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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질료형상론은 구체적 대상 혹은 (물질적) 실체의 본성에 관한 형

이상학적 이론으로서, 실체가 질료와 형상의 합성물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질료형상론을 옹호하는 주된 동기는 (실체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 있지만, 이 이론에서 형상은 그 외에도 그것을 가

지는 실체의 본질의 근거, 지속의 원리, 그리고 인과력의 원천 등

의 중요한 설명적 역할들을 수행한다. 나는 현대의 질료형상론적

이론들을 크게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두 진영으로 분류한다. 두 진영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한 실체가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실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즉 그

것의 진부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의 차이에 놓

여있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실체는 제일질료와 형

상의 합성물이며, 어떤 실체도 다른 실체들을 그 진부분으로 가지

지 않는다. 반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실체는 다른 실체들

과 형상의 합성물이고, 그 다른 실체들은 또다시 질료-형상 합성

물들이기에, 실체들 사이에 성립하는 구성적 구조는 계층적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도입하는 형상은 토마스

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도입하는 형상이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역할들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

로써,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옹호할 동기가 충분치 않음을 보이고

자 한다.

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다음과 같은 세 이론적 한계들을 지

적한다. 첫째,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들을 질료

-형상 합성물들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그 이론은 모든 실체들에

대한 단일한 질료형상론적 모형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형상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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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모든 실체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질료는 다른 실체들이지만, 어떤 실

체도 그 부분으로 가지지 않는 실체인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경

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계층적 질료형

상론에서 형상은, 그것을 이를테면 관계 등의 보다 익숙한 존재론

적 범주의 존재자로서 환원적으로 이해하는 한, 실체의 지속의 원

리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한다. 관계와 같은 존재

자들은 그 자체로 지속이 보장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실체의 지속

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계층적 질료형

상론에서 형상은 그것을 가지는 실체의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각

각 실체들인 부분들이 전체를 구성함에 있어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의 것이다. 이는 그 이론이 과잉결정의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

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그 이론은 어떤 복합적 실체들의 형상은

인과적으로 무력하거나 잉여적이라는 귀결을 가지게 된다. 만약

이 한계들을 지적하는 것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대한 온당한 비

판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열려 있는 보다 적절한 개입은 계층

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질료형상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질료형상론, 실체, 본질, 마크 존스톤, 킷 파인, 캐트린 코슬

리키,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 형이상학

학 번 : 2016-2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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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질료형상론은 물질적 실체들 각각이 질료와 형상의 서로 다른 두 범주

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합성물이라고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이다.

질료형상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진 아리스

토텔레스는, 앞선 사상가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변화의 불가능성 논제에

맞서 변화의 가능성과 실재성을 옹호하기 위해 실체의 질료-형상 구조

를 도입했다. 변화의 불가능성 논제에 의하면,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nothing)가 어떤 것이 되거나 어떤 것이 무가 되어야 하는데, 무가 어

떤 것이 되거나 어떤 것이 무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변

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

이 변화함에 있어서 변화를 거쳐서 지속하는 그것의 구성요소와 변화를

거쳐서 지속하지 않는 그것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 이를 해결

하고자 했다. 여기서 변화를 거쳐서 지속하는 구성요소가 질료이며, 변화

를 거쳐서 지속하지 않는 구성요소가 형상이다. 예컨대 어떤 나무가 불

에 그을려서 장작이 되었다고 하자. 이 때 불에 그을리기 전에도 있었고

불에 그을린 후에도 남아 있는, 불에 그을리는 변화를 겪은 바로 그것이

질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불에 그을리기 전에 나무이도록 했던

것과 그리고 그것이 불에 그을린 후에 장작이도록 했던 것, 그것들이 형

상들이다. 이러한 실체의 질료-형상 구조의 도입은 중세를 거치며 스콜

라주의 형이상학에서 실체에 대한 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현대의 분석철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형이상학의 부활과 함께

많은 형이상학자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세부사항을 포함시키지만 그럼에

도 공통적으로 실체가 질료-형상 구조를 가짐을 주장하는 질료형상론적

이론들을 제시하며, 그것이 철학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좋은 형이상학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1) 나는 이 현대의 질료형상론들을 크

1) 철학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질료형상론을 통한 논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본질
((Johnston 2006), (Oderberg 2007), (Fine 2008), (Feser 2013), (Goswick 2018),
(Koslicki 2018a) 등), 지속((Rea 1998), (Brower 2010), (Feser 2013), (Koslicki 2018a)
등), 인과((Toner 2008), (Feser 2013), (Marmodoro 2013), (Pruss 2013), (Kosli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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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 두 입장을 가르는 주된 기준은 그 이론에서 한 실체가 다른 실체를

그 진부분으로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

상론에 의하면 질료-형상 합성물인 실체의 질료는 제일질료이다. 이 제

일질료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실체적 형상이

불어넣어짐을 통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는 순수 잠재성으로서, 실체의 연

장성을 담보하는 존재자이다. 제일질료는 동시에 둘 이상의 실체적 형상

에 의해서만 현실화되기에, 실체는 다른 실체와 공점할 수도 없고 다른

실체를 부분으로 가지거나 다른 실체의 부분일 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된

다. 반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실체의 질료-형상 구조에서 질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실체들이며, 그 실체들은 또다시 다른 실체들과

형상의 합성물들이다. 그러하기에 이 이론에서는 한 실체 내에서 실체들

과 형상들이 구성적 계층 구조를 이룬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 비해 급진적인 이론적 개입을

적게 가져가고자 하는데, 이는 살펴 볼 여러 계층적 구조형상론들에서

형상을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나 관계

와 같은 다른 보다 친숙한 존재론적 범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을 시

도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가지는 이론적 한계들을 지적

할 것이다. 그 한계들은 질료형상론의 이론적 틀에서 질료-형상 합성물

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이 그 실체에 대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들인 그 실체의 본질의 근거, 지속의 원리,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

으로서의 역할을,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호소하는 형상이 만족스럽게 수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토마스주의적 질료

형상론을 옹호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기에, 토마스주의적 질료

2018a) 등), 속성((Oderberg 2007), (Feser 2013), (Brower 2014), (Dumsday 2019a)
등), 구성((Fine 1999), (Johnston 2006), (Koslicki 2008), (Rea 2011), (Koons 2014),
(Jaworski 2016) 등), 물질적 이룸((Johnston 2006), (Oderberg 2007), (Fine 2008),
(Brower 2014), (Koslicki 2018a, 2018b) 등), 심신 문제(Jaworski 2016 등), 사람임
(pernsonhood)((Oderberg 2007), (Toner 2011), (Feser 2013), (Brower 2014) 등), 행
위((Evnine 2016) 등), 인공물((Oderberg 2007), (Feser 2013), (Evnine 2016)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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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론에 대한 논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가지는 것으로 제시될 그 한

계점들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질

료형상론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이 논문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에, 비판적 논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다. 주된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부분전체론

적 단순자들을 질료-형상 합성물들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그 이론은 모

든 실체들에 대한 단일한 질료형상론적 모형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형

상이 본질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모든 실체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질료-형상 합성물

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질료는 다른 실체들이지만, 어떤 실체도 그 부분

으로 가지지 않는 실체인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

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형상은, 그것을

이를테면 관계 등의 보다 익숙한 존재론적 범주의 존재자로서 환원적으

로 이해하는 한,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한다. 관계와 같은 존재자들은 그 자체로 지속이 보장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실체의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형상은 그것을 가지는 실체의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각

각 실체들인 부분들이 전체를 구성함에 있어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의

것이다. 이는 그 이론이 과잉결정의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게 만들고, 그

로 인하여 그 이론은 어떤 복합적 실체들의 형상은 인과적으로 무력하거

나 잉여적이라는 귀결을 가지게 된다. 만약 이 한계들을 지적하는 것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대한 온당한 비판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열려

있는 보다 적절한 개입은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토

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질료형상론 자체를 거부하

는 것이 될 것이다.

1장의 목표는 질료형상론을 옹호하는 주된 이론적 동기 및 두 질료형

상론의 중심 내용들과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아리스토텔레

스의 질료형상론과 그 동기를 소개하고 (1.1절), 현대의 두 질료형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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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그것들 사이의 주된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그 차이들

은 각각 질료를 제일질료인 것으로 혹은 실체들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

(1.2절), 형상을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 혹은 다른 범주들을 통해

환원적으로 이해하는 것 (1.3절), 그리고 모든 실체가 부분전체론적 단순

자인 것으로 혹은 실체들이 구성적 계층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4절)

2장에서는 물질적 이룸과 근거지음 문제를 통해 두 질료형상론이 가지

는 존재론적 함축들을 살펴보고, 본질의 근거로서의 형상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대한 불만을 지적한다. 우선 형이상학에

서의 실체의 구성 및 지속과 관련된 전통적인 문제들 중 하나인 물질적

이룸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서 계층적 질료형상

론이 취하는 공점 견해에 대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근거지음 문

제를 볼 것이다. (2.1절)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는 물질적 이룸의

문제에 대해 제거주의적 답변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특히 본질의 근

거로서의 형상에 대한 그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

다. (2.2절) 그리고 대표적인 계층적 질료형상론들인 존스톤(Johnston

2006), 파인(Fine 1999), 코슬리키(koslicki)의 이론들을 간결히 비교하며

그 이론들이 각각 근거지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실체의 형상과 본질의 관계에 대한 그 이론들의 내용을 볼 것

이다. (2.3절) 그 후에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질료

-형상 구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이론에서

단순자의 본질은 원초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게 됨으로써, 형상

의 범주를 통해 실체 일반의 본질에 대한 단일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

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실체가 부분에서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단일한 실체로서 지

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형상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형상에 대한 개입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먼저 실체의 부분에서의 변화를 거친 지속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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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형상에

대한 개입 여부에 따라 온건한 계층적 질료형상론과 급진적 계층적 질료

형상론으로 구분한다. (3.1절) 먼저 존스톤의 질료형상론이 온건한 계층

적 질료형상론으로서 형상을 구조적 관계인 것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면서

도 그것이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주장하지만 그 시

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3.2절) 그리고 파인의 질료형상론

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실체들 각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질료-형상

구조를 도입하는데, 그 중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하는 형상은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를 이루기에 급진적 질료형상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인

다. (3.3절) 마지막으로 코슬리키의 질료형상론 또한 그가 형상을 “구조”

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실체의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고, 이후에 그가 급진적 계층적 질료형상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다.

