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리스토델례스에서 실저|와 마나

양호영
(서울대 첼학과 대학원)

1 . 플어가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탐구륜 행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그증 하나는 1갈해지는 어떤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해진다(πo À，λαxωg λëyEταt) ’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

는 실제 (oùcrla) 와 그에 따르는 것들(1:α Kαtα 。uμßEßll KÓ Ç) 의 구
분이다. 이전의

철학자들띠 그에게서 비난받는 주된 까닭도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들뜬 딴
순하게도 하나의 이름이 단지 하나의 것에만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되는 듯이 여겼다고 아리스토텔폐스는 생각했다. 그가 이전의 철학자
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점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여지활 I감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거이들달 잠시 접어두고 말한다면 그껏
은 한편으로 자선의 탐구땅법을 선명하게 드라낸 것이기또 하다.
나는 이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탐구틀 시작할 때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점들 증에서 특히 살체와 그에 따프는 것들의 구분에 주꼭
해보고자 한다. 아란토텔레스가 설체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륜 시작

하는 부분은 「형이상학J Z편이다. 하지만 실체에 대한 그의 생각은 가장
초기 저작인 「범주론」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것은 사실상 그 ~~l
저작 전체에 걸쳐 중심적인 위치륜 차지한다- 여기서 몇 가지의 의푼

점이 생걸 수 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설채라는 것을 생각했는가?
실체를 한정하논 기준은 부엇인가? 나아가 도대체 실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냐는

(rv) ’를 선택했다

섣체가 무엇얀지

대한 논의의

설마리로써

‘하나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지신이 탐구의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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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시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임의로 선택된 것
도 아니다. 우리는 그의 저작 여러 곳에서 있음('tò ðv) 과 하나('tò

EV) 가 유사한 것으로 여져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선 그는 형이상학에서 다루어야만 할 여러 난제들을 명료하게

제기하는 저술인 「형이상학J B 편에서 특히 었음과 하나에 관련된 문
제들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1)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하나와 있음

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는지를 상술하고 었다 2)

‘하나’는 ‘있음’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들은 각각의 범

주에 속하는 모든 것에 술어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범주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이름의 로고스는 다른 범
주에 속하는 이름을 서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이 때문에 ‘하나’

는 ‘있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로고스를 그것이 서술하는 이름들에
덧붙이지 않는다，4)

하나와 있음의 유사성을 밝히는 위의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가 ‘하
나’를 ‘있음’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디

이러한 사실의 확인과 더불어 또한 다음의 사실또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은 위의 구절들이 그의 탐구가 언어를 통해서 반영된 있는 것들
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의 탐구과정을 추적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범주론」과 「해석론」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
다. 그리고 「범주론」에서 제시되는 실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체에 대한 탐구에서 ‘하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드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1) r 형이상학 J ， B 권， 1001a4-8
2) r 형이상학J ， 1권， 1054a13 -19
:ì) r 범주론 J ， 5 장， 2a19-34

4)

“하나’가 그것이 서술하는 이단에 어떤 로고스도 덧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
상적인 사람들의

이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이 ‘사람’이라는 이룹에

‘한’을 덧붙인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01 것은 ‘있는’을 덧붙

이는 경우에도 따찬가지이다.’ 「형이상학 J ， r 권， 1α)3b22→33 참조

5)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 {l~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설처l 와 하나>으11 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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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해진 것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초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주환

(Categoriae)J 은 언어에 대한 고찰을 똥해서 탐구의 기본적인

태도

를 밝히는 저작이다， 다시 말해 그는 「범주론」을 통해서 언어， 세계，
생각에 대한 관계를 미리 섣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

는 언어가 놓여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에 대한 기본 관점은 다

음과 같다. 말해진 것 (τd λqóμEVOV) 은 있는 것 ('tÒ OV) 을 가리킨
다.6) 그가 언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처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
중심으로 쓰여졌다. 참고로 학위논문의 목차 전체는 다음과 같다.
들어가는말

l

로고스와 실체

1 말해진 것은 있는 것을 가리컨다
@ 말해진 것들이란 무엇인가?

