 결단이 인간이 예로 응답하

는 대상적인 무엇, 긍정으로서 부정하고 저항하는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그 무엇에 

연결된다는 점이다. 스힐레벡스의 대조경험은 인간이 순전히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

로 시시비비를 가르며 ‘아니오’로 열리는 ‘예’의 세계로 진입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 장에서 살펴본 역사 내적 역동성에서 존재의 외연에서 대상적으로 작용하며 하

느님에게로 인간을 이끄는 역동성이 대조경험에서 감지된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에게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은 다양한 인간의 경험에서 

하느님의 구원적인 계시가 지닌 보편적 차원을 설명하는 자료로 간주된다. 스힐레

벡스에게 이 경험은 세계 안에서 인간이 갖는 전-종교적 pre-religious 경험으로 

제시된다.209)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연장선에서 비출 때, 대조경험은 명시적으

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처한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구원은

총 안에서 보다 나은 미래 건설에 투신하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연결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퍼진 부정의와 고통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

계뿐 아니라 무엇이 자신의 존재에서 진짜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

은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다른 차원의 희망 지평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찾게 된다.”210)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언급은 인간의 자기

이해가 연원성과 한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초월론적인 지평으로 옮아가는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을 떠올린다. 

이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에게 고통이라는 대조 경험의 인식론적 

가치는 미래를 찾고 그 미래를 개방하는 앎이다.211) 고통 앞에서 인간은 무언가 그 

너머에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이러한 감지가 마주하는 고통

209) Christ, p.5/5; Church 1985, p. 5/5; “Theological Quest”  Essays, pp. 
154-156.
210) Schillebeeckx, “Church, Magisterium and Politics”, pp. 154-155.
211) 이에 관하여, Christ, p. 8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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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의에 항거하는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할 때 스힐레벡스가 ‘대조경험’을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해석

하는 취지를 파악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대조경험을 신비주의와 연결시킬 때 이 

신비주의는 중재된 직접성 Mediated Immediacy이라는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서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신비주의의 세 가지 요소는 인간의 실존론적 처지에 

대한 자각에 머물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단지 고요한 가운데 일어나는 하느님 체험만을 보지 않고, 신비주

의의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212) 그에 따르면, 신비주의의 첫째 요

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경험이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그것이 초월

적이건 내재적이건 간에 이전보다 총체적인 지평에서 전체성을 볼 수 있는 경험은 

신비적 경험으로 간주된다. 

이에 이어 스힐레벡스는 신비주의의 두 번째 특성을 그 자신이 경험한 바를 새로

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이를 고뇌하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점이다. 이는 이전까

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태를 새로운 지평에서 이해하는 자기이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신비주의의 마지막 특성은 상실의 경험 가운데서도 상호

적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점이다. 이 특성은 스힐레벡스의 신비

주의 이해가 지닌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되듯이, 스힐레벡스에게 신비경험은 종교적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는

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희망에 비추어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를 간파하고, 새

로운 지평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연대 안에 실천을 지속

할 때 대조경험은 신비경험이 된다. 이처럼 스힐레벡스에게 인간의 종교성은 사회

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가운데 일상 생활 안에서 신비의 지평을 감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212) 이에 관하여, Church 1985, CW Ⅹ, p.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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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는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대조경험이 고통을 단지 부정적으로 간

주하거나 이에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울분을 표하는 경험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가 대조경험에 부여하는 신비적 의미는 인간이 세계 내의 자신의 처지를 

보다 넓은 지평에서 이해하게 하는 자기이해 지평을 확장함을 의미한다. 또한 스힐

레벡스의 신비주의에서 불의한 상황에 이성과 양심으로 이에 응하는 가운데 실천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연대성 안에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투신을 읽어낼 수 

잇다. 

스힐레벡스에게 ‘부정적 대조 경험’ 이 구원과 신비의 경험이 되는 것은 자신의 

저항과 울부짖음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고통 앞에서 저항하며 울부짖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인격화된 은총에 의해 이미 대답을 받았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완

화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가 하느님의 은총에서 기인한다는 이해 위에 선다. 스힐레

벡스는 이러한 실천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인간은 자신의 활동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안에 들어선다고 말한다. 

이처럼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고통이라는 수동적인 경험과 하느님 나라의 실천이

라는 능동적 경험은 인간 실존의 종교적 차원을 드러낸다.213) 고통 앞에서 분노하

며 ‘아니오’라고 저항하는 실천은 하느님 통치의 실천이다. 스힐레벡스는 이러한 변

혁의 실천을 하느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정치적 성스러움으로 

부른다.214)

213) 이러한 주장은 그의 글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쉽고 감동 깊게 전해지는 글은 GAU에 
실린 다음 강론 원고이다. “Jesus the Prophet”, p. 44 “God as a Loud Cry” 76, 
“Belief in Jesus as Salvation for the Outcast”, p. 149-151, “Christian Identity 
and Human Integrity,” p. 156, 이 외에도 “Doubt in God’s Omnipotence,” FSG, pp. 
93-94를 보라. 
214) 정치적 성스러움은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GAU, p. 185를 보라. 고통
체험을 공동체험으로 바라보고, 보다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한 투신과의 연결은,  
Schillebeeckx, “Christmas Meditation- Being Made Man”, FSG, p. 4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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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신앙역동성에서 바라보는 비판적 부정성

앞 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힐레벡스는 대조경험을 그 자신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구체적인 윤리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경험이라고 정리했

다. 여기서 결단을 내리게 하는 대조경험에 따라 결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비판

적 부정성의 삶이다. “비판적 부정성은 인간이 지닌 모든 긍정적 시각에 대한 보편

적인 전이해로서 비인간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215)

신앙의 역동성 모델에 따라 ‘비판적 부정성’을 보면 비판적 부정성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향주적 삶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대조경험을 통해 

초월론적 단계에 진입한 인간이 고통을 통해 열려지는 세계에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이어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향주적 삶과 연결시켜 ‘비판적 부정성’을 이해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인간

의 동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향주적 지평은 모든 인간

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의 보편적이고 활동적인 구원의지에 기초한다. 