4장에서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형상이 그것을 가지는 실체의 비잉

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주장한다. 우선 부

분전체론적으로 복합적인 실체의 존재에 대한 반대 논증인 과잉결정 논

증과 그것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의 답변을 살펴본다. (4.1절)

그리고 과잉결정 논증에 대한 가능한 답변들을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채

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고 공점을 인정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추

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유사한 논증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계층적 질

료형상론에서는 형상이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다. (4.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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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두 질료형상론

제 1 절 실체적 변화와 질료형상론

최근의 분석적 형이상학에서 일군의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 형이상학자

들은 각각 다양한 형태의 질료형상론을 제시하고 또한 옹호하고 있다.

질료형상론은 구체적 대상(concrete object)들이 질료(matter)와 형상

(form)의 합성물(compound)이라는, 구체적 대상의 본성에 관한 형이상학

적 이론이다. 질료형상론의 체계적인 옹호와 전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또한 현대의 질료형상론자들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질료형상론을 옹호하는 주된 이론적 동기

는, 변화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질료형상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2) 아리

스토텔레스는 질적(qualitative) 변화와, 실체적(substantial) 변화의 두 종

류의 변화를 구분한다. 실재하고 지속하는 구체적 대상을 ‘실체

(substance)’라고 하자. 질적 변화는 존재하는 실체가 어떤 속성을 얻거

나 잃는 것이다. 예컨대 ‘티거’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털이 많아 복슬복슬

했다가 미용을 통해 털을 모두 잃고 매끄러워졌다고 하자. 이 경우 고양

이 티거가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복슬복슬함을 잃고 매끄

러움을 얻은 우연적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서는 어떤 실체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았고, 오직 계속 존재하는 고양이 티거가 바뀌었을(alter) 뿐

이다. 이번에는 티거가 탄생한 경우나 죽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들은 특정한 실체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 즉 존재하지 않던 실체가

존재하게 되거나 존재하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다. 여기

서 나타나는 종류의 변화가 실체적 변화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뀌더

2) 이 절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입장에 대한 논의는 (Shield 2014: Ch.
2-3)에 많은 부분 의존하며, (Cohen 2016) 및 (Ainsworth 2016) 등을 참조한다.



- 7 -

라도 여전히 같은 것으로서 남아 있으면서 지속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

다. 변화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서 남아 있으면서 지속하는 것을 지지물

(support)이라고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같은 것으로서 지속하는

지지물을 ‘질료’, 그리고 변화를 겪는 대상이 얻거나 잃는 것을 ‘형상’이

라고 부른다. 질적 변화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서 지속하는 지지

물인 질료는 실체이다. 티거가 복슬복슬했다가 매끄러워졌을 때, 이 질적

변화에서 실체인 티거는 복슬복슬한 상태에서 매끄러운 상태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고양이로서 계속 존재한다. 이 때 질료인 실체는

복슬복슬함 형상을 잃고 매끄러움 형상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질적 변

화에 있어서 실체가 지속하면서 잃고 얻는 형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

연적 형상(accidental form)’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질적 변화의 경우에

서와 마찬가지로, 실체적 변화에 있어서도 구체적 대상이 소멸되고 생성

됨에 있어 어떤 것이 같은 것으로서 지속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어떤

것도 무(nothing)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

으로서 주어진다. 티거가 탄생할 때 티거는 무로부터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세포들의 결합체였던 것이 고양이의 태아로 변화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티거가 죽을 때에도 그것은 고양이 사체(를 이루는

것들)로 변화한 것이다. 하지만 질적 변화의 경우들과는 달리, 이 실체적

변화의 경우들에서 실체는 지속하지 않고 존재를 멈추거나 시작한다. 이

때 실체적 변화에 있어서 잃음과 얻음의 대상이 되는 형상은 ‘실체적 형

상(substantial form)’이다. 티거가 죽을 때 티거의 질료는 그것을 고양이

로서 존재하도록 하게 만들던 실체적 형상을 잃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질료와 형상은 ‘잠재성(potentiality)’과 ‘현실

성(actuality)’의 개념을 통해 다시 이해될 수 있다. 특정한 실체가 우연

적 형상을 얻음에 있어, 그 실체는 해당 속성을 가질 잠재적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 속성을 가진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티거가 복슬복슬할

때에도 티거는 잠재적으로는 매끄러우며, 복슬복슬함 형상을 잃고 매끄

러움 형상을 얻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매끄러워진다. 이 경우 변화

에 있어서 질료와 형상은 각각 잠재성과 현실성의 원리에 대응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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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형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티거가 탄생하기 직전의 그

특정한 세포들의 질료는 잠재적으로 고양이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질

료가 티거의 형상을 얻음으로써 마침내 현실적으로 고양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실체의 질료는 잠재적으로만 그 실체이며, 실체적 형상에

의해 현실화됨으로써만 질료는 그 현실적 실체가 된다.

이 질료형상론에서 질료가 실체적 형상을 얻음으로써, 혹은 실체적 형

상이 질료에 불어넣어짐(informed)으로써 특정한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 실체는 여러 질적 변화들을 거치면서도 같은 것으로서 지속하는 지지

물로서 상정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실체를 현실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원리인 실체적 형상은 본질(essence)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대상이 가지는 본질이란, 그 대상이 무

엇이어야 하는 바(to ti ên einai: the what it was to be) 혹은 무엇인

바(to ti esti: the what it is)이다. 그는 이러한 본질 개념이 정의

(definition)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정의란 언어적

존재자인 단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상(thing)에 대한 것으로서, 즉 “물

적(real) 정의”로서 이해된다. 티거는 그 존재가 지속되는 동안 복슬복슬

해지거나 매끄러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들은 티거의 지속되는 존재와 양립가능한 우연적 변화라고 일

컬어질 수 있으며, 복슬복슬함, 매끄러움, 무거움, 가벼움 등은 티거에게

있어서 우연적인 특성(feature)들이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예외 없이 받아들이는 종류 본질주의가 참인 한, 티거는 존재하는 동안

고양이가 아니게 될 수는 없다.3) 티거가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게 되었

다는 것은 티거가 존재하기를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변화는 본질적 변화라고 일컬어질 수 있으며, 고양이임은 티거에

게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이임은 티거가 무엇인

바이며, 티거가 존재하는 한 티거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실체가 가지는 이러한 본질적 특성들은 그 실

체의 실체적 형상으로부터 주어진다. 티거가 가지는 고양이임 등의 본질

3) 종류 본질주의는 대상이 속하는 종류가 그 대상에 본질적이라는 논제이다. 종류 본질
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위긴스(Wiggins 200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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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들은 티거가 구성요소(component)로서 가지는 실체적 형상에 의

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질료형상론에서 티거가 털을 밀리

고 살이 빠지는 등의 여러 질적 혹은 우연적 변화들을 거치면서도 여전

히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티거가 같은 고양이로서 지

속하도록 하는 것은, 티거의 실체적 형상인 것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실체적 형상은 또한 (최소한 살아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는 실체의 인과력을 설명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실체적 형상은 작용인(efficient cause)으로서 “변화 혹은 정지

(rest)의 일차적 원천”(Physics 194b30 in (Aristotle 1984b: 23))인 것으

로 상정된다. 티거가 아기 고양이 티거 주니어를 낳았다고 하자. 아리스

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티거가 새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즉 티거가 티

거 주니어 탄생 사건을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티거가 특

정한 실체적 형상을 가진다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즉, 티거는 티거 자신

을 고양이이게 하는 실체적 형상을 가지는 것을 통해 새끼를 낳을 수 있

다는 인과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개별적인 인과력은 다른

어떤 실체도 가지지 않는, 오직 티거의 실체적 형상을 통해서 티거만이

가지는 그러한 인과력이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실체적

형상은 실체의 본질의 근거,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뿐만 아니라 실체가

가지는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까지의 최소한 세 가지의 중요한

설명적 역할들을 수행한다.4)

제 2 절 질료: 제일질료 vs. 실체들

실체적 형상이 그것을 가지는 실체의 본질의 근거와 지속의 원리 그리

고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 등의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러한 실

체적 형상이 부여되는 것인 질료란 어떠한 것인가? 문제를 보다 명확하

4) 이하의 논의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형상’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을 통해 실체적 형상
을 의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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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기 위해 이번에는 다소 간략화된 물 분자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물 분자가 생성되기 전에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있었다.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실체적 형상이 질료에 불어넣어짐으로써 본질적으

로 물 분자인 실체가 생성된다. 여기서 그 실체적 형상이 불어넣어진 질

료인 것으로 우선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일 것이다. 만약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가 (그것들은 소멸하

지 않은 채로) 생성된 물 분자의 질료가 된 것이라면, 이 경우 실체적

변화에 있어서 질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실체들인 것이 된다. 물

분자에 대해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의 경우와 같이, 어떤 실체를 이루

고 있는 가장 가까운 단계의 실체를 ‘이차 질료(secondary matter)’ 혹은

‘최근접 질료(proximate matter)’라고 하자. 그런데 실체의 질료가 다른

실체들인 최근접 질료라면, 여전히 그 최근접 질료는 각각 별도의 질료-

형상 합성물일 것이다. 만약 물 분자의 질료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라고 한다면, 예컨대 그 산소 원자는 다시금 질료-형상 합성물

로서 양성자들과 중성자들, 그리고 전자들을 그 질료로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 중 하나의 양성자는 질료-형상 합성물로서 업 쿼크

들과 다운 쿼크, 그리고 글루온들을 그 질료로 포함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표준적인 현대 물리학의 가정에 따라 업 쿼크, 다운 쿼크, 글루온,

전자 등이 물질적 진부분을 가지지 않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라고 한다

면, 그 다운 쿼크는 질료-형상 합성물인가? 만약 실체의 질료가 다른 실

체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운 쿼크는 질료-형상 합성물일 수 없다. 가정

상 그것의 질료의 역할을 수행할 실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다운 쿼크가 여전히 질료-형상 합성물이라고 한다

면, 그것의 질료의 역할을 수행할 실체가 아닌 다른 존재론적 범주의 존

재자가 상정되어야 한다.

