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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믿음을 해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믿음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나 인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믿음은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타인과 더
불어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규정할지 방식을 결정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닌 믿음에 대한 ‘해명’(解明, 
Verantwortung)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믿음을 해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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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믿음의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또는 순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해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은 끊임없이 믿음에 집착

하고 그것을 옹호하려 들며 근거 지으려 한다. 

 특히 그 믿음이 종교적 믿음일 경우 이는 더욱 분명하고 강력해 진다. 종교
적 믿음이야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차원을 규정하는 실

존방식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초기 호교론부터 그리스도교 기초신학의 역사는 믿음 해명의 역사였다. 그
해명은 특히 16-19세기에 걸쳐 논증의 형태로 체계화 되었다.

◦ demonstratio catholica

◦ demonstratio christiana

◦ demonstratio religiosa

◦ 신학적 인식론과 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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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설정: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대한 철학적 해명은 어떻게 기

획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해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1. 그리스도교 믿음 해명의 근본기획

2. 해석학적 해명

3. 제일철학적 해명: 그 필연성과 비판적 시선

4. 제일철학적 해명의 단초들: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성찰

5. 제일철학적 해명기획의 선험적 사유체계

6. 증언의 해석학과 해석학의 시녀

7.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해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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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리스도교 믿음 해명의 근본기획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누구나 자유로이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 형태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믿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들의 개별적 이해지평

안에서 번역해 내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내용이 요구하는 보편적 진리성이 모두에게 설득력을 갖도록 그것의

타당성 내지 정당성을 엄밀히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명기획에서는 믿음의 양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믿음은 “신앙의 복종”(oboedientia fidei)이어야 하며,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맹목적 복종(맹신)이 아니라 근거를 댈 수 있는 자유의 수락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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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해명(Glaubensverantwortung)은 단순한 이론적 논증이 아니다(2차바티칸공의

회 이후의 합의)

◦ 그것은 오히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그것도 위험을 부담하면서- 보

증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 믿음의 해명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 증언하는 것이요, 실천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

준 희망을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말이다.

그러나 해명의 문제는 여전히 설득의 문제이기도 하다(호교론의 전통). 

◦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과 희망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면, 믿음을 해명하는 수고스러운 노력들, 즉 번역과 해석 또는 실천과 증언은 어쩌

면 저 시시포스(Sisyphus)의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 왜냐하면 설득과 확신이라는 정상에 도달함 없이 끊임없이 번역과 해석, 실천과

증언만을 반복하는 상황은 부조리의 운명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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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믿음의 해명을 기획하려면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분명 믿음의 해명은 믿음과 그 내용에 대한 순수 이론적 논증이 아니다. 믿음을 해명한다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정향된 주체가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고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쇄신해야 할 예수추

종(Nachfolge Jesu)의 실천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에 대한 일종의 ‘척도론적 반성’(kriteriologische

Reflexion) 또한 필요하다. 이때 척도론적 반성이란 끊임없이 지속되는 실천의 동기와 의미를 성

찰하고 그 실천의 가능조건들을 비판적으로 묻는 것을 말한다. 

 척도론적 반성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이며, 설득력 있는 실천의 가능조건들

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해명하려는 근본기획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번역과 해석, 실천과 증언의 영역에서 해명되어야 하며, 

이때 해명의 주체는 해석학을 요구한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에서 믿음은 번역과 해석, 실천과 증언의 가능조건들을 비판적으로 묻는 메

타영역에서 해명되어야 하며, 이때 해명의 주체는 척도론적 반성을 수행할 철학을 요구한다. 

