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국론 일반 

 

1-1)검토록 2권 43장 요약1). 
 

1-1-1)‘신의 나라에 관하여’를 쓴 이유. 
 

신의 집을 향하여 타오르는 열망에 휩싸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성모독

(blasphemias, blasfhmi,a), 곧(vel) (서)고트 족1) 왕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파괴를 기독

교 탓으로 돌리는 잘못에 반대하여, ‘신의 나라에 관하여’를 쓴다. 우선적인 해결을 

요하는 많은 다른 일 때문에 지체되긴 했으나, 마침내 이 책은 22 권으로 완성된다. 

 

1-1-2)‘신의 나라에 관하여’의 내용. 

1-1-2-1)전반 부 10 권. 

첫 5 권에서는 ㄱ)이교적인 다신(多神) 숭배로부터 인간 사의 번영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여기는 자들―이들에 따르면, 현세의 악들은 다신 숭배 금지로부터 온다―이 

                                            
1) Retractationes, II, XLIII, De Civitate Dei, libri viginti duo. 

2) 이 때, 이미 (서)고트 족은 341 년에 시작 그 이후 40 년 동안 지속된 울피라스(Ulfilas)주교의 선교 활동에 의해 아리우스 계

통의 기독교를 받아 들인 상태였다. 카파도기아 기독교 가계에 서 태어났으나, 3세기 고트 족 습격 시 사로 잡힌 울피라스는 그 

자신 순수한 고트 족 혈통은 아니었으나 가슴으로는 고트 족이었다. 아마 인질로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을 그는 거기에서 양

질의 그리이스어 라틴어 교육을 받은 후, 선교사로서 자신의 ‘족속’에로 돌아 와,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거둔다. 선교 활동의 일

부로서 그는 의도적으로 그리이스 어를 본 뜬 알파벹을 창안하여 고트어로 성서를 번역한다. 바로 이것이 게르만 문헌의 시작

이다-이 당시 게르만 족은 겨우 도구나 무기에 새길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루닉 글자(runic letters)들 이외에는 어떤 글자도 지니

지 않았기 때문이다(W.K.Ferguson and G.Bruun, 125-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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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refellunt)되며, 다음 다섯 권에서는 ㄴ)번제(燔祭)를 통한 다신 숭배는 내세의 삶

에 쓸모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반박된다.  ‘ㄱ)’과 ‘ㄴ)’은 모두 기독교에 반대

되는 공허한 의견(vanae opiniones)일 뿐이기 때문이다 

.1-1-2-2)후반 부(pars altera) 12 권. 

후반 부 12 권은 반박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의견 진술이다. 물론 때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반 부 10 권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개진(開陳)되며 후반 부 12 권에서

도 반대되는 의견이 반박되지만 말이다. 첫 4 권에서는 신의 나라와 세계(mundi)의 

나라의 기원이, 다음 4 권에서는 이 두 나라의 성장과 발전 과정이, 세 번 째 4 권

에서는 그 두 나라의 예정된 끝(debitios fines)이 진술된다. 

1-1-2-3) 전·후반 부 모두 두 나라에 관계된다. 그렇지만 신의 나라에 관하여(de 

civitate dei)라는 제목을 다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신의 나라에 관하여’ 라고 불리

운다. 

 

1-1-3)‘신의 나라에 관하여’ 검토. 

1-1-3-1)10권 8장 검토. 

‘아브라함이 번제드릴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분리된 제물들 사이로 흘렀

다’(창세기 15.17)라는 것이 기적으로 인용되지 말아야 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환영(in visione, 幻影)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1-1-3-2)17권 5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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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에 관해 말해진, ‘그는 아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그는 사제의 아들이 아

니었다’로 진술되야한다. 사제들의 아들이 죽은 사제(司祭)들의 뒤를 잇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법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아론의 아들들 중의 하나이긴 해

도, 그는 사제가 아니었으며, 아론이 낳았다는 의미에서의 아론의 아들들도 아니므

로 그렇다. 그러나 그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불리운다는 의미에서

는 아론의 아들들 중의 하나이다. 

1-1-3-3) 이 작품은 ‘신의 가장 영화로운 나라’로 시작된다. 

 

 

 

 

 

 

1-2)각 권의 핵심 내용(M.Dods)  

1-2-1) M. Dods의 것. 

1-2-1-1) 세계의 재앙 특히 고트 족에 의한 로마의 함락을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

교에 의한 신들의 경배 금지 탓으로 돌리는 자들을 비난한다. 1-2-1-2) 로마인들의 

신들이 로마인들을 부패와 악덕으로 몰고갔다는 것을 보이면서, 기독교 시대 이전 

로마인들이 겪은 재앙들을 다시 개괄한다. 1-2-1-3) 로마의 외적인 재앙들. 1-2-1-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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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의 신에 의해 제국이 로마에게 주어졌다는 것. 1-2-1-5) 운

명과 자유의지와 신의 예지(precience)에 관해,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의 덕들의 근원

에 관해.  

1-2-1-6) 바로의 세 겹 신학에 관해, 그리고 신들은 미래의 삶의 행복에 어떤 기여

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해. 1-2-1-7) 세속신학(civil theology)의 ‘선택된 신들’에 관해, 

그리고 영원한 삶은 선택된 그 신들을 경배함에의해는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 

1-2-1-8)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에 관한 몇 몇 논의, 그리고 악령들은 신들과 인

간들 사이의 중재자들로서 경배되야한다는 아풀레이우스의 의견 반박. 1-2-1-9)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악령들을 다그쳐 구분하는 자들에 관해. 1-2-1-10) 포르피리오스의 

구속론에 관해.  

 

1-2-1-11) 땅과 하늘의 도시들의 기원과 발전 과정과 운명(destinies)들이 논의되는 

그 저서 두 번째 부분으로 어거스틴은 나아간다―세계 창조에 관한 명상. 1-2-1-12) 

천사와 남자들의 창조에 관해, 그리고 악의 기원에 관해. 1-2-1-13) 죽음은 형벌이며 

그리고 그 기원은 아담의 죄에 있다는 것. 1-2-1-14) 인간의 첫 죄의 처벌과 결과에 

관해, 그리고 정욕없는 남자의 번식에 관해.  

1-2-1-15) 신성한 역사의 궤적(traced)인 땅과 하늘의 도시들의 발전 과정. 1-2-1-16) 

노아로부터 이스라엘 왕조에 이르는 신의 도시 역사. 1-2-1-17) 예언자들의 시대로부

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신의 도시 역사. 1-2-1-18) 아브라함 시대부터 세계의 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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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평행하는 땅과 하늘의 도시들의 역사.  

1-2-1-19) 최고 신에 관한 철학적 의견들의 재 검토,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행복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앙과의 비교. 1-2-1-20) 마지막 심판에 관해, 그리고 신·구약 안에

서 언급되는 마지막 그 심판에 관한 선포들. 1-2-1-21) 지옥에서의 사악한 자들의 영

원한 처벌에 관해,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에 관해. 1-2-1-22) 성자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 몸의 부활과, 초기 교회의 기적들에 관해. 

 

1-2-2) S. Mauri 

1-3-1) 세계의 재앙 특히 고트 족에 의한 로마의 함락을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

에 의한 신들의 경배 금지 탓으로 돌리는 자들을 비난한다. 그는 행복한 삶과 불행

(ills)한 삶에 관해, 그 다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에 관

해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병졸들에 의해 강간당한 기독교 여인들의 수(數)를 헤

아리는 몰염치한 자들을 비난한다. 1-3-2) 이 권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시대 이전

에 로마인들이 겪었던 재앙들을 다시 개관하면서 그 동안에 거짓 신들의 경배가 보

편적으로 실천됐다는 것을, 그리고 신들에 의해 불행으로부터 보호되기는커녕, 로마

인들이 그 신들에 의해 모든 재앙들 중 유일한 또는 최소한도 가장 큰 재앙-관습의 

부패와 그리고 영혼의 악덕-으로 휩싸였다는 것을 논증한다.  1-3-3) 앞 선 권에서 

어거스틴은 도덕과 정신적인 재앙들에 관계했으므로, 이 권에서는 그는 외부적이고 

육신적인 재난들에 관련하여, 그 도시의 설립이후로 로마인들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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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예속됐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도래 전(前) 라이벌 신이 없이 거

짓 신들 [만] 경배됐을 때 조차 로마인들은 그 재앙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1-3-4) 이 책에서는 로마제국의 확장과 지속은 이교도의 

쥬피터(Jove) 또는 신들의,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주 드문 단일한 것들과 아주 근본적

인 기능들이 그에게 맡겨졌다고 믿어지는 자들의, 탓이 아니라, 그 분의 힘과 판단

에 의해 땅의 왕국들이 건립되고 유지되는 최상의 행복의 권위자, 하나의 진실한 신

의 탓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1-3-5) 앞 선 권들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거짓 신들 탓

으로 돌릴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힘과 확장을 운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자들

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운명론을 논의한다. 그런 후에, 그는 신의 예

지(prescience)와 우리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대 로마인들의 풍습에 관해 말한다 그리고 그 분에 의한 그들

의 지배 확장 그것이 무슨 감각에서 로마인들 자신의 덕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신의 의도(counsel)에 기인했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그들이 그 분을 경배하지는 않았

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독교 황제의 진실한 행복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설명한다. 

1-3-6) 여태까지 논의는 일시적인 이익들을 위해 신들이 경배되야한다고 믿는 자

들에 반대하여 전개됐다. 이제는 영원한 삶을 위해 신들이 경배되야한다고 믿는 자

들에게로 향해진다. 어거스틴은 이어지는 다섯 권을 이런 후자 믿음을 반박하는 것

에 할애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교 신학에 대한 평판이 가장 좋은 저술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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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varro)자신에 의해 견지된 신들에 관한 의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신학에 관한 바로의 세 종류의 나뉨 곧 신화적인 자연적인 시민적인 (나뉨)을 

어거스틴은 채용한다. 그리고 신화적인 것도 세속적인 것도 미래의 삶의 행복에 어

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한꺼 번에(ad mox)논증한다.  1-3-7) 이 권에서는 세

속 신학의 야뉴스, 쥬피터, 사투르누스, 그리고 다른 ‘선택된 신들’에 의해서는 영원

한 삶이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진다.  1-3-8) 어거스틴은 세 번째 신학의 종류, 

즉 자연신학에 닥아선다. 그리고 자연신학의 신들의 경배가 오는 삶 안에 축복을 보

전함에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을 그는 플라톤주의자들과 

더불어 논의하기를 선호한다. 플라톤적인 체계는 철학자들 중에서도 ‘경쾌한(facile)

원리들’이며,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추적하면서, 

그는 먼저 아풀레이스와 그리고 악마들(daemonibus)은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사자

(使者)와 중재자로서 경배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반박한다. 그러면서 악

덕의 노예들인, 그리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기를 즐겨하고 

후원하는, 악마들이 사람들을 선한 신들과 화해(중재한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다-신성모독하는 시인들의 허구이며 극장공연이며 마술이라는 [것이다].  

1-3-9) 악마들은 수 천의 길로 자신들이 사악한 영들이라고 주장하므로, 악마들의 경

배는 반드시 포기되야한다는 것을 앞 선 권에서 보여주면서, 어거스틴은 어떤 것은 

악하지만, 어떤 것은 선하다고 악마들을 다그쳐 구분하는 자들과 이 권에서 마주친

다. 이런 구분들을 타파하면서, 그는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인간들을 섭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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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임무는 악마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토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1-3-10) 이 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들 스스로가 섬기는 신 만이 희생번제에 

의한, 라트레이아라고 불리워지는, 신성한 명예를 받기를 선한 천사들은 바란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영혼의 정화와 해방 원리들과 길에 관한 포르피리오스

[ 의견]을 반박하기 시작한다. 

 

1-3-11) 여기서부터, 땅과 하늘의 두 도시들의 기원과 역사와 예정을 고찰하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 처음에 어거스틴은 선한 천사와 나쁜 천사의 분리에 

의해, 그 두 도시들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 권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성서 창세기 시작 부분에서 기술된 그대로 세계의 창조를 고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1-3-12) [순환 역사관의 반박] 어거스틴은 먼저 천사들에 관한 두 가지 탐구를 시작

한다. 즉 어떤 것에는 선한 의지가 또는 다른 것들에는 악한 의지가 언제부터 있게

되는가. 그리고 선한 것들의 축복과 악한 것들의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어 그

는 사람의 창조를 다룬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부터 있는 것이아니라 창조된 것이며, 

그리고 신 이외의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창조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1-3-13) 이 권에서는 죽음은 형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기원은 아담의 죄 안에 

있다는 것이 가르쳐진다.  1-3-14) 어거스틴은 다시 첫 사람의 죄를 다룬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육적인 삶과 타락한 정서들의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특별히 그는 욕

정이 수반하는 부끄러움은 그러한 불복종의 정당한 처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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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약 죄짓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어떻게 욕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종류를 증식

시킬 수 있었을지에 대해 탐구한다. 

1-3-15) 앞 선 네 권들에서 하늘과 땅의 두 도시 기원을 다룬 후에, 어거스틴은 잇

따르는 네 권들에서 그것들의 성장과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그

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신성한 역사(sacrae historiae)의 주요한 과정을 설명한

다. 여기 십 오 권에서 그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대 홍수에 이르기까지 창세

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설명함에 의해 자신의 저서의 이 부분을 열어재낀다.  1-3-16) 

처음부터 12 장까지의 이 권 앞 부분에서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땅과 하늘 두 

도시의 발전과정이 성서로부터 드러난다. 그리고 이 권 뒷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으

로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까지의, 단지 하늘 도시 만의 발전과정이 그 주제이다.  

1-3-17) 이 권에서 신의 도시의 역사는 사무엘에서 다윗까지,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의 왕들과 예언자들의 기간 동안 더듬어진다. 그리고 열왕기상·하와 시편과 솔로몬

의 그것들에서 기록된 예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de christo et Ecclesia)해석된

다.  1-3-18) 어거스틴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세계의 끝까지에 이르는 땅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가 나란히 같이 발전하는 과정을 더듬는다. 무당들(sibyls)에 의해 발설된 

것들과 그리고 로마 건립 이후 썼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와 그 계승자들 

등, 신성한 예언자들의 것들 이 양자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탁들에 대한 암시. 

1-3-19) 이 권에서는 땅과 하늘의 두 도시들의 끝이 논의된다. 어거스틴은 최고 

선에 관련되는 철학자들의 의견들과 그리고 어떤 행복을 여기 삶 안에서 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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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들의 헛된 노력들을 다시 개괄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박하

는 동안에, 그는 평화와 행복은 하늘의 도시 또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이후에 속하는 무엇이라는 것을 종 종 보여준다  1-3-20) 마지막 심판에 관해, 

그리고 구·신약 안에서의 그 심판에 관한 선언.  1-3-21) 악마의 도시가 겪기에 마땅

한 종말, 즉 지옥에 떨어질 자들의 영원한 심판에 관해.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불신

자들의 논의에 관해.  1-3-22) 이 권은 신의 도시의 끝을, 즉, 성자들의 영원한 행복

을 다룬다. 몸의 부활에 관한 신앙이 확립되고 설명된다. 그리고 그 저서는 불멸의 

영적인 몸들을 입은 성자들이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므로서 끝난다. 

 

 

1-3)각 권 논의(M.Dods)과 각 장 제목(번역). 

1-3-1) 세계의 재앙 특히 고트 족에 의한 로마의 함락을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

에 의한 신들의 경배 금지 탓으로 돌리는 자들을 비난한다. 그는 행복한 삶과 불행

(ills)한 삶에 관해, 그 다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에 관

해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병졸들에 의해 강간당한 기독교 여인들의 수(數)를 헤

아리는 몰염치한 자들을 비난한다. 

 

1-3-1-0) 서문. 신의 나라를 쓰려고 작정한 의도를 설명한다.  

1-3-1-1) 야만인들이 그 도시를 습격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이 자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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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rcorunt), 그리스도 이름 하(下)의 적들에 관해. 1-3-1-2) 자신의 신들을 위해 승리

자들이 정복된 자들에게 자제해야한다는 것은 전쟁의 일상사에 심히 반대되는 것이

라는 것,  1-3-1-3) 트로이를 방어할 수 없었던 신들로부터 이익을 자신들이 보았다

고 믿었을 때 보여주었던 자신들의 일상적인 현명함을 로마인들이 [로마 함락 후에

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1). 1-3-1-4) 그리이스인들로부터 어떤 자도 구해내지 못한 

트로이 안의 주노[Juno, 그리이스 신화의 헤라(Hera)]의 보호에 관해(de asylo). 그러나 

야만인들로부터 도망쳐 온 모든 자들을 보호(defenderunt)했던 사도들의 교회에 관해. 

1-3-1-5) 어떤 도시를 함락시켰을 때 적의 보편적인 관습에 관련된 카이사르의 진술. 

1-3-1-6) 도시들을 취했을 때, 로마인들은 정복된 자들의 사원들 안에서 그들을 용서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1-3-1-7) 로마 함락 시 발생했던 잔인함들은 전쟁의 관습에 

따른 것인 반면, 관용의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향으로부터 결과했다.  

