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강 - 르네상스의 밤, 중세

-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나??
- 중세의 밤에 찬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다.
 . 이것이 고대, 르네상스와 연결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호메로스  어거스틴        단테 
      인간        인간           인간

로마 중세 르네상스

    오현제    아퀴나스     콜럼버스
      세계        세계           세계

 . 비록 중세가 밤이었지만,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과 아퀴나스 두 학자가 있어 
르네상스를 밝힐 준비를 하는 단계임.

- 아우구스티누스(Aurlius Augustinus, 354~430)
 . 북아프리카(지중해 로마 문화권의 로마 속주) 출신
 . 당대 최고의 그리스 학문(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을 섭렵했던 수사학 교수
 . 교부철학과 신(新) 플라톤학파의 철학을 종합하여 가톨릭교회의 교의에 이론적인 기초를 다짐
 . 로마, 밀라노에서 로마 황제에 준하는 고위층에게 수사학, 즉 말하는 방법을 강의

- 그의 '욕망' 고민
 . 자신이 그리스, 로마의 학문을 공부하고, 윤리적 학문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욕망'에 의해 지배됨
 .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사생아를 낳음.
 .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해도 극복되지 않음.
 . 죄를 짓고 싶어서 '배서리'를 함.

- 그리스 고전 -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 윤리적으로 행동
 . 그는 이러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신의 삶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는다.

- 나는 어떤 존재인가??
- 그리스와 로마 철학체계를 의심한 아우구스티누스

- 인간의 지성과 앎은 선(善)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즉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됨

-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 모든 지식은 선(善)으로 연결된다.
 .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 성인,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의 부작용을 알지만, 통제하지 못한다.

- 고백록(Confessions. 告白錄)
 .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40세 때 저술한 자서전
 .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저술 중의 하나



- 더 이상 위대한 철학가의 생애나 사상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한 개인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냄.

- 그리스의 철학은 인간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위대한 발견이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집한 서구의 그리스도교회 전통은
 인간의 약함과 악함, 삶의 고통,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냄.

-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 인간의 이성적 측면. 가능성. 긍정성

-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
 . 인간의 악(惡). 욕망. 한계(약함)

Hellenism Hebraism

이성적. 과학적. 미적 의지적. 윤리적. 종교적

- 인문학 (Studia Humanitatis)
 . 페트라르카[Petrarca, 1304~1374]
   - 이탈리아의 시인, 인문주의자
   - 성 아우구스티누스와의 대화 형식인 작품 <나의 비밀>을 집필

프랑스 빵두산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은 페트라르카

- 아우구스티누스<고백록>제10장

  .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휘몰아치는 큰 대양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지만,
    정작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 본성"의 발견이 미친 영향

 . 아름다운 비너스의 몸 - 인간의 솔직한 부분을 나타냄



 . 중세 시대 등에서 몸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는다.
 . 왜? -> 인간의 본성을 보자,,,
 . 긍정과 부정, 가능성과 불가능성
 . 이성적 능력의 합리적 판단과 

동시에 존재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의 굴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냄.
 . 중세 시대의 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별의 모습으로 르네상스의 여명이 됨.

- 비너스의 탄생 (1485) - 보티첼리

-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1224~1274]
 . 이탈리아 신학자, 철학자
 . '벙어리 황소(dumb ox)'라고 불릴 만큼 과묵하고 우직했다.
 . 1224년, 나폴리 인근 로카세카에서 귀족 가문으로 출생
 . 5살부터 몬테카지노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기초 교육 받음
 . 나폴리 대학 대학교육 받음.

 

- 교황권과 황제권의 충돌 http://blog.naver.com/baring/168649928

[십자군 시대]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 제5차 십자군 전쟁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작가 시오노 나나미 출판 한길사 발매 2009.07.07 리뷰보기 (중략) 제5차 십자군은 시
칠라아 왕이자...

 .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경쟁과 갈등 시기
 . 교황권의 통제를 받던 프랑스 대학
 . 황제가 설립한 나폴리 대학 입학
  - 아리스토텔레스를 접하게 됨
  - 즉, 신학과 철학을 분리함.
   . 아베로에스라는 아랍계 철학자가 신학과 철학을 분리함.

신학 철학

     신앙                    이성

-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폴리에서 기초적 대학 공부를 한 후,
- 도미니코 수도회(탁발 수도회, 가난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김) 가입
 .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계획하자 가족이 납치
  - 형제들이 이를 타락시켜 사제가 되려는 꿈을 없애려 함.
  - 매춘부 두 명을 밤에 몰래 방으로 들어가게 함.
  - 기도 중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벽난로의 불타는 나무로 쫓아내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를 위로함.



   . 별명 "천사 박사" {Angelic Doctor)
   .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뇌한 '욕망'을 일정 부분 통제함.

- 1254년, 파리 대학 입학
-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Albertus Magnus, 1193? ~ 1280]
  . 독일의 스콜라 철학자
  . 신학과 철학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을 그음
  . 철학의 자율적 가치를 분명히 함

- 파리대학에서 퀼른 대학으로 옮긴 스승을 따라간 토마스 아퀴나스

- 스승이 제자에게 한 말,

- 가톨릭 신학의 기본 체계를 닦은 토마스 아퀴나스

- 1252~1259년 '파리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 생활
- 이교도 대전 [summo contro Gentles]
 . 이교도들의 오류와 가톨릭 신앙의 진리에 대하여 설명
 . 1258~59년 파리에서 시작해서 1260년 또는 1264년 이탈리아에서 완성
 .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기초가 된 책
 . 무슬림, 유대인,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집필

