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세상은 매혹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무성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가? 세상의 근거 문제는 서양 지성사의 오랜 탐구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의 근거에 대하여 기본적으
로 두 가지 방향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영원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본시 무형의
질료가 있어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조화로운 하늘과 땅이 생성되었으나 때
가 되면 소멸된다는 순환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한편 하늘과 땅의 생성과 소멸보다는 제일 원
인에 의한 영원한 운동과 지속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류의 우주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 전통과 달리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와 같은 유일신 종교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하느님이 절대적인 무로부터 세상을 창
조하셨다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존재의 절대적 의존성과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교리
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교 철학은

필연유와 우연유의 개념을 통하여 세상의 유한성과 무로

부터의 창조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학과사상학회와 한국가톨릭철학회는 “무로부터의 창조-물리학적, 신학적, 철학적 새 전망”을 주
제로 대규모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물리학, 신학 철학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초
학제간의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 방법으로 이 주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빅뱅 우주론과 다
중 우주론, 엔트로피, 세상의 영원성에 대한 중세의 논쟁, 존재의 근거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와
인식론, 동양 종교 안에서의 시원 문제, 성경과 현대 신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무로부터의 창
조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 뜻깊은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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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심포지엄 개최 목적 및 필요성
가. 개최 목적
1) 어떤 현실인가?
오늘날 우리는 과학자들의 견해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해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갖는 과
학 시대를 살고 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요 과학자인 라이프니쯔는 어찌하여 무(無)가 아니라 무엇
인가가 존재하고 있을까? 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왜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이 이 특정한
법칙들이 존재할까? 한때는 빅뱅이론이 우주탄생이론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많은 물리학자들은 빅뱅이전의 상태를 탐구 하고 있다. 물론 빅뱅이 한 세상의 시작
인 것은 맞지만, 우주의 기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주에 기원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 존재의 없음에
서 존재의 출현으로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찍이 1950년대에 휴 에버렛 3세가 양자적
다중우주론을 주장한 이래 1990년대 이후 급팽창 이론과 초끈이론의 M 이론으로부터 연역되는

여러

형태의 다중 우주론이 개진되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은 2010년 위대한 설계 The grand design라는 제목의 책에서 다중

우주론을 옹호하였다. 브라이언 그린의 “다중우주(Mutiverse)”, 레너드 서스킨드의 “우주의 풍경”, 맥스
테그마크의 “우주”(우주의 긍극적 살재를 찾아가는 수학적 여정), 또는 미치오 카쿠의 “평행우주”에 이
르기까지 오늘날 대중의 주목을 받는 우주론은 다중우주론으로 기울어져 있다. 우주론이 이처럼 각광을
받는 시대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현대의 다중우주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인식론적인 문제로서 과연 수학적인 탐구로
실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인가의 문제다.

수학이 하나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수단일수는 있어

도 수학적 설명으로부터 연역된 세상이 실제로
기된다,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의 인식론적인 문제가 제

현대의 다중 우주론은 수학을 유일한 실재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실험에 의한 검증을 중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플라톤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다중우주론이 제기하는 상대주의다. 다중우주에는 모든 것이 무한히 존재하기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가변적이다. 인간도, 윤리도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당연히 신의 존재는 불필요하게 된다.
현대 문명이 과학주의와 물질주의에 경사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런 경향의 근저를 이루는 현실 이해는 바
로 절대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다중 우주론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안은 있는가?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일신론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교리로 가르쳐왔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지 않
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주에는 시간적 시작(t=0)이 있다는 빅뱅우주론이 무로부터
의 창조 교리에 부합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빅뱅우주론의 창시자중 하나인 벨기에의
조르쥬 르매트르 신부는 빅뱅우주론과 하느님의 창조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흔히 우스갯
소리로 빅뱅이전은 종교의 영역이고 빅뱅이후는 과학의 영역이라는 단순한 구분이 너무 안이하고 유치
하다는 것이다. 신학은 과연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통하여 현대 우주론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
는가?
그리고 철학은 일찍이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질문인 “어찌하여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에 대하여 존재의 인과성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시간적인 처음을 전제하는 것
인가? 아니면 시간을 넘어서서 세상의 영원성과 우주의 다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미를 가
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가? 무로부터의 창조는 다중우주론과 우주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현대 물
리학의 가설에 대하여 형이상학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창조의 문제는 일신론의 전유물이 아니다. 동양전통에도 우주 생성론이 고유하게 존재했고 특히
인도 종교와 중국의 도교가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가르쳐 왔다. 과연 동양의 지혜는