ø

말해진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

가리켜진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있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2.
3.

범주에 따라서 있는 것들의 질서
r 범주론」에서의 실체띄 기준

11. r 형이상학」에서의 실체

1 하나는 여러 가지로 말해진디
α) 하나와 있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게 생각되는가?

@ 하나는 무엇인가?

2. r 형이상학」에서의 실께의 기슨
3 밑에 놓인 것으로서의 실체
4‘ 본질로서 의 실:<1]
8) 어떤 것뜰에 대해서 본질윤 규정하는 말이 있는가?

2

본질과 동일한 것달은 무엇인 7꺼

III. 본질과 정의
1. 모순율의 논박적 증명을 통힌 섣체와 정의의 관계

2. 정의의 부분과 전체

CD

전체의 정의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킹 사묻들이 형상의 튜L분인가? 복합체의 부분인가?

3

정의는 어떻게 하나인가?

나가는말

6)

가령 우리는 ‘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떤 것을 ‘개’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것이 가리
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물분 이러한 단순한 도식에는 섣명해야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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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r 범주론J 에서 그가 말해진 것들을 구분하

면서 또한 그것이 있는 것들의 구분과 일치한다고 여긴 흔적들은 여
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그의 저작을 통해서 그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다시 벚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행
될 것이다.

CD

말해진 것들이란 푸엇인가?

cv

말해진 것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 가리켜진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였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임의모 지}가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

스의 이론 안에서 하나의 연관성을 갖는다 그 연관성의 핵심은 로고
스7) 이다. 이름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로고스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로고스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삼는다.

2. 1.

말해진 것들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말해진 것들에 대한 구분을 담고있는 저작은
r 범주론」과 「해석론」이다

r 범주론」이 이름들의 사용방식에 따른 구

문제들이 매우 많이 있딛 수 였다. ‘캔타우로스’라논 이름은 있지만 그것이 가

리키는 것은 있지 않다- 또한 사물을 가리커지 않는 1갈， 가령 ‘건강하다’와 깐
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사? 니아가서 ‘윈’과 같은 추상적인 말이 가리키
는 것이 ‘개’와 같은 말이 가리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
는가? 더 일반적으로는 말해진 것과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
는 것인가? 이와 같은 운제들은 이후 철학사에서 언어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
한 수많은 이론들을 낳았지만 이러한 문제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이후
의 논의를 위한 과제로 낚겨둔다.

7)

로고스는 두 개 이상의 이뜸이 결합되어 이푸어진 것을 말한다- 나아가 여러
개의 로고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스라고 불린다 나는

로고스의 핵심적인 의1J1 가 로고스의 동사형태언 ÀëyEîv 의 얼차적인 의미인
‘모으다’로부터 기인한다고 생샤한다， 따라서 로고스는 ‘이름들을 하나로 모으

는 것’이다. 현대적인 씌미에시 로고스는 분장， 진술 1성제， 이야기나 논변 등
으로 번역될 수 있다. 또한 로고스는 비율 이치， 이성 등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의 다양한 의미탈 포괄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윤
수가 없어서 일단 로고스로 음역하도록 한다

야리스토웰례스억|서 실저l 와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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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해석룬」은 로고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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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양상들에

「범주론」에서는 말해진 갓들윤 결합되어서 말해진 것들과 결합되
지 않고 말해진 것으로 나눈다. 결합되어서
걸어간다’， ‘사람이

말해진 것렐은 ‘사람이

승리한다’와 같이 단순한 문장을 이뜸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들인 ‘사람’， ‘걸어간다’， ‘승리한다’와 같은

것들은 결합되지 않고 말해진 것들이다.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
은 크게 107}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fì) 한편 이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에는 문장( Ka'tCx<þamç) 을 이룬다.
「해석론(De Intel1Jretatione) J 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분이 행해진다.