 특히 후자의 철학은 –서양철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후설의 전통에 따라- 제일철학

(prima philosophia)이라 칭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믿음의 해명은 해석학적 해명과 제일

철학적 해명이라는 두 가지 해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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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일철학적 해명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해명가능성의 단초들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선들

◦ 신앙진리와 종교적 믿음에 대한 궁극적 정초의 불가능성

◦ 동일성, 근원성, 통일성과 현존 개념에 대한 비판

◦ 근대적 주체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해명가능성의 단초

◦ 신앙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믿음 해명의 의무(fides quaerens intellectum)

◦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믿음의 제일철학적 해명을 포기하지 않을 선험적 사유

의 단초들이 있다면…

 절대자의 자기현시 가능성(후기 피히테의 모사개념), 다름과 하나임의 상호 지

향적 관계의 사유가능성(다름 안에서 하나임 Einheit in Differenz의 사유가능

성), 육체와 감성의 선험적 사유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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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일철학적 해명기획의 선험적 사유체계

1) 자기의식의 선험적 근본구조

 제일철학적 해명의 단초는 제약자 안에서 무제약자(절대자)의 자기현시를 철학적으로 사유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것도 제약자와 무제약자가 서로를 지양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인간은 어떻게 이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자아는 절대타자와의 관계에서, 즉 차이성과 이질성의 현실에서 무제약적 통일

성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가 이러한 사유가능성을 갖고 있음이 선험철학

적으로 밝혀질 때 비로소 그의 자유 안에서 무제약자의 자기현시가 철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의식의 선험적 근본구조”(transzendentale Elementarstruktur

des Bewußtseins)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는 다름 안에서 하나

임”(Einheit trotz bzw. in der Differenz)을 추구한다.

 우리는 이것을 피히테의 초기 학문론인 『전체 학문론의 기초(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1794)』의 세 가지 근본명제를 재해석하면서 선험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다(Kim, 2004, 17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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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궁극적 의미의 개념

 인간은 자신이 처한 자아의 선험적 근본구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미물음

(Sinnfrage)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 물음은 보편적이다. 의미물음은 그로부

터 선험논리적(transzendentallogisch)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선험적 사유(das transzendentale Denken)는 초월적 존재(das 

transzendente Sein)의 현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 것도 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유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저 “다름 안

에서 하나임”(Einheit in der Differenz, 차이성 안에서 통일성)이 사유될 수

있는 가능조건들만을 묻는다. 

 이러한 ‘다름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선험철학적 합의에 따라 “궁극적 의

미” (der letztgültige Sinn)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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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해명에서 제일철학으로서 선험철학의 과제는 궁극적 의미의 개념을 밝히는

것이다. 

◦ 이는 궁극적 의미의 개념으로부터 ‘다름 안에서 하나임‘의 사유가능조건들을 연역

하는 것을 말한다. 

◦ 궁극적 의미의 개념을 선험철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과연 어떠한 사유가능성의 조

건들(Bedingungen der Denkmöglichkeit)에서 ‘다름 안에서 하나임’을 갈망하는

인간 실존의 아포리아가 이 아포리아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성의 역

동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 인간이 궁극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다름 안에서 하나임’을 갈망하

면서 (제약된 세계에 자신을 현시하는) 무제약자에 귀 기울이는 끝없는 노력이 결

코 저주스러운 부조리의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완성에 이르는 ‘인간의 사

명’(Bestimmung des Menschen)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이러한 궁극적 의미를 사유할 수 있다면, 신의 자기계시인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믿음은 결코 부조리한 숙명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

려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자유의 결단임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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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궁극적 의미개념의 선험논리적 연역: 계시진리에 대한 이해의 틀

 ‘궁극적 의미개념의 선험논리적 연역’(Die transzendentallogische Deduktion des 
Begriffs von letztgültigem Sinn)이란 궁극적 의미개념(Sinnbegriff)의 규명을 통하

여 인간 현존재의 근본적 딜레마에서 제기된 의미물음(Sinnfrage)에 답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과정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궁극적 의미의 개념을 통해 ‘다

름 안에서 하나임’의 선험적 사유가능조건들을 연역함으로써 그리스도교 계시의 사

유가능조건 내지 그러한 계시의 선험적 ‘이해의 틀’(Verstehensraster)을 밝히는 것

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의 계시를 믿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진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강요나 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부터 신의 궁극적 자기전

달을 자신의 의미충만(Sinnerfüllung)으로 확신하고 그 계시의 무조건적 수락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이전 자신의 사유논리(즉, 선험논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활동