향주적 경험의 요소는 그에게 은총으로서 주어지면 그 자신을 성화시키는 은총에 

기초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이 상태는 인간의 종교적 삶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서 표현될 수 있다.”216) 

스힐레벡스의 정의에 따르면 대조경험을 통해 열린 지평에서 부정을 이끌며 희망

을 건설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대조경험은 아니오를 선언하도록 이끈다. “아니오.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
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마땅히 있어야 

215) “Correlation Between Human Question and Christian Answer,” / “Het 
correlatieꠓcriterium: christelijk antwoord op een menselijke vraag,” (1971)  UF, 
p. 80/92.
216)  UF,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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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은 무언가가 없음을 알아차리도록 만든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있어야 
한 무엇은 어느 정도는 미리 인식된 것이다. 비록 희미하고 이제 막 시작되
었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곳에만 저항이 가능하다.  대조경험은 그것을 통
해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진정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희망하는 요소가 포
함되지 않을 때 대조경험이 될 수 없다.217)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이 희망은 인본성 humanum218)이다. 스힐레벡스 자신도 

명확히 정의내리지 않은 이 개념은, 힐케르트에 따르면, 인간이 되어야 할 바에 대

한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은 무엇, 인간의 죄와 자유의 오용으로 

인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무엇을 의미한다.219) 한편,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스힐레

벡스에게 희망은 하느님의 종말론적 약속이 인간 안에서 희망으로 투영된다.220) 이 

논리에 따라 인본성은 하느님에 의해 인간이 꿈꾸는 무엇이 된다.      그런데 스힐

레벡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고통에 분노하며 저항하게 하는 원천으로서의 희

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그가 제시하는 희망은 블로흐가 언급했던 인본

성 humanum이다.221) 

한편, 스힐레벡스 자신이 humanum을 정의한 내용은 없지만. God Among Us

에서 스힐레벡스는 신약성경으로부터 humanum의 세 가지 은유를 말한다. 그 첫

째는 모든 남녀가 더 이상 주인-하인의 관계로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결정적인 

217) “The Church as the Sacramnet of Dialogue,” GFM, p. 83/136.
218) 스힐레벡스는 무신론적 휴머니즘의 취지가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바와 상통한다고 말
한다. 여러 글과 스힐레벡스 사상의 발전과정을 감안할 때 스힐레벡스가 humanum에 담아
내려는 내용이 휴머니즘의 원천과 상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humanism의 번역
어로 사용되는 ‘인문주의’가 신중심적 사고체계에 반발하며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면을 부각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humanum을 인본성으로 번역한다. 
219) Hilkert, “Hermeneutics of History”, pp. 107-108.
220)  UF, p. 52.
221) 블로흐의 책에 나타난 Humanum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휴마눔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언급에 해당하는 실
천이 종교전통이 가진 긍정적 도덕적 언급에 반대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언급은 실제 상황
을 간과한다. E. Bloch, A philosophy of the Hope,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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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또는 급진적인 해방이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의 은유이다. 둘째는 각 개인의 

행복과 완전한 구원이며 이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은유에 해당한다. 셋째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생태적인 환경의 완성으로서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유에 해당한

다.222)

  이 비유를 종합할 때 스힐레벡스가 humanum에 담아내려 한 세상은 평등한 

세상에서 충족된 행복을 안전한 여건에서 누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힐레

벡스는 다원주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닌 긍정적인 시각(관점)안에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인본성 threatened humanum을 실현하려는 공통적인 추구

common search가 있다고 말한다.223) 

여기서 스힐레벡스가 언급하는 인본성은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국한되어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인본성은 의미를 찾는 인간의 노력

에 있는 보편적인 요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본성은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인

간화 humanization’를 요구하고 동시에 인간화를 향한 요구를 드러내게 하는 모든 

저항의 원천이다.224) 

스힐레벡스는 교회의 임무를 ‘비판적 부정성’과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신앙의 

기능은 ‘비판적 부정성’이다. 스힐레벡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와 미래 가치를 비추어 그리스도교 신앙에 담긴 진정한 희망의 힘이 

‘대조경험’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이러한 대조경험이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현재의 가치를 돌아보고, 자신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스힐레벡스는 이 경험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종말론적 희망을 안고 오늘의 

부정의에  실천적인 ‘아니오’를 이끄는 자리에 동시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222) 이에 관하여, GAU, pp. 161-162.
223)“Correlation between human question and Christian answer”,  UF, p. 
129/91,
2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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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리스도인의 ‘비판적 부정성’ 수행은 고통과 악에 분노하며 이를 개선하려

는 부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실천의 장에 투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스힐

레벡스에게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

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세계와 다른 세계가 실제로 가능

하다는 희망을 주는 존재론적 신뢰를 근거지우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스힐레벡스는 주장한다.225)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인본성humane을 영원히 추구하는 존재이

다.226) 이 인본성의 궁극적인 양상은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인간의 가치

와 희망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스힐레벡스는 말한다. 그

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선교는 그 자신의 삶으로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데서 실현된다. 이 지점에서 확인되는 바는 스힐레벡

스가 주장하는 사회적 실천과 구원이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론 위에 정초한다

는 점이다. 

이러한 스힐레벡스의 입장은 1950년대 초부터 제시한 교회의 역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

존과 구원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은총의 샘으로 규정되었다. 스힐레벡스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구체화된 성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다227)고 역설한다. “구체화된 사랑, 즉 우

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형제적 사랑으로 전이된 하느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교 신앙

을 믿을 수 있고, 저항할 수 없는 동기가 된다.”228) 

스힐레벡스는 이처럼 교회의 성스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

225) Christ, p.6/6.
226)Schillebeeckx, “Correlation between human question and Christian answer”, 
p. 92
227) Christ the Sacrament, p. 150/256
2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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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참되고 진지한 형제애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만난 사

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교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체험되어야 한다고 그

는 말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스힐레벡스에게 하느님

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또한 동시에 이 사랑은 동료 인간

들에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

도인이 믿는 진리를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길이기도 하다.229) 

사회비판 이론을 수용한 이후 스힐레벡스에게 나타난 교회 임무 이해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고통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실천을 명시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사회비

판이론을 통해 신앙의 정치적 요소를 깊게 성찰한 그에게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

랑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사랑’과 ‘정치적인 성스러움’으로 드러난다. 

스힐레벡스는 불의와 고통에 분노하며 저항하는 활동 안에 작용하는 은총을 명시

적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자신의 처지를 육화하신 하느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들일 때 구원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은 고통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실천 또한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활동을 의미하지 않

는다. 스힐레벡스의 이러한 입장은 아퀴나스 신학의 원정의와 원죄 이해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느님의 정의가 세상이 선한 곳으로 지향하게 하고, 인간은 비록 그리스

도를 통해 향주성을 복원했다하더라도 원죄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 그 바탕을 이룬다.230) 

한편, 스힐레벡스에게 구원은 인간해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그에

게서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창조된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회복(being whole)하는 

것을 의미한다231). 이때 총체적인 회복은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인

간다움이 온전히 실현됨을 의미하기에 그의 영성에서 정치와 하느님 체험이 분리될 

229) Christ the Sacrament, p.151/257-258
230) 이에 대해 McManus, Unbrokent Union, p. 52.
231) Christ,  p.709/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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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구조가 세워진다. 