그러나 그 구분의 기준은 「범주판」과는 차이가 었다. 부분들이 분리되

어서는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없는 것들은 이름(óvoμα) 과 동사(배μa)
이다 9) 이것들은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에 해당한다. 한편 부분들

이 분리되어서도 어떤 것을 가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로고스

(λóyoç) 라고 한다. 이것은 문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해석론」은 「범주

론」과는 달리 로고스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름과 동사는 단지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껏들이 아니라 로고스를 구성하눈 최소의 딴
위이고， 로고스에서의 역할에 의해 니-누어진다 10)

이름과 동사 모두는 그것의 어떤 부분도 푼리되어서는 어떤 것을

8) 즉， 설체 (oùatcx) ， 얼마만픔(πoaov) ， 어떠함(πotÓv) ， 어떤 것에 대해서 (πPÓç
1: 1) ‘

어디에 (πoψ) ， 언제 (πO'tÉ)‘ 어떤 모양으로 있다(KEÎa8m) ， 어떤 것을 갖

추고 있다(EX ElV) ， 행하다(πOlE'ìV) ， 겪다(πciaXEtv) 결함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들의 이러한 부류콸 범 주틀(KCX1:T]yopímJ 이라고 한다.

9) 이름이라고 번역된 6voμα는 현대의 문법에서 주어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원
래의 의미를 살려서 이틈이라고 번역한다 동사라고 번역된 þ~μa는 정확하게
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진 것’이다 이것은 술이륜 표현하는 것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동사라는 밴역은 적 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회다’， ‘정의롭

다’과 같은 형용사플도 매11CX 의 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뜰또 ‘흰
것으로 있다’나 ‘정의로운 것으로 였다’와 같이 ‘있다’라는 동사가 포함된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을 덧붙여 가리킨다’라는 며μa 에 관한 션벙어1
강조를 두어서 동사로 번역한다，

10l

이름에 대한 정의는 「해석환」‘
16b(ì -9 참조

16aI9-21 ,

동사에

대한 정의는 「해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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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킬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하게 모인 음절들을 들었을 때만 그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일 수가 었다. 따라서 그러한 음절들의 모임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최소의 단위이고， 그 최소의 단위를 정하는 것은

관습에 따른다(KU1α 。uv8끼 Kll V ). 그러나 이릅과 동사는 로고스에서
의 역할에 따라 두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우선 동사는 시간을 덧붙

여 가리키지만 이름은 시간을 덧붙이지 않는다(cl VEU XPÓVOU). 다음
으로 동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들(1à

Ku8 ’ E1 ÉpOU

λcyóμEVU) 이므로 로고스의 뒷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에 이름은 보고스의 앞부분을 차지한다.
로고스는 말해진 것의 최소단위인 이름과 동사가 결합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로고스 중에서 이릎과 동사가 결합하여 특히 참이거나 거

짓일 수 있는 로고스를 ‘보여주는 로고스(àπo<jlαV1tK띠 λóyoç) ’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보여

주는 로고스이다.

2.2.

말해진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과 동사， 그리고 로고스는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는 목소리
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가리키는 어떤 것은 무엇인가? 우선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이름의

펠어점 (πtω<Jtç) ll)과 구분됨으로써

로 드러난다. ‘필론의 (φiλωvoç) ’는 소유격 (Genetive) 으로서
방향이

외부에서

간접적으

동작의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펼론에게 (φiλωVt)’는

여격(Dative) 으로서 동작의 방향이 외부로 향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동작의 방향을 주격인 ‘필론(φiλúlV) ’이 가리키는 것에 덧
붙인다. 즉， 이름의 떨어짐은 이름이 가리키는 것에 다른 것이 덧붙

여짐으로써 이름에서부터 떨어져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필론(φiλωv) ’은 동작의

방향을

덧붙이지

않는다.