하는 이성의 편에 (인간 현존재에 구성적인) ‘궁극적 의미’(즉, ‘다름 안에서 하나임’)
의 사유가능성이 최소한 이해의 틀로서 주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능성이 인간이성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계시

사건을 하느님의 궁극적 로고스로 이해할 가능성은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

우 결정론적 맹신주의나 직관적 광신주의가 종교적 믿음을 대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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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안에서 하나임”의 선험적 가능조건으로서 후기 피히테의 “모사개
념”(Bildbegriff)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절대자(das Absolute) 내지 무제약자(das Unbedingte)는 ‘내재

와 우연 안에서’(in der Immanenz und Kontingenz)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절

대자 자신은 우연적인 것 안에 해소되지 않고, 반대로 내재적인 것은 절대자 안에서 자신

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여기에 대해 후기 피히테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절대자 내지 무제약자는 결코 우연

유(偶然有) 안에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항상 모사(模寫, Bild)로서만 드러낸다. 이때

절대자 밖의 존재는 오로지 그 절대자의 현상들(Phänomenen)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현상

으로서 모사는 원형(Urbild)을 단순히 그대로 모방(Abbild)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자

옆에 따로 있는 새로운 존재도 아니다.. 피히테는 이러한 모사의 개념을 엄밀하게 선험적

(transzendental)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모사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내용(Inhalt)이 객관적

사물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선험적 모사개념(transzendentaler Bildbegriff)을 채울 수 있는

개념의 내용은 오직 인간의 자유뿐이다. 이미 칸트가 그의 『실천이성비판』에서 선험적 자

유(transzendentale Freiheit)라 일컬은 그 자유의 개념을 후기 피히테는 모사개념을 통해

절대자의 현상성(Phänomenalität des Absoluten)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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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주체성의 선험발생적 연역: 역사적 계시의 경험가능성

그러나 궁극적 의미의 선험논리적 연역으로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 의미개념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내가 실제로 역
사 안에서 계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 선험논리적으로 얻어진 궁극적 의미의 개념, 즉 계시의 무제약적 수락요청
에 대한 타당성의 형식적 척도를 알았다고 해서 그로부터 곧바로 역사적 계시의
경험가능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일종의 자연적 오류추리를 범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이 오류추리를 피하기 위해 ‘만일 궁극적 의미개념을 채워주는 그 어
떤 것을 체험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역사적
계시는 필연적이 아니라, 단순히 외부로부터 부차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주어지
는 우연적인 한 계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계시의 경험가능성이 철학적으로 성찰되지 않는 한, 우연적 계기의 역사
적 사실은 언제든지 절대적 사건으로 간주(억측)되어 극단적 맹신주의나 열광주
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험적 사유는 궁극적 의미개념의 규명을 넘어서 더 나아가 어떻게 역사
적 사건이 궁극적 계시사건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역사적
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경험적 ‘나’에게 무조건적 수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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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작업을 선험철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피히테를 소환할 필

요가 있다. 이번에는 초기 피히테의 선험철학적 통찰이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그를 소환하면서 방법적으로는 역사적 계시의 경험가능조건들

(Möglichkeitsbedingungen der Erfahrbarkeit)에 대한 물음과 ‘당위의 명증성의 완

성’(Zustandekommen der Sollensevidenz)에 대한 물음이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히테에 의하면 절대존재의 외화(Entäußerung)는 오로지 실천이성에 발

하는 무제약적 당위(das unbedingte Sollen)로서만 가능하고, 바로 이 당위를 실천이

성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곳에서 자아는 무제약자를 경험하기 때문이다(Verweyen, 

1979, 436~455). 

 이러한 전제하에 역사적 계시의 경험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당위의 원초적 명증성에

대한 선험철학적 반성을 통해 대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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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당위의 원초적 명증성이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의 사실’(Faktum der reinen Vernunft)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실제로 이성을 도덕적 자율로부터 가장 철저하게 반성하고자 했던 계몽주의자 칸

트에게 당위는 순수 이성의 사실일 뿐이다. 