전통적 질료형상론자들은 흔히 실체의 질료로서 제일질료(prime

matter)라는 독자적인(sui generis) 존재론적 범주를 자신들의 질료형상

론에 포함시켜 왔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 지적 선조로 여기는 스

콜라주의적 질료형상론의 전통을 따르는 질료형상론자들은 모든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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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질료와 실체적 형상의 합성물로 간주한다. 현대의 질료형상론자들

중 오더버그(Oderberg 2007, 2014), 브라워(Brower 2010, 2014), 토너

(Toner 2011, 2014), 페저(Feser 2013), 프러스(Pruss 2013) 등이 취하는

이 입장을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이라고 하자.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 모든 실체는 제일질료와 실체적 형
상의 합성물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모든 실체는 제일질료를 그 질료로 하는 질료-형상

합성물이다. 그렇다면 제일질료는 어떤 부류의 존재자인가? 오더버그의

말을 빌리자면,

[제일질료]는 순수한 수동적 잠재성으로서, 어떠한 형상이라도 [포함하지]

않고, 어떠한 박탈(privation)의 대상도 아니지만(i.e. 맹인이 시각을 박탈

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필요로 하는 어떤 형상을 결여한 것이

아니며), 어떤 형상에든 전적으로 수용적이다. 그것은 물리적 우주의 완전

히 미분화된(undifferentiated) 기본적 재료(material)이다. 그것은 어떤 것

혹은 다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것(something)도 아니지만, 아무 것

도 아닌 것(nothing)도 아니다. … 그것은 변화가 없지만, 모든 실체적 변

화의 토대이고, 보통 말하는 수적 동일성의 주체이며, 그러하기에 제일질

료는 실체적 변화를 거쳐서 보존된다. (Oderberg 2007: 72)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에서 질료는 잠재적인 것으로, 형상은

잠재적인 것을 현실적이도록 하는 원리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았

다. 이 틀에서 제일질료는 순수한 잠재성 자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체들이 그 자체로 현실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제일질료

는 그 자체로는 잠재성일 뿐이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실

체적 형상이 불어넣어짐을 통해서만 현실적인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하기에 이 제일질료는 그 자체로 어떤 모습을 가

지거나, 이리저리 배열될 수 있는 종류의 존재자가 아니다.

오더버그에 의하면 실체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 우리

는 제일질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더버그가 이를 정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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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현대 물리학을 통해) 알고 있는 한 물질적

진부분을 가지지 않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경우에 있어서조차 실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든 아는 한, 가장 아래에서까지 실체적 변환(transformation)

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물리적 이론에 의하면, 심지어 쿼크들조차 다른

쿼크들로 실체적으로 변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bottom, top, top]의 쿼

크 삼중항은, 강핵력에 의해서, [down, top, top]의 삼중항으로 변화할 수

있다. 사실 그 바텀 쿼크는 스트레인지 쿼크나 참 쿼크로도 변화할 수 있

었다. 이는 보존 법칙들과 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양자 이론

에 의하면 쿼크 변환은 결국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하기에, 불가능

하지만, 설령 원자론자가 거시적 단계에서의 모든 외견상의 실체적 변화

가 기초적 입자들의 재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환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 입자들 사이의 실체적 변환을 해명해야

할 것이므로, 순수한 잠재성이 여전히 요구될 것이다. (Oderberg 2007: 64)

그러하기에 오더버그를 비롯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실체적

변화의 해명이라는 질료형상론의 애초의 동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제일질료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제일질료의 존재를 옹호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쿼크와 같은 실체들조차 실체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체적 변화의 지지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고, 따라서 실체들인 최근접 질료는 실체적 변화의 지지물이

될 수 없고 오직 제일질료만이 실체적 변화의 지지물이 될 수 있음을 주

장한다. (e. g., (Oderberg 2007: Sec. 4.3)) 예컨대 실체인 나무가 어떤

외부적인 이유에서인지 폭발하면서 불타올랐다고 하자. 이 때 기존에 나

무를 이루고 있던 여러 실체들(세포들?)은 폭발로 인하여 각종 분자적

그리고 원자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실체적 변화에

있어서, 폭발 이전에 나무를 이루던 최근접 질료가 폭발 이후에 남아 있

는 어떠한 것들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며, 그러하기

에 오직 제일질료만이 실체적 변화의 지지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오더버그를 비롯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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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파인(Fine 1999, 2008), 존스톤(Johnston 2006), 코슬리키

(Koslicki 2008, 2018a), 리아(Rea 2011), 재워스키(Jaworski 2014, 2016)

등 현대의 다른 질료형상론자들은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의 제일질료

의 상정과 같은 급진적인 형이상학적 개입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로 여전

히 질료형상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일질료라는 독

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를 별도로 상정하지 않은 채로, 질료-형상 합성물

로서의 실체에 대하여 물질적 부분들인 다른 실체들(혹은 최근접 질료)

이 질료의 역할을 수행함을 주장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인 바, 질료-

형상 합성물의 질료로서 제일질료가 아닌 실체들을 내세울 경우 질료-

형상 구성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개입하게 되기에, 이 입장을

‘계층적 질료형상론’이라고 하자.

❲계층적 질료형상론❳: (복합적) 실체는 다른 실체들과 실체적 형
상의 합성물이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은 제일질료라는 별도의 존재론적 범주를 상정

하는 것은 지나친 이론적 부담을 떠안는 것이며 또한 경험적 사실들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다른 실체들을 질료로서 상정하는 것

은 이 우려들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여전히 질료형상론에서 요구되는 이론

적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긴다. 코슬리키는 질료에 대한 계층

적 이해가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Koslicki

2018a: Sec. 2.4) 예컨대 물 분자는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들을 물질적

부분으로 가지고, 수소 원자나 산소원자들은 양성자들, 중성자들, 그리고

전자들을 물질적 부분으로 가지며,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그 아래 단

계의 물질적 부분들을 가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슬리키에 따르면 실체적 변화의 지지물로서의 역

할을 언제든지 하위 단계의 실체들이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존재하던 재료들이 문제의 실체적 변화를 거쳐 지속하는 경우에, 이

질료-형상 합성물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개별적 대상의 물질적 부분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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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이 된다. 다른 경우들에는, 앞서 존재하던 재료들이 문제의 실체적

변화를 거쳐 지속하지 않는데(e. g., 어떤 달걀들이 케이크를 굽기 위해 다

른 재료들과 결합될 때), [이 경우] 문제의 실체적 변화를 거쳐 지속하는

어떤 하위-단계의 물질적 부분들(e. g., 이전에 달걀들을 구성하던 물질적

부분들 중에 있던 단백질들)이 차례로 새롭게 만들어진 구체적 개별적 대

상의 물질적 부분들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 어느 쪽이든, 문제의 실

체적 변화들을 거쳐 지속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viz., 앞서 존재하던 재

료들 혹은 그것들의 어떤 하위-단계의 물질적 부분들, 이 지속하는 대상

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그 구체적 개별적 대상의 물질적 부분들 혹은 질료

가 된다. (Koslicki 2018a: 58)

물론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의 이 주장

들을 반박하고자 시도하고,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도 여전히 할 말이 남

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다음 논의로 넘어가기로 하자.

제 3 절 형상: 전면적 개입 vs. 환원적 이해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각각 질료-형상 합

성물로서의 실체에 있어서 질료가 어떤 종류의 존재자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개입을 가지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에 있어서 실체적 형상이 어떤 존재자인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런데 질료의 경우 제시되는 대답이 두 가지뿐임에 반해,5) 형상의 경우

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대답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을 그것들이 하나의 존재론적 범주로

서의 형상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전면적으로 개입하는지에 따라 분류해

5) 물론 질료의 본성에 대한 각 입장들에 있어서도 제일질료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이해들 혹은 어떤 실체들을 질료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들이 있지만, 질료를
제일질료인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 실체들인 것으로의 이해할 것인지의 차이가 압도적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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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질료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형

상의 존재에 전면적으로 개입한다. 이들은 형상을 기존의 보다 친숙한

존재자들로 환원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형상이 질료형상론적

틀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6) 예컨대 프

러스의 경우 형상을 참인 명제를 법칙인 것으로 만드는 “법칙확정자

(lawmaker)”와의 유비를 통해 이해한다.