- 이교도 : 스페인의 무슬림

- 검은색이 무슬림.
- 시대가 지나면서 검은색이 줄어 듬
- 무슬림은 7C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함.
- 리콘키스타(Reconquista) http://blog.naver.com/baring/176296455

[유럽의 대사건] 십자군 이야기 - 以夷制夷
십자군 이야기 작가 시오노 나나미 출판 문학동네 발매 2011.07.07 리뷰보기 (중략) 그리고 이 시기 유럽에서는 ,이후 시대에 큰 영...
blog.naver.com
본문으로 이동



 . 718년부터 1492년까지, 약 7세기 반에 걸쳐서
   로마 가톨릭 왕국들이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이슬람 국가를 축출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회복하는 과정
 . 일종의 십자군 전쟁

 . 무슬림, 유대인,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집필

- 무슬림을 무찌르는 성 제임스 - 작가 미상, 성 제임스 대성당

- 폭력적인 리콘키스타만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의 리콘키스타도 있었다.
- '이교도대전'을 통해 무슬림들과 신학적. 철학적 토론을 시도

- 1269~1272년 두번째 파리대학교수 재임
 . 아베로에스 논쟁 가열
 . 아베로에스의 주석이 신학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의 적절성에 논쟁
 . 경쟁적인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비판을 받게 됨
 . 때론 받아들이고, 때론 거부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논쟁을 비껴나감

- 아베로에스[Averroes, 1126~1198]
 . 에스파냐의 아랍계 철학자. 의학자
 .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의 주해(註解)를 완성
 . 아리스토 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철학과 신학의 분리

- 집필 중인 '신학대전'을 중단.
 . 신앙적 체험이 중요하지 이론적 논의는 의미가 없다.

- 1272년 피렌체 산타 노벨라 성당의 제3차 도미니코 수도회 총회 참석

- 아퀴나스의 승리(1366~1368)
 . 아드레아 다 보나이우토, 스페인 채플,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 총회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



아퀴나스와 그 밑에 앉은 아베로에스 - 이 총회에서 아베로에스를 격하 시켰다.

- 리옹 종교회의 참석 차 여행 중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1274년 3월 7일 사망.
- 뚤루주 수도원에 안치됨

- 신학대전
- 이교도대전[Summa contra Gentiles]
 .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Knowledge of God)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
 .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교도들과 대화하기 위해 쓴 글
 . 무슬림, 유태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교도조차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본성이 주어져 있다.
 . 즉 기독교 이외의 세계도 인정한다.
 . 이교도들에 대해 신의 본질과 그에 대한 인식을 제시.

- 유대인, 무슬림,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가 있음.
- 기독교 문화권 밖의 사람들,- 개종의 대상,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지혜의 빛에서 제외된 사람
- 이들의 기독교 체계 안으로 끌어들임.
- 다른 세계를 긍정함. => 토마스 아퀴나스의 광채,,,

- 토마스 아퀴나스의 16세기 신대륙 발견과 동서 문화의 교류에 영향을 끼친 이유

- 1492년 스페인의 콜럼버스 -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의 놀램.
 . 신대륙에 사람이 존재함.
 . 지구가 둥글고, 그 반대편에 아직 알지 못 했던 인류가 존재함은 큰 충격임.



- 페루 Ollantaytambo 유적지

- 1492년 이전에 이미 남미에 문명이 존재함.
- 스페인 군대가 패배한 장소

- 페루 오얀타이탐보 유적지의 수리시설이 갖추어진 계단식 밭

- 페루 쿠스코 잉카 유적지
- 지진이 자주 발생
- 돌의 처리 기술이 발달함

- 우수한 문명의 존재에 유럽인들의 충격은 상당했을 것임.

-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치첸이차 (Chichen Itza)의 마야 신전

- 아즈텍의 인간 제사 - 코덱스 마리아베치아노, 피렌체 국립도서관 소장
 . 신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희생 제물로 드려짐
 . 사제가 사람의 사지를 잡고
 . 사제 대표가 돌칼로 갈비뼈 밑을 절개.



 . 손을 집어넣어 심장을 끄집어 냄.
 . 사람들 앞에서 심장을 짬
 . 이 제사 장면을 목격함.

- 충격을 받은 스페인 사람들,

- 스페인 사람들이 이를 발견함.
- 2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 늠름하게 죽음을 받아들임.

-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도 유일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knowledge of God)을 가지고 있는가?

- 비토리아 교수에게 편지를 씀
 .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가?
 . 동물??  인간??

-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교도대전"을 재해석

- 이교도대전 - 토마스 아퀴나스
 .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knowledge of God) 할 수 있는 본성이 주어져 있다.
 . 제2토미즘(The Second Thomism, Spanish Thomism)
  - 기존의 아퀴나스 신학체계에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강조
  - 유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 속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마련됨

- 비너스가 조가비를 타고 미지의 땅, 새로운 세계에 상륙한다.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긍정이 일어남.



- 이것이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됨

- 중세 시대의 암흑이 흩어지고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시대인 르네상스가 시작됨.
- 어떻게 하면 문화적 기틀이 완성되는가?
-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의 세계 석권, 사이의 유튜브 조회수, 소녀시대의 kpop, 한식의 세계화가 

대한민국의 문화 중흥 계기인가?

-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발견되어야 한다.
- 세계에 대한 가능성의 발견될 때, 대한민국에도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와 같은 문화 중흥이 가능하다.

- 중세는 밤이 아니다.
- 중세의 찬란한 2개의 별이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인 르네상스를 밝히는 여명이 됨.

. 아우구수티누스 [Aurlius Augustinus, 354~430] - 인간의 발견

.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1224~1274] - 세계를 발견

-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과 세계의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