◦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자율적 이성에 발하는 신의 구속력이

도덕적 자율에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필연적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은 처음

부터 존재하지 않는다(Kim, 2004, 285~292). 

◦ 따라서 계시에 관해서도 순수 이성에 의한 계시내용의 매개(Vermittlung)만이 중

요할 뿐이다. 역사적 계시는 단지 인류의 해방(Emanzipation)을 위한 일종의 우연

적 교육수단에 불과하다. 

◦ 그러나 계시진리가 이성진리에 의해 극복되는 곳(‘순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

교’)에서 계시의 ‘우연적 형상’(zufällige Gestalt)은 떨어져 나가고 다만 계시의 내

용(무제약적 당위)만이 이성에 의해 매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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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칸트와 달리 피히테에 의하면, 당위의 원초적 명증성은 우리가 당위의 현상 자체

를 순수이성의 사실 안에 가두지 말고 그것의 구성적 계기에로까지 밀고 들어가 선험적

으로 물을 때 비로소 충분히 해명가능하다. 

◦ 왜냐하면 당위의 명증성은 개별 자아의 유아론적 결단에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 여기서 당위의 구성적 계기는 개인의 의욕 앞에 선 타자의 타자성(Andersheit)이다. 

당위의 현상과 그것의 명증성은 오로지 나에게 다가와 나로 하여금 자유의 분열을

넘어 통일성(하나임)에로 넘어가라고 격려하는 구체적 타자를 통해서 비로소 매개된

다. 

◦ 그러므로 인간이 ‘너’(Du)로부터 무제약적으로 요구받고 있음을 체험할 때, 나아가 이

미 자신의 자유가 그 요청의 수락에로 결단을 시작했음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 당

위의 명증성은 온전히 드러난다. 

◦ 이러한 당위의 명증성은 -앞에서 말한 역사적 계시의 경험가능성에 대한 물음과 당

위의 명증성에 대한 물음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경우- 절대타자인 무제약자의

실제적 자기현시의 경험가능성, 즉 역사적 계시의 경험가능성을 선험적으로 밝히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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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러한 통찰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궁극적 의미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선험논리

적 반성을 넘어서- 어떻게 타자에 의해 매개되는 원초적 명증성이 구체적이고 역사적

으로 경험될 수 있는지 제일철학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 ‘상호주체성의 선험발생적 연역’(transzendentalgenetische Deduktion der 

Intersubjektivität)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제일철학적으로 밝혀준다. 왜냐하면 그

것은 결국 어떻게 역사적 사실(타자의 계기)이 인간의 자기의식을 구성하는데 필

연적 가능조건이 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궁극적 의미개념의 ‘선험-논리적’ 연역을 넘어 상호주체성의 ‘선험-발생적’
연역을 시도하는 것은 타자에 의해 매개되는 당위의 원초적 명증성이 자기의식의

구성(Konstitution)에 필연적임을 선험철학적으로 반성하는 것이다. 
◦ 이러한 선험발생적 연역을 우리는 초기 피히테의 철학을 수용하여 개진할 수 있다. 

피히테는 『자연법의 기초』(Grundlage des Naturrechts, 1796)라는 초기 강의에서

모든 개별적 자기의식의 가능조건은 자신을 인정하고 요청하는 타자의 행위임을

엄밀한 선험발생적 논리로 제시하였다(Verweyen, 1995, 442; Kim, 2004, 

271~275). 

◦ 자아의식의 구성에 대한 선험발생적 연역은 타자에 의한 상호인격적 인정

(interpersonale Anerkennung)이 바로 자아를 자아 자신이게끔 하는 실제적 가능

조건(reale Möglichkeitsbedingung)임을 증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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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가지 선험적 연역의 의미: 제일철학적 해명의 존재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선험적 연역에는 각각 자기정립의 자율성과 타자에의 의존

성이라는 자아의 두 가지 상반된 계기가 함축되어 있다. 