1-3-1-8)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자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이익과 불이익에 관

해. 1-3-1-9) 선과 악에 대한 교정을 함께 시행하는 이유. 1-3-1-10) 일시적인 선들을 

잃을 때 성자들은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  

1-3-1-11) 길든 짧든 유한한 삶의 끝에 관해. 1-3-1-12) 죽은 자들의 매장에 관해: 

                                            
3)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일리아드)에서 함락되는 트로이는 본디 페니키아 인의 식민활동 중에 세워진 도시였고, 함락 중 탈출한 

트로이 시민(市民)일부를 베르길리우스(버질)는 자신의 아이네이스 라는 작품에서 로마를 세운 무리-그 무리 중 우두머리가 아

이네이스이다-로 묘사한다. 불타오르는 트로이에서 탈출한 뒤 온갖 고난과 위험을 극복하는 항해를 통해 라티움에 도착, 로마 

라는 도시를 세우는 아이네이스의 영웅 담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딧세이를 염두에 두고, 그려낸 웅장한 운문체의 서사시

(敍事詩)가 바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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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들에 대한 그것의 거부가 기독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1-3-1-13) 성자들의 몸들을 매장하는 이유들. 1-3-1-14) 성자들이 포로된 것에 관해, 

그리고 신성한 위로는 그들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1-3-1-15) 종교를 위

해 포로됨을 자발적으로 견디는 것의 보기를 그 안에서 우리가 지니는 레굴루스에 

관해. 그렇지만 그것(견딤)은 비록 신들의 경배자였긴해도, 그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았다. 1-3-1-16) 그들이 능력에 있어 그것에 예속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의지가 그

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든 더럽히지 않든, 신성화

된 자들과 다른 기독교 순결의 위반에 관해, 1-3-1-17) 처벌 또는 불명예의 두려움 때

문에 범하는 자살에 관해. 1-3-1-18) 마음은 위반하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의 욕정에 

의해 그 몸에 가해질 수 있을 위반에 관해. 1-3-1-19) 그녀에게 행해진 난행(stuprum, 

亂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 루크레티아에 관해. 1-3-1-20) 어찌됐든 어느 

상황에 있어서든 자살을 허용하는 권위를 기독인들은 지니지 않는다는 것. 1-3-1-21)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도 남자들을 죽일 수 있는 경우들에 관해. 1-3-1-22) 자살은 어

떤 아량에 의해서도 결코 격려되서는 안된다. 1-3-1-23) 카이사르의 승리를 견뎌낼 

수 없었기에 자결한 카토의 보기에 관해 우리가 생각 해 볼 수 있는 그 무엇들. 

1-3-1-24) 카토보다 레굴루스가 나았던 그러한 덕목에 있어 기독인들은 두드러지게 

구분된다는 것. 1-3-1-25) 우리는 죄에의해서 죄를 제거하려해서는 안된다는 것. 

1-3-1-26)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성자들의 보기들이 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1-3-1-27) 죄를 회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 추구되야하는지의 여부. 1-3-1-28)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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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슨 판단에 의해 그 적은 억제하는 기독인들의 몸들에 그의 욕정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1-3-1-29) 적들의 광포함으로부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구해내지 못한다고 비반하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은 무슨 대꾸를 해야하

는가.  

1-3-1-30) 기독교에 불평하는 자들은 실제로 부끄러운 호화스러움을 억제하지 않

은 채 살려고 욕망한다. 1-3-1-31) 어떤 단계들을 통해 지배욕이 로마인들 사이에 증

가됐는가. 1-3-1-32) 극적인 여흥의 확립에 관해. 1-3-1-33) 로마의 전복은 로마인들의 

악덕들을 교정하지 못했다는 것. 1-3-1-34) 그 도시의 황폐화를 완화시킨 신의 자비

에 관해. 1-3-1-35) 사악한 자들 사이에 숨겨진 교회의 아들들에 관해, 그리고 교회 

안의 거짓 기독인들에 관해. 1-3-1-36) 잇따르는 논의 안에 무슨 주제들이 담겨있는

가. 

 

 

1-3-2) 이 권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로마인들이 겪었던 재앙들을 다시 

개관하면서 그 동안에 거짓 신들의 경배가 보편적으로 실천됐다는 것을, 그리고 신들

에 의해 불행으로부터 보호되기는커녕, 로마인들이 그 신들에 의해 모든 재앙들 중 유

일한 또는 최소한도 가장 큰 재앙-관습의 부패와 그리고 영혼의 악덕-으로 휩싸였다는 

것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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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논박에 필연적으로 덧붙혀지는 한계(modo). 1-3-2-2) 1 권 내용의 재 요약. 

1-3-2-3) 기독교 이전에 겪었던 로마인들의 재앙들이 신들의 경배와 더불어 자랐

다(colerent  )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역사(historia)를 읽는 것으로 족하다

는 것. 1-3-2-4) 신들의 경배들이 그들로부터 어떤 건강한 도덕적 계율을 결코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배 예식 안에서 모든 종류의 불결함이 실천됐

다는 것. 1-3-2-5) 신들의 어머니의 명예 안에서 실천된 음담패설에 관해. 1-3-2-6) 이

교도의 신들은 결코 삶의 거룩함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것. 1-3-2-7) 철학자들의 제안

은 신성한 훈육에 속하는 권위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악으로 치우치는 자연

스런 인간의 경향은 인간들의 계율에 복종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신들의 보기들을 따르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제안들은 어떤 도덕적인 

결과를 배제한다는 것. 1-3-2-8) 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들을 전시하는 극장 공연은 그 

행위들을 비판하기(offenduntur) 보다는 오히려 동조한다는 것. 1-3-2-9) 자신들의 신들

에 복종하면서 그리이스인들이 따랐던 시적인 허용이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대

로 유지된다는 것. 1-3-2-10) 진실이든 거짓이든 자신들의 책임 하에 놓인 범죄들을 

겪음에 있어 악마들은 사람으로하여금 해악을 행하도록 의도한다는 것. 1-3-2-11) 신

들을 즐겁게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료에 의해 멸시받아서는 안된다는 근거에서 

그리이스인들은 배우들에게(scenicis) 국가의 공직을 허용했다는 것. 1-3-2-12) 신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용됐던 사람들의 존경을 시인들에게는 거부함에 의해서 로마인

들은 신들과 관련했을 때 보다 그들 자신과 관련했을 때 훨씬 민감한 감정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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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는 것. 1-3-2-13) 리켄티우스 축제에서 경배 받기를 바라는 신들은 신성한 명

예를 누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로마인들은 이해해야 한다는 것. 1-3-2-14) 잘 질서지

워진 국가에서 시인들을 배제했던 플라톤은 극장 연극에 의해 명예로워지기를 바라

는 이런 신들보다 더 나았다는 것. 1-3-2-15) 어떤 로마 신들을 창조했던 것은 이성이 

아니라 허영(adulatione)이라는 것1-3-2-16) 만약 신들이 올바름과 관련있다면, 로마인

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선한 법칙을 빌려오는 것 대신에 그 신들로부터 선한 그 

법칙들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것. 1-3-2-17) 사비네 여인들을 강간한 것에 관하여, 

그리고 로마 최고 용성기에 저질러진 다른 극악들에 관하여. 1-3-2-18) 살루스트1)의 

역사는 로마인들의 삶과 관련하여 걱정에 휩싸였을 때 또는 안전하여 이완됐을 때

를 드러낸다. 1-3-2-19) 그리스도가 신들의 경배를 폐기하기 전 로마 공화정 때 성장

했던 부패에 관해. 1-3-2-20) 기독교를 매도하는 자들을 실로 즐겁게 했던 종류의 행

복과 삶에 관해. 1-3-2-21) 로마 공화정에 관한 키케로의 의견들. 1-3-2-22) 로마 신들

은 공화정이 부도덕에 의해 황폐해짐을 막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1-3-2-23) 이 삶의 변천은 악마의 호 또는 불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

의 의지에 의존한다. 1-3-2-24) 그가 자신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악마들(daemones)이 

자랑하는 슐라의 행위들에 관해. 1-3-2-25) 자신들이 그 보기인 신성과 유사한 권위

를 줌에 의해 악령(maligni spiritus)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사악한 행동들을 

                                            
4) Sallust: 86?-34? B.C. Roman politician and historian known for his account of the conspiracy of Catiline ― Catiline: 108?-62 B.C. Roman 

politician and conspirator who led an unsuccessful revolt against the Roman Republic while Cicero was a con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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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지! 1-3-2-26) 공적으로 그들 자신의 장엄함이 모든 사악함을 부추기는 동안 

악마들은 애매한 도덕적 어떤 훈육을 비밀리에 제공한다는 것. 1-3-2-27) 자신들의 

신들을 달래기 위한 로마인들의 신성화한 연극들의 외설들은 공화정 질서의 전복에 

합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  

1-3-2-28) 기독교는 건강을 제공한다는 것. 1-3-2-29) 이교주의를 중지하라는 로마

인에로의 권고. 

 

 

1-3-3) 앞 선 권에서 어거스틴은 도덕과 정신적인 재앙들에 관계했으므로, 이 권

에서는 그는 외부적이고 육신적인 재난들에 관련하여, 그 도시의 설립이후로 로마인들

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재난에 예속됐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도래 전(前) 

라이벌 신이 없이 거짓 신들 [만] 경배됐을 때 조차 로마인들은 그 재앙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1-3-3-1) 사악한 자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한, 그리고 신들이 경배됐을 때 조차 세계

가 계속적으로 겪었던 악(mali)에 관하여. 1-3-3-2) 그리이스 인들과 로마 인들이 공통

으로 경배했던 신들이 일리움(트로이)의 파괴에 있어서 정당화되는 지의 여부. 

1-3-3-3) 신들이 파리스의 간통에 화를 낼 수 없었다는 것, 이 범죄는 신들 사이에 

공통이었기 때문에. 1-3-3-4) 사람들이 신들 후손이라고 속이는 것은 쓸모있다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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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varro)의 의견에 관해. 1-3-3-5) 로물루스 어머니의 간통에 대해 어떤 분개도 나타

내지 않는 신들이 파리스의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1-3-3-6) 신들은 로물루스의 형제살해 행위에 대한 어떤 형벌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1-3-3-7) 마리우스의 대리 부관, 핌부리아(fimbria)에 의한 일리움의 파괴에 관하

여,  

1-3-3-8) 로마가 트로이의 신들의 신뢰를 받았어야 하는 지의 여부. 1-3-3-9) 누마 

지배 동안의 평화가 신들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믿을만한 것인지의 여부. 

1-3-3-10) 로마제국이 누마의 평화로운 길을 잇따름에 의해 평온과 안전해졌을 때, 

전쟁들의 그러한 맹렬한 연속에 의해 그 로마제국이 팽창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의 여부. 1-3-3-11) 그 신이 구조할 수 없었던 그리이스 인들에게 그의 눈물

들이 예고된 재앙의 전조였다고 상정되는 쿠마이에서의 아폴론의 지위에 관해. 

1-3-3-12) 누마에 의해 소개된 신들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들을 로마인들이 더했다

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수효는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  

1-3-3-13) 무슨 정의와 동의에 의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첫 아내들을 획득했는가. 

1-3-3-14) 로마 인들이 알바니아 인들과 싸웠던 전쟁의 사악함에 관해, 그리고 권력

의 갈망에 의해 획득된 승리들에 관해. 1-3-3-15) 로마 왕들은 무슨 방식의 삶과 죽음

을 지녔는가. 1-3-3-16)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그 조국으로부터 축출했던, 그리고 잠시 

후 부상당한 적들의 손들에 의해 로마에서 죽어나자빠졌던, 그래서 비 자연스런 살

해 경력을 끝냈던, 첫 로마 집정관들에 관해. 1-3-3-17) 집정관 직이 시작된 후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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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화정을 난처하게 했던 재앙들에 관해, 그리고 로마 신들의 무간섭에 관해. 

1-3-3-18) 신들의 보호에 의해 누그려뜨려질 수 없었던 [카르타고와의] 퓨닉(포에니) 

전쟁 때 로마인들이 겪은 재앙들. 1-3-3-19) 양 쪽의 힘을 소모시켰던 제 2 차 퓨닉

(포에니) 전쟁의 참사에 관해. 1-3-3-20) 비록 로마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 때문에 죽

어나자빠졌지만, 로마 신들의 어떤 도움도 받지못했던 사군티노움(saguntinonum)의 

파괴에 관해. 1-3-3-21) 스키피오와 그 계승자들에 대한 로마의 배은망덕에 관해, 그

리고 살루스트가 최상이라고 기록한 시기 동안의 로마의 방식들. 1-3-3-22) 아시아에

서 발견된 모든 로마 시민들은 살해되야 한다고 명한, 미드리데이트의 포고에 관해. 

1-3-3-23) 로마 공화정을 난처하게 했던, 그리고 모든 가축을 사로잡은 불길한 징조

의 미쳐버림이 잇따랐던, 내적인 재앙에 관해. 1-3-3-24) 그라키의 선동에 의해 발생

한 시민 불화에 관해. 1-3-3-25) 이러한 선동들과 대학살의 터 위에 원로원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우호의 사원에 관해. 1-3-3-26) 우호적인 사원의 건축이 잇따랐던 다양

한 종류의 전쟁에 관해. 1-3-3-27) 마리우스와 슐라 사이의 시민 전쟁에 관해 

1-3-3-28) 마리우스의 잔인함에 대한 복수, 슐라의 승리에 관해. 1-3-3-29) 시민 전쟁

들의 권윈자들에 의해 발생한 재앙들과 고트 족과 알라릭 침공 동안에 로마가 경험

했던 재앙들의 비교. 1-3-3-30) 그리스도의 도래 전에 아주 살벌하게 그리고 자주 서

로 잇따랐던 전쟁들의 연결에 관해.  

1-3-3-31)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다신론의 경배 금지 탓으로 하는 것은 부끄

러운 짓이다. 심지어 신들이 경배됐을 때 조차 그러한 재앙들이 백성들에게 임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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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1-3-4) 이 책에서는 로마제국의 확장과 지속은 이교도의 쥬피터(Jove) 또는 신들

의,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주 드문 단일한 것들과 아주 근본적인 기능들이 그에게 맡겨

졌다고 믿어지는 자들의, 탓이 아니라, 그 분의 힘과 판단에 의해 땅의 왕국들이 건립

되고 유지되는 최상의 행복의 권위자, 하나의 진실한 신의 탓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1-3-4-1) 첫 권에서 논의됐던 것들에 관해.  

1-3-4-2) 두 번째와 세 번째 권에 포함된 것들에 관해. 1-3-4-3) 단지 전쟁들에 의해

서만 획득됐던 제국의 커다란 확장이 지혜로운 자 또는 행복한 자의 선한 것들 중

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지의 여부. 1-3-4-4) 정의 없는 비슷한 왕국(regna)들이 어

떻게 강탈되는가. 1-3-4-5) 그것의 힘이 고귀한 왕족의 그것과 같았던 급등하는 검투

사에 관해. 1-3-4-6) 보다 폭 넓게 지배하도록 했던, 그의 이웃과 전쟁을 했던 첫 번

째 사람인 니누스의 탐욕에 관해. 1-3-4-7) 땅의 왕국들이 그 흥망성쇠에 있어 신들

의 도움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의 여부. 1-3-4-8) 단일한 일들의 배려조차 단일한 

신들에 거의 맡겨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로마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은 신들 중 

어느 것이 자신들의 제국의 확장과 보존에 간여하고 있다고 상정했을까. 1-3-4-9)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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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국의 위대한 확장과 지속은 그의 경배자들이 주신(主神)이라고 믿었던 쥬피터 

탓으로 해야 하는 지의 여부. 1-3-4-10) 여러 신들을 세계의 여러 부분에 위치시켰던 

자들은 무슨 의견을 따랐을까. 1-3-4-11) 이교도 박사들이 그것들을 동일한 쥬피터라

고 옹호했던 많은 신들에 관해. 1-3-4-12) 신은 세계의 영혼이며, 그리고 세계는 신의 

몸이다고 생각했던 자들의 의견에 관해. 1-3-4-13) 신 하나의 부분들이 단지 합리적

인 동물들이라고 주장한 자들에 관해. 1-3-4-14) 왕국의 확장이 부적절하게 쥬피터 

탓으로 돌려진다. 그럴 것이, 만약 승리가 어떤 여신[때문]이라면, 그녀 만으로도 이

런 일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1-3-4-15) 선한 사람이 보다 더 폭 넓게 지배하기를 바라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1-3-4-16) 모든 사물들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들을 위한 세부적으로 분리된 신들 안

에서 로마인들이 문 밖에서 평온의 사원을 지니려고 선택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였

는가. 1-3-4-17) 최상의 힘이 쥬피터에 속한다면, 빅토리아도 마찬가지로 경배되야하

는지의 여부. 1-3-4-18) 지복과 행운의 여신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무슨 이유에서 그

것들을 구분지울까. 1-3-4-19) 행운의 물리에브리스에 관해(de Fortuna muliebri). 

1-3-4-20) 만약 신성이 올바르게 이것들에게 귀착되야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경배

되야 하는, 다른 선한 질들을 무시하면서, 이교도들이 사원들과 성스러운 예식으로 

영광돌렸던 덕과 신앙에 관해. 1-3-4-21) 비록 덕과 지복이 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은 최소한도 그것들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 1-3-4-22) 마땅

히 바로가 스스로 로마인들에게 돌렸던 영광스런 신들의 경배에 관한 앎에 대해. 

- 20 - 



1-3-4-23) 여러 신들을 존경했던 로마인들이, 비록 모든 것 대신에 그녀 만으로도 충

분했을 것이지만, 신성한 명예를 가지고 오랫동안 경배하지 못한 지복에 관해. 

1-3-4-24) 신들이 베풀어준 신성한 것들 자체를 경배하는 것을  이교도들이 옹호하

려고 시도한 이유들. 1-3-4-25) 비록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않지만, 지복을 주는 자로 

여겨지는 그 신 한 분 만이 경배된다는 것에 관해. 1-3-4-26) 신들이 자신들의 경배로

부터 칭송받았던 예식, 무대 연극에 관해. 1-3-4-27) 폰티프 스케볼라가 논의했던 세 

종류의 신에 관해.  

1-3-4-28) 신들의 경배가 제국의 획득과 확장에 있어 로마인들에게 봉사했는지의 

여부. 1-3-4-29) 로마제국의 강함과 고정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술의 거짓.  

1-3-4-30) 그들이 국가의 신들에 관해 생각했던, 심지어 그것들의 경배자들이 소유

했던 것들은 무슨 종류의 것들인가. 1-3-4-31) 비록 진실한 신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

만, 세속 신앙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경배가 신 하나(unum deum)에 한정되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의 의견들에 관해. 1-3-4-32) 백성들을 계속 자신들에게 복종시키기위

해, 군주들은 무슨 관심을 지니고 거짓 종교들을 바라는가.  