주격

11) πrωO'l ç는 문법용어로는 격변화나 시제변화를 말한다 희랍어나 독어에서는

Genetive, Dative, Accusative 플 기울어진 격 (Obligue case) 라고 부른다. 라
틴어 Oblique는 희랍어인 π'W.lCJ1Ç를 번역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는 이름과
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원래의 의미인 ‘떨어짐’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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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tive) 은 이름과 풍사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이환
이 그 자체로 가리키는 것만을 나타낸다. 이름이 그 자체로 가리키는
것은 형태로서 파악된 어떤 것이다. 이룹이 가리키는 것틀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승pyov) 하는 것들인데， 그 기능은 그것이 갖는 형태에
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와 칼리아스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을 사람이라고 딴할 수 있논 이유는 그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의 떨어짐은 동사와 결합해도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없다. 따
라서 그것으로는 로고스를 이루지 못한다. 반면에 이름은 동사와 결
합했을 때 로고스를 이룬다. 이로부터 이름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추

리해볼 수 있다. 이름이 펠 수 있는 기준은 몽사와 결합했을 때 참
이나 거짓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로고스를 구성하는 최소딴위가 된다

는 것이다. 이름이 로고스띄 최소단위가 된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
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름의

떨어점은 동사와의 관련성을

자신 안에 함께 가지고 있기 때분에 그 자체로는 하나가 아닌 어떤

것이다. 따라서 로고스가 。 l 릅들괄 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름들

이 기탤 수 있는 중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그
자체로 가리키는 것， 즉 주어이다. 주어는 동사와의 관련성이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없이도 그 자체로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주어는 이름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준이다.
반면에 동사는 이름과는 다른 것， 즉 시간을 덧붙이는 것을 가리
킨다. 그러나 이름과 동사의 이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
게 된다. 동사도 그 ‘동사펴 떨어짐 (πrωcrlÇ) ’과 구분되면서， 이름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를 기-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2) 동시

의 다양한 변화형태들은 현재형이 가리키는 것에 주변 시간을 덧붙
인다. 마치 이름의 떨어짐이 이름에 다른 것을 덧붙이기 때문에 이름

12) “‘건강했다’와 ‘건강할 것이다’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의 떨어짐이다 그것들은
동사와 차이가 나는테， 동사가 현재 시간을 덧붙여 가리키는 반면에， 동사의

떨어짐은 그 주변 ('tòV πÉp펴) 시간을 덧붙여 가리키기 때문이다 동사들은 그
것만이 그 자체로 말해지띤 이름들이고， 어떤 것을 가리킨다" (r 해석론 J ，

16b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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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떨어짐은 시제틀 덧

붙여 가리키기 때문에 동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동사는 시간을 덧
붙여 가리키는 것들의 윈형이다J:l)

‘건강하다’라는 동사원형은 분명 ‘사람’ 등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과
동얼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건강하다’라는 동사
자체도 어떤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건강하다’라는 말을
할 때，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만큼이나 명확하게 ‘건강

하다’라는 동사가 가리키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한다. 동사의
원형은 그것만이 말해지띤 이름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 즉 움직임의
형태를 가리킨다. 현재는 어떤 한 시점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움직임이

형태로 파악되는 순간도 가리킨다

시간이 흘라가야 파악될 수 있는

움직임을 현재에서 공간적으갚 파악했을 때， 그것의 형태가 동사가 가
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동사파 원형， 즉 현재형이 가리키는 것이고，
“동사는 [동시에] 속해있는 것들 즉 밑에 놓언 것(동사)에 대해서 속해있는

것들에게 언제나<<iEÍ) 기호이대 「해석론J ， 16b9-1 0),"
이름과 동사의 떨어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름과 동사

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름과 동사 모두는 그 자체로서 가리
키는 것， 즉 모든 변화행의 기준이 되는 원형을 가리킨다 이름이 시
간을 배제한 채로 있는 형태륜 가리키는 것이라변， 동사는 시간이 덧

붙어 있는 것의 형태를 가리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범주론」에서
의 결합되지 않고 말해지는 것들에 해당한다. 이 각각의 것들은 어떠
한 형태를 가리킨다.