◦ ‘선험-발생적’으로 보면, 타자 내지 상호인격성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면, ‘선험-

논리적’으로 보면’ 타자와의 만남에 앞서 선험적 근본구조를 갖고 있는 자아의 자

기의식이 앞선다. 

◦ 당위의 명증성이 자아의 산물일 수 없듯이, 자아의 확실성 또한 타자의 산물일 수

없다. 

 이 같은 통찰에 근거하여 믿음의 제일철학적 해명프로젝트는 선험철학적 반성을 두

가지 연역의 방식으로 나누어 시도해야 한다. 

◦ 우선 선험논리적 연역에서는 자신의 근본구조에서 파악되는 자아의 자기의식이

출발점이 되고, 타자의 무제약적 인정은 의미물음에 대한 사유 가능한 답변인 의

미개념(‘다름 안에서 하나임’을 위한 ‘절대자의 모사가 되어줌’) 안에서 오히려 목

표개념이 된다. 

◦ 반면 선험발생적 연역에서는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당위의 명증성을 매개

하는 타자와의 상호인격적 만남이 출발점이 되고, 자아의식은 이러한 만남의 응답

이 된다. 타자의 인정이 자아의식의 구성에 가능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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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궁극적 의미개념의 선험논리적 연역과 선험발생적 연역으로 구성된 제일철학

적 사유체계를 통하여 인간 시시포스는 부조리한 자신의 근본처지에서 무제약자의 자

기계시 가능성을 비로소 ‘생각’(사유)할 수 있다.

◦ 그렇다고 그의 선험적 사유가 원초적 당위의 명증성 자체를 스스로 ‘고안’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그는 상호주체성의 선험발생적 연역을 통하여 그러한 원초적 명증성의 경험

가능성을 사유할 뿐이다.

◦ 이 가능한 원초적 경험 안에서 당위의 명증성은 타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

◦ 이 원초적 경험은 인간의 사유가 ‘반성을 시작하기 이전의’(präreflektiv) 경이(놀라

움)의 체험이다. 그러므로 당위의 명증성은 놀라움을 일으키는 원초적 경험 안에서

사유에 왜곡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타자를 통해 자아에 매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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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사유 이전의 원초적 경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마치 나를 경이롭게 매

료시킨 한 송이 장미꽃이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게 지듯이 말이다(김승욱, 2019, 59~60).

◦ 경이의 원초적 경험의 순간이 지나고 그 경이의 직접적 순간이 기억에서 아물아물해져

갈 때, 인간 시시포스는 비로소 자신의 사유를 작동하여 묻기 시작한다. 혹시 내가 경험

했던 그 경이의 순간이 혹시 나의 꿈이요 지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꿈이요 환

상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기억과 희망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의 부조리한 운명을 구원

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 그러나 그는 현실의 의심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 원체험의 현실을 끝까지 희망하기 위

하여 최소한 그러한 경험의 사유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유가능

성 없이 원초적 경험을 상기하고자 분투하는 자신의 운명은 한갓 부조리의 나락에 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현존재의 종말론적 희망을 무의미와 부조리의 나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시

시포스는 궁극적 의미개념이라는 이해의 선험적 틀, 또는 단순한 환상과 종말론적 희망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선험적 척도를 필요로 한다. 제일철학적 해명의 존재이유

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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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해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믿음 해명의 핵심은 ‘원체험’과 ‘믿음’의 직접적 관계를 복원하

는데 있었으며, 종말의 지연은 이 복원작업을 위한 철학적 사유의 개입을 정당화하였

다. 

 21세기 믿음 해명의 새로운 국면

◦ 교회와 사회공동체 간 염려의 역전현상: 종교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걱정하

지만, 세상은 오히려 종교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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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물음의 본질은 지금까지 2000년 넘게 해명되왔던 그리스도교의 믿

음이 왜 현대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것이다.