그렇다면, 형상은 어떤 것이, 말하자면 칼리아스가, 나타내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의 패턴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관여하는 세계의 어떤 실재

적 특성이다. 만약 칼리아스가 꽃이라면, 칼리아스의 형상은 그것의 피어

남, 그것의 꽃가루를 발산함, 그것의 광합성 등등을 설명한다. 이 형상이,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어떤 것으로서 이해된, “활동의 유형” 혹은 “패턴”

등과 같은, 어떤 추상적 존재자와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의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 여기서 자연법

칙들과 법칙확정자들에 대한 논의가 들어온다. (Pruss 2013: 124)

프러스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프러스가, 그리고 그를 포함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

상론자들이 형상의 본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환원적 전략을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편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은 그들이 질료의 본성에 대한 문제에 있

어 제일질료의 존재에 개입하기를 거부했듯이, 형상의 본성에 대한 문제

에 있어서도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개입을 꺼려하는 편이다.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존스톤(Johnston 2006)과 파인(Fine 1999,

2008) 등은 형상을 일종의 속성 혹은 관계인 것으로서 이해한다. 리아

(Rea 2011)는 그가 취하는 독특한 힘(power) 존재론에 있어서 형상을

한 가지 종류의 힘인 것으로 간주한다. 코슬리키(Koslicki 2008: Ch. 9)는

6)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이 형상을 개체적 속성 등 익숙한 존재론적 범주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조차도(e. g., (Brower 2014)), 그 형상에
대한 이해는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종류의 속성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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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속성이나 관계는 아닐지라도, 그것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존재

자로서 수학, 논리학, 화학, 음악, 그리고 언어 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구조(structure)”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종류의 존재자인 것으로 상정한

다. 재워스키(Jaworski 2016: Ch. 1)는 형상을 과학철학에서의 신기계주

의(New Mechanism)에서 논의되는 메커니즘에 상응하는 존재자로서 이

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는 그러한 형상의 존재가 최선의 과학 이론들

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정도나 방식에 있어

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형상을 기존의 보다 익숙한 존재론적

범주의 존재자로 환원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형상에 대한 환원

적 이해 자체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으

며, 코슬리키의 이후 저작(Koslicki 2018)을 포함한 어떤 계층적 질료형

상론들에서는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그러하듯이 형상에 대한 보

다 전면적인 개입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3장에서 다루

어질 것이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에 있어서 질료에 해당하는 물질적 구성요

소들에 대해, 형상은 그것들의 배열(arrangement), 배치(configuration),

혹은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는 것이다. 예컨대 물 분자가 두 개의 수소 원자들과 한 개의 산소 원자

로 이루어져 있을 때,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에 의하면 그 두 개의 수소

원자들과 한 개의 산소 원자가 물 분자를 이루는 것은 그것들 사이에 특

정한 구조가 성립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워스키의 다음의

인용문은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의 형상과 구조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고데하르트를 튼튼한 가방에, 우리가 수 톤의 힘으로 그를 짓이겨

도 아무 것도 새어나오지 않을 것을 확실히하기 원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

한 가방에, 넣었다고 해 보자. 짓이김 이전에, 가방의 내용물은 한 인간을

포함한다. [짓이김] 이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짓이김 이전에는

가방의 그 내용물은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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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 무엇이 짓이김 이전과 짓이김 이후의 가방의

내용물의 이 차이들을 설명하는가? 물리적 재료들…은, 어떤 것도 새어나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 그 조직(organization) 혹은 구조가 짓이

김 이전에 인간이 있음과, 그 인간이 그것이 가진 능력들을 가짐에 책임이

있다. 그 구조가 파괴되었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그 능력들을 가진 인간

이 없다…. (Jaworski 2016: 9)

이렇게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구조와 연계되어 있는 (혹은 동일한) 형

상은, 여러 실체들이 그저 모여 있기만 한 집적체(aggregate)의 경우와

실체들이 진정으로 단일한 복합적 실체를 구성하는 경우 사이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복합적 실체에 통일성(unity)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흔히

이해된다. 재워스키가 제시한 위 사례에서 짓이김 전의 고데하르트는 형

상을 통해 통일성을 가지는 단일한 구체적 대상이지만, 짓이김 이후에

거기에 있는 것은 형상을 빼앗김으로 인해 여러 실체들의 집적체에 불과

하게 된 것이다.

제 4 절 실체: 형상의 단일성 vs. 계층적 구성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질료-형상 합성물로

서의 실체에 있어 질료로서 제일질료를 상정하는지 혹은 다른 실체들을

상정하는지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앞서 보았다. 그러나 두 질

료형상론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차이는 형상의 단일

성(unicity of form)에 대한 개입 여부에 있다. 고양이 티거의 경우를 보

자. 특정 시점에 티거를 이루고 있는 질료를 티거-질료라고 할 때, 티거

-질료와 결부되어 있는 형상은 얼마나 많은가? 다음의 인용문에서 드러

나듯이, 대부분의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에 의하면 동일한 제일질

료는 한 시점에 오직 하나의 실체적 형상과만 연관될 수 있다.7)

7) cf., (Brower 2014). 브라워는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로서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제일질료의 덩어리(portion)가 각각 서로 다른 두 실체적 형상과 함께 서로 다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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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질료는 실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potency)을 가진다. 제일질료가 실

체적 형상에 의해 채워졌을(informed) 때, 이 잠재성은 현실화되고, 그러

하기에 그 질료는 더 이상 실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현실적으로 실체이다. 그 질료는 그 형상을 잃고 새로운 실체적 형상

을 받음으로써 다른 실체가 될 수는 있지만 … 그것은 두 번째 형상을 받

은 동안에 첫 번째 형상을 유지할 수 없다. (Feser 2013: 195)

편의상 그것을 가지는 실체가 특정한 종 K에 본질적으로 속하도록 하는

실체적 형상을 K-형상이라고 하자.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티거-질료는 고양이-형상이 부여됨으로써 그것과 함께 단

일한 실체만을 구성할 수 있다. 티거-질료가 그것에 다른 실체적 형상이

부여됨으로써 다른 실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에 이미 부여되

어 있는 고양이-형상을 박탈당해야 한다. 예컨대 티거가 죽을 때, 티거-

질료는 고양이-형상을 박탈당하게 되고 티거-질료였던 질료들은 이제

각각 다양한 종류의 분자-형상들을 부여받아 여러 실체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티거-질료가 특정 시점에 오직 단일한 실체적 형상과만 결부

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티거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다른 실체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컨대 티거의 뇌, 티거의 왼쪽 눈, 티

거의 꼬리 혈관에 흐르고 있는 어떤 물 분자 등은 티거-질료의 일부분

에 해당하는 질료에 뇌-형상, 눈-형상, 물분자-형상이 부여된 것은 아닌

가?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티거-질료

에는 이미 고양이-형상이 부여되어 있기에, 티거-질료의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고양이 실체를 구성함을 통해 현실화됨으로써 다

른 실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결여한 상태이다. 즉, 티거는 실체적 부

분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가지는 부분은 오직 비-실체적 부분들인 티거

-질료와 실체적 형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티거가 단일한 고

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제일질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해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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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로서 구성되어 있을 때, 티거의 뇌, 티거의 왼쪽 눈, 티거의 꼬리 혈

관에 흐르고 있는 어떤 물 분자 등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에 의하면 티거가 뇌와 눈과 물 분

자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전히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여전히 있다. 그들에 따르면 그것들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

상적으로만(virtually) 있다. 보다 단순한 경우로서 두 수소 원자와 한 산

소 원자로 구성된 물 분자의 경우를 보자. 그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

를 구성하고 있던 제일질료에 물분자-형상이 부여되어 물 분자가 구성

되었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실체들로서의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는

없고, 오직 그 물 분자 안에서 가상적으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토마

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이것이 그 (가상적)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

자가 물 분자 안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으로부터 정당화된다고 여

긴다. 오더버그에 의하면,

수소와 산소 원자들, 혹은 그 물질의 쿼크들이, 마치 그것들이 수소들과

산소의 본래의 샘플들 안에 있듯이, 실제로 그 물 안에 있다고 생각할 이

유가 어디에 있는가? 글쎄, 만약 물이 실제의 수소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태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만약 물

이 실제의 산소를 포함한다면, 그것은 -183°C에서 끓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실제로 그것은 (지상고도에서) +100°C에서 끓는다.

물론 [그에 대한] 답변은 산소와 수소들이 물에서 결합하여 그 결합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정확히 그것이 포인트이다. 수소의 가연성과 산소의 특정한 끓는점

은 … 본질주의적 의미에서의 그 원소들의 속성들이다. … 그 속성들이 물

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 그 본질들의 결여를 역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수소들도 산소도 물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소와 산

소의 어떤 (하지만 전부는 아닌) 힘들이 물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들

은 물 안에 가상적으로 있으며, 이 원소들은 전기 분해를 통해 … 되찾아

질 수 있다. (Oderberg 2007: 75)

결국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 따르면 어떤 실체도 다른 실체를 그 부

분으로서 가지지 않는다. 실체의 부분들은 그 실체 안에 오직 가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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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있는 것뿐이다. 다른 실체를 그 진부분으로 가지지 않는 실체를 ‘부

분전체론적 단순자’라고 부른다고 할 때, 이 이론에서 각각의 실체는 부

분전체론적 단순자인 것이다. 이 논제를 ❲실체=단순자❳라고 하자.

❲실체=단순자❳: 어떤 실체도 다른 실체를 그 진부분으로 가지지
않는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은 물론 논쟁적인 논제인 ❲실체=단순자❳에
개입하기를 거부한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실체들 사이의 구성이 정말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

떤 실체들은 특정한 형상을 통해 (혹은 그것과 함께) 다른 실체를 구성

하기에, 어떤 실체는 다른 실체들을 그 (실체적) 부분으로 가진다는 것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의 경우와는 달리,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질료의 역할을 하는 실체들은 그 자체로도 이미 현실화

되어 있으면서도 특정한 형상을 통해 다른 실체를 현실화할 잠재성을 여

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 경우 동일한

질료가 서로 구별되는 형상들과 함께 서로 다른 질료-형상 결합체를 이

룰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실체적 부분들이 특정한 형상

을 통해 (혹은 그것과 함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그 실체적 부분들 혹은 그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가 여전히 형상

을 통해 (혹은 그것과 함께) 다른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물 분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들을 자신의 (실체적) 부분으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산소 원자는 다시 핵자들과 중성자들, 그리고 전자들

을 그 부분으로 가질 것이며, 한편 처음의 그 물 분자는 다시금 티거를

구성하는 부분들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단일한 실체 티거에 있어서, 여러 단계에서 여러 형상들을 통해 구성이

계층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토마스주

의적 질료형상론과 그 개입에 있어 중요하게 달리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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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형상과 본질

제 1 절 물질적 이룸의 퍼즐과 근거지음 문제

이 절에서 살펴볼 물질적 이룸(material constitution)의 퍼즐에 대해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서로 다른 유형의 답변

을 내놓는다. 이 답변에 있어서의 차이는 두 질료형상론의 핵심적인 차

이를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또한 물질적 이룸의 퍼즐에 대해 계층적 질

료형상론이 취하는 유형의 답변에 대해 다시 제기되는 근거지음 문제는

궁극적으로 실체의 본질의 근거를 묻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세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각각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그 이론들

각각의 질료-형상 구조에 대한 세부적 이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의 논의의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고전 시대에서부터 제기되어온 물질적 이룸에 대한 문제들은 실체들의