이처럼 스힐레벡스에게 관상과 실천은 하느님께 다다르는 길로 제시된다.232) 고

통이라는 대조 경험의 인식론적 가치는 미래를 찾고 그 미래를 개방하는 앎이

다.233)”-고통 앞에서 인간은 무언가 그 너머에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ㅌ이런 의미

에서 고통은 하느님의 실재를 드러내는 계시적 성격을 지닌다.234) 고통은 ‘지금 상

태로 있음’과 ‘지금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됨’ 사이의 대조를 드러낸다. 고통은 이 간

극을 통해 실천으로 다가서는 신비를 열어준다. 

스힐레벡스에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름은 고통에 맞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실현하는 가운데 역사 안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증거 하는 실천

을 의미한다. 정치적인 행동과 분리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행동에서 끝나지 않는 

스힐레벡스의 정행은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사람과 사태와 맺는 관계 안에서 하느

님을 체험하며 자신의 온전한 의미를 실현하는 구원을 그려낸다. 

232) Christ, 766-767/ 769-770, Jesus p.621.
233) 이에 관하여, Christ, p.814/819
234)  고통의 계시적 의미에 대하여, Christ, p.21/36, Jesus, p. 5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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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윤리적 순교로 뿌리내리는 신앙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을 통해 교회 밖의 구원가능성과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활동을 주장했던 스힐레벡스에게 구원과 교회의 관계는 결코 무화되지 않는다. 스

힐레벡스는 인간의 초월론적 존재성을 그려내면서 인간의 온전한 존재 실현은 그리

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힐레벡스가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을 신앙인에게 국한

시키지 않고 이에 정치,신비적 의미를 부여한 점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궁극적인 취지가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을 판정하거나 그 대상

을 분별하는 데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교회 밖 구원가능성을 언급하는 교회 문헌

들에서와 같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은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안에서 세

상과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스힐레벡스가 사회비판이론을 수용하는 가운데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을 양심의 명령에 따라 불의에 저항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지점을 보아야 한다. 스힐레벡스가 이 논의를 통해 모든 인간

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그의 논의에 따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처지가 교회 안의 그리스도

인과 같다고 주장하지 않음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입교를 통

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

다.

스힐레벡스는 비판적 부정성과 대조경험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역

동성이 인간의 이성과 윤리적 결단에서 오지 않고, 존재 외연에 있다고 주장한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실현하려는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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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경험을 통해 세계와 자기 존재를 이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인식하는 지평으로 

들어서는 것은 무언가에 개방되며 이끌림으로써 전개된다. 이 과정이 인간의 의지

와 무관한 객체적인 영향에 따라 전개되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스힐레벡스에게 하

느님의 은총이 역동성뿐 아니라 인간의 결단과 순종의 원천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인간-역사-하느님의 이해는 내적으로 긴밀하게 엮여 있다. 

그에 따르면 역사의 구원은 하느님의 구원의지에 협조하는 인간의 결단과 참여를 

통해 전개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은 하느님의 세계 창조와 구원 및 종말론 논의가 촘촘하게 연결된 논리 기반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번 절에서 살펴보는 윤리적 순교는 역사 변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발을 딛는 지평을 드러낸다. 윤리적 순교로 신앙을 뿌리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스힐레벡스 신학의 정점이 세상의 복음화와 연결됨을 이번 절에서 볼 수 있다. 이 

흐름에서 역사 안에서 신앙이 보여주는 두 방향의 역동성이 다시 한번 감지된다. 

씨앗... 하느님 나라.. 비유

3.3.1. 윤리적 순교의 맥락과 의미

스힐레벡스는 Jesus와 Christ를 출판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 집중하는 

저서를 출판한다. 윤리적 순교는 이 시기에 출판된 On Christian Faith p. 56과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나타나고 신학 3부작의 마지막 저서인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에서 집약된 논의가 나타난다. 이 두 권의 저

서에 나타난 윤리적 순교는 인간애와 그 실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적 전망으로서의 

종말론이 지닌 의미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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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에서 스힐레벡스는 ‘종교적인 도전으로서의 윤리’라는 소제목 아래 향주성

과 윤리적 행동 및 신앙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때 그는 ‘윤리적ethical’이라는 개념

을 그  명시적 목적explicit object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에 두는 또는 

인간화에 두,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비해 종교적religious, 신비

적mystical, 향주적theologal이라는 개념은 하느님을 명시적 목적explicit object

으로 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235) 

여기서 스힐레벡스는 윤리적 행동이 처한 상황이 칸트가 제시한 보편준칙에 준하

는 상황에서 전체로서의 인간을 향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남에게 요구

할 수 있는 도덕적 요구로부터 나오지 않는 요구를 나에게 하는 구체적인 인간’이 

윤리적 행동의 대상이다. 여기서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비대칭적인 관계에 놓

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행동이 

놓이는 것이다. 이때 스힐레벡스는 군인의 순교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독재 정권에서 사살대(射殺隊)에 속한 군인이 순전히 그리고 단순히 그가 유대
인, 공산주의자 또는 그리스도교인이기 때문에 무고한 인질을 총살하라는 명령
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자. 그는 양심의 이유로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총을 맞아 죽게 될) 이 인
질과 함께 죽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그러나 이 거절에서 군인은 인질의 굴
욕적인 당혹감이 그 자신을 향해 발해지는 도덕적 소환, 말로 표현될 수 없고 
말로 표해지지 못한 도덕적 소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타자는 이처럼 그의 자
유에 기대어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윤리적
으로 불가능함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이 명령의 이행을 거부한다. 236) 

위 인용에서 강조되는 점은 윤리적 요청이 쌍방의 이익으로 오거나 누구나 인간

235) Church, p.89/91-92
236)군인의 순교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OCF, p. 56과 Church 1989. p. 92/94에 나타난
다. 인용문은 CW 10에서 인용하여 번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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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게 될 때 칸트가 제안한 준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스힐레

벡스는 칸트의 제안을 부르조아적 계몽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스힐레벡스는 윤리적 요청과 그 결단이 대칭적인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윤리적 요청과 결단은 나는 누군

가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양심의 명령에 따라 허망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행하는 상황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단이 윤리적 순교로 제시된

다. 