1-3-4-33) 모든 왕들과 왕국들의 시대들(tempra)은 진실한 신의 심판과 힘에 의해 

정돈된다(ordinata). 1-3-4-34) 진실한 신 하나에 의해 건립된, 그리고 진실한 종교 안

에 머무르는 한 그에 의해 보존되는 유대 왕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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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앞 선 권들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거짓 신들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힘과 확장을 운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자들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어

거스틴은 운명론을 논의한다. 그런 후에, 그는 신의 예지(prescience)와 우리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대 로마인들의 

풍습에 관해 말한다 그리고 그 분에 의한 그들의 지배 확장 그것이 무슨 감각에서 로

마인들 자신의 덕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신의 의도(counsel)에 기인했는지를 보여준

다. 비록 그들이 그 분을 경배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독교 황제

의 진실한 행복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1-3-5-0). 1-3-5-1) 로마제국와 모든 왕국의 원인(Causam)은 우연한 것도 아니며, 별

들의 위치에 따른 것도 아니다. 1-3-5-2) 쌍둥이 건강의 차이. 1-3-5-3) 쌍둥이의 탄생

에 관한 물음에 있어, 수학자 니기디우스가 수레 바퀴로부터 끌어들인 논의들에 관

해. 1-3-5-4) 그들의 특성과 행동들에 있어 아주 서로 달랐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관해. 1-3-5-5) 무슨 방식으로 수학자들은 헛된 학문에 대한 신봉을 확언하는가. 

1-3-5-6) 성적(性的)으로 다른 쌍둥이에 관해. 1-3-5-7) 결혼 또는 이식(利殖) 또는 씨

뿌리는 날짜 택일에 관해. 1-3-5-8) 별들의 위치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 의존하는 원

인들의 연결, 운명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관해.  

1-3-5-9) 키케로의 규정에 반대되는, 신의 예지와 사람의 자유 의지에 관해. 

- 22 - 



1-3-5-10) 우리의 의지가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지의 여부. 1-3-5-11) 모든 것을 포

괄하는 법칙 안에서의 신의 우주적인 섭리에 관해. 1-3-5-12) 비록 그들이 진실한 신

을 경배하지 않았지만, 그 분이 그들의 제국을 확장시켜 주도록 한 고대 로마인들의 

덕은 무엇일까.  

1-3-5-13) 비록 악덕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 더 큰 악덕이 억제되기 때문에, 

덕으로 간주되는 칭찬을 좋아하는 것에 관해. 1-3-5-14) 인간 칭찬을 좋아함의 근절

에 관해. 올바른 자의 모든 영광은 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1-3-5-15) 신이 로마인들

의 덕들을 인정한 일시적인 보상에 관해. 1-3-5-16) 로마인들의 덕들의 보기가 그것

에 쓸모있는, 하늘 나라의 거룩한 시민(sanctorum civium civitatis aeternoe)들의 보상에 

관해. 1-3-5-17)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무슨 이득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많이 자신들이 정복했던 자들의 안녕에 기여했나. 1-3-5-18) 로마인들이 인간 영광과 

땅의 나라를 위해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했을 때, 만약 기독인들이 땅의 조국을 

사랑하기위해 어떤 일을 했다면, 기독인들은 자랑과는 얼마나 거리가 멀지. 1-3-5-19) 

진실한 영광과 지배 욕 사이의 차이에 관해. 1-3-5-20) 덕들이 몸의 쾌락과 같은 인간 

영광에 봉사하는 것은 부끄럽다는 것에 관해.  

1-3-5-21) 로마의 지배는 전능한 그에 의해 그리고 그의 섭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

는 그에 의해 인정됐다는 것. 1-3-5-22) 전쟁의 지속과 결말(tempora exitusque)은 신의 

그 의지에 의존한다. 1-3-5-23) 악마의 경배자, 고트 족의 왕, 라다가이수스가 신의 전

능한 강제력에 의해 어느날 정복된 전쟁에 관해. 1-3-5-24) 기독 황제의 행복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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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리고 그것은 진실한 행복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1-3-5-25) 신이 기독교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인정했던 융성에 관해. 1-3-5-26) 테오도시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신

앙과 경건에 관해. 

 

 

1-3-6) 여태까지 논의는 일시적인 이익들을 위해 신들이 경배되야한다고 믿는 

자들에 반대하여 전개됐다. 이제는 영원한 삶을 위해 신들이 경배되야한다고 믿는 자

들에게로 향해진다. 어거스틴은 이어지는 다섯 권을 이런 후자 믿음을 반박하는 것에 

할애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교 신학에 대한 평판이 가장 좋은 저술가 바로

(varro)자신에 의해 견지된 신들에 관한 의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이

런 신학에 관한 바로의 세 종류의 나뉨 곧 신화적인 자연적인 시민적인 (나뉨)을 어거

스틴은 채용한다. 그리고 신화적인 것도 세속적인 것도 미래의 삶의 행복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한꺼 번에(ad mox)논증한다. 

 

1-3-6-0). 1-3-6-1)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위해 신들을 경배한다고 주장하

는 자들에 관해.  

1-3-6-2) 국가 신들에 관한 바로의 무슨 생각을 우리가 믿어야하는가. 만약 바로가 

그것들에 관해 침묵했다면, 그가 훨씬 더 존경했을 그런 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국가 

신들이며 신성한 제의(祭儀)들이라는 것을 바로는 보여주었다. 1-3-6-3) 고대 인간과 

- 24 - 



신성한 것들에 관해 썼던 그의 책의 배포(配布). 1-3-6-4) 신들의 경배는 인간적인 것

들을 신성한 것들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바로의 논지로부터 잇따

른다. 1-3-6-5) 바로에 따른 세 종류의 신학, 곧 하나는 우화적인, 다른 것은 자연적인, 

세 번째 것은 세속적인 (신학)에 관해. 1-3-6-6) 바로에 반대하여, 신화적인, 즉 우화

적인 신화와 세속적인 신화에 관해. 1-3-6-7) 우화적인 신학과 세속적인 신학의 비슷

함과 일치에 관해. 1-3-6-8)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 이교 스승들이 보여주려고 시도했

던 자연적인 설명들을 구성하는 해석들에 관해. 1-3-6-9) 신들의 특별한 직무에 관해.  

1-3-6-10) 바로가 우화들에게 했던 것 보다 더 격렬하게 세속 신학을 비난했던 세

네카의 자유에 관해. 1-3-6-11) 유대인들에 관해 세네카가 생각했던 무엇. 1-3-6-12) 국

가 신들의 허영이 일단 폭로됐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 일시적인 삶의 것들의 측면

에서 조차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영원한 삶을 부여 할 수 없

다는 것은 의심될 수 없다. 

 

 

1-3-7) 이 권에서는 세속 신학의 야뉴스1), 쥬피터, 사투르누스1), 그리고 다른 

‘선택된 신들’에 의해서는 영원한 삶이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진다. 

 

                                            
4) [로神] 야누스. 얼굴이 머리의 앞뒤로 있음; 출입구 문의 수호신. 

5) 사투르누스. 고대 로마의 농경의 신; 그리스 신화의 Cronus에 해당. [天]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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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1-3-7-1) 세속 신학(theologia civili)에서는 신성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 명

백해졌으므로, 그것이 선택된 신들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 1-3-7-2) 선택된 신들은 누구가. 그리고 세속 신들(viliorum deorum)의 

공직들로부터 그들이 면제되는지의 여부. 1-3-7-3) 보다 고양된 공직의 업무가 많은 

열등한 신들에게 배정될 때,  신들의 선택 이유들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 

1-3-7-4) 악명을 뒤집어쓰지 않는 열등한 신들이 악명을 뒤집어 쓰는 선택된 신들보

다 더 낫게 다루어졌다. 1-3-7-5) 이교도들의 보다 더 은밀한 교의에 관해. 그리고 그 

물리적 해석들에 관해. 1-3-7-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이 신성한 많은 영혼들을 

자신의 다양한 부분들 안에 지니는, 세계의 영혼이 바로 신이라는 바로의 의견에 관

해.  

1-3-7-8) 무슨 이유에서 야뉴스 경배자들은, 때로 4 면으로 보일 그 때, 두 면으로 

보인다고 심상하는가. 1-3-7-9) 쥬피터의 힘에 관해 그리고 쥬피터와 야뉴스의 비교. 

1-3-7-10) 야뉴스와 쥬피터 사이의 구분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1-3-7-11) 여러 신들

에게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 신에게 지시되는 쥬피터의 별명들에 관해. 

1-3-7-12) 쥬피터는 마찬가지로 페쿠니아라고도 불리운다. 1-3-7-13) 사투루스가 무엇

인지, 그리고 게니우스가 무엇인지 설명될 때, 이것들 양자는 쥬피터라는 것이 보여

진다는 것.  

1-3-7-14) 메르쿠리와 마르티스의 임무에 관해. 1-3-7-15)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

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어떤 별들에 관해. 1-3-7-16) 아폴론과 디안나, 그리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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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부분들로서 지니는 다른 선택된 신들에 관해. 1-3-7-17) 심지어 바로 그 자신 

조차 신들의 애매함에 관련된 자신의 의견들을 주장한다. 1-3-7-18) 이교도의 잘못을 

발생시키는 보다 더 믿음직한 원인. 1-3-7-19) 사투르스 경배 이유를 말하는 해석들

에 관해. 1-3-7-20) 엘레우시스1)에서의 케레스1) 의례에 관해. 1-3-7-21) 리베르의 명

예 안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부끄러움에 관해. 1-3-7-22) 넾튠1)와 사라키아와 베니리

아에 관해 1-3-7-23)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세계의 영혼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의 가장 낮은 부분에 두루 퍼져있으며, 그리고 그것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

에, 그가 하나의 여신이라고 확언하는 땅에 관해. 1-3-7-24) 텔루스의 별명들과 그리

고 그 별명들의 의의들에 관해. 비록 여러 속성들을 가리키지만, 이것들이 그에 상

응하는 수(數)의 신들이 있다는 의견을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 1-3-7-25) 그리이스 현

자들의 사상을 설명하는 아튀스의 불완전에 관한 해석. 1-3-7-26) 위대한 어머니의 

신성화된 의례의 혐오스러움.  

1-3-7-27) 진실한 신성의 경배도 아니요, 진실한 신성이 거기에서 섬겨지는 경배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 물리적인 신학자들의 허구(figmentis physiologorum). 1-3-7-28) 신

학에 관련된 바로의 사상은 일관적이지 않다. 1-3-7-29) 자신들이 세계와 그 부분들

에 지시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물리신학자들 진실한 신 하나를 지시했어야 했다

                                            
5)엘레우시스의 비밀 의식(儀式). 고대 그리스 Attica의 Eleusis에서 2년 또는 4년마다 거행된 신비적인 의식. 

6) [로神] 케레스. 농업의 여신; 그리스 신화의 Demeter에 해당함. [天] 케레스 소행성. 

7) 넵튠: 고대 로마의 바다의 신 → POSEIDON. a son of ∼ 뱃사람. [天] 해왕성(海王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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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1-3-7-30) 아주 경건하게 창조주를 피조물로부터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신 하

나 대신에 권위자 한 분의 작품들과 같은 수효의 많은 신들이 경배되서는 안된다. 

1-3-7-31) 게다가 신의 일반적인 관대함을 누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신은 무

슨 혜택을 주시는가.  

1-3-7-32)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가 과거의 어느 때도 없었으나, 비록 다양한 형

식으로이긴해도, 모든 시간에 주장됐다는 것. 1-3-7-33) 사람들의 잘못들을 환영하는 

악령의 속임은 단지 기독교를 통해서만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 1-3-7-34) 거기에서 

배정된 신성한 권리들의 원인들은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주문 하에서, 원로원에 의

해 불사르라는 명해진 누마 폼필리우스의 책들에 관해. 1-3-7-35) 물 속에서 보여진 

악마들의 어떤 형상들(imaginibus)에 의해 누마가 기만 당했던 물점(水占)에 관해. 

 

1-3-8) 어거스틴은 세 번째 신학의 종류, 즉 자연신학에 닥아선다. 그리고 자연신

학의 신들의 경배가 오는 삶 안에 축복을 보전함에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을 그는 플라톤주의자들과 더불어 논의하기를 선호한다. 플라톤적인 

체계는 철학자들 중에서도 ‘경쾌한(facile)원리들’이며,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추적하면서, 그는 먼저 아풀레이스와 그리고 악마들

(daemonibus)은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사자(使者)와 중재자로서 경배되야 한다고 주

장하는 모든 자들을 반박한다. 그러면서 악덕의 노예들인, 그리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기를 즐겨하고 후원하는, 악마들이 사람들을 선한 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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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한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다-신성모독하는 시인들의 허

구이며 극장공연이며 마술이라는 [것이다]. 

 

1-3-8-1) 자연신학의 물음들은 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자들

과더불어 논의되야한다는 것.  

1-3-8-2) 두 철학 학파, 즉 이탈리아 학파와 이오니아 학파, 그리고 이것들의 설립

자들에 관해. 1-3-8-3) 소크라테스의 철학. 1-3-8-4) 소크라테스의 주요 제자인 플라톤

(Platione)과 그의 철학의 세 분과. 1-3-8-5) 신학의 내용에 관한 논박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것은 특히 플라톤주의자들(Platonicis)이다. 다른 모든 철학자

들의 의견들 보다 이들의 의견들을 선호하면서 말이다. 1-3-8-6) 물리(학)적이라 불리

워지는 철학의 분과에 있어서의 플라톤주의자들의 의미에 관해. 1-3-8-7) 논리 즉 합

리적인 철학에 있어 플라톤주의자들은 다른 철학자들 보다 얼마나 많이 탁월한가.  

1-3-8-8) 플라톤 주의자들은 도덕철학에 있어서도 첫 번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1-3-8-9) 기독교 신앙에 가장 근접한 그러한 철학에 관해. 1-3-8-10) 기독교의 탁월함

은 철학자들의 모든 학문 위에 있다. 1-3-8-11) 플라톤은 기독교인의 앎에 어떻게 근

접할 수 있었는가. 1-3-8-12) 비록 진리인 신 한 분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말한다 하더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플라톤주의자들은 신성한 의례가 많은 

신들의 영예 안에서 수행된다고 생각했다는 것. 1-3-8-13) 신들을 영원히 선한 존재

(non esse nisi bonus)와 덕들의 친구들로 정의한 플라톤의 의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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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4) 세 종류의 이성적인 영혼들, 즉, 하늘의 신들의 영혼들, 공기적인 악마들

의 영혼들, 지상의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다고 말했던 자들의 의견에 관해. 1-3-8-15) 

그것들의 공기적인(aeria)몸들 때문에, 또는 그것들의 윗 자리(공간)에 의해서, 악마들

(doeones)은 사람들 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 1-3-8-16) 플라톤주의자 아풀레이우스는 

악마들의 방식들과 행위들에 관해 무슨 생각을 했나. 1-3-8-17) 자신들의 악덕으로부

터 필연적으로 자유로워져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spiritus, 靈)을 경배해야한다

는 것은 적절한가의 여부. 1-3-8-18) 선한 신들의 호의적인 충고를 받기 위해서 사람

들은 악마들의 변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종류의 종교인가. 1-3-8-19) 악령

의 도움에 의존하는 마술의 불경에 관해. 1-3-8-20) 선한 신들은 사람들 보다는 악마

들과 상호교통하려 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의 여부. 1-3-8-21) 신들이 악마들을 

사자(使者)와 해석자들로서 이용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기꺼이 또는 그들에 관한 

앎 없이 그들에 의해 신들이 기만당하는지의 여부. 1-3-8-22) 아풀레이우스의 의견에

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악마들의 경배를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 1-3-8-23)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우상 숭배에 관해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무슨 재원으로

부터 그는 이집트의 미신은 폐기되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가. 1-3-8-24) 헤르메스는 

자신의 선조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슬픔에 잠겨 그것들을 부수면서 말

이다. 1-3-8-25) 거룩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공통인 그러한 것들에 관해.  

1-3-8-26) 이방인의 모든 종교들은 죽은 자들을 언급한다는 것. 1-3-8-27) 기독인들

이 자신들의 순교자들에게 부여하는 명예의 자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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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악마들은 수 천의 길로 자신들이 사악한 영들이라고 주장하므로, 악마들의 

경배는 반드시 포기되야한다는 것을 앞 선 권에서 보여주면서, 어거스틴은 어떤 것

은 악하지만, 어떤 것은 선하다고 악마들을 다그쳐 구분하는 자들과 이 권에서 마주

친다. 이런 구분들을 타파하면서, 그는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인간들을 섭리하는 

(공적인) 임무는 악마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토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1-3-9-1) 논의가 도착한 지점과, 그리고 다루어여져야 할 남겨진 부분은 무엇인가.  

1-3-9-2) 신들보다 열등한, 악마들 가운데, 그들의 안내가 인간의 영혼더러 진실한 

축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선한 영들이 있는가? 1-3-9-3) 아풀레이우스는 

악마들의 속성들을 무엇으로 보았나. 비록 그는 악마들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을 부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덕을 악마들 탓으로 하지는 않았다. 1-3-9-4) 영혼에 수반하

는 감정(sententia)에 관한 페리파토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의견들. 1-3-9-5) 기독인

들의 영혼들을 괴롭히는 정열들(passiones)은 기독인들을 악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

라, 기독인들의 덕을 행사하도록 한다. 1-3-9-6)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재한다고 

아풀레이우스에 의해 상정된, 아풀레이우스에 따르면, 악마들을 격발시키는 정열들

에 관해. 1-3-9-7) 신들이 아니라 악마가 거기에 예속되는 성적인 촉감에 의해 신들

이 유쾌해한다고, 시인들은 신을 잘못 나타낸다고, 플라톤주의자들은 주장했다는 것. 

1-3-9-8) 하늘에 머무는 신들과 공기를 확보하고 있는 신들과  땅에 거주하는 사람

들을 아풀레이스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1-3-9-9) 악마들의 중재가 사람에게 하늘의 

- 31 - 



신들의 우정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는지의 여부. 1-3-9-10)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멸하

는 몸을 지닌 사람은 영원한 몸을 지닌 악마들보다 덜 사악하다는 것. 1-3-9-11) 사람

의 영혼들이 몸을 떠날 때 악마들로 된다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의견에 관해. 