구성(composition)과 지속(persistence)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물질적 이룸의 퍼즐 중 하나는 조각상과 그것을 이루는 진흙덩

이의 퍼즐이다. 월요일에 조각가가 진흙덩이(lump of clay)를 구입하여 ’

럼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자. 그리고 화요일에 그 조각가는 그 진흙

덩이 전부를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성서 등장

인물의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어 ’다비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때 우리

는 이 다비드가 곧 럼프라고, 즉 그 둘이 동일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동일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아님이 드러난다. 우선 럼프와 다비드는 그것이 속하는 종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럼프는 그저 진흙덩이일 뿐이고, 다비드는 조각상이다. 그

리고 이 차이에 따라 그것들 사이의 지속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

다. 조각가가 다비드를 뭉그러뜨릴 경우 다비드는 더 이상 조각상이 아

니게 되고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반면 조각가의 뭉그러뜨림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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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는 진흙덩이인 채로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

간적 속성들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럼프는 월요일에 있었지만, 다비드

는 월요일에 아직 없었다. 그런데 동일자의 구별불가능성 원리 혹은 라

이프니츠의 법칙에 의하면,

❲라이프니츠의 법칙❳: 임의의 대상들 x와 y에 대해, 만약 x가 y
와 동일하면, x는 y와 모든 속성들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럼프와 진흙덩이는 모든 속성들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기에, ❲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의해 서로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따라서 화요일에 조각가의 작업실에는 진흙덩이 하나와 조각상

하나의 두 구체적 대상이, 심지어 정확히 동일한 공간을 점유한 채로 존

재한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귀결이다. 이

퍼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질적 이룸의 퍼즐 (MC)❳
(1) 진흙덩이 럼프는 월요일에도 존재했고 화요일에도 존재한

다.

(2) 조각상 다비드는 월요일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화요일에는

존재한다.

(3)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참이다.

(4) 구별되는 구체적 대상들이 한 시점에 정확히 동일한 공간

적 영역을 점유(=공점(coincident))할 수 없다.

MC1~4는 각각 그럴듯한 전제들이지만, 합동으로는 모순이다. MC1과

2는 시나리오에서 가정된 것이다.8) MC3은 명백히 참인 것으로서 거부

8) 버크(Burke 1994)가 제시한 지배종 교리(the doctrine of dominant kinds)는 MC1을
거부하는 해결책이다. 지배종 교리에 의하면 대상이 여러 종에 속할 경우 그 대상은
그것이 속하는 종들 중 다른 종들을 “지배하는” 종과 연관된 지속조건을 가진다. 어
떤 종이 다른 종들을 지배하는지의 문제는, 어떤 종이 가장 많은 속성들의 범위를 가
지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주장되기로는 조각상 종은 진흙덩이 종보다 많은 속
성들의 범위를 가진다. 예컨대 조각상 종은 진흙덩이 종이 가지지 않는 미적 속성들
을 그것이 가지는 속성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이 진흙덩이 종
과 조각상 종에 동시에 속할 때, 조각상 종이 지배종이 되며, 그 대상은 조각상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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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9) MC4는 직관적으로 그럴듯하다. 지금 사

과가 있는 바로 그 공간적 영역(region)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하

나의 대상뿐인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 몇 개의 대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과) 한 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제 MC1과 MC2

가 성립한다고 하자. 럼프는 월요일에 존재했다는 시간적 속성을 가지고,

다비드는 월요일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시간적 속성을 가진다. 럼프와 다

비드는 시간적 속성들에서 서로 다른데, MC3에 의해 시간적 속성들에서

서로 다른 대상들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게 되기에 럼프와 다비드는 동일

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럼프와 다비드는 화요일에 정확히 동일한 공

간적 영역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MC4에 의해 럼프와 다비드는 구별

되는 대상들일 수 없다. 즉, 럼프와 다비드는 동일하다. 이는 럼프와 다

비드가 동일한 대상이라는 앞서의 진술과 모순이다. 그렇다면 물질적 이

룸의 퍼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MC1~4 중 최소한 하나의

전제를 거부해야 한다.

이 물질적 이룸의 퍼즐에 대한 답변으로서 철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

지속조건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진흙덩이 럼프는 월요일에 존재했고 진흙덩이 종의
지속조건을 가졌지만, 화요일에 존재하는 것은 지배종인 조각상 종의 지속조건을 가
진 것이기에 럼프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럼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화요
일에 럼프는 존재를 멈추고 새로운 조각상인 다비드가 존재를 시작한 것이다.

반면 에이어즈(Ayers 1974) 등의 국면주의자(phasalist)들은 MC2를 거부한다. 국면주의
자들에 의하면 구체적 대상은 반드시 특정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거
쳐 지속하면서 여러 국면적 종류들을 거쳐간다. 그들에 의하면 럼프와 다비드는 동일
한 대상으로서, 월요일에는 진흙덩이 국면에 있었고 화요일에는 조각상 국면에 있었
다. 그러하기에 다비드는 월요일에도 진흙덩이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제거주의적 해결책은 MC1과 MC2 모두를, 혹은 그것들 중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제
거주의적 해결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입장의 구성적 허무주의 혹은 거의-허무주의자
들은, 진흙덩이 종의 대상도 조각상 종의 대상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하기에
럼프도 존재하지 않고 다비드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 가정들이 거부됨으로
써 물질적 이룸의 퍼즐은 사소하게 해소된다.

9) 기치(Geach 1967)는 상대적 동일성를 주장함으로써 MC3를 거부한다. 하지만 라이프
니츠의 법칙을 거부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을 수가 있는가? 기치에 의하면 동일성은
종에 상대적이다. 두 대상 a, b와 종 K와 K*에 대해, a는 K로서 b와 동일하지만 K*
로서는 b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하며, 동일성에 대한 사실은 오직 K 혹은
K*등 종에 상대적으로만 성립할 뿐 단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기치는 이에 따
라 라이프니츠 법칙이 가지는 직관적 설득력을 그것의 무제약적 정식화인 ❲라이프니
츠의 법칙❳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약적 형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형태로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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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택지는 공점이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인 MC4를 거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공점 견해’라고 하자. 그런데 MC4의 거부

는 다시 서로 아주 다른 성격의 두 입장들로 갈라진다. 그 중 하나는 시

간적 부분(temporal parts) 이론이다. (e. g., (Lewis 1986), (Sider 2007))

시간적 부분 이론에 의하면 구체적 대상은 사차원적 시공간에 펼쳐져 있

으며, 그것들은 마치 공간적 부분들을 가지듯이 각 시간 간격에 시간 부

분을 가진다. 그렇다면 럼프와 다비드는 화요일에 정확히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지만 여전히 서로 구별되는 대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럼프는 월

요일부터 시공간에 펼쳐져 있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시간 부분을 가

지는 반면, 다비드는 화요일부터 펼쳐져 있어 화요일 시간 부분은 가지

지만 월요일 시간 부분은 가지지 않기에, 화요일에 럼프와 다비드가 정

확히 동일한 공간 영역을 점유하는 시간 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럼

프와 다비드는 모든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정한 부분만

공유하는 것일 뿐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구별되는 대상이 부

분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

대 신체의 일부를 공유하는 샴 쌍둥이가 구별되는 두 대상이지만 동일한

부분을 공유하고, 탁자와 탁자 상판이 동일한 부분(탁자 상판)을 공유하

듯이, 단지 그 부분이 시간 부분이라는 것일 뿐 럼프와 다비드는 부분을

공유하는 서로 구별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적 부분 이론의 이와 같은 해결책은, 물질적 이룸의 퍼즐

을 다소 변형하여 제시할 경우 다시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다. 기바드(Gibbard 1975)가 제시하는 다음의 시나리오를 보자. 월요일에

조각가가 성서 등장인물 모양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각각을 진흙으로 만

든 후 그 두 부분을 붙였다. 하루 동안 전시한 후, 화요일에 조각가는 일

격으로 그것을 산산조각내 흩날려버렸다. 여기서 진흙덩이를 ‘럼플’, 조각

상을 ‘골리앗’이라고 하자. 럼플과 골리앗은 월요일에 동시에 존재를 시

작했다. 조각가가 붙이기 전까지는 그 진흙덩이도 그 조각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요일에 럼플과 골리앗은 동시에 존재를 멈추었다. 조

각가가 산산조각낸 시점부터 그 진흙덩이도 그 조각상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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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바드의 시나리오에는 앞서 제시된 시간적 부분 이론의 설명이 그대

로 적용될 수 없다. 그 설명에 의하면 럼프와 다비드는 오직 특정한 (시

간적) 부분만을 공유할 뿐 모든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 구

별되는 대상이다. 하지만 럼플과 골리앗의 경우 같은 시간에 생성되어서

같은 시간에 파괴되었고 따라서 모든 시간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되기

에, 그것들이 단지 특정한 부분만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구별되는 대상이

된다고는 시간적 부분 이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럼프와 다

비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럼플과 골리앗 또한 여전히 서로 다른 대상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10)

MC4를 거부하는 다른 철학자들은 시간적 부분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

으면서도 여전히 대상들이 공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2.3절에서

살펴 볼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의 답변이 이 입장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구별되는 구체적 대상들이 한 시점에 정

확히 동일한 공간적 영역을 점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럼플도 골리앗도

모두 존재할 뿐이다. 럼플과 골리앗이 모두 존재한다면 그것들이 다르다

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의해 따라 나오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럼플과 골리앗이 많은 속성들에서 유사함에도, 서로 다

른 속성들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 베넷이 럼

플과 골리앗이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성들을 “종류적

(sortalish)” 속성들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를테면 “(i) 지속조건들, (ii)

종류 혹은 종 속성들, 그리고 (iii) 부분적으로 (i) 혹은 (ii)의 범주의 속

성들의 예화를 통해 대상들이 가지는 속성들” (Bennett 2004: 341)등이

있다.