스힐레벡스는 위의 상황에서 신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나의 선택으

로 악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고, 나의 존재마저 위험에 붙이는 상황에서 이 선택

을 결정하는 것은 ‘희망’의 지평이라고 스힐레벡스는 말한다. “두 경우 모두 선택은 

선good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모든 것에도 불구

하고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신앙이다237)”

이 논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다르게 나타난다. 스힐레

벡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맡기는 힘을 준다고 말

한다. 이 믿음은 종말론적인 희망이며 동시에 궁극적인 신앙의 원천이기도 하다. 스

힐레벡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따르는 선택은 향주적인 관계 안에 머물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238) 

스힐레벡스에게 순교는 모든 형태의 불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유 때문

에 다른 사람의 손에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일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

은 비록 죽음이 눈 앞으로 걸어와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나타낸다. 스힐

레벡스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가르침의 본질과 그것에 부합하는 그의 

생활 방식, 그의 선물과 헌신의 무조건적인 본질, 그의 전체 인격, 메시지 및 행동

237) Church 1989, p. 93/95.
238) Jesus in our Western Culture,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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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3.3.2. 윤리적 순교에 나타나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일성

스힐레벡스에게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집약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연결되는 희망 안에 스힐레벡스의 인간, 구원, 창조, 종말 등

의 신학논고들이 모두 관련되기 때문이다. 

윤리적 순교를 설명하는데서 우선 스힐레벡스 신학의 종말론이 지니는 무게가 드

러난다. 창조신학의 연장에서 종말론을 그려내는 스힐레벡스에게 종말론적 희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자리매김한다. 그에 따르면 세상을 살아가면 유한성과 

우연성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비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 실천을 통해 해방의 실천을 유지하는 희망

의 근거를 하느님의 약속에서 찾는다. 

스힐레벡스에게 순교는 모든 형태의 불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유 때문

에 다른 사람의 손에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일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

은 비록 죽음이 눈 앞으로 걸어와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나타낸다. 스힐

레벡스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가르침의 본질과 그것에 부합하는 그의 

생활 방식, 그의 선물과 헌신의 무조건적인 본질, 그의 전체 인격, 메시지 및 행동

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239)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성과 한계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발견되는 궁극적인 가능성에 열려 있고 신앙인이 하느님과의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그 신앙 안에 괄호치는 것이다.240) 이를 통해 스힐레벡스가 말

하려는 바는 비신앙인의 하느님 체험은 이성적인 선에 머물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

239)  Essays, p. 45.
240) FSG,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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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은 온전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곳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것은 종말론적 희망 안에서 가능

하다. 여기서 창조와 구원이 완성으로 이어진다. 스힐레벡스의 종말론은 예언자적 

종말론이다. 스힐레벡스는 구원사와 계시사의 구분을 반대하고 인간의 경험이 발생

하고 전개되는 구체적인 역사를 계시와 구원의 장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스힐레벡

스는 그의 창조론이 많은 이분법을 극복했듯이 영혼-정신, 이승-저승, 성과 속 등

의 구분이 없는 종말론을 제시했다.

스힐레벡스의 종말론에서 예수는 종말론적인 예언자로 나타난다.241) 긴 세월의 

성서연구성과를 딛고 스힐레벡스는 하느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선포한 종말론적 예

언자 예수를 붙잡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수 이해가 성사론으로 연결되

면서 세상을 통한 세상 안에서의 구원 이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242)  

스힐레벡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종말론적 약속을 

계시 할뿐만 아니라 창조의 본질적인 선함을 확인시켜 준다. 이 때문에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구원은 창조를 통해서 이해되며 종말론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 이해된다. 

이 모든 논제의 기본과 주축에 아퀴나스 신학이 있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비로 머무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해이

다. 그러나 이 신비는 불가지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존재이며, 인간 이성을 비추

어 당신을 알아차리도록 끊임없이 역사 안에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

느님과 예수님의 관계, 곧 아빠체험으로 이어진 관계가 부활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

인은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악을 이기시는 능력을 종말론적 희망 안에 갖게 된다. 

윤리적 순교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은

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이다. 

241) Rodenborn, Hope in Action, p. 316. 로덴보른은 메츠와 스힐레벡스의 종말론을 비
교하면서 두 신학자가 세속화의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신학의 축이 다른 점에서 서로 다른 종
말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42) B. Hinze, Eschatology and Ethics,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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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윤리적 순교는 후기 작품에 등장하지만, 그 논의는 1960년

대 후반에서도 나타난다. 

교회는 성부 하느님과 인간이 되신 성부의 아들 예수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순진한naive 신
앙이 아니다.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순교할 만큼 생생living하며 성숙하고
mature 명료한lucid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은 동료를 돌보
고 사회에서 더 큰 정의와 사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선봉에 서야 한
다.243)

다. 공의회 폐막 이후 발표된 글에 나타나는 위 인용문은 교회의 임무를 순교와 

연결시키는 스힐레벡스의 입장을 보여준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계시에 비추어 기능'. '살아있고 성숙하며 명쾌한 신앙'은 계시와 

일치하는 신앙이다. 

스힐레벡스가 강조하는 점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결단에서 신앙과 윤리가 연결된

다는 것이다. 스힐레벡스에게 그 고리는 하느님-인간의 관계에서 주어진다. 스힐레

벡스 신학에서 하느님이 인간 삶의 '의미'라면 인간 삶의 이 의미는 윤리적 삶과 분

리될 수 없다. 하느님이 인간의 미래로 제시되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구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로 드러난 하느님의 약속이 내일을 바라보는 지평이 된

다. 스힐레벡스는 아빠 체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의탁과 순종으로 오직 죽음

만이 눈 앞에 놓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예수를 순교의 모델로 제시한다.244)

 윤리적 순교에 대한 이해에서 드러나는 바는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일성과 일관

성이다. 스힐레벡스의 인간학은 인간의 본질이나 구원 가능성을 논하지 않는다. 그

의 관심은 신비이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데 있다. 스힐

레벡스의 신학적 인간학은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

243) ‘Christian Faith and Man’s Expectation for the Future on Earth’, p. 60 
244) ibid.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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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한다. 그에 따르면,  “하느님이 인간을 보

신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이곳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하느님의 시선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며 개인적이고 창조적이고 성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시선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운명에 이러한 방식으로 관여

한다.”245)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스힐레벡스에게 인긴과 하느님의 관계는 

창조적이고 구원적이며 성화되고 참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신비이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로 인해 인간은 신비에 속한다.“ 신비이신 하느님과의 구성적

인 관계에서 인간은 신비이다. 인간을 정의하는 바의 요지는 하느님의 신비이다

.”246)

이러한 관계에서 스힐레벡스에게 순교할 만큼 강력하고 생생하며 성숙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형이상학적인 인간 이해와 도덕적인 의미를 채운다. 스힐레벡

스에게 두 진리의 관계는 인류의 미래이신 하느님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

은 인간의 미래이신 하느님을 위해 먼저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은총이 

절대적이고 거져 주어진 용서의 은총임을 믿고, 이 지평에서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사태를 바라본다”247)고 스힐레벡스는 말한다.

앞 소절에서 살펴본 비판적 부정성의 삶과 윤리적 순교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난

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

지 않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역사의 주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인간의 미래를 종말론적인 약속의 지평에서 바라본

다. 