1-3-9-12) 사람들의 자연과 악마들의 자연 사이를 그것에 의해 플라톤주의자들이 구

분하는 세 가지 반대되는 질들에 관해. 1-3-9-13) 신들처럼 축복받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처럼 불행하지도 않는 악마들에게 신들과 사람들 이 양자에 공통인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악마들은 어떻게 신들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할 수 있을까.  

1-3-9-14) 멸하기는 해도, 사람들이 진실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 

1-3-9-15) 신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1-3-9-16) 하늘의 

신들에게는 땅의 것들과 접촉하려는 그리고 그래서 악마들의 중재를 요구하는 사람

들과 교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주의자들이 이성적인지의 여부. 

1-3-9-17) 최상의 선에 관여함을 통해 성립하는 축복받은 삶을 얻기 위해, 사람은 악

마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그러한 중재를 필요로 한다.  

1-3-9-18) 자신들의 중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신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기만하는 악마들은 진리의 길로부터 악마 자신들에로 향하도록 의도한다. 1-3-9-19) 

심지어 그들 자신들의 경배자들중에서조차 ‘악마’ 라는 이름은 결코 선한 의의를 지

니지 않는다는 것. 1-3-9-20) 악마들을 훅 불어내는 종류의 앎에 관해. 1-3-9-21) 주님

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 스스로가 악마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즐거워하실까. 1-3-9-22) 

거룩한 천사에 관한 앎과 악마들에 관한 앎 사이의 차이. 1-3-9-23) 비록 성서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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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사들과 사람들 이 양자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는 해도, 신들의 이름은 이

방인들의 신들에게 잘못 주어지고 있다는 것. 

 

 

1-3-10) 이 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들 스스로가 섬기는 신 만이 희생번제에 

의한, 라트레이아라고 불리워지는, 신성한 명예를 받기를 선한 천사들은 바란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영혼의 정화와 해방 원리들과 길에 관한 포르피리오스

[ 의견]을 반박하기 시작한다. 

 

1-3-10-1) 그들 플라톤주의자들은 단지 신만이 천사들 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더러 행복해지도록하는 경배로 우리를 이끄

는 그들의 영들 자신에게 [인간의] 희생번제들이 드려져야 하는지 또는 단지 신에게

만 드려져야하는지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1-3-10-2) 위로부터의 조명(illuminatione)에 관계하는 그 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 

1-3-10  -3) 비록 우주의 창조자에 관한 어떤 것을 알고있긴해도, 플라톤주의자들은 

선한 또는 나쁜 천사들에게 신성한 영예를 줌에 의해, 신의 진실한 경배를 오해했다

는 것.  

1-3-10-4) 희생번제는 마땅에 신에게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 1-3-10-5) 그 분이 요구

하시는 것들의 드러남을 위해 [그것이] 행해질(observari)것을 원하시는 그러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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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희생 번제에 관해. 1-3-10-6) 진실하고 완전한 희생번제.  

1-3-10-7) 자신들이 아니라 진실하신 신 한 분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거룩헌 천사

들더러 바라도록 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사랑에 관해. 1-3-10-8) 돈독한 자들의 신앙

의 확증을 위해 자신의 약속을, 천사들의 직무를 통해, 겸손하게 신이 지키셨던 기

적들에 관해. 1-3-10-9) 악마와 연결된 금지된 기교(artibus)에 관해, 그리고 플라톤주

의자 포르피리오스가 어느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느 것들을 포기한 것에 관해. 

1-3-10-10) 악마들을 불러들임에 의한 영혼의 기만적인 정화를 약속하는 [플라톤주의

자드의 신비적인] 주술에 관해. 1-3-10-11) 악마들 사이의 차이들에 관한 정보를 묻는 

아네보와의 포르피리오스 서신. 1-3-10-12) 거룩한 천사들의 직무를 통해 진실한 신

이 행한 기적들에 관해.  

1-3-10-13) 실제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들의 시야에서 생겨났을, 자주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신, 보이지 않는 신에 관해. 1-3-10-14)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의 섭리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번영과 관련 

해서도, 신 한 분이 경배되야한다는 것에 관해.  1-3-10-15) 신의 섭리(providentioe)를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직무에 관해. 1-3-10-16) 자신들에게 신성한 명예를 부여

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천사들이 영원한 삶에로의 길에 있어 신뢰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이 아니라 신을거룩하게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런 천사들이 영원한 삶에로의 길에 있어 신뢰받을 수 있는가. 1-3-10-17) 계약의 방

주에 관해, 그리고 율법과 약속이 거기에서 신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는 기적적인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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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徵標)에 관해. 1-3-10-18) 신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교육받는 기적들에 관한 교회의 

책들이 믿어져야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반대하여. 1-3-10-19) 진실한 보이지 

않는 신 한 분에게 보이는 희생번제를, 진실한 종교가 가르치는 그대로, 드림에 관

한 이유있음에 대하여.  

1-3-10-20) 신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최상의 진실한 희생번

제에 관해. 1-3-10-21) 공기의 영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 안에 거주함에 

의해서 획득한 성자들의 노력과 찬양을 위해 악마들에게 위탁된 힘에 관해. 

1-3-10-22) 성자들이 악마들에 맞서 그리고 가슴의 진실한 정화를 위해 힘을 거기로

부터 끌어들이는 그 곳. 1-3-10-23) 플라톤주의자들에 따른, 영혼의 정화를 지배하는 

원리들. 1-3-10-24) 인간의 자연을 유일하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유

일한 진실한 원리 하나에 관해. 1-3-10-25) 율법 아래서든 그리고 율법 이전이든, 모

든 성자들은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에 관한 신앙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 

1-3-10-26) 진실한 신의 고백과 악마들의 경배 사이에서 흔들리는 포르피리오스의 

약함에 관해. 1-3-10-27) 심지어 아풀레이우스의 잘못 보다 더 나쁜 포르피리오스의 

불경에 관해. 1-3-10-28) 포르피리오스는 진실한 지혜-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눈 

먼 장님이 어떻게 됐나. 1-3-10-29) 플라톤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불경 안에서 인정하

기 부끄러워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에 관해. 1-3-10-30) 플라톤주의에 관

한 포르피리오스의 수정과 변경. 1-3-10-31) 인간의 영혼은 신과 함께 영원하다고 플

라톤주의자들이 주장한 논의에 반대하여. 1-3-10-32)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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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피리오스가 발견하지 못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열어재끼는 영혼 해방의 

보편적인 길에 관해. 

 

 

 

1-3-11) 여기서부터, 땅과 하늘의 두 도시들의 기원과 역사와 예정을 고찰하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 처음에 어거스틴은 선한 천사와 나쁜 천사의 분리에 

의해, 그 두 도시들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 권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성서 창세기 시작 부분에서 기술된 그대로 세계의 창조를 고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1-3-11-1) 두 도시의 기원과 끝을 우리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저서의 이 부분에 관

해.  

1-3-11-2) 신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

떤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신에 관한 앎에 관해. 1-3-11-3) 성령에 의해 저술된 정경 

성서의 권위에 관해. 1-3-11-4) 세계(mundi)는 시작 없이 있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신이 전에 의지를 행사하지 않으셨던 것에 후에 의지를 그것에 의해 행사하시는 신

의 새로운 명령에 의해서도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1-3-11-5) 세계 이전의 시간

의 무한한 나이와 공간의 무한한 영역을 우리가 파악하려해서는 안된다는 것. 

1-3-11-6) 세계와 시간(mundi et temporum)이 양자는 시작을 지니며, 그리고 하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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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에 선행하지 않는다는 것. 1-3-11-7) 해가 있기 전에 아침과 저녁을 지닌다고 말

해지는 첫 번째 날들의 자연에 관해. 1-3-11-8) 여섯 번째 날의 작업 후, 일곱 번째 

날 신의 휴식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1-3-11-9) 천사들의 창조에 관련하여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가르치나. 

1-3-11-10) 그 안에서는 실체와 질이 동일한, 신 한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단순

한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삼위성에 관해(De simplici et incommutabili Trinitate, Patri et Filii 

et Spiritus sancti, unius Dei: cui non est aliud qualitas, aliud substantia)  

1-3-11-11) 거룩한 천사들이 자신들의 창조시부터 항상 누리는 축복에 타락한 천

사들이 관여하는지의 여부. 1-3-11-12) 아직 신성한 보상을 받지못한 정의로운 자들

의 축복과 낙원 안의 우리의 첫 부모의 축복의 비교. 1-3-11-13) 모든 천사들이 지복

(至福)의 하나의 공통 상태 안에서 그렇게 창조됐는지의 여부, 그리고 타락한 천사

들은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딘 자들

은 타락한자들의 폐허 후 그들 자신의 구원(perserverantiae)의 확증을 받아 들인다는 

것. 1-3-11-14) 마귀(diabolo)가 무엇이냐에 관한 설명.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므

로, 그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1-3-11-15) ‘마귀는 시작부터 죄 범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3-11-16) 그들의 유용성(utilitatis)에 의해, 

또는 존재의 정도(ordo rationis)에 따라 평가되는, 피조물들의 서열들과 차이들. 

1-3-11-17) 사악한 자들의 결점은 비 자연적이라는 것, 그러나 자연에 반대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원을 창조자 안에서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안에서 지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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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1-3-11-18) 신의 포고에 의해서, 반대들의 대립에 의해서(ex contrariorum 

oppositione), 점 점 더 빛나는 우주의 아름다움에 관해. 1-3-11-19) ‘신은 빛을 어두움

과 나누었다’는 말씀에 의해 우리가, 그럴듯하게,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가. 1-3-11-20) 

빛과 어둠의 분리에 잇따르는 말씀, ‘신은 빛을 보고 그것이 좋음을 봤다’ 1-3-11-21) 

그 분이 만드신 모든 것은 현실적인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의도(고안) 안에

서 그것에 의해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의 영원하고 변치않는 앎과 의지에 관해. 

1-3-11-22) 선한 창조주의 선한 창조의 부분들인 어떤 것들을 시인하지 않는, 그리고 

자연적인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관해. 1-3-11-23) 오리게네스의 교의가 포함

하는 잘못들에 관해.  

1-3-11-24) 신성한 삼위성에 관해, 그리고 그 작품들 곳 곳에 흩어진 삼위성의 임

재의 지시에 관해. 1-3-11-25) 철학을 세 분과로 나눔에 관해. 1-3-11-26) 인간의 자연 

안에 심지어 그 현재의 상태 안의 어떤 부류로 우리가 발견하는 최상의 삼위성의 

모상(imagine)에 관해. 1-3-11-27) 그것의 존재와 앎(essentia et scientia)에 관해, 그리고 

그 양자의 사랑에 관해. 1-3-11-28) 우리는 신성한 삼위성의 모상을 보다 더 가깝게 

닮기 위해, 그것에 관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앎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그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의 여부.  1-3-11-29) 거룩한 천사들이 그것에 의해 신의 본

질에 있어서의 신을 아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술가의 작품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기 

전에, 그 저자의 예술 안에서 그의 작품들의 원인을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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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앎에 관해.  

1-3-11-30)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숫자들 중 첫 번째 것인 6 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에 관해. 1-3-11-31) 완전함과 휴식이 그 안에서 공포되는 일곱 번째 

날에 관해. 1-3-11-32) 세계 이전에 천사들이 창조됐다는 의견에 관해. 1-3-11-33)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름에 의해 적절하게 가리켜지는, 천사들의 다른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공동체에 관해. 1-3-11-34) 불꽃에 의한 물의 분리가 말해지는 곳에 천사들이 

있다는 관념에 관해, 그리고 물은 창조되지 않는다는 관념에 관해. 

1-3-12)  [순환 역사관의 반박]어거스틴은 먼저 천사들에 관한 두 가지 탐구를 시

작한다. 즉 어떤 것에는 선한 의지가 또는 다른 것들에는 악한 의지가 언제부터 있

게되는가. 그리고 선한 것들의 축복과 악한 것들의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어 

그는 사람의 창조를 다룬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부터 있는 것이아니라 창조된 것이

며, 그리고 신 이외의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창조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1-3-12-1) 선한 그리고 나쁜, 천사들의 자연은 동일하다는 것.  

1-3-12-2) 신성한 것에 대립(contrarium)되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 있지않는 

것은 최상으로 그리고 항상 있는 그 분에 전체적으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라는 것.(Nullam essentiam Deo esse contrariam, quia ab eo qui summe est et semper est, hoc 

totum vedetur diversum esse quod non est.)  

1-3-12-3) 신의 적들은 자연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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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그것이 적들에 상처를 입히듯이, 선한 자연에 상처를 입히는데, 왜냐하면 

만약 악덕이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1-3-12-4) 자기 자신들의 종류와 질서 안에서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는, 

비 이성적인 그리고 생명없는 피조물들의 자연에 관해. 1-3-12-5) 각기 종류와 서열

의 모든 자연 안에서, 신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 1-3-12-6) 선한 천사들의 축복의 원

인과 그리고 사악한 천사들의 저주의 원인은 무엇이냐는 것. 1-3-12-7) 우리는 나쁜 

의지의 효과적인 어떤 원인을 발견하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 1-3-12-8) 의지가 

변치않는 선으로부터 변하는 선에로 향하면서 그 방향이 잘못 틀어진 사랑에 관해. 

1-3-12-9) 신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천사들

은 사랑으로 자신들에게 스며드는 성령에 의해서 그 분으로부터 자신들의 선한 의

지를 받아들이는 지의 여부에 관해.  

1-3-12-10) 수천년 동안 세계의 과거에 배정된 역사의 거짓에 관해. 1-3-13-11) 이 

세계는 실로 영원하지 않지만, 무수한 세계들이 있거나 또는 동일한 세계가 영원히 

자신의 요소들로 해체되고 그리고 고정된 주기들의 끝에 다시 새로워 진다고 가정

하는 자들에 관해. 1-3-13-12) 그 최근의 날 수[우주의 짧은 나이]로 말미암아 사람의 

창조의 결점을 발견하는 자들에 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1-3-13-13) 고정된 주

기 후에 처음과 동일한 질서와 형식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돌아 온다고 어떤 철학

자들이 믿는 나이의 대변혁에 관해(De revolutione soeculorum).  

1-3-13-14) 시간 안에서의 인류의 창조에 관해. 그리고 이것이 신 쪽에서의 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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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안(기획) 또는 변화 없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1-3-13-15) 항상 우리의 

군주이신 것처럼, 신은 항상 자신의 주권을 피조물에게 행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피조물은 항상 있지만 그것은 함께 영원하지는 않다

고 우리는 무슨 뜻에서 말하는가. 1-3-13-16) ‘영원한 시간’ 이전에 발설된, 신의 영생

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3-13-17) 있었던 그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순환주기로 신의 활동들은 영원히 

반복한다는 것을 이유있게 견지하는 자들에 반대하여, 신의 변하지않는 조언과 의

지에 관련된 건전한 신앙에 의한 무슨 방어가 만들어지는가. 1-3-13-18) 무한한 것들

은 신의 앎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반대하여. 1-3-13-19) 끝없는 

세계들에 관해, 또는 시대들의 시대들에 관해(De soeculis soeculorum). 1-3-13-20) 진실

하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영혼들은 그렇지만 두고 두고 이러한 주기적인 대변혁

들 안의 노동과 비극으로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불경에 관해.  

1-3-13-21) 처음에는 단지 창조된 개별자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 안에

서 인류는 창조됐다는 것. 1-3-13-22) 첫 사람을 죄를 범할 것이라는 것을 신은 미리 

아셨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신은 금으로된 자들의 무리가 그의 은총에 의해서 천사

들의 친구로 어느 크기로 전환될 것인지를 미리 보았다. 1-3-13-23) 신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혼의 자연에 관해.. 1-3-13-24) 천사들이 어떤 것의, 심지어 가장 늦은 

피조물의 창조자들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1-3-13-25) 그것의 자연

이든 형상이든, 오직 신만이 각기 종류의 피조물의 창조자이라는 것. 1-3-13-26) 천사

- 41 - 



들 자신들은 실로 신에 의해 창조됐지만, 그 이후 그들은 사람의 몸을 창조했다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의견에 관해. 1-3-13-27) 인류의 전체 충분함이 첫 사람 안에 함유

됐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신은 영예로워지고 보상받는, 그리고 비난받고 처벌받

는 그것의 몫을 보셨다는 것,  

 

 

 

1-3-13) 이 권에서는 죽음은 형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기원은 아담의 죄 안

에 있다는 것이 가르쳐진다. 

 

1-3-13-1) 멸함이 그것을 통해 발생했던, 첫 인간의 타락에 관해. 1-3-13-2) 불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에 관해, 그리고 몸이 그것에 예속되는 바

로 그러한 것에 관해. 1-3-13-3) 우리의 첫 부모들의 죄에 의해 모든 인간들에게 흘러 

들어 온 죽음이, 심지어 선한 자들에게 조차, 죄의 처벌인지의 여부. 1-3-13-4) 죄의 

처벌, 거듭남의 은총에 의해 죄 사함을 입은 자들로부터 죽음이 왜 물러나지 않는가. 

1-3-13-5) 사악한 자들은 선한 율법을 나쁘게 쓰지만, 선한 자들은 나쁜 사망을 선하

게 쓴다. 1-3-13-6) 영혼과 몸의 분리로 간주된, 죽임 일반의 악에 관해. 1-3-13-7) 세례

-받지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때문에 겪는 죽음에 관해. 1-3-13-8) 진리 때

문에 첫 죽임을 당한 성자들은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는 자유롭다는 것. 1-3-13-9)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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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그 안에서 멎는 죽음의 순간은 죽어가는 자들 안에서(in morientibus)발생한다과 

우리는 말해야하는가, 아니면 죽음 안에서(in mortuis) 발생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1-3-13-10) 삶 보다는 오히려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멸할 것들의  삶에 관해. 

1-3-13-11) 어떤 것이 살면서 동시에 죽을 수 있는 지의 여부. 1-3-13-12) 만약 자신의 

명령에 불복하면 죽을 것이라고 우리의 첫 부모를 신이 위협하셨을 때, 신이 의도하

신 죽음은 무엇인가. 1-3-13-13) 우리의 첫 부모들의 위반의 첫 처벌은 무엇이었나. 