공점 견해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이 종류적 속성

들과 관련된 것이다. 공점 견해가 주장하듯이 럼플과 골리앗이 종류적

속성들에서 차이를 가지는, 서로 구별되는 대상이라고 하자. 그런데 여전

히 럼플과 골리앗은 많은 속성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럼

10) 이에 대하여 그리고 곧 보게 될 근거지음 문제에 대하여 시간적 부분 이론에서는 상
대역 이론을 도입하여 다시금 대답을 내어 놓는다. 이 해결책에 대해서는 (Lewis
1986)와 (Sider 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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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도 조각상-모양이고 골리앗도 조각상-모양이다. 그렇다면 럼플과 골리

앗의 종류적 속성들에 있어서의 차이를 근거짓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진술하자면,

❲근거지음 문제❳: 공점하는 대상들이 그것들이 가지는 모든 비

종류적 속성들을 공유한다면, 무엇이 그것들의 종류적 속성들에 있

어서의 차이를 근거짓는가?

근거지음(grounding) 문제에 대한 공점 견해에서의 가능한 대답들을

베넷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Bennett 2004: 342) 첫째는 비종류

적 속성들에 의한 근거지음이다. 이는 어떠한 종류의 수반 원리 등을 통

해, 공점하는 대상들의 비종류적 속성들이 종류적 속성들에서의 차이를

근거짓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념주의 및 관습주의이다. 이는 우리의 개

념들 혹은 관습들이 공점하는 대상들의 종류적 속성들에서의 차이를 근

거짓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원초주의이다. 이는 공점하는 대상들이 서로

다른 종류적 속성들을 그것들을 근거짓는 것 없이 원초적으로 가진다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공점 견해를 취하는 질료형상론자들은 공점하는 대

상들이 가지는 형상에 있어서의 차이를 통해 근거지음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그러하기에, 럼플과 골리앗이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지고, 그 구조에

서의 차이가 종류적 속성들에서의 차이를 근거짓는다는 것이 계층적 질

료형상론의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질료형상론에서 실체가 형

상을 가진다는 것은 원초적 사실이기에, 이는 어떤 종류적 속성(특정한

형상을 가짐)을 그 대상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그것이 다른 종류적 속성

들을 근거짓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위 분류에 있어서 원초주의의 입

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1절에서 지적했듯이 질료-형상 합성물

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은 그 실체의 본질의 근거가 된다. 세부 사항

에 있어서의 차이는 각각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이 가지는 형상의 본

성과 질료-형상 합성물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에 의해 나

타나는데, 이는 2.3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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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이델(Sidelle 2014)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방식의 답변은 오직

질료형상론만이 고유하게 제시할 수 있는 종류의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

다. 질료형상론에서 럼플과 골리앗 각각이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

라고 가정되었을 때 럼플이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골리앗이 특정한 형상

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럼플과 골리앗 각각

에 있어서 원초적인 사실로서 주어진다. 그러하기에 둘 사이의 형상에

있어서의 차이 또한 원초적인 사실로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다음의 다른

가능한 (비-질료형상론적) 답변과 이를 비교해 보자. 럼플과 골리앗은

서로 다른 지속조건을 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다른 지속조건을 가진다는

것은 원초적 사실이며, 그 지속조건에서의 차이가 다른 종류적 속성들에

서의 차이를 근거짓는다. 이 답변은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답변과 구조적

으로 동일하다. 두 답변 모두 럼플과 골리앗에 대해 서로 다르게 나타나

는 특정한 원초적 사실을 상정하고, 그것으로이 둘의 종류적 속성들에서

의 차이를 근거짓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자의 답변은 질료형상론적

답변은 아니다. 이 점에서 결국 질료형상론자들의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으로는 비-질료형상론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다.

(Sidelle 2014: 400-4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의 답변이 성공적일 경우 그

것이 다른 원초주의자들의 답변과 구별되는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될 만한 여지가 있을 것이다. 질료형상론에서 실

체를 질료-형상 합성물로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근거지음 문제에 대

한 답변으로써 혹은 실체의 본질에 대한 근거로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

라, 1.1절에서 언급했듯이 실체적 변화, 실체의 지속, 실체의 인과력 등에

대한 중요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그러하기에 질료형

상론에 대한 그 동기들과 이유들이 적절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면, 그것

은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답변의 설득력 또한 높이

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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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물질적 이룸의 퍼즐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질

료형상론의 답변

❲물질적 이룸의 퍼즐❳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의 일반

적인 답변은, 진흙덩이 럼프가 월요일에도 존재했고 화요일에도 존재한

다는 MC1과 조각상 다비드가 월요일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화요일에는

존재한다는 MC2를 모두 거부하는, 제거주의적 답변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cf., (Brower 2014))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구체적 대상은

제일질료와 실체적 형상의 합성물인 실체인 것으로 이해된다. 1.3절에서

보았듯이,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은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실

체적 형상의 존재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며, 이 때 실체적 형상은 특정한

이론적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페저의 말을 빌리자면,

[실체]는 그것의 특징적인 행동(그것이 안정성이나 다양한 종류의 변화들

을 나타내는 것의 방식)이 그것에 내재적인 어떤 것[i. e., 실체적 형상]으

로부터 유래된 [대상]이다. … 리아나 덩굴(타잔이 매달리기 좋아하는 덩

굴의 종류)은 [실체]이다. … 리아나 덩굴의 부분들은 그 리아나가 그것의

성장 패턴을 드러내고, 물과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등등을 허용하도록 함

께 기능하는 타고난(inherent) 경향을 가진다. (Feser 2013: 182)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상정되는 실체적 형상은 특히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그것의 역할을 통해 이해된다. 이에 따르면 오직 환원불가

능한 인과력을 가지는 것들만이 실체들이고, 그러한 실체들만이 실체적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Feser 2013: Sec. 3.1),

(Oderberg 2007: Sec. 7.1) 그런데 대부분의 인공물들은 환원불가능한 인

과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그러한 인

공적 종에 속하는 실체는 없다고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은 다른 실체들의 용제로서 작용하고, 알맞은 곳에 자리 잡

으려 하고, 화씨 32도에서 어는 등의 결과들로 향해 있다. 이는 산소와 수

소들의 인과력들이 향해 있는 목적들의 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데, 왜냐하



- 29 -

면 그 힘[인과력]들은 전혀 다른 결과들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 언덕의

바닥에 우연히 형성된 돌더미(a heap of stones)는 당신이 그 더미를 올려

놓는다면 저울의 한 측면을 누를 힘을 그것의 무게를 통해 가진다. 당신

은, 그것이 어떤 목적에 대한 일종의 결과에 향해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 더미가 그것의 부분들이 그것들의 개별적 무게들을 통

해 가지는 인과력들의 합을 가지는 것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공물들의 인과력들은 그것들의 설계자들과 사용자들에 의해 외재적

으로 부여된 목적들과 함께 그것들의 부분들의 인과력들의 합으로 환원된

다. 시계는 시간을 보여 주는 힘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있다. 그러나

그것의 그 목적을 향한 힘을 가짐은, 그 설계자들과 사용자들이 그 움직임

들을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석하려는 의도들과 함께, 그 침들이 규

칙적인 방식으로 시계판 위의 특정한 표식들 위를 움직여가는 그러한 방

식으로 [시계]의 부분들이 배열되어있다는 것으로 환원가능하다. (Feser

2013: 186-87)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돌더미의 인과력은 그것의 부분들의 인과력들의

합에 다름 아니기에, 돌더미는 그 자체로 비환원적 인과력을 가지는 실

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시계의 인과력은 그것의 부분들

이 가지는 인과력들 그리고 그것의 제작자 및 사용자의 인과력들로 환원

되기에, 시계 또한 실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하기에 이 이론에

서 더미-형상 혹은 시계-형상, 즉 어떤 것을 본질적으로 더미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실체적 형상 혹은 본질적으로 시계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실

체적 형상은 없다. 그렇다면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진흙덩이-

형상과 조각상-형상,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는 진흙덩이나 조각상과 같은

실체들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말할 것이다. 진흙덩이의 인과력은 오직 그

것의 부분들이 가지는 인과력들의 합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조각상의

인과력, 예컨대 조각상이 그것의 감상자로 하여금 특정한 미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인과력은 조각상의 부분들이 가지는 인과력들 그

리고 그것의 제작자 및 사용자의 인과력들로 환원될 것이다. 따라서 토

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는 진흙덩이인 럼프도 조각상인 다비드도, 실

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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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버리지만은 않는다. 당장 다음과 같

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진흙덩이에 대해서도 조각상에 대해

서도,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는 인과력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미 있는 담화들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의 답변을 보기 전에, 우선 물질적

이룸의 퍼즐에 대해 제거주의적 답변을 제시하는 다른 입장들에서의 그

것에 대한 대답을 보자.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구성적 허무주의

(compositional nihilism)와 구성적 거의(near)-허무주의를 취하는 철학자

들이 ❲물질적 이룸의 퍼즐❳에 대해 제거주의적 답변을 내놓는 대표적

인 경우들이다.11)12) 이들에 따르면 진흙덩이나 조각상과 같은 일상적 대

11) 구성적 허무주의와 구성적 거의-허무주의는 구성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론으로서,
반 인와겐의 “특수구성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의 정의들에 대
해서,

[중첩] x가 y와 중첩한다(overlap) =df 어떤 z가 있어서 z는 x의 부분이고 또한 y의 부
분이다.

[합] y는 x들의 합(sum)이다 =df x들이 모두 y의 부분이고, y의 모든 부분들이 x들 중
최소한 하나와 중첩한다.

[구성] x들이 y를 구성한다(compose) =df y가 x들의 합이고, 어떤 두 x들도 서로 중첩하
지 않는다.

반 인와겐이 제기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van Inwagen 1990: Ch. 2)

[특수구성물음(Special Composition Question)]: x들로 구성된 어떤 대상이 있기 위해서
x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필요충분조건들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컨대 엉거(Unger 2006)가 취하는 구성적 허무주의에 의하면, 어
떤 사소하지 않은 구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x들에 대해, 어떤 y가
있어서, x들이 y를 구성한다 iff x들이 정확히 하나다.