245) Schillebeeckx, ‘Dialogue with God and Christian Secularity’, p. 214.
246) ibid. p.215.
247) ‘Christian Faith and Man’s Expectation for the Future on Earth’,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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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인간의 향주성은 인간의 선성이나 세상에서 악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이 점점 커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스힐레벡스는 분명히 말한다. 스힐레벡스가 역사 앞에 그리스도

인으로서 서는 자리는 예수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구원을 버리지 않는 하느

님,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악을 이기는 선의 힘을 보여주신 하느님, 고통에 저항하

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자리이다. 

이러한 신학과 신학은 싀뉘의 영향을 드러내는 지점이며, 싀뉘가 그 작성에 관여

했던 공의회 문헌 Gaudium et spes에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하다. 공의회는 계시

에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에 동참하며 이들을 구원의 장으로 이

끄는 자세를 보여준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의 새 하

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에 실현하는 원동력이자 대조경험을 통해 신비이신 하느님

에게도 이끄는 빛이 된다고 스힐레벡스는 말한다.248) 

이와 같이 스힐레벡스는 계시에 비추어 인간의 실존적 경험을 해석하는 가운데 

역사적이고 시간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인간이해를 창조와 구원, 교회 이해와 연결시

킨다. 윤리적 순교는 이러한 하느님-인간 관계에서 하느님 약속에 대한 희망에 의

거하며 당장 바꿔지지 않을 악의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인간의 악이 계속 지속되리

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이 인질을 구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세상을 창조하

고 인간을 통해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약속을 따르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스힐레벡스 신학의 구도는 Gaudium et spes 에 대한 논평을 담은 글 

‘The Pastoral Constitution on the Church in the World Today’(Gaudium et 

spes)249)에서도 확인된다. 스힐레벡스는 이 문헌에서 인간학이 지니는 종말론적인 

248) ibid. p. 71.
249) 이 내용은 Tanner, ed., Decrees of the Ecumenical Councils, II, pp. 1069–
1135.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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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하느님의 활동과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력과 모순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스힐레엑스는 여기에서 세속화와 무신론 등에 나타나는 새로운 자기 

이해가 지니는 역동적인 특성과 삶에 대한 인식변화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자연을 신의 창조물로 직접 체험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이 인간
이 인간 세계를 창조하는 거친 건축 자재로 간주된다. 오늘날 자연은 더 이
상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통제하는 대상이 되었다. 세계관의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인간은 자신을 역사를 만드는 존재로 경험
한다. (중략) 그만큼 인간과 세계의 새로운 이미지는 미래를 지향한다. 이 새
로운 이미지는 인간과 세계의 이전 이미지와 달리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목표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황금시대'인 
낙원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에 놓여 있으며, 자연은 인간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이다.‘250)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이러한 움직임과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열망은 하

느님에게서 찾는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심

으로써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이러한 통찰은 공의회의 신학적 기초이다. 모든 

신학적 언명은 그 하나하나가 하느님에 대해 말한다. 이런 점에서 그 하나하나의 

언명은 인간에 대해 말한다.  비록 분명하게 정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론은 인

간의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의도intention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는 점이다.”251) 

이런 점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데 무리

가 없다. 스힐레벡스는 이처럼 창조론에 입각한 인간-하느님의 관계와 이로부터 세

상 안에서 활동하는 하느님의 구원활동을 그리지만, 교회의 자리와 역할은 그리스

도와 상관하여 특별한 자리를 확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게 구원은 세상의 제

250) ‘Christian Faith and Man’s Expectation for the Future on Earth’, p. 52
251)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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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변혁하는 데 놓이지 않는다. 

스힐레벡스는 liberation, salvation, redemption, emancipation을 구분하면서, 

진정한 구원은 하느님의 자기전달에 순종하며 하느님의 역사 구원에 협조하는 자리

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힐레벡스에게서 이러한 삶은 

내면적인 안정감이나 만족, 강렬한 체험이 주는 급격한 회심, 또는 정치적 투신이 

신앙을 이끄는 구조로 제시되지 않는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순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음을 알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윤리적 결단에 따르는 현

실적 고통이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말한다. 이러한 윤리적 순교의 기반은 

논리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느

님에 대한 순종에 있다. 

3.3.3. 윤리적 순교로 뿌리내리는 신앙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현대 세계에서 ‘순교’는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

킨다. 수많은 테러가 ‘순교’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현실에서 스힐레벡스가 언급하

는 ‘윤리적 순교’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순교는 라너가 ‘일상의 체험’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상시킨다. 초월신학

의 지평에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그려낸 라너에게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

적 순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스도 교회는 순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관계는  교회가 순교를 

딛고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유일한 근거를 확보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리스도교 신앙이 순교와 이어지는 고리는 순교의 어원 μάρτυς이 증거를 의미하는 

데서부터 이끌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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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스승을 닮아 피를 흘리는 제자의 순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최상의 은혜

이며 사랑의 최고 증명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소수의 사람에

게만 허락되는 은총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순교는 신앙으로 인해 외적으로 강요된 죽음에 대한 의지적 수용에 머무

르지 않아야 한다. 교회 전통에서 순교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육체적 죽음을 실제로 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

음으로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 odium fidei에 기인하여, 그 증오자

에 의해 야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조건은 그리스도교 진리와 신앙을 증거

하려는 의지로 기꺼이 그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자세이다. 

이러한 순교자 분별 기준이 죽음의 장면에 집중된 순교기록의 양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물론,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증거하는 일은 위

대한 자세이며, 하느님의 은총임은 분명하다.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분명한 이 죽음

마저도 많은 도전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대사회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뒤르껭은 자신의 저서, 자살론에서 초기 그리스

도교인들의 순교를 자살로 규정한다. 뒤르껭은 자살을 자살자 자신이 그 결과를 알

고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

의 경우로 정의한다. 더 나아가 자살을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로 분류하고 후

자를 다시 의무적인 이타적 자살, 선택적인 이타적 자살, 신비주의적 자살로 세분한

다. 이 정의에 따르면 초기 순교자들은 자신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죽지 않았으

며,비록 자결하지 않았다 해도 죽음을 추구했고 불가피하도록 행동했으므로 이타적 

자살자로 분류된다252)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뒤

르켕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기독교의 발흥을 연구한 로드니 스타크는 순교자의 자

252) (Emile Durkheim, La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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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죽음을 보상가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신뢰를 급상승시키는 기전에 따른 선

택으로 바라본다. 개인적으로는 이타적 선택일지 모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증

가시키는 행위를 야기하는 기전이 작동했다는 이해가 깔려있다.253)

 초기 교회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역사전공자들에게서도 다루어진다. 