그리스도교와 서

양의 형이상학이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3)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까?
무로부터의 창조 문제는 사실 신학이나 형이상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다
중 우주론을 주장함으로써 신학과 철학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가설
이 현대인의 자의식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윤리적 상대주의와 실존적인 허무주의와 같은 방
식으로! 그러기에 자연과 자연과학과 기술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관련 분야 간의 학제
간(interdisciplinary)의 대화를 넘어서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마저 넘어서는 초학제 간의(Transdischiplinary)
비교연구방법론이 더욱 요청된다하겠다. 사실 근세까지 학자들은 신학, 철학. 자연과학을 두루 연구하는 오늘날의
초학제 간의 연구 방법을 진리 탐구에 적용하였다. 진리는 사실 하나이고 단지 영역간의 구별이 있기에 그 기
능이 다양할 뿐이지, 인식론과 윤리적 실천의 단일성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근세이후 전개된 신학
과 철학 등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상호괴리 및 상호불신 현상은 과학주의(scientism)와 물질주의
(materialism)를 만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간성과 자연의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보편적 위기를 양산하는
데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신학과사상학회과 한국가톨릭철학회는 이러한 문제 의식를 가지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자 3년 전부터 초학제간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해왔다. 장차 시리즈로 전개될 초
학제 간의 연구 과제 중에서

존재의 근원 문제를 다루는 “무로부터의 창조 : 물리학, 신학적, 철학적

새 전망”(Creatio ex nihilo: New Perspectives from Physics, Theology and Philosophy)을 첫 번째 주
제로 선정하였다.
모든 문제는 존재로부터 시작하기에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실존과 윤리적 삶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그간의 준비 과정에 대하여
신학과 사상학회는

세계의 여러 석학들과 의논하며 국제적인 공조 체제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다, 학

술대회 발표자들의 인선과 의제를 구성하는 데에는 리옹 가톨릭 대학의 총장이자 물리학자요 신학자인
티에리 마냥 신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 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양자역학이 밝혀낸 불완
전성의 체험을 존재일반과 신적인 존재의 신비에 적용하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요 신학자로서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GTU) 교수이자, Center for Theology
and the Natural Sciences (CTNS) 창설자이며 소장인 Robert John Russell 박사와 긴밀하게 논의하였
고 러셀박사 자신이 본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빅뱅우주론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대회에는 바티칸 천문대(Vatican Observatory)를 대표하는 천체물리학자 Gabriel Gionti, S.J. 신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무로부터의 창조에 적합한 현대우주론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처럼 가톨릭을 대표하
는 과학연구기관인 바티칸 천문대 그리고 개신교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육. 연구 기관인 “신학과 자연

과학 센터”(CTNS)가 참여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이처럼 본 학술대회는 국내외 6명의 물리학자들과 5명의 철학자들, 그리고 4명의 신학자들이 초학제 간
의 연구방법으로 존재의 근원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나누는 소위 융복합의 학술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개신교 물리학자, 신학자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교내의 학문적 교류를 진작시키고,
논의의 대상에 인도 종교와 도교 등 아시아 종교를 포함시킴으로서 동양과 서양의 대화를 통하여 인간
과 세계에 대한 보다 심오하고 포괄적인 통찰을 추구하는 진리탐구의 장이 되고자 한다.
나. 필요성
한국의 사상계는 아직 유사학문 간의 간학문적 교류와 토론이 활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문학
과 자연과학이 만나는 초학제 간의 연구는 거의 불모지나 미지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
실에서 물리학, 신학, 철학이 만나 공동의 관심사와 공동의 진리를 함께 모색한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에 초학제 간의 대화에 불씨를 지핀다는 의미에서
필요하고 나아가 그 주제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의 단초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현대물질
문명의 질곡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에 정신적인 길라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당위적 기대를 지
닌다고 하겠다. 더욱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의 소중한 결실을 한국어로 번역 간행하여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영어 단행본으로도 간행하여 세계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인문학 특히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센터와 기관들이