그리고 반 인와겐(van Inwagen 1990)과 메릭스(Merricks 2001) 등이 취하는 구성적 거
의-허무주의에 의하면 사소하지 않은 구성은 아주 한정적인 경우들에 있어서만 성립
한다. 예컨대 반 인와겐 스스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 구성 원리를 옹호한다. 모든 x
들에 대해, 어떤 y가 있어서, x들이 y를 구성한다 iff x들의 활동이 생명을 이룬다.

12) 구성적 허무주의는 구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니다. 구성 관계는 보
통 재귀적인(reflexive) 것으로 이해되기에, 구체적 대상이 존재하는 한 최소한 그 대
상이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소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의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온다. 어떤 x에 대해서도, x와 동일한 것들은 x를 구성한다. 만약 x
들이 y를 구성하고 그 x들이 둘 이상일 때, 우리는 x들이 y를 진구성한다(properly
compose)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an Inwagen 1990: 29, 원저자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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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ordinary objects)의 구성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적

대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일상적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참인 것으로 여겨지는 담화들에 대한 체계적인 환언(paraphrase)이 가능

하다고 여긴다. 이를테면 반 인와겐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환언을 제안

한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의자들은 어떤 탁자들보다 무겁다’의 환언을 고려할 준

비가 되었다:

의자식으로(chairwise) 배열된 x들이 있고 탁자식으로 배열된 y들이 있고

그 x들이 그 y들보다 무겁다.

(우리는 이 환언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질적 대상들의 존재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자들을 제외한 어떤

물질적 대상들의 존재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요구를 만족시킨다. 물론, 만

약 특수구성물음에 대한 우리의 제안된 답변이 옳다면, 어떤 x에 대해서

도, 그 x들이 탁자식으로 혹은 의자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그 x들이 모

두 단순자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참이다.)” (van Inwagen 1990:

109)

반 인와겐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상적 대상들에 대한 모든 참인 문장들이

그 대상들의 존재에 개입하지 않고 오직 단순자들의 존재에만 개입하는

참인 다른 문장들로 번역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van inwagen 1990:

Ch. 11) 메릭스도 비슷한 환언 전략을 제안하는데, 반 인와겐과는 달리

메릭스는 환언 이전의 해당 일상적 담화 문장들이 모두 거짓이지만 그럼

에도 거의 참인 것만큼이나 좋은 문장들임을 주장한다. (Merricks 2001:

Ch. 7) 어떤 쪽이든 일상적 대상들에 대한 제거주의자들은 환언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 대상들에 대한 의미 있는 일상적 담화들을 지켜내고자 한

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의 답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에 의하면 더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공물들은 그것들 자체로 실체들이 아니지만, 그것들의 부분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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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릴 만한 실체들이 우연적 형상을 통해 관계 맺어진 우연적 단일체

(accidental unity)들이다. (Oderberg 2007: Sec. 7.4), (Feser 2013: Sec.

3.1) 예컨대 모래더미는 여러 실체들(아마도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이

집적되어 있음과 같은 우연적 형상에 의해 관계 맺어져 있는 것으로, 조

각상은 실체들인 재료들이 특정한 형태라는 우연적 형상에 의해 관계 맺

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모래더미와 조각상에 대한 우

리의 의미 있는 담화들은 그 우연적 단일체에 대한 담화인 것이 될 것이

다. 하지만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이 이렇게 우연적 단일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존재론적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우연적

단일체들은 그 자체로 실체적 형상을 가지지 않고 오직 그 “부분들”인

실체들과 그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인 우연적 형상을 통해서만 이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앞서 제시된 구성적 (거의-)허무주의의 환

언 전략과 같은 방식의 대답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전략이 성공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제 3 절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세 계층적 질료형상론

의 답변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형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 그것들을 가를 수 있는 기준들 중 몇 가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실체의 형상은 그 대상의 물질적 부분들 사

이의 관계인가? 만약 형상이 (보편자이든 트롭이든) 관계(혹은 다항 속

성)라는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면, 계층적 질료형상

론이 실체를 질료-형상 합성물로서 상정하는 것에 있어 형상에 대해 별

도의 존재론적 범주를 상정할 필요가 없기에 이론적 부담과 설명의 요구

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속성 및 관계에 대한 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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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을 취하는 이상(질료형상론자라면 물론 그러할 것이다) 관계의

실재성에 대해서는 이미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형상이

단순히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범주의 어떤 존재자라

면, 우선 그렇다면 우리는 형상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자인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왜 관계에 더해 형상이라는 존재자를 우리의 존재론

에 별도로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있어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이 가지는 것

과 마찬가지의 종류의 이론적 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형상은 보편적 존재자인가(즉, 동일한 하나의 형상이 수적으로

구별되는 실체들의 형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가) 혹은 개별자인가?

이에 대한 개입은 물론 속성 및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형이상학적 입장

과 맞물려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컨대 만약 속성에 대한 보편자

유명론적 입장을 취한다면 형상 또한 보편적 존재자가 아닌 개별자로 간

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13) 또한 이 문제는 형상이 아닌 개별화의 원리

를 별도로 상정하는지의 여부와도 유관하다. 만약 형상이 보편적 존재자

라고 한다면,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구체적 대상들 사이의 개별화가 그

형상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기에, 별도의 개별화의 원리가 요

구되는 것이다.

셋째, 형상은 그것을 가지는 구체적 대상의 부분인가? 이 문제는 우리

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유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물음일 수 있

다. 질료형상론에서 실체를 질료-형상 합성물로서 이해할 때, 만약 형상

이 그 실체의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실체를 질료-

형상 합성물로서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형상을 실체의 부분으로 간주한다면, 단일한 부분 관계가 물질적

부분(질료)과 비물질적 부분(형상)을 모두 그 관계항으로 가진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부분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상의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세 사례

들을 살펴보자.

13) 예컨대 속성에 대한 트롭 유명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모든 속성 및 관계는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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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톤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근거지음 문제 해명

존스톤(Johnston 2006)에 의하면 형상은 관계이고, 보편적 존재자이며,

실체의 부분이 아니다.

존스톤은 실체가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특정한 관계를 통일성의 원

리(principle of unity)로 하여 그것을 통해 구성된 복합체라고 말한다.

통일성의 원리란 어떤 실체적 전체의 실체적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

계로서, 그 전체가 무엇인지가 그 부분들이 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인

그러한 관계이다. (Johnston 2006: 653)

(주어진 구성의 단계에서의) 어떤 대상의 진정한 부분들과 통일성의 원리

에 대한 진술은 다음의 표준적 형식을 취한다:

(대상이 여기에 명시된다)…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명

시된다)…이/가 (통일성의 원리가 여기에 명시된다)…의 속성을 가지거

나 혹은 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것처럼: 이 염산 분자가 있다는 것은 이 수소 양이온과 이 염소 음이온

이 함께 결합된 것이다. …

각 복합적 대상이 그것에 대해 참인 어떤 그러한 표준적 진술을 가질 것

이라는 생각은 “질료형상론”이라고 공정하게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각 복합적 대상이, 부분들 혹은 구성요소들로서 이해된 그것의 질료, 그리

고 통일성의 원리로서 이해된 그것의 형상을 통한, 물적 정의, 혹은 그것

의 본질에 대한 진술을 허용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Johnston 2006:

658, 원저자의 강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존스톤의 질료형상론에 있어서 실체의 형상은 그

실체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인 것으로 이해된다. 실체인 전체에 대하여

각각이 다시 실체들인 부분들은 그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형상

혹은 통일성의 원리로 하여 그 전체를 구성한다. 이 때 형상은 해당 전

체의 물적 정의에 언급되어야 할 원리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전체

의 부분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상은 동일한 관계가 동시에 여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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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통일성의 원리가 될 수 있는, 보편자이다. (Johnston 2006: 659)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존스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물질적 대상들이 단지 물질들의 다발로서가 아니라, 질료형상론적으로 파

악될 때, 두 물질적 대상들이 그것들 각각의 전체 생애 동안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있는지 하는 논쟁되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백하

다. 그것은 그저 구별되는 통일성의 원리가 정확히 같은 시간 간격동안 정

확히 같은 부분들에 대해 성립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기력들로 서로를 끌어당기

는 초밀도 구체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뭉쳐 정육면체에 근사적인 무

언가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정육면체는 물리적 계를 나타낸다. 그것의 부

분들은 구체들이며, 그것의 통일성의 원리는 그것들이 자기력들에 의해

정육면체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기계와 어떤 중력계가 공

존한다. [그 중력계는] 같은 초밀도 구체들을 부분들로 가지고 다른 통일

성의 원리를, 즉 구체들이 중력들에 의해 뭉쳐야 한다는 것을 [통일성의

원리로서] 가진다. (Johnston 2006: 664-65)

그렇다면 존스톤의 질료형상론에서는 정확히 같은 부분들로 구성된 실체

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다른 통일성의 원리를 통해 구성되었

다면 서로 다른 실체일 수 있는 것이 된다.

공존에 대한 존스톤의 해명을 럼플과 골리앗의 공점의 사례에 적용한

다면 다음과 같다. 럼플과 골리앗은 서로 다른 관계들을 그것들의 형상

혹은 통일성의 원리로 가진다. 럼플이 통일성의 원리로 가지는 관계를

‘L’이라고 하고, 조각상이 통일성의 원리로 가지는 관계를 ‘S’라고 하자.

그런데 “복합적 대상의 각 진정한 종은 그와 연관된 특징적인 통일성의

원리를 가지기에” (Johnston 2006: 653) 럼플의 통일성의 원리인 관계 L

은 진흙덩이-형상, 골리앗의 통일성의 원리인 관계 S는 조각상-형상이

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동일한 물질적 실체들이 그것들 사이에 성

립하는 관계 L을 통해 진흙덩이 럼플을 구성하고, 또한 그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S를 통해 조각상 골리앗을 구성한다. 그리고 럼플과 골리

앗이 속하는 종에 있어서의 차이는 둘 사이에 성립하는 종류적 차이들을

다시금 근거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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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근거지음 문제 해명

파인(Fine 1999)에 의하면 형상은 관계이고, 개별자이며, 실체의 부분

이다.14)

존스톤과 마찬가지로 파인 또한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가지

는 형상을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서 환원적으로 이해한다. 그리

고 파인의 질료형상론에서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

은 그 실체의 부분이다.