1-3-13-14) 무슨 상태로 사람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나. 그리고 무슨 상태로 그는 자

기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 타락했나. 1-3-13-15) 신이 그를 버리기 전에, 아담은 

자신의 죄 안에서 신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신으로부터의 그의 타락은 그 영혼의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 1-3-13-16) 몸과 영혼의 분리가 형벌은 아니라고 생각한 철

학자들에 관해. 비록 자신들의 몸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열등한 신들에게 

보장해 줌으로서 플라톤은 최상의 신성을 제시하기는 해도 말이다. 1-3-13-17) 땅의 

몸들은 썩어지지않거나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자들에 반대하여. 1-3-13-18) 

땅의 것들은 무엇이든 자신의 자연적인 무게에 의해 땅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하늘

의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철학자들이 인정한 땅의 몸들에 관해.  1-3-13-19) 

만약 그들이 죄짓지 않았다면, 원시적인 사람들은 불멸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않

는 자들에 반대하여.  

1-3-13-20)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는 살은 우리의 첫 부모들의 살의 영향을 입지

않는 완전한 것으로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 1-3-13-21) 실제적인 장소에 관련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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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역사적인 진리를 희생시킴이 없이 영적인 감각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낙원에 

관해. 1-3-13-22) 부활 후에 성자들의 몸들은 영적일 것이지만, 살이 영(靈)으로 변하

지 않는다는 것. 1-3-13-23) 동물적인 몸과 영적인 몸에 의해 우리가 무엇을 이해 할 

수 있는가. 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에 관

해. 1-3-13-24) 그것에 의해 ‘첫 사람이 산 영혼으로 된’ 신의 숨(호흡)을, 그리고 ‘그

대들이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그것에 의해 자신의 영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한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3-14) 어거스틴은 다시 첫 사람의 죄를 다룬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육적인 

삶과 타락한 정서들의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특별히 그는 욕정이 수반하는 부끄러

움은 그러한 불복종의 정당한 처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만약 죄짓지 않았

더라면, 사람이 어떻게 욕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종류를 증식시킬 수 있었을지에 

대해 탐구한다. 

 

1-3-14-1) 신의 은총이 여럿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첫 사람의 불복종은 모든 사람

들을 두 번째 죽음의 끝없는 비극으로 뛰어들게 했을 것이라는 것.  

1-3-14-2) 단지 몸의 탐닉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적 인간의 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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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야 하는 육신적인 삶에 관하여. 1-3-14-3) 죄는 살을

(ex carne) 그 원인으로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 원인으로 지닌다는 것, 그리

고 죄로부터 발생되는 부패는 죄가 아니라 죄의 처벌이라는 것. 1-3-14-4) 인간을 따

라 사는 것은 무엇이며, 신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가. 1-3-14-5) 몸과 영혼의 자연

에 관계된 플라톤주의자들의 의견은 마니교도들의 그것처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의견은 악덕의 기원을 살의 자연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

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 1-3-14-6) 영혼의 정서(affectiones)를 옳게 또는 그르게 만드

는 인간 의지의 특성에 관해. 1-3-14-7) 사랑과 선택(amorem et dilectionem) 이라는 말

들은 성서에서 선한 그리고 나쁜 정서에 무차별적으로 쓰여진다. 1-3-14-8) 지혜로운 

사람과 관련하여, 사람의 마음이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탄식 또는 슬픔을 스토아 학

더러 제거하게 한 세 가지 동요(혼동). 1-3-14-9) 올바른 자들의 영혼 안에서 올바른 

정서들로서 나타나는 영혼의 동요(perturbationes)들에 관해. 1-3-14-10)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첫 부모가 낙원에서 모든 동요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의 여부. 1-3-14-11) 그 

자연이 선하게 창조된, 그리고 단지 그것의 저자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첫 번

째 사람의 타락에 관해. 1-3-14-12) 사람의 첫 번째 죄의 자연에 관해. 1-3-14-13) 아담

의 의지 안에서는 나쁜 의지가 나쁜 행위에 선행한다는 것(quod in proeva- ricaione 

Adoe ad opus malum voluntas paoecessit mala.) 1-3-14-14) 죄 그 자체 보다 나쁜, 죄의 자

존심에 관해. 1-3-14-15) 우리들의 첫 부모가 자신들의 불복종 때문에 당한 처벌의 

정당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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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16) 정욕의 악에 관해, 많은 악덕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성적인 불결에 

적절한 낱말[인 정욕의 악]에 관해. 1-3-14-17) 자신들의 근본적인 그리고 부끄러운 

죄 후에 봤던, 우리의 첫 부모들의 벌거벗음에 관해. 1-3-14-18) 모든 성적인 교섭에 

나타나는 부끄러움에 관해. 1-3-14-19) 사람이 죄짓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혜의 영

향을 통해 화와 정욕을 억누르는 것이 이제는 필연적이라는 것. 1-3-14-20) 키닉 학

파의 어리석은 짐승선호. 1-3-14-21) 사람의 위반은 죄짓기 전에 사람에게 선언된 다

산성의 축복을 무효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욕의 병에 전염되도록 했다는 것. 

1-3-14-22) 본디 신에 의해 마련되고 축복된 결혼에 의한 융합. 1-3-14-23) 사람이 죄

짓지 않았더라면, 후손(generandum)이 심지어 낙원에서조차 생겨나지 않았을가, 아니

면 순결과 욕정 사이의 어떤 다툼이 거기에서 있지 않았을까. 1-3-14-24) 만약 사람

들이 낙원에서 순진무구하게 남아있었고 그리고 순종했다면, 번식기관은 다른 (기관

들)과 마찬가지로 의지에 예속됐을 것이라는 것. 1-3-14-25) 이 현재의 삶이 누릴 수 

없는 진실한 축복에 관해. 1-3-14-26) 낙원에서 우리의 첫 부모는 (얼굴이) 붉어짐 없

이 후손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 1-3-14-27) 죄지은 천사

들과 사람들에 관해. 그리고 이들의 사악함이 신의 섭리의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다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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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앞 선 네 권들에서 하늘과 땅의 두 도시 기원을 다룬 후에, 어거스틴은 잇

따르는 네 권들에서 그것들의 성장과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그

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신성한 역사(sacrae historiae)의 주요한 과정을 설명한

다. 여기 십 오 권에서 그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대 홍수에 이르기까지 창세

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설명함에 의해 자신의 저서의 이 부분을 열어재낀다. 

 

1-3-15-1)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누어지는 인류의 두 라인에 관해(de duobus 

ordinibus). 

1-3-15-2) 살의 아이들과 약속의 아이들에 관해. 1-3-15-3) 사라의 불임은 신의 은총

에 의해 임신으로 바뀌었다는 것. 1-3-15-4) 땅의 도시의 충돌과 평화. 1-3-15-5) 땅의 

도시의 설립자의 형제살해 행위와 로마의 설립자의 그에 상응하는 범죄. 1-3-15-6) 

심지어 신의 도시의 세속들(cives civitatis Dei) 조차 이 땅의 순례 동안에는 죄의 처벌

을 겪어야 하는 연약함에 관해, 그리고 이들은 신의 돌봄에 의해 치료된다는 것에 

관해. 1-3-15-7) 심지어 신의 말씀 조차 복종시킬 수 없는 카인의 범죄와 그의 완고함

에 관해. 1-3-15-8) 인류 역사의 초기에 그렇게 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카인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1-3-15-9) 노아 대홍수 이전의 긴 수명과 보다 큰 몸채. 1-3-15-10) 히브리 수고(手

稿) 기록자들과 우리 자신들에 의해 주어진, 노아 대홍수 이전의 나 이의 다른 계산

법에 관해. 1-3-15-11) 대홍수를 14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무드셀라의 나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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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3-15-12) 이런 원시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고 기골이 장대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의견에 관해. 1-3-15-13) 연 수 계산에 있어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따라야 하는지 또는 70인역을 따라야하는지의 여부. 1-3-15-14) 고대의 연수(年數)는 

우리 시대의 것과 동일한 길이였다는 것.  

1-3-15-15) 아이들을 낳은 날짜가 기록되기 전까지 원시인들은 성적인 교섭을 하

지 않았다는 것이 믿을만한지의 여부. 1-3-15-16) 현재의 법이 가장 초기 시대의 사

람들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과 관련지워진, 친족들 사이의 결혼. 1-3-15-17) 하나의 선

조로부터 유래하는 두 아버지와 지도자들에 관해. 1-3-15-18) 아벨 셈 에녹이 그리스

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Christum et corpus ejus, id est Ecclesiam)에 대해 지니는 의

의. 1-3-15-19) 에녹의 변형의 의의. 1-3-15-20) 카인 계통은 8 번째 세대에서 끝난 반

면, 비록 동일한 아버지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는 해도, 노아는 그로부터 10 

번째 세대에 어떻게 이르렀는가. 1-3-15-21)  에녹이라고 이름지어진 카인의 아들의 

계보는 대홍수까지 이어지는 반면, 셈의 아들, 에녹의 언급에 따른 이야기는 다시 

사람의 창조로 되돌아가는 것은 왜인가. 1-3-15-22) 사람의 딸들에 의해 유혹당한 신

의 아들들의 타락에 관해.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8 명을 제외하고는 대홍수 때 공

과(功過)에 따라 당연히 사라졌다. 1-3-15-23) 영적인 실체들인 천사들이 여인들의 아

름다움때문에 사랑에빠져 그들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연결로부터 거

인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지의 여부. 1-3-15-24) ‘그들의 날수가 

120 년이리라’고 홍수 때 사라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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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해야 하나. 1-3-14-25) 자신의 마음을 흥분시키지도 않고 자신의 변함없는 평

정을 혼란시키지도 않는, 신의 그 천사에 관해.  

1-3-14-26) 그리스도와 교회를 각기 측면에서 나타내도록 노아의 방주는 질서지워

졌다는 것. 1-3-14-27) 방주와 대 홍수에 관해. 그리고 비유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단

순한 역사로 받아들이는 자들에도, 비유적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에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1-3-16) 처음부터 12 장까지의 이 권 앞 부분에서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땅

과 하늘 두 도시의 발전과정이 성서로부터 드러난다. 그리고 이 권 뒷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까지의, 단지 하늘 도시 만의 발전과정이 그 주

제이다. 

 

1-3-16-1) 대홍수 이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신에 따라 살았던 어느 가족이 발

견될 수 있는지의 여부. 1-3-16-2) 노아의 아들들 안에서 예언적으로 무엇이 묘사되

는가. 1-3-16-3) 노아의 세 아들들의 세대들.  

1-3-16-4) 언어의 다양성에 관해. 그리고 바빌론의 설립에 관해. 1-3-16-5) 그 도시

의 건축가들의 언어들을 혼란시키기위한 신의 강림(降臨)에 관해. 1-3-16-6) 천사들에

게 신이 말함에 의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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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7) 대홍수를 통해 방주 안에서 보존된 동물들로부터 자신들의 동물계보를 

심지어 가장 먼 섬들조차 받아들이는 지의 여부. 1-3-16-8) 아담 또는 노아의 아들들

의 혈통으로부터 어떤 괴기한 인류가 파생되는 지의 여부. 1-3-16-9) 정 반대의 것들

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지의 여부. 1-3-16-10)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일련의 신의 도

시가 그 안에서 보존되는 셈의 계보. 

1-3-16-11) 사람들 사이에 쓰여진 근본 언어가 그 이후로 히브리어로 불리워졌다

는 것. 방언의 융합이 일어났을 때 그의 가족은  Heber(히브리어?)안에서 보존됐[다

는 것]  

1-3-16-12) 거룩한 연이어짐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기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아브

라함의 삶안의 시대. 1-3-16-13) 칼데아 사람들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가는 테

라의 이민 논의에 있어, 왜 그의 아들 나호르에 관한 언급은 없는가. 1-3-16-14) 자신

의 생애를 하란에서 마쳤던, 테라의 연수들에 관해. 1-3-16-15) 신의 명령에 따라 하

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이주 시대에 관해. 1-3-16-16)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졌던 

신의 약속의 질서와 자연. 1-3-16-17) 그 중의 하나가 앗시리아이며, 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주 두드러졌던, 국가들의 가장 유명한 세 왕국에 관해. 1-3-16-18) 아

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안에서 가나안 땅을 신께서 약속하셨던, 아브

라함에게로 향하는 신의 거듭되는 말 건넴. 1-3-16-19)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아

니라 자매라고 불렀을 때, 이집트에서의 사라 순결의 신성한 보전에 관해. 1-3-16-20) 

인정을 깨트림없이 동의했던, 롯과 아브라함의 갈라짐. 1-3-16-21) 아브라함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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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에게 영원히 가나안 땅을 보장했던, 신의 세 번째 약속에 관해. 1-3-16-22) 롯

을 포로상태로 남겨두고 떠났던 그리고 예언자 멜기세덱에 의해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의 적들을 극복한 것에 관해.  

1-3-16-23) 아브라함의 융성이 별들의 무리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것에 의해 아

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에 관해. 아직 무할례였지만 정의롭다고 

그가 선언당함을 믿는 것에 관해. 1-3-16-24) 믿었던 것에 관해 가르쳐져야 한다고 

탄원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명해졌던 희생번제의 의미에 관해. 1-3-16-25) 

사라의 하녀 하갈에 관해. 하갈 자신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길 바랬다. 1-3-16-26) 이

제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에 의해 보장한 신의 증거에 관해. 그리고 불임의 사라에 

의한 아들에 관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국가의 아버지로 지명하고 그리고 할례 성

사(聖事)에 의한 약속 안에서 그의 신앙을 확증하신 것. 1-3-16-27) 만약 8 일 안에 

할례 받지 못한다면, 신과의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려야 했던 

남성에 관해. 1-3-16-28) 한 쪽의 불임 그리고 다른 한 쪽의 노년(老年) 때문에 임신

할 수 없었을 때 다산(多産)의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변화에 관해.  

1-3-16-29) 마므레의 오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들 안에서 주님이 관

계하신, 세 사람 또는 천사에 관해. 1-3-16-30) 롯의 소돔 떠남과 하늘로부터 불에 의

한 태움에 관해. 그리고 그의 욕정이 사라의 순결을 범치않는 아비멜렉에 관해. 

1-3-16-31) 부모 양 측의 비웃음 때문에 주어진 이름인,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에 

관해. 1-3-16-32) 희생번제에 의해 증명된 아브라함의 복종과 신앙에 관해. 희생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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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그의 아들에 관해. 사라의 죽음에 관해.  

1-3-16-33) 이삭이 아내로 취했던, 나오미의 손녀, 리브가에 관해. 1-3-16-34) 사라의 

죽음 후에 아브라함이 케투라와 결혼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1-3-16-35) 자신들의 어

머니 리브가의 자궁에서도 여전히 싸웠던 쌍둥이에 관한 신성한 대답은 무엇을 가

리키는가. 1-3-16-36)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을 사랑하면서, 이삭이 

받아들인 신탁과 축복에 관해. 1-3-16-37) 에서와 야곱 안에서 신비적으로 예시된 것

들에 관해. 1-3-16-38)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야곱의 사명에 관해. 그리

고 도중에 꿈 속에서 야곱이 보았던 비젼에 관해. 그리고 아내 하나를 취하려 했을 

때 그가 네 명의 여인을 획득한 것에 관해. 1-3-16-39) 야곱이 왜 마찬가지로 이스라

엘이라 불리워진 이유. 1-3-16-40) 언급된 자들의 대부분이 후 대에 태어났던, 일흔 

다섯 영혼들과 함께 야곱은 애굽으로 갔다고 어떻게 말해지는가. 1-3-16-41) 유대에

서 자신의 아들에게 야곱이 했던 축복. 1-3-16-42) 예언적으로 요셉의 손들이 바뀌면

서, 야곱이 축복했던, 요셉의 아들들에 관해.  

1-3-16-43)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들에 관해. 사사(士師)들에 관해. 그 

이후 왕들에 관해. 사울이 첫 번째 였으나 맹세와 자질 이 양자에 의해 주요한 자로 

간주되야 하는 그 자에 관해. 

 

 

1-3-17) 이 권에서 신의 도시의 역사는 사무엘에서 다윗까지, 심지어 그리스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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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왕들과 예언자들의 기간 동안 더듬어진다. 그리고 열왕기상·하와 시편과 솔로

몬의 그것들에서 기록된 예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de christo et Ecclesia)해석

된다. 

 

1-3-17-1) 예언 시대에 관해. 1-3-17-2) 심지어 육적인 이스라엘이 얻었던, 가나안 

땅과 관련된 신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시간. 1-3-17-3) 지금 땅의 예루살렘에게,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다시 이 양자에게 지시된, 예언들의 세 겹 의미들에 

관해. 1-3-17-4) 이스라엘 왕국과 사제임의 예시된 변화에 관하여.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교회를 인격화하면서(personam gernes Ecclesioe), 예언했던 것들에 관

해. 1-3-17-5) 아론에 따라 임명된 사제에서 퇴임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신의 사람이 

영에 의해 엘리 제사장에 말했던 것들에 관해. 1-3-17-6) 비록 영원히 확립되는 것으

로 약속됐지만, 계속 이어지지 않았던,  유대 사제임과 왕국에 관해. 그래서 영원성

이 보장되는 다른 것들이 이해되야한다는 것. 1-3-17-7) 영적인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분리가 그것에 의해 예시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단절에 관해. 1-3-17-8) 

솔로몬에게서 현명하게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충분하게 수행

된, 다윗 아들 안에서 다윗에게 행해진 약속에 관해. 1-3-17-9) 시편 89 편에서의 그

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사무엘서 나단의 예언에서 약속된 것들과 얼마나 비슷한가. 