이제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야만 한다. 로고스
는 형태를 가리키는 부분인 이름과 움직임을 가리키는 부분인 동사
로 이루어져 었다. 그런데 토고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름이나 동사가
가리키는 것과는 그 가랴킴의 방식에서 매우 차이가 난다 또한 로고

스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13)

여기서 원형은 부정형 (infinitive) 이 아니라 현새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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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있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말해진 것들의 최소단위는 이픔과 동사라고 했는데， 이제부
터는 이것들을 통칭해서 넓은 의미로 이름이라고 부르겠다 14) 말해진
것들의 최소단위인 이름은 있는 것들의 최소단위와 일치한다1:'i) ‘사

람이 걸어간다’， ‘책상은 희다’라는 로고스에서 ‘사람’과 ‘책상’ 뿐만이
아니라 ‘걸어간다’와 ‘회다’도 역사 어떤 있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

서 ‘았다’는 것은 범주의 꼴에 따라서 ‘있다’는 것을 말한따 ](ì)

반면에 로고스는 이름과 동사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틈이 있
는 것을 가리킨다면， 로고스는 있는 것틀이 결합된 복합적인 것을 가
리킨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랴스토텔레스는 로고스가 가리키

는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것은 잠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만 말한다J7)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이 참괴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당 말하는가?
우리는 참과 거짓이

단지

로피스가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로고스와 그것이 기리카는 것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고 생각한

다. 로고스가 그것이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면 그 로고스는 참이고，
14) “동사플은 그 자체로 말해지면 이름들이고「 어떤 것을 가리킨다" (r 해석펀」
Hìb19-20)
15) 이름과 동사는 r 범주론J 에서 별개의 명칭으로 말해지지 않고， 단지 범주들이
라고만 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범주로 구분되는 대상들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다(r 범주폰 J ， 1a20 lb 9l 결합되지 않고 말해진 것들은 각각
•

의 범주틀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있는 것틀이다.

16)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은 (]) 한펀으로는 범주들의 팔에 따라서， (2) 다른
펀으로는 그것플의 가능태와 현섣태에 혹은 그것괴 반대되는 것(비 가능태와
비 현실태)에 따라서， (:)) 아니면 참과 거짓에 따라서 말해진다 (r 형이상학J ，
6 권， 1051a34-b2)'''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다’의 쓰임을 크게 위의 세 가지 방
식으로 나눈다 이 구분은 「형이 상학J ， tl 권 7장과 E 권 1026a퍼 b2 에서도 등

장한다 나는 이 세 가지 쓰임이 선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들의 연관판계가 밝혀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디- 하지만 이껏은 매우 광범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읍 기회에 다푸도록 하고 우선 이 논문에서는 ‘있다’

의 첫 번째 쓰임만을 증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이 세 가지의 쓰임 오두얘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17) r 해석론 J ， 16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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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참과 거짓을 로고

스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의 힐치여부에 따라서 규정하지 않는다.
로고스는 있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를 가리킨
다 그는 먼저 이릅들이 가리키는 것들의 갤합과 분리에 관해서 말한
다 18) 로고스가 그것이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기 이전에 먼저 이름들

이 가리키는 것들이 그 자체로 결합되거나 분리되어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의 ‘있다’는 결합과 분라이다. 두 이름이 가라꺼는 것들은 그
자체로 먼저 결합되어 하나일 때， 그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은 ‘있다’
라고 말한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에서 ‘이다’는 소크라테스