이들 중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박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상당수 포

함된다. 254)또는 로마 박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

만, 순교를 야기시킨 요인은 로마인들에게 널리 퍼졌던 의로운 죽음을 향한 열정이

었다는 주장도 있다.255) 

이러한 상황에서 순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에서 이해되는 점은 한국 신학계

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윤리적 순교’의 의미가 이 

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한편, 가톨릭 교회가 순교의 의미를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에 국한시키지 

않는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그 예로,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포를 들 수 

있다. 회칙 『진리의 광채 (1993)』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하느님의 범이 지닌 

거룩함을 고양하는 덕목으로 순교를 제시한바 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자기 목

숨을 바친 예로 세례자 요한을 지칭한 그는 대죄 하나라도 범하기보다 죽음을 택한 

윤리적 진리의 증거자로서의 순교자들을 칭송한다. 그에게 순교는 윤리 질서가 범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느님의 법이 지닌 신성함과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

엄성이 침해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또한, 2000년 5월 7일 콜로세움에서 교황은 총 12,692명의 그리스도인을 ‘신앙

의 증인’으로 선포하였다.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등 교파를 초월

한 명단이었다. 수용소에서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봉헌한 에디트 슈타인과 

253)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254) (Candica Moss, The Myth of Persecution, 같은 저자, Christian Martyrdom 
and modern identity). 
255) G.W. Bowersock, Martyrdom and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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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히틀러 암살에 가담한 개신교 신학자 디르치히 본회퍼, 산살

바도르에서 살해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와 멕시코 정부에 의해 처형당한 미구엘 

프로 신부등이 그 예이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분명한 어조로 “ 초대 교회 순교자

들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세기에 들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영웅적으로 

증언했다”고 선포한다. 

 현대 신학의 순교이해는 이미 죽음의 지평에서 삶의 지평으로 이동했다. 일찍이 

칼 라너는 그의 글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죽음의 위협

을 그저 수동적으로 감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 및 개별적인 윤

리 덕목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능동적 자세를 순교로 정의할 것을 제

안한 바 있다.256)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그 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을 알아야 한

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순교자 현양과 기억

에서 순교는 더 이상 박해자에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진리를 증거하

는 장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순교는 그리스도교 진리인 사랑의 실천을 드러내는 곳

이며,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순교자를 기억하고 그를 현양하며 그들이 하느님을 향해 지녔던 신심을 따

르려는 노력이 순교자 현양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죽음 이후 다다를 천국에서 얻

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죽음보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교가 지닌 윤리적이며 도

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일이 순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교가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행해지는 실천과 연결되지만, 윤리적 행위

와 동일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순교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손길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결과이다. 순교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며, 온전하고 전적인 의탁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비

256) K. Rahner, “ A Dimension of Martyrdom:A Plea for the Broadning of a 
Classical Concepr”, Concilium 63, Religion in the Eighties, 1983,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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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죽음의 순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이익을 포기하고 보다 높은 정의와 선

을 위해 투신하는 일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의 이해를 프란치스코 교황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순교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께서 걸어가신 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2015.5.13.) 교황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인은 조류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이기주의, 부정의 등의 

죄가 만연한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 곧 사랑의 논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으로 변모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교회의 순교이해 변화는 스힐레벡스나 라너가 제시하는 순교 이해에 닿아

있다. 이 모든 순교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늘 이 자리에

서 뿌리내리는 삶임을 나타낸다. 또는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

로 그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에 자신을 내어맡

기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화, 곧 선교이다. 복음화는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일이 될 수 없다. 『복음의 기쁨』에서도 재확인되듯이, 새

로운 복음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지향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더욱 온전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일이다. 선교는 강요가 아니라 기쁨을 나눔

으로써,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줌으로써, 풍요로운 잔치 상에 그들을 초대함으로써 

이루어진다.(14항 참조)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복음화는 복음의 선포에서 그칠 수 없다. 복음화는 사회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현존할 때 이루어진다. 복음화는 이 세상을 창조주

와 구원자의 뜻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할 교회의 사명과 활동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전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새사람'(에페 4:24)이 되게 하고

(『현대의 복음선교』 2항, 18항) 구원에 참여케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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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全人的)인 

구원을 말한다. 요컨대 복음화는 복음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적으로 쇄신시켜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위반되는 모든 인간적인 판단 기준, 사상의 동향 그

리고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을 역전(逆轉)시켜 ‘복음적 생활’(에페 4:23-24, 골로 

3:9-10)로 인도하는 활동까지를 폭넓게 의미한다 『현대의 복음선교』  17, 18, 19

항). 

이러한 논의를 통해 스힐레벡스 신학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순교를 통해 신앙이 

구체적인 역사에서 뿌리를 내림으로써 복음화가 실현되기를 촉구했다고 정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 교회의 근본 사명인 선교, 곧 복음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

치관을 그리스도교의 빛으로 비추고, 그리스도교에 반하는 사고와 행동에 저항하는 

선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소 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개의 장을 통해 살펴본 스힐레벡스 신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윤리적 순교라는 개념 안에 응축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윤리적 순교

에는 아퀴나스 신학의 창조론에서 시작하여 원죄,원정의를 지나 향주성과 자유의지

로 하느님의 역사 구원에 협조하는 인간의 이해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해와 하느님과 예수의 관계

에서 드러난 절대적 순종과 자기전달이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주는 의미를 집약한다. 

윤리적 순교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관통하는 창조-구원-종말 신앙이 그

리스도인이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역사 안에 표현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윤리적 순교를 통한 실천적 표현은 역사 안에서 누룩처럼 작용하여 세상을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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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순교는 육체적 죽음을 강조하지 않

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하느님의 초대에 응

하는 자리가 세상의 악에 맞서는 자리임을 안다. 이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의 선택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간을 통해 인간 사랑을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고통 받는 인간 안에서 마주 보며, 기꺼이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는 삶이 윤리적 순교의 삶이다.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윤리적 순교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탁에서 살

아가는 삶이다. 그러나 그 힘과 원동력은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느님의 이끄심에서 

나온다. 여기서 신앙인은 그 하느님을 신뢰하여,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때도 침묵할 

수 있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남들은 오히려 나의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

데도 남을 용서해 주는 자신의 행동에서 하느님을 본다. 라너가 ‘일상’에서 제시했

던 하느님 체험은 스힐레벡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순교에서 공명을 보여준다. 

“ 아무런 감사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심지어 내적인 만족조차 느끼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나요? 순전히 양심의 내면적인 명령에 따라 아무에게

도 말 못할, 아무에게도 이해 못 시킬 결단을, 그 결단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린 적이 있나요?  (중략)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자기 부정 같

고, 또는 절대적 부정처럼 보일 때에도, 그때에도 하느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나요? 