1-3-17-10) 땅의 예루살렘의 왕국에 있어서의 행위들은 신이 약속했던 행위들과 얼

마나 찿이나는가. 그래서 약속된 진리는 다른 왕과 왕국의 영광에 속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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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11) 살에 관한 신의 상정(想定)을 통해서, 그에게만 지옥으로부터의 자신의 영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백성의 실체에 

관해. 1-3-17-12) ‘ 주여, 그대의 오랜 동정(同情)이 어디에 있는가? ’ 라고 그가 시편에

서 말할 때, 그 약속들을 위한 탄원이 그에게 속한다고 이해되야 하는 인격에 관해

(ad quorum personam). 1-3-17-13) 이 약속된 평화의 진리는 솔로몬 시대 이후의 자들 

탓으로 돌려졌는지의 여부. 1-3-17-14) 시편들에 관한 다윗의 관심에 관해. 1-3-17-15)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해 시편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 저서의 택스트에서 취

해져야 하는 지의 여부. 1-3-17-16) 공개적으로든 열열하게든 시편 45 편에서 말해진,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속하는 것들에 관해. 1-3-17-17) 그리스도의 사제임과 관련된 

시편 110 편 안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시편 22 편 안의 그러한 것들

에 관해. 1-3-17-18)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된 시편 3, 41, 68 편에 관해. 1-3-17-19) 

유대인의 완고한 불신앙이 선포된 시편 69 편에 관해. 1-3-17-20) 다윗 지배과 장점

에 관해.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해. 그리고 그에 의해 쓰여진 것들과 연결되

는 책들 안에서든, 또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것들인 책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

도와 관련되는 예언 그것[에 관해]. 1-3-17-21) 유다와 이스라엘 이 양 쪽에서의 솔로

몬 이후 왕들에 관해. 1-3-17-22) 우상 숭배의 불경에 의해서 자신 아래 놓여진 백성

들로 하여금 신성을 모독하게 했던 여로보암에 관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께서

는 예언을 불러 일으키기를 멈추지 아니하셨으며, 우상 숭배의 범죄로부터 많은 자

들을 보호하셨다. 1-3-17-23) 다른 시대에 양 쪽 백성이 포로로 되기 까지,  양 쪽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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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 왕국들의 다양한 조건들에 관해. 그 이후로 유다는 결국 로마인들의 힘에 예속

됐던 그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 1-3-17-24) 유대인들 중에서 마지막인, 또

는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대에 관해 기록한 예언자들에 관해. 

 

 

 

1-3-18) 어거스틴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세계의 끝까지에 이르는 땅의 도시와 하

늘의 도시가 나란히 같이 발전하는 과정을 더듬는다. 무당들(sibyls)에 의해 발설된 

것들과 그리고 로마 건립 이후 썼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와 그 계승자들 

등, 신성한 예언자들의 것들 이 양자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탁들에 대한 암시. 

 

1-3-18-1) 17 권들에서 논의됐던 구원자의 시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들에 관해.  

1-3-18-2) 아브라함의 흥기(興起)로부터 계산하여, 성자들의 시대와 일치하는 땅의 

도시들의 왕들과 시대들에 관해. 1-3-18-3) 약속에따라, 아브라함이 백살되던 해 아르

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던 때. 그리고 쌍둥이 리브가의 에서와 야곱이 60 세에 이

삭에게서 태어났을 때, 시온과 앗시리아를 무슨 왕들이 지배했나. 1-3-18-4)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시대에 관해. 1-3-18-5) 애굽인들이 세라피스라고 불렀고, 신성한 

명예로 경배했던 아르고스의 아피스 왕에 관해. 1-3-18-6)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아르고스와 앗시리아의 왕들은 누구였나. 1-3-18-7)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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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들은 누구였나. 1-3-18-8)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들은 누구였나. 그리고 무슨 신들

이 경배되기 시작했나. 1-3-18-9) 아테네 시는 언제 건립됐나.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바로는 그 시의 이름을 배정했나. 1-3-18-10) 바로는 아레오파구스 용어에 관해, 그리

고 데우칼리온의 홍수에 관해 무엇을 기록했나. 1-3-18-11) 모세는 언제 백성을 애굽

에서 이끌어냈나. 그리고 그의 계승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왕들은 누구

였나. 1-3-18-12)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탈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간에 그리이스 왕들에 의해 제정된 거짓 신들의 의례에 관해. 

1-3-18-13) 사사(士師)들이 히브리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우화들이 만들

어졌나. 1-3-18-14) 신학적인 시인들에 관해. 1-3-18-15) 사루투스의 아들 피쿠스가 자

신의 아버지의 라우렌툼 왕국을 처음 계승했을 때, 아르고스의 왕국의 몰락에 관해. 

1-3-18-16) 트로이의 파괴 후 신들의 반열에 놓였지만, 그의 동료들은 새들로 변했다

고 말해지는, 디오메데스에 관해. 1-3-18-17) 바로는 사람들의 믿겨지지않는 변형에 

관해 무슨 말을 했나. 1-3-18-18) 악마의 기교에 의해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

이는 그 변형에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1-3-18-19) 랍돈 유다가 히브

리인들을 지배했을 때 아이네아스가 이태리로 들어 왔다는 것. 1-3-18-20) 유대 시대  

이 후 이스라엘들 사이에서의 일련의 왕들의 계승에 관해. 1-3-18-21) 아이네아스와 

아벤티누스가 그들의 신들로 되었던 첫 번째와 열두 번째, 라티움의 왕들에 관해. 

1-3-18-22) 히스기야가 유다를 지배했을 적, 앗시리아 왕국이 소멸했을 때 로마는 건

국됐다는 것. 1-3-18-23) 다른 무당들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많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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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래했다고 알려진, 에이트라이안 무당에 관해. 1-3-18-24) 일곱현인들은 이스라엘

이라 불리워진 열 부족이 칼데안들에 의해 포로로 잡혔을 때 로물루스의 시대에 융

성했다는 것, 그리고 죽었을 때 로물루스는 그에게 부여된 신성한 영예를 지녔다는 

것. 1-3-18-25)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가 로마인들을 지배했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

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그 성전이 파괴됐을 적의 히브리인들을 지배했을 때, 무슨 

철학자들이 유명했나. 1-3-18-26) 70 년이 다 차, 유대인들의 (바빌론의) 유수가 끝났을 

때,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은 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  

1-3-18-27) 그들의 신탁들이 책들 안에 포함된, 그리고로마 왕국이 시작되고 앗시

리아 왕국이 끝났을 때 이방인들의 부르심에 관한 많은 것들을 노래했던, 예언자들

의 시대에 관해. 1-3-18-28)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는 

많은 것들. 1-3-18-29)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한 무엇들이 이사야에 의해 예언됐나. 

1-3-18-30) 미가, 요나, 요엘이 신약에 일치하는 무슨 예언을 했나. 1-3-18-31) 오바댜

와 나훔과 하박국 안에서의, 그리스토를 통한 세계 구원에 관한 예언들에 관해. 

1-3-18-32)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 안에 포함된 예언에 관해. 1-3-18-33) 그리스도와 국

가들의 부르심에 관련하여 전에, 예언적인 영(靈)에 의해, 에레미야와 제파니야가 말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1-3-18-34) 위대한 다른 두 예언자,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에 

관해. 1-3-18-35)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등 세 예언자들의 예언에 관해. 1-3-18-36) 

에스드라에 관해 그리고 마카베의 책들에 관해.  

1-3-18-37) 예언 기록들은 이방 철학의 어떤 토대 보다 훨씬 오래된 토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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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38) 진실한 것들 대신에 거짓 것들인 그것들을 통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정경은 그것들의 아주 오래 됨에 근거에서 어떤 저술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1-3-18-39) 그러한 언어가 항상 소유했떤 히브리어 저술 특성들에 관하

여. 1-3-18-40) 자신들의 학문이 수 천 년 오래됐다고 하는, 이집트 인들의 아주 정직

하지 못한 허영에 관하여. 1-3-18-41) 철학 의견의 불일치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에 

의해 정경으로 견지된 성사들의 일치에 관하여. 1-3-18-42) 신의 섭리의 무슨 분배에 

의해, 구약성서들이 모든 국가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그 구약 성서들이 히브리

어에서 그리이스어로 번역됐나. 1-3-18-43) 히브리어 원본의 영예를 보존하면서, 모든 

번역들 보다 선호되는 70 인역의 권위에 관해. 1-3-18-44) 그 히브리어 원본에서는 

40 일로 확장된 것이 70 인 역에서는 3 일로 줄어든, 니느웨 파괴 위협이 어떻게 이

해되야 하나.  

1-3-18-45) 성전 재 건축 후 유대인들은 예언자들 지니기를 그쳤다는 것, 그리고 

그 때부터 그리스도 탄생 전까지, 다른 성전의 건축이 예언적인 소리들에 의해 약속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연속적인 불행을 겪었다는 것. 1-3-18-46) 말

씀이 살(육신)로 되신, 우리의 구세주의 탄생에 관해. 그리고 예언됐던 것처럼, 모든 

국가들 사이로 유대인의 흩어짐에 관해. 1-3-18-47) 기독교 시대 전에 하늘의 도시의 

시민권(ad coelestis civitatis consortium)에 속했던 인류가 이스라엘 외부에 있었는지의 

여부. 1-3-18-48) 신의 집의 영광은 첫 번째 것의 그것 보다 더 클 것이라는 학게 예

언은 실제로 성전의 재건축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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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49) 버림받은 많은 자들이 이 세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과 거기에서 뒤섞인, 

교회의 부차별적인 증가. 1-3-18-50) 설교가들의 고난에 의해서 보다 더 유명해지고 

강력해졌던, 복음의 설교에 관해. 1-3-18-51) 카토릭 신앙은 심지어 이단과의 불일치

에의해서도 확인된다는 것. 1-3-18-52) 과거에 겪었던 열 가지 박해와 같은, 바로 이 

적(適) 그리스도의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 열 가지 박해를) 넘어서는 열 한 번

째의 다른 박해는 있지 않다고 어떤 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지

의 여부. 1-3-18-53) 마지막 박해의 숨겨진 시간에 관해. 1-3-18-54) 기독교는 365 년을 

[기껏해야] 못 넘긴다고 속이는, 이교도의 아주 어리석은 거짓말에 관해. 

 

 

 

1-3-19) 이 권에서는 땅과 하늘의 두 도시들의 끝이 논의된다. 어거스틴은 최고 

선에 관련되는 철학자들의 의견들과 그리고 어떤 행복을 여기 삶 안에서 그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들의 헛된 노력들을 다시 개괄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박하

는 동안에, 그는 평화와 행복은 하늘의 도시 또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이후에 속하는 무엇이라는 것을 종 종 보여준다. 

 

1-3-19-1)철학의 288 개 다른 분파들이 최고 선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 1-3-19-2) 분파들을 형성하는 

- 59 - 



것이 아니라, 단지 이차적인 질문들인 모든 차이들을 제거함에 의해, 바로는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들 중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주요 선의 세 가지 정의들에 

도달했나. 1-3-19-3)  주요 선에 관련되는 세 가지 주요한 의견들 중 어느 것이, 안디

오쿠스와 구 아카데미를 따르는, 바로에 따르면, 지시되야하는가. 1-3-19-4) 최고 선 

그 자체다고 주장했던, 철학자들에 반대하는, 기독인들은 최고 선과 관련하여 무엇

을 믿어야 하나.  

1-3-19-5)  비록 가장 바래어질수 있는 것이기는 해도, 많은 곤궁들에 의해서 

자주 방해받는 사회적인 삶에 관해. 1-3-19-6) 진리가 숨겨질 때의 인간 판단의 잘못

들에 관해. 1-3-19-7) 인간의 교류가 그것에 의해 금해지는, 언어의 다양성에 관해. 

1-3-19-8) 이 삶의 위험들이 우리더러 갈망하라고 다그치지 않는한, 선한 사람들의 

우정은 안전하게 성립할 수 없다. 1-3-19-9) 신들의 다수 성의 경배와 묶어지는 악마

들의 기만에 기인하는, 사람들이 이 삶에서 확신할 수 없는 거룩한 천사들의 우정에 

관해. 1-3-19-10) 이 삶의 여행을 견뎌 낸 후의 성자들에게는 보상이 준비돼있다. 

1-3-19-11) 성자들의 목적 또는 진실한 완전을 구성하는, 영원한 평화의 행복에 관해. 

1-3-19-12) 심지어 전쟁의 광포함과 사람들의 동요조차, 각기 자연이 바라는, 평화 

라는 이 하나 끝(목적)을 향해 만들어진다. 1-3-19-13) 자연이 모든 소동을 통해 보존

하는, 그리고  정당한 판단에 의해 규제되는 길로각 각 하나가 그것에 의해 도달하

는, 보편적인 평화에 관해. 1-3-19-14) 거기에서 인간 사회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자

들에 의해 섬겨지는, 하늘과 땅에서 획득되는 질서와 법칙에 관해. 1-3-19-15)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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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적절한 자유에 관해, 그리고 죄에 의해 도입되는 구속(拘束)에 관해.  사람이 

그 안에서 의지가 사악해지는 구속은, 비록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자유롭기는 

해도, 그 자신의 노예이다. 1-3-19-16) 공정한 지배에 관해. 1-3-19-17) 하늘의 도시와 

땅의 도시 사이에서, 무엇이 평화를 생산하고 무엇이 무질서를 생산하는가.  

1-3-19-18) 신 아카데미의 불활실성은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어떻게 차이나는가. 

1-3-19-19) 기독교 백성의 옷과 습관들에 관해. 1-3-19-20) 성자들은 이 삶에서 축복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 1-3-19-21) 키케로의 대화편에 나오는 스키피오의 정의들에 

상응하는 로마 공화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의 여부. 1-3-19-22) 기독인들이 섬기

는 신은 거기에만 희생번제가 드려져야 하는 진실한 신인지의 여부. 1-3-19-23) 그리

스도와 관련하여 신들의 신탁에 의해 주어진 감응들에 관한 포르피리오스의 논의. 

1-3-19-24) 로마인들과 그리고 다른 왕국들에 의한 이런 명칭들의 가정을 옹호하기 

위해, 백성과 공화정(국가)에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정의들. 1-3-19-25) 진실한 종교가 

없는 곳에는 진실한 덕들도 있지 않다는 것.  

1-3-19-26) 신과 멀어진 백성에 의해 누려지는 평화에 관해. 그리고 순례의 시간 

안의 신의 백성에 의한 그 평화에 만들어지는 쓰임새. 1-3-19-27) 신을 섬기는 자들

의 평화는 멸하는 이 삶 안에서는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다. 1-3-19-28) 사악한 자들

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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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마지막 심판에 관해, 그리고 구·신약 안에서의 그 심판에 관한 선언. 

 

1-3-20-1) 비록 신은 항상 심판하시기는해도, 그럼에도 불구하도 신의 마지막 심판

에로 우리의 관심을 이 권에서 기울이는 것은 이유있다는 것. 1-3-20-2) 비록 분별되

어질 수 없기는해도, 인간 사의 뒤얽힌 그물 안에 신의 판단이 주어진다는 것. 

1-3-20-3) 전도서 안에서, 솔로몬은 선한자들과 사악한자들에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

들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1-3-20-4) 먼저 신약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구약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에 관한 증명들이 끌려나온다. 1-3-20-5) 세계의 끝에 신성한 심판이 있

을 것이라고 구세주가 선언하는 글월들.  

1-3-20-6)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고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인가. 1-3-20-7) 두 번째 부

활과 천년[ 왕국]에 관해 요한계시록 안에는 무엇이 쓰여져있는가. 그리고 무슨 이

런 요점들이 이유있게 견지되는가. 1-3-20-8) 악마의 결박과 풀려남에 관해. 1-3-20-9) 

성자와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군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은 영

원한 왕국과 다른가. 1-3-20-10) 부활은 단지 몸들에만 속하지 영혼들에는 속하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무슨 대꾸가 주어지는가. 1-3-20-11) 세계의 끝에서 악마

가 풀려날 때, 교회를 핍박하도록 악마를 불러 일으키는 곡과 마곡에 관해(de gog et 

magog). 1-3-20-12)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루는 불이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 

처벌을 지시하는 지의 여부. 1-3-20-13) 적 그리스도의 핍박 기간이 천년 안에 [포함] 

계산되여져야 하느냐의 여부. 1-3-20-14)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의 지옥에 떠어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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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그리고 죽은 모든 자의 몸의 부활에 관한 개요. 그리고 마지막 인과응보적인 

심판에 관해. 1-3-20-15) 죽은 자들은 누구이며, 바다와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 의한 

심판을 누가 받는가. 1-3-20-16)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 1-3-20-17) 교회의 끝없는 영

광에 관해. 1-3-20-18) 마지막 심판에 관련하여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예언했나. 

1-3-20-19) 주님의 날에 선행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가서에서 무엇을 썼나. 1-3-20-20)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련하여 동일한 사도가 데살

로니가 전서에서 무엇을 가르쳤나. 1-3-20-21) 죽은 자들과 인과응보적인 심판에 관

련된 예언자 이사야의 발설들에 관해. 1-3-20-22) 선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의 처벌을 

보기위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20-23)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신의 

심판과 성자들의 왕국에 관련하여 다니엘은 무엇을 예언했나. 1-3-20-24) 세계의 끝

과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다윗의 시편으로부터의 글월들. 1-3-20-25) 마지막 심판

에 관해 말하는 말라기의 예언에 관해. 그리고 어떤 자들이 정화하는 처벌을 겪는 

순화에 관해. 1-3-20-26) 원시적인 날들과 이전의 년들에서처럼, 신을 즐거워하는 성

자들에 의해 드려지는 희생번제에 관해. 1-3-20-27) 마지막 심판의 분간하는 세력을 

선포하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분리에 관해. 1-3-20-28) 육욕적인 해석의 지옥에 

떨어질 신음소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모세의 율법은 이해되야

만 한다는 것. 1-3-20-29) 심판 전에 엘리야의 도래에 관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서의 설명에 의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 올 것이라는 것. 

1-3-20-30) 구약에서는 신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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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가리키지는 않으나 주인이신 신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의미되는 것을 말하

는 어떤 글월들로부터 분명히 그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 

 

 

 

1-3-21) 악마의 도시가 겪기에 마땅한 종말, 즉 지옥에 떨어질 자들의 영원한 심

판에 관해.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불신자들의 논의에 관해. 

 

1-3-21-1) 우리는 먼저 악마와 사귄 손실된 자들의 영원한 처벌에 관해 말하고, 그

리고 나서 성자들의 영원한 행복에 관해 말할 것을 요구하는, 논의의 순서에 관해.  