와 사람이 결합되어 하나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그것들이 분
리되어 여릿일 때， 그 로고스샤 가리키는 것은 ‘있지 않다’라고 말한

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에서 ‘ 이 아니다( 으로 있지

않다)’는 소크라테스와 사람이 분리되어 두 개로 있다는 것을 말한
다. 로고스가 가려키는 참과 거짓은 이룹들이 가리키는 것들의 결합
과 분리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센)

‘참으로서 있다’는 말은 있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를 말한다. 있
는 것들이 결합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개의 있는 것들이 공간적으로
접촉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이때의 하나는 이전의 두 개에 앞서서 미리 있을 수 있어야
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 로 ‘기짓으로서 있다’에도 ‘참으로서

있다’가

앞서 놓여 있다. 있는 것들이 결합될 수 있음을 전제할 때에만 그것
들의 분리를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지 않다’
도 ‘-아닌 것으로 있다’파고 말한다.20) 하나인 것은 여렷으로 있는

것들의 근거이다.
만일 로고스가 있는 것듭의 결합과 분리를 그대로 보여줄 수만 있
다면， 모든 로고스는 언제나 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거짓
이 될 수도 있다 21) 결합되어 있는 것을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18) r 형이상학 J ， E>권， 1051W-13
19) r 형이상학 J ， θ 권， 1051 b~~3 → 2a4
20) r 형이상학J ， r 권， 1oo3b10
21) r 형이상학J ， E>권， 1051b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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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거나，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결합된 것으로 보여주는 로고

스는 거짓이다. 로고스에서의 거짓을 통해서 비로소 말해진 것과 있
는 것 사이의 불일치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불일치에 의해서 ‘았다’
의 새로운 의미가 드러난다. 이 새로운 의미가 자리잡고 있는 영역이

바로 현실적인 것의 영역이다， 모든 일치와 견합의 밑에 놓인 하나의
것이 곧 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흔히 이떤 것뜰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말한
때 이해한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책상은 희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희다. 즉 눈앞에서 감각적인 저항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윤 현실적이

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떼스가 말하는 현실적인 껏도 이라한
것을 말하는가?
그에게서 현실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

해된다. 우선 현실적인 것끈 생각된 것과 대립된다. 나는 테아이테토
스가 날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로고스에 의해서 표
현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표-스는 날고 있다는 로고스는 거짓이다. 이

것은 로고스가 있는 것들익 결합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눈다는 것을
말한다. 내가 생각한 날고 있는 페아이테토스는 현실적으로 앉아있는
테아이테토스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며 그것과 대립된다. 이때 로고

스가 일치해야만 하는 근거로서의 마주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현실적
인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것은 가능한 것과 대립된다. ‘이 씨앗은 떡갈나
무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로고스는 현실적으로는 거짓이다. 왜냐히
면 이 씨앗은 떡갈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뢰고스는 이
씨앗이 현재 현실적으로 떡갈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뜬 떡갈나무
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때서의 떡갈나무이다. 즉 이 씨앗은 우연적
인 방해를 받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떡갈나무와 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었다는 말이다. 이 로고스에서 ‘이다’는 가능적으로 ‘이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로고스는 가능적으로는 참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현깨라는 시간에서의 현실적인 것윤 말한다.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처럼 현실적인 것의 영역에서

있는 것

들의 결합과 분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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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것이

밑에 놓여있다. 현실적인 것은 생각되어진 것， 가능한

것과의 대립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 현실적인 영역에서

있는 것들의 결합과 분라는 하나인 것에 근거한다. 현실적으로 하나
인 것은 현재라는 시간에서 결합되어 하나인 어떤 것이며， 현실적으
로 하나보다 많은 것， 아직 하나이지 않은 것， 하나로 생각된 것의
근거이다.