속속 생겨났

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생화학자이고 신학자인 Arthur Peacocke(1924-2006)이 사제 과학자
단체와 얀 램시 센터를 세웠다. 시카고에 있는 루터교 신학대학에서는 1967년에 종교와 과학의 지곤
(Zygon)센터가 세워지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과학과 신학 연구 유럽협의회가 2년에 한 번
씩 모인다. 인도의 과학, 사회, 종교협의회, 호주 신학 포럼. 이슬람과 과학 센터 등이 학자들을 모아 연
구하고 연구지들을 간행한다. 1981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연합신학대학원(GTU)에
Robert John Russell이 신학과 자연과학센터(CTNS)를 설립하였고 2003년부터 전문지인 “Theology and
Science”를 출간하며 세계적으로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2002년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과학과 종
교 국제협의회(International Society and Religion) 창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 초부터 존 템플
턴 재단은 과학과 종교 연구에 기여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연구 기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18세기에 바티칸 천문대를 창설하여 과학 연구를 장려해왔고 1988년 6월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청 천문대장 조지 코인 신부에게 ”라는 담화문을 통하여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시급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조지 코인 신부는 뉴턴의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 발행 300주년을 기
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 초대받은 20여명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망라하여 교회일치 정신과 학제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과학과 종교에 관한 역사적, 철학적, 과
학적, 신학적 논의를 개진하였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티칸 천문대와 개신교 학자들이(Robert John
Russell, Nancy Murphy, Philip Clayton 등) Divine Action 을 주제로 신학과 과학 시리즈를 6권까지
출간 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양학계와 달리 철학과 과학 내지 종교와 과학에 대한 연구 단체의 설립이나
연구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신학과사상학회는 금번의 학술대회를 계기로 종교와 과학연구를 더
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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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 ex nihilo :
New perspectives from physics, theology and philosophy

September 27 Friday 2019
제1부 : 물리학적 전망 New Perspectives from Physics

13:30-13:40 : 개회사 백운철 신부 (신학과사상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13:40-13:50 : 축 사

염수정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13:50-14:20 : 제1발표 Fr. Gabriele Gionti, S.J. (Astronomer, Vatican Observatory, Italy)

Contemporary Cosmology and Creatio ex Nihilo
14:20-14:50 : 제2발표 Prof. John Russell (Physicist and Theologian, Director of the

CTNS,

Graduate Theological Union, U.S.A.)

Big Bang Cosmology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t=0 (the beginning of
time) and the Anthropic Principle(God versus Many Worlds)
14:50-15:20 : 제3발표 이형주 박사 (물리학, 유니온 신학교, 미국)

성서적 시간이 우주론을 만날때
15:20-15:40 : 휴 식

15:40-16:10 : 제4발표 김도현 신부, S.J. (물리학, 서강대학교)

무로부터의 창조- 엔트로피적 해석
16:10-16:40 : 제5발표 Fr. Thierry Magnin and Fabien Revol (Physicist and Theologian,

Catholic University of Lyon, France)
From creation ex nihilo to continuous creation
16:40-17:00 휴 식
17:00-18:00 : 주제 토론 : 사회- 김재완 교수 (물리학, 고등과학원)

September 28 Saturday 2019

제2부: 신학적 전망 New Perspectives from Theology
09:00-09:10 소개말 조한규 신부 (신학, 가톨릭대학교)
09:10-09:40 제6발표 백운철 신부 (신학, 가톨릭대학교)

무로부터의 창조와 성경

09:40-10:10 제7발표 Prof. Helmut Hoping (Theologian, University of Freiburg, Germany)

In the Beginning: Creatio ex nihilo and Physical Universe
10:10-10:40 제8발표 Fr. François Barriquand (Physicist, Sinologist and Teologian, Institut

Catholique de Paris, France)
Can the novelty of biblical covenants be considered,
in a qualified sense, as a kind of ex nihilo novelty ?

10:40-11:00 휴 식
11:00-11:30 : 제9발표 Fr. Kurvilla Pandikattu, S.J. (Theologian, Pune University, India)

Creatio ex nihilo in the Indian religious context

11:30–12:20 주제 토론 : 사회- 조한규 신부 (신학, 가톨릭대학교)

12:20- 13:20 점심 식사

제3부: 철학적 전망 New Perspectives from Philosophy
13:20-13:50 : 제10발표 박승찬 교수 (철학, 가톨릭대학교)

중세철학에서의 세상의 영원성에 대한 논쟁
13:50-14:20 : 제11발표 Prof. Thomas Schaertl-Trendel and Andreas Reitinger (University of

Regensburg, Germany)
Classical Theism, Axiarchic Theism and the Divine Initiative
14:20-14:35 : 휴 식
14:35-15:05: 제12발표 Prof. Paul Clavier (Philosopher, Université de Lorraine, France)

Metaphysical origin

vs

physical beginning :

the timeless view of creation out of nothing
15:05-15:35 : 제13발표 Prof. Philip Clayton (Philosopher,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USA)
Creation ex nihilo and Intensifying the Vulnerability of God
15:35-15:45 : 휴 식

15:45-16:15 : 제14발표 이향만 교수 (철학, 가톨릭대학교)

도교의 무극과 무로부터의 창조
16:15-17:00 : 주제 토론 : 사회- 박승찬 교수 (철학, 가톨릭대학교)

17:00-17:15 : 휴 식

17:15-18:00 : 전체 토론: 사회- 박승찬 교수 (철학, 가톨릭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