1-3-21-2) 타오르는 불에서 영원히 몸들이 계속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1-3-21-3) 살의 파괴시에 몸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끝나는지의 여부. 1-3-21-4) 불 속에

서 몸들이 소실되지 않은 채 생생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자연으로부터 증명하는 보

기들. 1-3-21-5) 이성이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진실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1-3-21-6) 모든 기적들이 자연의 생산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인간의 고

안에 기인하며 다른 것들은 디아블로의 고안에 기인한다는 것. 1-3-21-7) 기적을 믿

는 궁극적인 이성은 창조주의 전능이라는 것. 1-3-21-8) 그 자연(natura)이 알려진 대

상 안에는, 그 자연적인 속성들의 알려진 속성들의 변질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1-3-21-9) 지옥, 그리고 영원한 처벌의 자연에 관해. 1-3-21-10) 만약 물질적인 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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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옥의 불이 사악한 자들의 영들, 즉 비 물질적인 악마들을 태울 수 있는 지의 

여부. 1-3-21-11) 죄인들의 처벌은 죄들이 지속되는 것 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

이 정당한 지의 여부. 1-3-21-12) 영원한 처벌이 그것 때문에 구원자의 은총의 테두

리 이내에 있지 않는 모든 것에 기인하는, 첫 위반의 중대함에 관해. 1-3-21-13) 죽음 

후 사악한 자들의 처벌은 연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1-3-21-14) 인간 조건이 거기에 예속되는 이 삶의 일시적인 처벌에 관해. 1-3-21-15) 

우리가 그리로 가라 앉은 뿌리깊은 악들로부터 우리를 길 안에서 신의 은총이 행하

는 각기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 세계에 속한다는 것.  

1-3-21-16) 거듭나는 삶의 모든 시기로 넓혀지는, 은총의 법칙에 관해.  

1-3-21-17) 어떤 사람도 영원히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환상을 지니는 자들에 관해. 

1-3-21-18) 성자의 중재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 때 지옥 불에 던져지지 않

을 것이라는 환상을 지닌 자들에 관해. 1-3-21-19) 그리스도의 몸에 그들이 참여하는 

덕을 통해, 모든 죄인들로부터 심지어 이단자들에 이르기까지 면책을 약속하는 자

들에 관해. 1-3-21-20) 비록 후에 많은 범죄들과 이단들이 뒤 덮힐지라도, 모든 자들

에게가 아니라 카토릭으로서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이런 탐닉을 약속하는 자들에 관

해. 1-3-21-21) 신앙을 유지하는 모든 카토릭은, 심지어 비록 그들의 타락에 의해 지

옥 불에 떨어질지라도, 그들 신앙의 깊숙함 때문에 구원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들에 관해. 1-3-21-22) 자선행위와 뒤섞인 죄들은 심판의 날에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지닌 자들에 관해. 1-3-21-23) 악마의 처벌도 사악한 자들의 처벌도 영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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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지닌 자들에 반대하여. 1-3-21-24) 신의 심판에 고발된 모든 

자들은 성자들의 기도들의 덕분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지닌 자들에 

반대하여. 1-3-21-25) 이단 세례를 받은, 그리고 후에 삶의 사악함으로 타락한 자들, 

또는 카토릭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이단이나 분열주의에 빠진 자들, 또는 자신들이 

세레받은 카로릭 안에 머무르나 계속해서 부도덕하게 산 자들은 영원한 처벌의 용

서를 위한 성사(聖事)의 덕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지의 여부. 1-3-21-26) 날 때부터(in 

fundamento, 근본적으로)그리스도를 지닌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불에 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의 구원에 있어 그들은 누구에게 약속을 받을까. 1-3-21-27) 자선행위

와 더불어 수반되는 죄들은 자선행위자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믿음에 반대하여. 

 

 

 

1-3-22) 이 권은 신의 도시의 끝을, 즉, 성자들의 영원한 행복을 다룬다. 몸의 부활

에 관한 신앙이 확립되고 설명된다. 그리고 그 저서는 불멸의 영적인 몸들을 입은 

성자들이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므로서 끝난다. 

 

1-3-22-1) 천사들과 인간들의 창조에 관해.  

1-3-22-2) 신의 영원한 변치않는 의지에 관해. 1-3-22-3) 성자들의 영원한 축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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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한없는 처벌에 관해. 1-3-22-4) 인간의 땅의 몸들은 하늘의 

거주로 변형될 수 없다는 환상을 지닌 세계의 현명한 사람들에 반대하여. 1-3-22-5) 

많은 세계가 믿긴 해도, 어떤 이들이 믿기 거부하는, 살의 부활에 관해.  

1-3-22-6) 건국자 로물루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는 그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었

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 1-3-22-7)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의 신념은 신성한 힘의 결과이지, 인간 설득의 결

과가 아니라는 것. 1-3-22-8)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계가 믿

은 후로 중단되지 않는, 만들어진 기적에 관해. 1-3-22-9)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순

교자에 의해 행해진 모든 기적들은 순교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녔던 그러한 신앙

을 증언한다.  

1-3-22-10) 진실한 신이 경배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한 순교자들은 자신 스

스로를 신이라고 상정하는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악마들 보다 훨씬 더 큰 명예를 

얻을 만 하다는 것. 1-3-22-11) 요소들의 물리적인 무게로부터 땅의 몸은 하늘에 거

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주의자들에 반대하여. 1-3-22-12) 믿지않는 자들이 

살의 부활에 관한 기독인의 신앙에 대해 그와 더불어 비웃었던 칼루미네스에 반대

하여. 1-3-22-13) 만약 죽은 자들로 헤아려진다면, 낙태된 자들이 마찬가지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1-3-22-14) 성장하고 있는 몸들을 지녔던[ 죽은] 유아들이 

일어 날 것인지의 여부. 1-3-22-15) 죽은 모든 자들의 몸들이 주님의 몸과 동일한 크

기로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 1-3-22-16) 성자들은 신의 아들의 모상과 일치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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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22-17) 여인들의 몸들은 부활 때 자신들의 성(性)을 유지 

할 것인가의 여부. 1-3-22-18) 완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고 그의 몸, 곧, 

그의 충분함이 교회에 관해. 1-3-22-19) 이 삶에서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모

든 몸의 흠은, 몸의 자연스런 실체는 유지하나 그것의 질과 량는 아름다움을 생산하

기 위해 변경되면서, 부활 때 제거될 것이라는 것. 1-3-22-20) 우리 몸들의 실체는, 비

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부활 때 전적으로 다시 묶어질 것이라는 것. 1-3-22-21) 성자

들의 살이 그리로 변형될 새로운 영적인 몸에 관해. 1-3-22-22) 첫 죄를 통해 인류가 

정당하게 거기에 폭로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비극

과 나쁨들에 관해. 1-3-22-23)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 공통인 자들과 관련없이, 선

한 자들의 고역(苦役)에 특히 덧붙혀지는 이 삶의 비극들에 관해. 1-3-22-24) 비록 그 

저주가 역겨운 것이기는 해도, 창조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 삶을 채우는 축복에 관해. 

1-3-22-25) 비록, 예언됐던 것으로서, 전 세계가 믿기는 해도, 몸의 부활을 비난하는 

개별자들의 완고함에 관해. 1-3-22-26) 축복받기 위해서, 영혼들은 반드시 각기 종류

의 몸과 반드시 분리되야 한다는 포르피리오스의 의견은 최상의 신은 신들에게 그

들은 결코 그들의 몸들로부터 축출될 수 없다고 말하는 플라톤에 의해 허물어진다. 

1-3-22-27) 만약 그들이 서로에게 양보했더라면 그들 양자가 진리에로 이끌렸을, 플

라톤과포르피리오스의 외견상 모순되는 의견들에 관해. 1-3-22-28) 만약 그들이 서로

의 의견을 하나의 체계로(in unam sententiam)받아들였다면, 플라톤 또는 라베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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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바로는 부활의 진실한 신앙에 무엇을 기여했을 것인가.  

1-3-22-29) 아름다움 비젼(꿈)에 관해. 1-3-22-30) 신의 나라의 영원한 지복에 관해. 

그리고 완전한 안식일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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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사철학 논문관련 내용 개관. 

 

1-4-1)기독교에 반대되는 공허한 의견(vanae opiniones)반박. 

1-4-1-1)인간사(人間事) 번영은 다신 숭배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한 반박(1-5권) 

*)역사를 읽으면, 신들의 경배로 인하여 로마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증명

된다(1-3-2-3 ; 11, 1-3-2-18 ; 12). 

*)이상국가에서 시인을 배제하는 플라톤(1-3-2-14 ; 11). 

*)로마 공화정에 대한 키케로의 의견(1-3-2-21 ; 12), 로마 집정관(1-3-3-16 ; 13), 정의

(定義)된 로마 공화정의 실재 여부(1-3-19-21 ; 47), 백성과 공화정(국가)에 주어지는 

정의(正義)들(1-3-19-24 ; 47). 

*)폰티프 스케볼라의 세 종류의 신(1-3-4-27 ; 16), 바로의 삼겹 신학(신화, 세속신학, 

자연신학, 1-3-6-5 ; 19) 

*)운명론: 쌍둥이와 점술(1-3-5-1~8 ; 17), 리브가 자궁 안에서의 쌍둥이의 싸움

(1-3-16-35 ; 39) 

*)신의 궁극적인 섭리(1-3-5-11 ; 17) 

 

1-4-1-2)번제를 통한 다신 숭배는 내세의 삶에 쓸모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6-10권). 

*)세네카의 자유(1-3-6-10~11 ; 19) 

*)구속의 신비는 모든 시간에 주장된다(1-3-7-32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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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1-3-8-2~13 ; 22), 신은 선한 영원한 존재이다

(1-3-8-13 ; 22). 

*)세 종류의 이성적인 영혼들(1-3-8-14 ; 22), 영혼의 기만적인 정화 포르피리오스

(1-3-10-10 ; 26)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1-3-9-14~24 ; 24)이지, 악마(1-3-9-17)

는 아니다. 

*)위로부터의 조명에 관계하는 플로티누스(1-3-10-2 ; 26) 

*)그리스도 육화의 신비(1-3-10-25 ; 17, 1-3-10-29 ; 27), 말씀이 육신으로 된 그리스

도의 탄생(1-3-18-46 ; 45) 

 

1-4-2)신의 나라와 세계(mundi)의 나라 

1-4-2-1)두 나라의 기원(11-14권) 

*)신의 섭리로 인한 경배(1-3-10-14 ; 26), 신의 섭리를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직무(1-3-10-15 ; 26) 

*)육화의 신비는 신앙에 의해 정당화된다(1-3-10-25 ; 26), 플라톤주의자들은 그리스

도의 육화를 인정하기 부끄러워한다(1-3-10-29 ; 27) 

*)영혼의 정화에 관한 플라톤주의자들의 원리(1-3-10-23 ; 27), 정화의 유일한 원리

(1-3-10-24 ; 27), 은총에 의한 영혼의 해방(1-3-10-29 ; 27).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에 관한 앎이 가능(1-3-11-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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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와 질이 동일한 한 분의 삼위성(1-3-11-10 ; 28), 피조물에 드러난 신성한 삼

위성(1-3-11-24 ; 29), 인간 안의 삼위성의 모상(1-3-11-26 ; 29, 1-3-11-28 ; 29) 

*)존재의 정도(ordo rationis)에 따른 피조물의 서열과 차이(1-3-11-16 ; 29), 존재와 

앎(essentia et scientia, 1-3-11-27 ; 29). 

*)철학의 세 분과(1-3-11-25 ; 29). 

*)신은 최상인 항상 있는 분(1-3-12-2 ; 30) 

*)역사에 관한 거짓(1-3-12-10 ; 30), 세계 순환 주기를 가정하는 자들(1-3-13-11 ; 30), 

나이의 대 변혁에 관해(1-3-13-3 ; 31) 

*)시간 안에서의 인류의 창조(1-3-13-14 ; 31), 년 수 때문에 창조의 결점을 말하는 

자들(1-3-13-12 ; 30), 세계와 시간은 어느 것에도 선행하지 않는다-시작을 지님

(1-3-11-6 ; 28), 첫 번째 날(1-3-11-7 ; 28), 7 번째 날(1-3-11-8 ; 28, 1-3-11-30 ; 29), 세계의 

시작-창조(1-3-11-4 ; 28), 빛과 어둠의 분리(1-3-11-19, 20, 33 ; 29), 천사들의 창조

(1-3-11-9 ; 28). 

 

1-4-2-2)두 나라의 성장과 발전(15-18권) 

*)인류의 두 라인(1-3-15-1 ; 36) 

*)땅의 도시 설립자는 로마의 설립자와 상응하는 범죄(1-3-15-5 ; 36), 도시를 건설

하려는 카인의 이유(1-3-15-8 ; 36), 바빌론의 건축(1-3-16-4, 5 ; 38), 메소포타미아

(1-3-16-16 ; 38), 앗시리아(1-3-16-16 ; 38), 악마의 도시의 종말-영원한 심판(1-3-2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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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도시민들은 이 땅에서 죄의 처벌을 겪어야 한다(1-3-15-6 ; 36), 대홍수 이후 

노아~아브라함까지의 신에따르는 가족(1-3-16-1 ; 39), 셈의 계보 안에는 아브라함까

지의 신의 도시가 보존됨(1-3-16-10),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워진 이유(1-3-16-39 ; 

39), 사무엘∼다윗∼예언자(1-3-17 ; 41),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1-3-17-3 ; 

41, 1-3-17-10 ; 41), 이스라엘 왕국의 단절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로부

터 분리시킨다(1-3-17-17 ; 41), 그리스도 안의 신의 백성들의 실체(1-3-17-11 ; 41), 기독

교 시대 전에 하늘 도시의 시민권을 지닌 인류가 이스라엘 외부에 있었다

(1-3-18-45 ; 45), 신의 도시의 끝은 영원한 행복(1-3-22), 신의 나라의 영원한 지복과 

완전한 안식일에 관해(1-3-22-29 ; 53) 

*)고대 연수는 우리시대의 것과 동일하다(1-3-15-14 ; 36), 기독교 년수는 365 

년?(1-3-18- 54 ; 39) 

*)철학 의견들의 불일치(1-3-18-41 ; 44), 예언 기록은 이방철학의 어떤 토대 보다 

오래됐다(1-3-18-37 ; 4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1-3-15-18 ; 36), 완전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이다(1-3  -22-19 ; 52), 노아 방주는 교회 각기 측면을 나타낸다(1-3- 14-26 ; 37), 교회

의 인격화(한나, 1-3-17-4 ; 41), 학게 예언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루어짐(1-3-18-48 ; 

45),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가 뒤섞인 교회(1-3-18-41 ; 45), 교회의 끝없는 영광

(1-3-20-17 ; 48) 

*)언어의 다양성(1-3-16-4 ; 38)과 바빌론, 언어의 다양성은 인간교류를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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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7 ; 46), 근본언어는 히브리어로 불리워짐(1-3-16-11), 히브리어 저술의 특성

(1-3-18-39), 히브리어에서 그리이스어로의 성서 번역의 섭리(1-3-18-42 ; 44), 70인 역

의 권위(1-3-18-43 ; 44) 

*)그리스도 예언(1-3-17-14∼18, 20, 24 ; 42, 1-3-18-27∼36 ; 44) 

 

*)땅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의 병행 과정(1-3-18), 

에서와 야곱의 탄생  ↔  시온과 앗시리아의 왕들? (1-3-18-2 ; 43) 
야곱이 죽었을 때  ↔  아르고스와 앗시리아 왕은? (1-3-18-6 ; 43) 
모세 탄생   ↔  왕들과 무슨 신들이 경배됐나? (1-3-18-8 ; 43) 
            ↔ 아테네는 언제 건립? (1-3-18-9)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  왕들은? (1-3-18-11)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까지  ↔  그리이스 왕들에 의해 제정된 거짓 

신들의 의례에 관해(1-3-18-12 ; 43) 
사사 시대가 시작됐을 때  ↔  무슨 우화들이 만들어졌나? (1-3-18-13 ; 43) 
                         ↔ 피쿠루스가 라우텐툼 왕국 계승 시 아르고스의 몰

락에 관해(1-3-18-15 ; 43) 
랍돈 유다가 히브리 지배할 때  ↔  아이네스가 이태리로 들어 옴(1-3-18-19 ; 43) 
히스기야가 유대를 지배할 때   ↔  로마 건국되고 앗시리아 왕국 소멸

(1-3-18-22) 
이스라엘 열 부족이 칼데아인들에게 포로됐을 때 ↔ 일곱현인들이 로물로스시

대에 융성함(1-3-18-24 ; 44) 
히스기야가 유대를 지배할 때 ↔ 프리스쿠스가 로마인을 지배할 때 ↔ 무슨 철

학자가 유명?(1-3-18-25 ; 44) 
바빌론 유수가 끝났을 때 ↔ 로마인은 왕들로부터 자유롭게 됨(1-3-18-26 ; 44) 
 

 

1-4-2-3)두 나라의 예정된 끝(debitis fines, 19-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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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선에 관한 288 개 분파의 의견(1-3-19-1 ; 46), 이것들이 수렴되는 세가지 의

견(Varro, 1-3-19-2 ; 46), 이 세 의견들 중 어느 것을 바로는 선택했는가(1-3-19-3 ; 46), 

기독인들의 최고 선(1-3-19-4 ; 46) 

*)사회적인 삶의 바램(1-3-19-5 ; 46), 영원한 평화와 행복(성자들의 목적임, 

1-3-19-11 ; 46), 전쟁조차 평화를 자신의 목적으로 지닌다(1-3-19-12 ; 46), 자연은 소란

을 통해 보편적인 평화를 보존한다(1-3-19-13 ; 46), 사회 지배의 질서와 법칙

(1-3-19-14 ; 46), 두 도시 사이의 평화와 질서를 생산하는 것(1-3-19-17 ; 47), 신을 떠난 

백성의 평화와 신의 백성들의 평화(1-3-19-26 ; 47), 신을 섬기는 자의 평화는 이 삶에

서는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다(1-3-19-27 ; 47) 

*)불확실성(신 아카데미)와 확실성(1-3-19-18 ; 47) 

*)정의(定義)된 로마 공화정의 실재 여부(1-3-19-21 ; 47), 백성과 공화정(국가)에 주

어지는 정의(正義)들(1-3-19-24 ; 47). 