3.

r 범주론」에서의 설처l 의 기준

이제 이름이 가리키는 것탈이 어떻게 현실적인 것의 영역에서 결
합하여 하나가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름이 어떤 것을 가리킬

때는 가리켜진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가능한 것으로 있는지， 혹은
참으로서 있는지 거짓으로서 있는지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
은 단지 범주에 따라서 있는 것을 말한다 22) 범주에 따라서 있는 것

이 현실적인 것의 영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는 우선 그것이 속한 로고스에서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한다. 로고스
가 이름틀을 모을 때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모으며， 또한 이름들
의 질서는 있는 것들의 젤서를 보여준다， 이름들의 질서를 아리스토
텔레스는 「범주론」에서

이름들이

모이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이릅들이 모이는 순서에 따트는 구분이 있다. 로고스는 이름
들이 결합해서 하나가 원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름들이 결합

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들은 단지 있는 것들이 무더기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들 가운데 어떤 것은 로고스 안에서 앞서서 나오

고， 다른 것은 그것에 따라나온다 앞서서 나오는 것을 밑에 놓인 것
(1: Ò

UπOKEÍμEVOV) 이라 하고， 뒤에 따라나오는 것은 ‘밑에 놓인 것에

따라서

22)

모아진다(κα1:0:

r 형이상학 J. lI.권， 7 장，

UπOKEtμÉvou τtVOç

1017a22-24)

λÉYE1:<Xt)’2:，)고 한다.

,

23) λóyoç의 동사 형태인 ÀÉyεlal는 ‘말하다’는 뜻 이외에 ‘모으다’라는 뜻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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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뒤따라 나오는 것들을 모으는 기

준이 된다 그것의 뒤에 따라나오는 것들(1α Kα1ci O-UμßEß11KÓÇ) 은
앞서서 밑에 놓인 것에 따라서 모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고스는
여러 이름틀을 모아서 하나로 딴옮으로써 여렷을 념어서는 어떤 전
체가된다.
두 번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라는 로고스
에서 ‘사람’은 모음의 기판인 ‘소크라테스’에 따라서 모여있다. ‘사람’
은 ‘소크라테스’에 따라서 모여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하나가 되

지만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희
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와 모여있지 않다. ‘사람’은 ‘소크
라테스’의 로고스의 부분으로서 모여있다견) 그러나 ‘희다’는 로고스

의

부분으로서

( O-Uμßuívn)

속해있까

않고，

단지

그것에

함께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딘지 함께 따라가고 있

는 것을 로고스의 부분으보서 속해있는 것과 구분해서 ‘믿에 놓인 것

안에 있다(슨v ÚπOKElμÉVOU 슨。1lv)’고 말한다.
로고스가 이름들을 하나로 오을 때， 그것은 이름들을 밑에 놓인

것을 중심으로 모은다.

이것이

로고스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된다

「범주론」에서 아리스토텔페스는 밑에 놓이는 것에 가장 적합한 것，

즉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될 수 있게 딴
들기 때문에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적합하며 무엇보다도 있는 것， 츄

첫

번째

실체 (πpω111

oùo-íα) 라고

말한다 25)

“가장

적합하고

(Kuplωtαtα) 일차적이며 (πpωrωç) 다른 무엿보다도(μα Àl0-1U) 실

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 로고스가 이픔뜰의 모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λÉyElat를 ‘모으다’라고 번역한다.

24)

여기서의 로고스는 것은 ‘A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딸을 뜻한다 맥락에 따라서는 정의라고 할 수도 있다. 로고스의 부분은 그 로
고스륜 구성하는 이름들을 말한다 따라서 로고스의 부분은 A 를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이고 우-연허 따라가는 것들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이 로고스의 부분은 결국 A 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25) 첫 번째 실체 이외의 나머 지 것들은 그것에 따라서 모이고， 그 때 비로소 하나
가 된다. 그리고 이 나머지의 것단은 섣처l 의 로고스의 부분으로 속하는지 그
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각각 제 2 실체와 부수적인 것들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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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oùcría) 라고