(중략)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영을 체험했습니다.(칼 라너,『 일상

(日常)』에서 발췌 )”

스힐레벡스가 말하는 윤리적 순교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

사적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속적인 활동은 성체적 희생의 일부이다. 실

제로, 예수그리스도 자신에게, 이런 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에서 실천하는 영

성적인 희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한에 생생하게 참여하는 것의 실재

를 발견하는 일이다. 그것은 성체 안에서 양육되듯 성사적인 양상의 희생이다.”257)

257) Schillebeeckx, “Secular Worship”, pp.107-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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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Chauvet가 “전례의 일차적인 자리 또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의 일차

적인 자리는 향주적인 신앙과 사랑으로 이뤄지는 일상의 윤리”258)라는 주장과 상통

하는 점을 발견한다. 스힐레벡스에게 윤리적 순교는 세상의 성사인 교회가 세상 안

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세상 안에서 증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258) Louis Marie Chauvet, Symbol and sacrament: A sacramental 
reinterpretation of Christian existence. Liturgical Press, 1995.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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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시각으로 스힐레벡스 신학을 조명하고 그 의

미와 의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싀뉘의 영향이라는 렌즈로 스힐레벡스를 바

라볼 때 스힐레벡스 신학이 거대한 기획 안에 ‘신앙역동성’이라는 지점으로 수렴하

며, 이로부터 성경에 나타난 신앙역동성의 역사로 확장됨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스힐레벡스 신학 발전에 대한 이견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

시하였고, 그의 신학이 지닌 일관성과 전체성 및 구조를 볼 수 있었다. 스힐레벡스

가 제시한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의 관계 및 실천적 의미도 이 과정에서 선

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각의 이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

을 제시했던 스힐레벡스에게 그리스도인의 하느님 체험이 비그리스도인의 하느님 

체험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밝힘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적인 스힐레벡스 신학의 특

징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스힐레벡스 신학 여정이 ‘신앙역동성’을 활성화

시켜 교회의 본질과제인 복음화를 실현하는데 수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스힐레벡스 신학 작품의 내용과 흐름 안에 신앙역동성과 관련한 주제들

이 정리되고 종합되는 면모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신앙역동성’의 틀로 스힐레벡스 

신학의 대표젹인 개념인 ‘대조경험’과 ‘비판적 부정성’의 의미를 조명할 때, 그의 신

학이 지닌 신비적 의미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난 ‘신앙의 역사 내적 역동성’은 두 개의 역동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하느님께 향하도록 창조된 세계 내 정신인 인간이 역사 안

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역동성이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에 전제되는 

신학적 입장은 이러한 역동성의 기초에서 작용한다.

이 역동성에서 육체-정신의 하느님의 대화이며 세계 내 정신인 인간은 육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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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신을 현실화하며, 세계와의 관계 경험 안에서 자신을 실현한다는 점이 강조된

다. 이로부터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자기이해가 신앙의 이해와 표현에 미치는 영향

에 주목하며, 대조경험을 자기 이해의 자리에 대응시킨다. 

인간학 상수를 제시하는 스힐레벡스는 인간이 역사 내에서 처한 실존론적 처지를 

구체적인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으로 포착한다. 스힐레벡스가 고통과 불의 등의 경

험이 대조경험으로 제시하며 여기서 희망과 저항, 그리고 보다 넓은 지평에서 일어

나는 자기 이해가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상관한다.

스힐레벡스는 인간의 지성적, 윤리적, 사회적 동기에서  이 역동성의 추진력을 찾

지 않는다. 그는 신비이신 하느님의 구원은총 안에서 이 구원 은총을 통해 인간이 

자기 이해로부터 암시적 신앙과 명시적 신앙으로 진입한다고 제시한다. 이 역동성

에서 창조 때 부여된 초월론적 지평이 드러나고, 향주적 지평의 삶으로 이끄는 하

느님의 초대가 설명된다. 

비판적 부정성은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역사 안에서 역사와 함께 하

느님에게 나아가는 정치적, 신비적 여정을 의미한다. 스힐레벡스에게 비판적 부정

성은 인본성humanum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망과 노력에서 규정되고, 그리스도인

에게 국한된 특성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창조-구원이 엮인 구원과 역사 이해

가 모든 인간 안에 작용하는 하느님의 구원은총을 지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모든 인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아

니다. 비록 하느님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의 자

기 전달 안에서 살아가며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다 인간적인 세상 건설 활동 안에

서 실천하는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신앙의 역동성은 상향적 역동성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동성은 역사와 함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역동성이라는 점에서 수직의 운동만 강조되거나 내면의 변화만 강조되는 신앙의 역

동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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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세계 안에서 직접적인 대상 경험을 통해 세계와 자신의 이해하기에 인간

의 하느님 인식도 이 지점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 하느님이 당신을 인

간에게 드러내는 방식과 연관된다. 인간학 상수에 드러나는 인간의 특성은 곧 하느

님의 자기전달이 계시의 조건을 나타낸다. 하느님은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구원하신다. 구원은 정신적인 현상이나 깨달음, 또는 존재론적 인식지평의 변

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은 인간의 실존 상황 전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존재를 부여받았다. 하느

님의 은총은 세계의 모든 관계 안에 내재하며 동시에 이 관계를 초월하며 작용한

다. 인간이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 때 이 은총은 아직 이름 붙여지

지 않은 채 작용한다. 이것이 미명의 은총이다. 

수평적인 세계 경험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초월적 지

평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질문과 대답, 또는 한계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조

경험에서 제시된다. 세상을 해석하는 가운데 자기이해에 도달하는 인간이 이전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만날 때, 자신의 존재와 세상이 보다 넓은 지평과 연

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고통이나 부정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

며 그 희망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존재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초월론적 지평의 단계에서 세상과 자기를 이해한

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앙 역동성은 신앙이 역사와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그려내는 역동성이다. 언어와 실천을 통해 수용되고 표현되는 신앙은 

역사성 뿐 아니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누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앙은 신앙인

이 처한 구체적인 사회,정치, 경제, 문화, 정서, 체험 등에 기반하여 수용된다. 신앙

의 역사성은 이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신앙의 특성을 설명한다.

스힐레벡스의 신앙 역동성에 나타나는 신앙의 역사성은 해석학을 수용하며, 경험 

해석 틀로 작용하는 이전 경험의 지평을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스힐레벡스 신학은 



- 194 -

언어와 실천을 통해 표현되는 신앙이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역사에 미치는 영

향도 그려낸다. 복음화로 해석될 수 있는 이 과정은 신앙이 역사 경험 해석에 미치

는 영향 뿐 아니라 육화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활동이 교회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다. 