 21세기 믿음 해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이란 결국 현대사회가 그리스도

교 믿음 해명의 근본적 의미를 진지하게 다시 묻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징지

어진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믿음을 해명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믿음

을 해명하는 것의 근본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한 그리스도교 믿음의 제일철학적 해명기획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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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해명하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인간실존의 방식 안에서 그

근거가 되는 원체험과의 근원적 관계성을 생생하게 복원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그리스도교 믿음의 해명기획은 이러한 복원작업을 의미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 기획의 기본전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이 역사적 계시사건을 궁극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가능성이

인간의 편에서 ‘계시의 선험적 가능성’으로서 적어도 사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발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데, 왜냐하면 믿음의 최종적 근거가 역사적 예수사건의 원체

험이라는 불완전하고 우연한 경험적 계기이기 때문이다. 

◦ 사실(Faktum)에서 당위(Sollen)를 추론해 낼 수 없듯이, 우연한 경험에서 궁극적 가치효력을

지닌 믿음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추론을 강행할 경우 믿음의 궁극적

가치효력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단순히 궁극적이라고 ‘주장된’ 믿음은 모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생각과 행동을 감추거나 정당화하는 ‘기게스의 반지’와 같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비합리한

정치사회적 권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21세기 믿음 해명의 요구가 우려와 비판의 양상을 띤 역전된 염려인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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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역사적 계기(예수사건)를 궁극적 사건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적어도 인간의 편에

서 ‘선험적으로’(transzendental: 여기서는 단순히 ‘경험에 앞서서’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칸

트적 의미로 ‘경험의 가능조건들에 관한 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유될 수 있어야

한다. 

 제일철학적 해명기획에서 ‘궁극적 의미’의 선험적 연역들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이해의 틀’

내지 ‘척도’란 바로 이러한 경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선험적 조건들을 통칭한다. 

 이러한 사유가능조건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연한 경험적 계기에 근거한 믿음의 궁극적 가

치효력을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수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척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척도가 없다면, 경험과 믿음 사이의 순환(경험이 믿음을 근거 짓고, 믿음이 다

시 경험을 규정하는 순환)에서 파생되는 환원주의나 독단주의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환원주의와 독단주의의 비합리적 결합은 모든 형태의 종교적 맹신주의, 광신주의, 근본주의, 

열광주의의 근원이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 헌신과 ‘종교중독’을, 종교적 믿음과 ‘기게스의 반지’를 구분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다만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종교 비판의 공론장만 남을 뿐이다. 믿음

해명은 사라지고, 믿음 비판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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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보기에 그리스도교 믿음 해명의 궁극적 의미는 –초기 그리스도교인의 자의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속박과 절망

의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 즉 비구원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 자신과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나는 모든 ‘다름’의 가치들이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빨려 들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타자를 객체화하는 ‘노동과

향유’(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일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며, ‘파생실재’인 시뮬라크르의 세계(장 보드리야르)에서 자신이 정립한

나만의 ‘하느님 나라’(basileia tou theou)의 도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이때 자유란 타자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이자, 경쟁에서 타자를 제압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자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는 권력에 대한 맹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절대자의 모사됨’을 결단하는 자유와 그에 의해 성취될 ‘궁극적 의미’의

이상은 그저 부조리한 망상일 뿐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과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나의 나

다움을 보존하며 나의 자유의지로 나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삶, 그러면서 동시에 타자를 나의 존재이유로 삼고 서로 존중하며 더불

어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인간은 그러한 삶을 지금의 현실에서 그리고 도래할 미래에서 희망할 수 있을까? 그러한 가능

성을 믿고 그것이 실현되길 희망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일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해명한다는 것

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

희망은 근거(ratio)를 요구한다. ‘믿음의 해명’은 바로 이 희망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거 있는 희망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현

재와 미래에서 자신의 삶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해명기획은 현재와 미래의 인간 삶에서 종교적 믿음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과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근거 있는 희망’(Die Hoffnung, die Gründe nennt)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

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직면할 수 있으며, 맹신주의와 근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의연할 수 있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자신의 믿음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해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정

체성만을 옹호하는 일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인간다움과 의미 있는 삶을 옹호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인의 삶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복음정신과 시대정

신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 본연의 사명이 될 것이다.”(김승욱, 근거 있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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