말해지는

갓은

@

어떤

밑에

놓여

있는

것

(1)πOKdμEVOV) 에 대해서도 말해지지 않고， @ 어떤 밑에 놓여 있는
것 안에도 있지 않은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이 그러하
다(2a11-14) ，"

첫 번째 실체의 기준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이다

이 중에서 ι의

기준인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는 말은 「범주론」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것이 ‘밑에 놓인 것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그것
이 ‘밑에 놓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다(XωptσtÓV) ’라는 말
이다. 이 기준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해진
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은 반대로 밑에 놓인 것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떨어져서는

있는 것일 수 없다’는 말이고 그것과 떨어져서는 ‘있다’고 말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반면에 밑에 놓인 것과 떨어져 있끌 수 있는 것은 다

른 것이 없이도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것의 있음이 다
른 컷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준 중에서 다른 하나인 @은 ‘어떤 밑에 놓여 있는 것
에 대해서도 말해지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로고스에서 처음으로 나
오는 것은 다른 것에 덧붙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서 다른 여러 가지의 것이 그것에 덧붙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여
렷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하나의 것을 어떤 이것(1:Ó8E 1:1) 이라고 한다. “첫 번째 실체들에 관
해서 그것들이 어떤 이것(1:Ó8E 1t) 을 가리킨다는 것은 논박의 여지
가 없이

참이다.

(811λoψμ EVOV) 이

왜냐하면
나뉘지

[섯

번째

실체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않는 것이고 수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3b lO• 13) ,"
따라서 「범주론」에서의 실체의 기준은 ‘떨어져 있고， 어떤 이것인
것으로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체는 ‘다른 어떤 것에
도 그것의 있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이것을 ‘떨

어져 있다(χωP1cr1:ÓV) ’고 말한다， 반면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의
있음을 첫 번째 실체에

익지한다. 또한 첫 번째 실체는 로고스에서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나뉘지 않고 수적으로 하나’인데，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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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것 (1ó8ë 11) ’이라고 한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여렷을 가리킨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일하고 수적으로 하나이면서도 반대되는 것될
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4a10 ← 11)" 라고 말할 때도

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동일하고 수적으로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자신도 하나이고 그것에 덧붙는 것들도 부수적으

로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다른 것들의

척도(μÉ1pOV) 가 된

다:26)

4.

나오며

이제까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형이상학」에서의 실체가 무엇

인지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붙음에 ‘하나’라는 기준이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는 개략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의 탐구의 출발점에는 변화하고 생동하는 자연이 펼쳐져

있다.

비록 그가 자연에 깃들여 있는 하나의 원리 (áPX끼)를 탐구하고자 했
더라도 결코 눈앞에 펼쳐자는 지연의 다양함잘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탐구한 하나는 단지 다콘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밑에
놓인 어떤 것이다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포텔레스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고， 그 자신도 하나인 어떤 것을 헝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서
형상은 가장 순수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가장 순수한 요소를 여러 가지의

r 형이상학」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밑에

놓인 것’， ‘가장 앞서는 것’， ‘그 자신에 대해 말해지는 것’， ‘그것이었

26) r 형이상학J ， 1 권， 1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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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바로 그것 (τÒ

1:1

Tìv Elvm)’등의 이러한 규정들은 여러 사태들과

의 관련 속에서 획득된 ‘하니’에 대한 기호들((j~μαtα) 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가장 순수한， 모뜬 질료적인 요소들을 다 떨
어내고도 남아 있는 어떤 것이다.
그가 순수한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순간에 그는 현실성
의 영역에 도달한다. 현설성의 영역은 모뜬 것이 비로소 밝게 드러나
는， 어두움 속의 좁은 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가 올바로 이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성의

영역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현실성의 영역 안에 서 있는 형상과 그것띄 동반자인 질

료가 무엇인지를 더 칠저히 밥혀야만 한디.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
한 탐구를 이후의 과제 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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