스힐레벡스 신학에서 계시 체험은 역사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계시

는 인간의 역사적 경험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누미노적 체험 등의 종교체험을 부

정하는 발언이 아니다. 계시 체험은 구원체험이며 회심체험이다. 계시체험의 주도

권은 인간에게 놓이지 않는다. 계시 체험은 하느님이 주시고 인간이 수용하는 구도

로 전개된다. 계시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반응을 일으키는 원천이다. 이 체험 앞에 

자신의 이해가 무너지고, 무력함을 깨닫지만, 이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제 인간은 이 체험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과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모든 경험은 해석된 체험인 한에서, 계시체험은 반드시 이전까지의 체험

을 해석 틀로 삼아 해석되고, 공동체와 공유된다. 이러한 공유는 언어를 통해 이루

어지면서 공동체의 구원체험이 된다. 그러나 계시경험은 공동체 안에 갇히지 않는

다. 계시체험은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그 힘을 발휘

한다. 새로운 언어와 상징이 이후에 개인과 신앙공동체, 그리고 사회가 새로운 체험

을 해석하는 해석 틀이 되기 때문이다.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계시 경험의 영향력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연결

된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언어를 통한 표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이 사회정치

적인 존재인 한에서 계시 경험을 통한 삶의 변화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인 사회 안

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 드러남은 다름으로 나타난다. 기존까지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무관심했던 불의와 고통에 저항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우선

적인 배려가 나타난다. 이는 비판적 부정성의 삶을 의미한다. 비판적 부정성의 실천

은 이 때문에 신비적이며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 195 -

스힐레벡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계시 체험 곧 그리스도 체험은 예수님의 육

화와 삶,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는 구원체험이다. 이 체험

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다 나은 세계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오

직 하느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희망으로,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악을 직

면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는 세상은 선으로 향한다는 믿

음과 하느님은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한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계시체험은 언어와 실천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하느님 체험

이 해석된 표현이 신앙이다. 신앙은 선포된 교리에 대한 이성적 수긍이나 이성적으

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앙은 한 인간이 세

상을 살아가며 전개되는 자기이해의 지평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며 변화되는 모든 여

정을 포함한다. 신앙은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인이 삶의 증거로서 표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신앙은 전인적인 순종이자 실천

이다. 종말이 오기까지 세상의 가치가 지닌 허구성을 비추며 진정한 희망을 드러내

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윤리적 순교’의 삶이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고통과 한계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

님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는 성령이 작용하여 일으키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 변화는 역사 

안에서 발생하고, 해석되며,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는 인간을 통한 하느님의 구

원활동이다. 인간은 구원활동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 안에 살아간다. 이

는 구원의 삶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실존 안에서 육체를 지닌 인간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육화하셨

다. 이로써 인간은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 예수는 

하느님의 통치가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였고 모든 불의과 고통 앞에 자

비와 해방의 지평을 열어보였다. 예수 당시의 신앙인들은 이러한 예수의 삶과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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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역사 안에서 생생하게 활동하시고 인간의 편에서 역사를 

펼치는 과정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느님을 보았다. 

한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체험은 

그들의 사회적, 개인적 경험이 축적된 언어와 상징을 통해 해석되었다. 동시에 그들

의 그리스도 경험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다. 

초기 교회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신앙의 역동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활성화시키는 

작업은 신학자와 공동체의 공동 과제로 주어진다. 신학자는 현재 세상의 변화 가운

데 하느님의 활동과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자리를 찾는다. 스힐레벡스에게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자리는 자기 이해의 자리였으며,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방식은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노력으로 감지되었다. 그는 현대의 이러한 흐름 안에서 실

용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훼손되는 인간성을 보았으며, 발전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았다. 스힐레벡스는 이 질문을 안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역사에서 고통에 응

답하시는 하느님을 찾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다. 

스힐레벡스 신학은 아퀴나스 신학에 뿌리를 두고 도미니칸의 영성으로 풀어가는 

장엄한 교향곡이다. 스힐레벡스는 수많은 현대사상과 사회 현상들이 비판적으로 검

토되며 수용되는 가운데, 동시대인들에게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의 표현방

법을 모색했다. 그의 신학이 형이상학과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며, 창조론, 구원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교회론 등을 관통하고 통합하는 장면은 복음화라는 교회의 과

제를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신학의 자리에서 스힐레벡스를 바라보았다. 스힐레벡스 신학에 대

한 국내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스힐레벡스 신학연구에 주어지는 이후 과제는 싀

뉘 신학의 연구 및 한국 교회 상황에 스힐레벡스 신학의 의미 연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 역사에 나타난 계시적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여, 세계 

교회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 교회사가 세계 교회를 건강하게 키우는 양분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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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와 싀뉘, 스힐레벡스가 그러했듯,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 시대의 갈망과 추구를 찾아내고, 우리 역사와 사회 안에 살아 숨쉬는 하느님

의 구원 손길에 한국 사회를 인도하는 일이 한국신학의 과제라고 정리하며 연구를 

마친다. 인공지능이 종교의 자리를 위협하고 진화론이 메타학문의 자리 양도를 요

구하는 현 시대에 한국 교회의 응답을 우리 시대와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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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Dynamism of Faith 
According to Schillebeeckx’s Theology

This dissertation offers an analysis of Edward Schillebeeckx's writing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a ‘dynamism of faith within history’ which has 
never been written nor presented by Schillebeeckx under the same title. 
Chapter One begins by trac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his work to 
stress the consistency and unity underlying his diverse themes. 

While identifying a stream of interests converging on the theme of 
actualizing faith in history, two streams of dynamism were revealed. The 
first is a dynamism transposes the transcendental horizon of our life into  
a theologal horizon. Based on the theory of the anonymous Christian, 
Schillebeeckx draws a line of dynamism of implicit faith functioning on 
aself-understanding moving toward explicit faith. The other stream of 
dynamism found in Schillebeeckx’s theology is a dynamism functioning 
between history and faith through the expresssion of faith-not only 
through an ortho-doxy but also through an ortho-praxis. In this 
dynamism, the so called historicity of faith and the influence of 
expressions of faith on the concrete history are examined. 

The following chapter explores the meaning of the theological concepts 
that lie in the core of Schillebeeckx’s theology: contrast experience, 
critical negativity and ethical martyrdom. By applying Schillebeeck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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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 saving will of God and the dynamism of 
faith revealed in the previous chapter, the deep and broad meaning of 
those concepts was identified. In conclusion, the dissertation argues that 
a dynamism of faith within history serves as the basis for developing 
Schillebeeckx’s personal theological project of the evangelisation of 
history, by a vivid and compelling faith rooted in a living, ethical 
martyrdom. 

Key Words: Edward Schillebeeckx, Marie-Dominique Chenu, dynamism 
of faith within history, contrast experience, critical negativity, ethical 
martyr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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