*)세계 끝에서의 마지막 심판(1-3-20 ; 48), 신의 심판은 항상(1-3-20-1 ; 48), 인간사 

안에(1-3-20-2 ; 48)주어진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다(1-3-20-1 ; 48), 마지막 심판에 

관한 신구약의 증명(1-3-20-4 ; 48)과 구세주의 선언(1-3-20-5 ; 48), 다윗의 시편

(1-3-20-24 ; 48), 라기의 예언(1-3-20-25 ; 48),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분리(1-3-20-27 ; 49),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1-3-20-6 ; 48), 두 번째 부활과 천년왕국(1-3-20-7 ; 

48), 성자와 그리스도의 천년 군림(1-3-20-9 ; 48)은 영원한 왕국과 어떻게 다른가, 몸

의 부활일 뿐 영혼의 부활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비판(1-3-20-10 ; 48), 적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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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박기간은 천년에 속하는가?(1-3-20-13 ; 48), 몸의 부활에 관해(1-3-20-14 ; 48), 데살로

니가 전서에서의 죽음과 부활(1-3-20-20 ; 48), 살의 부활(1-3-22-5 ; 52, 1-3-22-12 ; 52), 

몸의 변형(1-3-22-4 ; 52), 무게 때문에 몸은 하늘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하는 플라톤주

의자들의 주장(1-3-22-11 ; 52), 낙태(1-3-22-3 ; 52) 또는 유아(1-3-22-13 ; 52)의 부활?, 여

인의 몸이 부활할 때 성(性)이 보존되는가(1-3-22-17 ; 52), 몸의 실체는 유지되나 질

과 량은 변경되는 부활(1-3-22-19, 20 ; 52, 53), 살이 변형되는 영적인 몸(1-3-22-21 ; 53), 

세계의 부활은 믿으나 몸의 부활은 믿지않는 자들에 대해(1-3-22-25), 

*)영원한 (심판) 처벌(1-3-21-1 ; 50)의 자연(1-3-21-2 ; 50)에 관해, 일시적인 처벌

(1-3-21- 12,  16 ; 50), 마지막 심판에는 성자의 중재(1-3-21-8 ; 50, 1-3-21-24 ; 51)도, 자

선적인 행위(1-3-21-22, 27 ; 51)도 무력하다, 영원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환상이

다(1-3-21-17 ; 50, 1-3-21-23 ; 50), 영원한 처벌과 은총(1-3-21-12, 16 ;50, 1-3-22-22, 53), 지

옥 불(1-3-21-2∼6 ; 50), 사악한 자들의 한없는 처벌(1-3-22-3 ; 52) 

                   (논문 첫 개관, 20040127일, 1028분) 
1-5) 어거스틴 역사신학의 존재론적 근거: 신국론을 중심으로           

1-5-1)신국론과 그 해석 
   1-5-1-1)내용분석 
   1-5-1-2)해석들 
   1-5-1-3)신학 또는 철학 
      1-5-1-3-1)신학 또는 철학 
      1-5-1-3-2)방법론 
 

1-5-2)시간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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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시간 
      1-5-2-1-1)창조 
      1-5-2-1-2)시간의 시작 
      1-5-2-1-3)시간 안의 존재, 역사 
   1-5-2-2)역사 
      1-5-2-2-1)순환사관 반박 
      1-5-2-2-2)직선사관 
   1-5-2-3)어거스틴의 역사신학 
      1-5-2-3-1)땅의 나라 
      1-5-2-3-2)하늘 나라 
      1-5-2-3-3)두 나라의 투쟁으로서의 역사 
      1-5-2-3-4)역사의 끝(종말, 終末) 
 

1-5-3)역사의 근거로서의 신 
   1-5-3-1)최고 존재의 영원성 
   1-5-3-2)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존재(성육신) 
   1-5-3-3)존재의 장(場)으로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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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거스틴 역사신학의 존재 근거: 신국론을 중심으로           

1-5-1)신국론과 그 해석 
    
1-5-1-1)내용분석(검토록 2권 43장 요약) 

‘신의 나라에 관하여’를 쓴 이유: 신의 집을 향하여 타오르는 열망에 휩싸인 아우

구스티누스는 신성모독(blasphemias, blasfhmi,a), 곧(vel) (서)고트 족 왕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파괴를 기독교 탓으로 돌리는 잘못에 반대하여, ‘신의 나라에 관하여’를 쓴다. 

우선적인 해결을 요하는 많은 다른 일 때문에 지체되긴 했으나, 마침내 이 책은 22 

권으로 완성된다. 

 

‘신의 나라에 관하여’의 내용: 

전반 부 10 권. 첫 5 권에서는 ㄱ)이교적인 다신(多神) 숭배로부터 인간 사의 번

영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여기는 자들―이들에 따르면, 현세의 악들은 다신 숭배 금

지로부터 온다―이 반박(refellunt)되며, 다음 다섯 권에서는 ㄴ)번제(燔祭)를 통한 다

신 숭배는 내세의 삶에 쓸모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반박된다.  ‘ㄱ)’과 ‘ㄴ)’은 

모두 기독교에 반대되는 공허한 의견(vanae opiniones)일 뿐이기 때문이다. 

후반 부(pars altera) 12 권. 후반 부 12 권은 반박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의견 진

술이다. 물론 때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반 부 10 권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개진(開

陳)되며 후반 부 12 권에서도 반대되는 의견이 반박되지만 말이다. 첫 4 권에서는 

신의 나라와 세계(mundi)의 나라의 기원이, 다음 4 권에서는 이 두 나라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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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과정이, 세 번 째 4 권에서는 그 두 나라의 예정된 끝(debitios fines)이 진술된

다. 

전·후반 부 모두 두 나라에 관계된다. 그렇지만 신의 나라에 관하여(de civitate dei)

라는 제목을 다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신의 나라에 관하여’ 라고 불리운다. 

 
 
 
   1-5-1-2)해석들 
 

 

 

   1-5-1-3)역사신학 또는 철학 
 

   1-5-1-3-1)신학 또는 철학 

*)폰티프 스케볼라의 세 종류의 신(1-3-4-27 ; 16), 바로의 삼겹 신학(신화, 세속신학, 

자연신학, 1-3-6-5 ; 19). *)육화의 신비는 신앙에 의해 정당화된다(1-3-10-25 ; 26). 

*)철학의 세 분과(1-3-11-25 ; 29).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1-3-8-2~13 ; 22). 

*)철학 의견들의 불일치(1-3-18-41 ; 44), 예언 기록은 이방철학의 어떤 토대 보다 오

래됐다(1-3-18-37 ; 44). *)불확실성(신 아카데미)와 확실성(1-3-19-18 ; 47) 

*)최고 선에 관한 288 개 분파의 의견(1-3-19-1 ; 46), 이것들이 수렴되는 세가지 의

견(Varro, 1-3-19-2 ; 46), 이 세 의견들 중 어느 것을 바로는 선택했는가(1-3-19-3 ; 46), 

기독인들의 최고 선(1-3-19-4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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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2)방법론 

 

1-5-2)시간과 역사 

 

1-5-2-1)역사의 시작 

 

1-5-2-1-1)창조 

*)시간 안에서의 인류의 창조(1-3-13-14 ; 31), 년 수 때문에 창조의 결점을 말하는 

자들(1-3-13-12 ; 30), 세계와 시간은 어느 것에도 선행하지 않는다-시작을 지님

(1-3-11-6 ; 28), 첫 번째 날(1-3-11-7 ; 28), 7 번째 날(1-3-11-8 ; 28, 1-3-11-30 ; 29), 세계의 

시작-창조(1-3-11-4 ; 28), 빛과 어둠의 분리(1-3-11-19, 20, 33 ; 29), 천사들의 창조

(1-3-11-9 ; 28). *)존재의 정도(ordo rationis)에 따른 피조물의 서열과 차이(1-3-11-16 ; 

29). 

 

1-5-2-1-2)시간 

*)고대 연수는 우리시대의 것과 동일하다(1-3-15-14 ; 36), 기독교 년수는 365 

년?(1-3-18- 54 ; 39) 

 

1-5-2-1-3)시간 안의 존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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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순환론 반박 

*)역사에 관한 거짓(1-3-12-10 ; 30), 세계 순환 주기를 가정하는 자들(1-3-13-11 ; 30), 

나이의 대 변혁에 관해(1-3-13-3 ; 31). 

 

1-5-2-3)어거스틴의 역사신학 

 

1-5-2-3-1)어거스틴의 역사관 

*)역사를 읽으면, 신들의 경배로 인하여 로마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증명

된다(1-3-2-3 ; 11, 1-3-2-18 ; 12).  *)신의 궁극적인 섭리(1-3-5-11 ; 17).   *)신의 섭리로 

인한 경배(1-3-10-14 ; 26), 신의 섭리를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직무(1-3-10-15 ; 26). 

*)운명론: 쌍둥이와 점술(1-3-5-1~8 ; 17), 리브가 자궁 안에서의 쌍둥이의 싸움

(1-3-16-35 ; 39).  *)구속의 신비는 모든 시간에 주장된다(1-3-7-32 ; 21).   

 

1-5-2-3-2)땅의 나라 

*)땅의 도시 설립자는 로마의 설립자와 상응하는 범죄(1-3-15-5 ; 36), 도시를 건설

하려는 카인의 이유(1-3-15-8 ; 36), 바빌론의 건축(1-3-16-4, 5 ; 38), 메소포타미아

(1-3-16-16 ; 38), 앗시리아(1-3-16-16 ; 38), 악마의 도시의 종말-영원한 심판(1-3-21 ; 50). 

*)로마 공화정에 대한 키케로의 의견(1-3-2-21 ; 12), 로마 집정관(1-3-3-16 ; 1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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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된 로마 공화정의 실재 여부(1-3-19-21 ; 47), 백성과 공화정(국가)에 주어지는 

정의(正義)들(1-3-19-24 ; 47). 

*)사회적인 삶의 바램(1-3-19-5 ; 46), 영원한 평화와 행복(성자들의 목적임, 

1-3-19-11 ; 46), 전쟁조차 평화를 자신의 목적으로 지닌다(1-3-19-12 ; 46), 자연은 소란

을 통해 보편적인 평화를 보존한다(1-3-19-13 ; 46), 사회 지배의 질서와 법칙

(1-3-19-14 ; 46), 두 도시 사이의 평화와 질서를 생산하는 것(1-3-19-17 ; 47), 신을 떠난 

백성의 평화와 신의 백성들의 평화(1-3-19-26 ; 47), 신을 섬기는 자의 평화는 이 삶에

서는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다(1-3-19-27 ; 47) 

 

1-5-2-3-3)하늘 나라 

*)신의 도시민들은 이 땅에서 죄의 처벌을 겪어야 한다(1-3-15-6 ; 36), 대홍수 이후 

노아~아브라함까지의 신에따르는 가족(1-3-16-1 ; 39), 셈의 계보 안에는 아브라함까

지의 신의 도시가 보존됨(1-3-16-10),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워진 이유(1-3-16-39 ; 

39), 사무엘∼다윗∼예언자(1-3-17 ; 41),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1-3-17-3 ; 

41, 1-3-17-10 ; 41), 이스라엘 왕국의 단절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로부

터 분리시킨다(1-3-17-17 ; 41), 그리스도 안의 신의 백성들의 실체(1-3-17-11 ; 41), 기독

교 시대 전에 하늘 도시의 시민권을 지닌 인류가 이스라엘 외부에 있었다

(1-3-18-45 ; 45), 신의 도시의 끝은 영원한 행복(1-3-22), 신의 나라의 영원한 지복과 

완전한 안식일에 관해(1-3-22-29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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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1-3-15-18 ; 36), 완전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이다(1-3  -22-19 ; 52), 노아 방주는 교회 각기 측면을 나타낸다(1-3- 14-26 ; 37), 교회

의 인격화(한나, 1-3-17-4 ; 41), 학게 예언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루어짐(1-3-18-48 ; 

45),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가 뒤섞인 교회(1-3-18-41 ; 45), 교회의 끝없는 영광

(1-3-20-17 ; 48) 

 

1-5-2-3-4)두 나라의 투쟁으로서의 역사 

*)인류의 두 라인(1-3-15-1 ; 36).   

*)땅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의 병행 과정(1-3-18), 

에서와 야곱의 탄생  ↔  시온과 앗시리아의 왕들? (1-3-18-2 ; 43) 
야곱이 죽었을 때  ↔  아르고스와 앗시리아 왕은? (1-3-18-6 ; 43) 
모세 탄생   ↔  왕들과 무슨 신들이 경배됐나? (1-3-18-8 ; 43) 
            ↔ 아테네는 언제 건립? (1-3-18-9)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  왕들은? (1-3-18-11)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까지  ↔  그리이스 왕들에 의해 제정된 거짓 

신들의 의례에 관해(1-3-18-12 ; 43) 
사사 시대가 시작됐을 때  ↔  무슨 우화들이 만들어졌나? (1-3-18-13 ; 43) 
                         ↔ 피쿠루스가 라우텐툼 왕국 계승 시 아르고스의 몰

락에 관해(1-3-18-15 ; 43) 
랍돈 유다가 히브리 지배할 때  ↔  아이네스가 이태리로 들어 옴(1-3-18-19 ; 43) 
히스기야가 유대를 지배할 때   ↔  로마 건국되고 앗시리아 왕국 소멸

(1-3-18-22) 
이스라엘 열 부족이 칼데아인들에게 포로됐을 때 ↔ 일곱현인들이 로물로스시

대에 융성함(1-3-18-24 ; 44) 
히스기야가 유대를 지배할 때 ↔ 프리스쿠스가 로마인을 지배할 때 ↔ 무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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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가 유명?(1-3-18-25 ; 44) 
바빌론 유수가 끝났을 때 ↔ 로마인은 왕들로부터 자유롭게 됨(1-3-18-26 ; 44) 
 

1-5-2-3-5)역사의 끝(종말, 終末) 

*)세계 끝에서의 마지막 심판(1-3-20 ; 48), 신의 심판은 항상(1-3-20-1 ; 48), 인간사 

안에(1-3-20-2 ; 48)주어진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다(1-3-20-1 ; 48), 마지막 심판에 

관한 신구약의 증명(1-3-20-4 ; 48)과 구세주의 선언(1-3-20-5 ; 48), 다윗의 시편

(1-3-20-24 ; 48), 라기의 예언(1-3-20-25 ; 48),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분리(1-3-20-27 ; 49),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1-3-20-6 ; 48), 두 번째 부활과 천년왕국(1-3-20-7 ; 

48), 성자와 그리스도의 천년 군림(1-3-20-9 ; 48)은 영원한 왕국과 어떻게 다른가, 몸

의 부활일 뿐 영혼의 부활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비판(1-3-20-10 ; 48), 적 그리스도의 

핍박기간은 천년에 속하는가?(1-3-20-13 ; 48), 몸의 부활에 관해(1-3-20-14 ; 48), 데살로

니가 전서에서의 죽음과 부활(1-3-20-20 ; 48), 살의 부활(1-3-22-5 ; 52, 1-3-22-12 ; 52), 

몸의 변형(1-3-22-4 ; 52), 무게 때문에 몸은 하늘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하는 플라톤주

의자들의 주장(1-3-22-11 ; 52), 낙태(1-3-22-3 ; 52) 또는 유아(1-3-22-13 ; 52)의 부활?, 여

인의 몸이 부활할 때 성(性)이 보존되는가(1-3-22-17 ; 52), 몸의 실체는 유지되나 질

과 량은 변경되는 부활(1-3-22-19, 20 ; 52, 53), 살이 변형되는 영적인 몸(1-3-22-21 ; 53), 

세계의 부활은 믿으나 몸의 부활은 믿지않는 자들에 대해(1-3-22-25), 

*)영원한 (심판) 처벌(1-3-21-1 ; 50)의 자연(1-3-21-2 ; 50)에 관해, 일시적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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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12,  16 ; 50), 마지막 심판에는 성자의 중재(1-3-21-8 ; 50, 1-3-21-24 ; 51)도, 자

선적인 행위(1-3-21-22, 27 ; 51)도 무력하다, 영원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환상이

다(1-3-21-17 ; 50, 1-3-21-23 ; 50), 영원한 처벌과 은총(1-3-21-12, 16 ;50, 1-3-22-22, 53), 지

옥 불(1-3-21-2∼6 ; 50), 사악한 자들의 한없는 처벌(1-3-22-3 ; 52) 

 

1-5-3)역사의 근거로서의 신 

 

1-5-3-1)최고 존재의 영원성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1-3-8-2~13 ; 22), 신은 선한 영원한 존재이다

(1-3-8-13 ; 22).  *)신은 최상인 항상 있는 분(1-3-12-2 ; 30).  *)실체와 질이 동일한 한 

분의 삼위성(1-3-11-10 ; 28), 피조물에 드러난 신성한 삼위성(1-3-11-24 ; 29), 인간 안의 

삼위성의 모상(1-3-11-26 ; 29, 1-3-11-28 ; 29).  존재와 앎(essentia et scientia, 1-3-11-27 ; 

29). 

*)위로부터의 조명에 관계하는 플로티누스(1-3-10-2 ; 26) 

 

1-5-3-2)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존재(성육신) 

*)그리스도 예언(1-3-17-14∼18, 20, 24 ; 42, 1-3-18-27∼36 ; 44).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1-3-9-14~24 ; 24)이지, 악마(1-3-9-17)

는 아니다.  *)그리스도 육화의 신비(1-3-10-25 ; 17, 1-3-10-29 ; 27), 말씀이 육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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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그리스도의 탄생(1-3-18-46 ; 45).  *)육화의 신비는 신앙에 의해 정당화된다

(1-3-10-25 ; 26), 플라톤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화를 인정하기 부끄러워한다

(1-3-10-29 ; 27).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에 관한 앎이 가능(1-3-11-2 ; 28) 

 

1-5-3-3)존재의 장(場)으로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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