대상들 a, b, c, …이 주어지고 어떤 주어진 시간에든 그 대상들 사이에 성

립하거나 성립하는 데 실패하는 관계 R이 주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관

계 R에 있는 대상들 a, b, c”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이 있다고 가

정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예컨대, 어떤 꽃들이 주어지고 다발로 묶임 관

계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대상인 다발로 묶임 관계에 놓인 꽃들(일상적으

로 “꽃다발”이라고 불릴)이 있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 새로운 대상은 구성요소 대상들 a, b, c, …와 관계 R의

혼합물(amalgam) 혹은 복합체(complex)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구성체(composite)이다. 그 구성요소들과 그 관계가, 보통의 부분

전체론적 합에서처럼, 동등한 것들로서 합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관계 R은 그것의 서술적인 역할을 보존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구성요소

들을 조정하거나 수정한다. 하지만, 그 조정의 결과는 사실이나 상태가 아

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체(whole)로서, … 그 구성요소들이 그 관계에 의

해 연결된 것이다. (Fine 1999: 65)

14) 사실 파인의 질료형상론에 있어서 문제는 이보다 복잡하다. 파인은 고정 구현체와
가변 구현체라는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종류의 실체들의 범주를 상정하고, 그것들
각각에 대한 질료-형상 구조를 각각 제시한다. 특정한 시점에 존재하는 고정 구현체
에 있어서는 형상이 관계이지만, 그 고정 구현체들을 시간적 부분(temporary part)으
로 가지고 지속하는 대상인 가변 구현체에 있어서는 형상은 관계가 아닌 함수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인은 (Fine 2008)에서 실체의 종을 결정하는 것
으로서 오직 고정 구현체의 질료-형상 구조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Fine 2008:
112-16), 그가 실체들의 공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오직 고정 구현체의
질료-형상 구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Fine 2008: 113-15), 이 절에는 일단 고정
구현체의 질료-형상 구조만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가변 구현체의 질료-형상 구조에
관해서는 그것이 핵심적으로 고려될 3.3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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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질료-형상 합성물을 고정 구현체(rigid

embodiment)라고 이름 붙인다. 구체적 대상들 a, b, c, …가 있고 그 대

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R이 있다고 할 때, a, b, c, …는 R와 함께

하나의 고정 구현체를 구성하며, 이 때 관계 R은 그 고정 구현체의 형상

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a, b, c, …/R’로 이 고정 구현체를 지시한다.

이 때 관계 R은 트롭 혹은 개별화된 관계인 것으로 상정된다. (Fine

1999: 63) 파인에 의하면 a, b, c, …와 그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트롭

R이 존재하면 바로 그 경우에 고정 구현체 a, b, c, …/R이 존재하며,

R=R’이면 a, b, c, …/R=a, b, c, …/R’이 성립한다. (Fine 1999: 66)

그렇다면 파인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근거지음 문제❳에 대해 어떻

게 대답할 수 있는가? 파인의 다른 저작물로부터의 다음의 인용문은 그

해답을 제공한다. 어떤 합금(alloy) 물질 a가 있고, a에 대해 성립하는 구

체(sphere)의 모양에 해당하는 관계 S와 조각(piece)의 모양에 해당하는

관계 P가 있어서, a가 S와 함께 구체를 구성하고 또한 a가 P와 함께 합

금 조각을 구성하여, 그 구체와 합금 조각이 공존한다고 하자. 이 때,

우리는 이제 구체 s = a/S와 합금 조각 p = a/P 사이의 종류적(sortal) 차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합금이고, S가 구체의 모

양이고, 그리고 P가 조각의 모양이라는 것이 명백하며, 그러하기에 s는 합

금 구체이고 p는 합금 조각인 것이다. 그 구체 s = a/S가 합금 조각이 아

니고 합금 조각 p = a/P가 합금 구체가 아니라는 것 또한 보여질 수 있다.

(합금 조각 p의 경우에 대한 논증도 유사하다) 이를 위해 구체 s = a/S가

합금 조각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것은 B가 어떤 합금이고 Q가

조각의 모양인, b/Q 형식의 고정 구현체여야만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론에서 s = a/S가 q = b/Q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여러 방법

들이 있다. 하나는 그것들의 양상적 속성들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보았듯

이 s는 반드시 구체의 모양이어야 하지만 q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달리는 그것들의 부분들을 통해서이다. s는 구체 S의 모양을 부분으로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S가 q의 부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

이 b나 Q와 동일하거나 그것 중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둘 중 어떤

것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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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상적 차이가 종류의 차이를 통해 설명된다는 것은 또한 그럴듯

하다. 한 대상이 구체이고 다른 [대상]이 조각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하

나는 반드시 구체의 모양이어야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조각의 모양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따라나오기 때문이다. (Fine 2008: 114-15, 원저자의 강

조)

파인의 해명에 따르면 구체 s와 합금 조각 p는 동일한 물질적 부분 a

를 공유하지만, a에 대해 성립하는 서로 다른 관계 S와 Q를 각각 형상

으로 가짐으로써 그 관계들 각각과 함께 서로 다른 실체들로 구성되어

공점하며, s는 구체-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S와 함께 구성됨에 따라서

구체 종류에 속하고, p는 조각-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P와 함께 구성됨

에 따라서 조각 종류에 속한다. 그리고 이 종류 혹은 종에 있어서의 차

이는 다른 종류적 차이들을 근거짓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럼플과 골리앗의 사례에 이 해명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럼플과 골

리앗은 정확히 동일한 구체적 대상들을 부분으로 가지지만 그 구체적 대

상들 사이의 관계 트롭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그 진흙덩이 및

조각상의 물질적 구성요소들(진흙들?)이 c1, c2, …라고 하자. 특정 시점

에 럼플은 c1, c2, …와 그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진흙덩이의 모양 관계 L

로 구성된 고정 구현체 c1, c2, …/L일 것이며, 골리앗은 c1, c2, …와 그

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조각상의 모양 관계 G로 구성된 고정 구현체 c1,

c2, …/G일 것이다. 럼플은 L을 부분으로 가짐으로써 진흙덩이 종에 속

할 것이며, 골리앗은 G를 부분으로 가짐으로써 조각상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에 있어서의 차이가 양상적 차이를 비롯한 다른 종류적 차

이들을 근거짓는다.

코슬리키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근거지음 문제 해명

코슬리키(Koslicki 2008)에 의하면 형상은 관계가 아니고, 보편적 존재

자이며, 구체적 대상의 부분이다.

코슬리키는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을 “구조”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구조는 수학, 논리학, 화학, 음악, 그리고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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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그 존재자이거나 혹은 그것

과 유비될 수 있는 종류의 존재자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속성이나 관계

가 아닌 대상(object)으로서 이해된다.

구조들은 최소한 어떤 맥락들에서는, 속성들 혹은 관계들로서가 아니라,

대상들로서 취급된다. 동시에, 구조들이 그렇게 취급될 때조차, 그것들은

또한 항상 그 영역의 요소들이 문제의 구조에 의해 사용가능하게 된 자리

들을 차지하는 것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특정한 속성들 및 관계들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속성들 및 관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들에서 그것들이 연관된 구조들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Koslicki

2008: 252)

코슬리키에 의하면 구체적 대상의 구조, 즉 형상은 속성들 혹은 관계들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대상이다. 그

는 구조를 보편적 존재자로서, 하나의 형상이 여러 구체적 대상들에 있

어서 동시에 형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Koslicki

2008: 257-58)

코슬리키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구체적 대상은 물질적 구성요

소(material component)들과 형식적 구성요소(formal component)들을 가

지는데, 물질적 구성요소들은 다른 구체적 대상들이며, 형식적 구성요소

들은 구조들, 즉 형상들이다. 구조는 특정한 종과 연관되며 물질적 구성

요소들이 그 구조가 그것이 연관된 종과 관련하여 가하는 특정한 제약들

을 만족시킬 것을 강제한다.

대상 내에서의 구조의 존재는 주로 그 대상의 물질적 구성요소들이, 만약

그것들이 특정한 종의 전체를 구성할 경우, 따라야 하는 두 종류의 제약들

에 기여한다. [그것들은] (i) 결합체를 구성하는 구성성분들의 종류들에 대

한 제약들, 그리고 (ii) 그 구성성분들에 의해 드러나는 위상적 혹은 기하

학적 배치 혹은 배열에 관한 제약들이다. 따라서, … 전체의 양상적 일람

표에 대해 해명함에 있어 구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 두 출처

들로부터 기원해야 한다. (Koslicki 2008: 254-55)

그리고 구체적 대상들은 형상이 가하는 제약들을 만족시키는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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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형상과 함께 구체적 대상을 구성한다. 그런데 형상은 항상 특

정한 종 K와 연관된 제약들을 부여하여 바로 그 종 K에 속하는 대상을

구성하기에 (Koslicki 2008: 173), 구성된 전체는 그 형상과 연관된 종에

속하는 실체가 된다.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코슬리키의 답변은 파인의 답변과 유사한

방식의 답변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공점하는 두 대상들의 물

질적 구성요소들에 있어서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 사이의 형식

적 구성요소들에서의 차이가 그것들 사이의 종류적 속성들에서의 차이를

근거짓는다는 것이다. 탁자의 물질적 구성요소(나무 조각?)와 탁자가 공

점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 탁자를 생각해 보자.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현재의 부분전체론적 해결

책에 의하면, 탁자와 그것의 물질적 구성요소 사이의 수적 구별됨은 탁자

가 추가적인, 그 물질적 구성요소와는 공유되지 않고 그 종의 전체를 구성

하기에 적격인 물질적 구성요소의 범위와 배치를 특정짓는 일종의 레시피

로서 기능하는, 추가적인, 형식적 구성요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게로

추적될 수 있다. 탁자의 그 형식적 구성요소는, 예를 들어, 이 종의 전체가

그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물질적 구성요소의 종류와 그것들의 배열의 방

식 모두를 지정한다. (Koslicki 2008: 182)

즉, 탁자가 그것의 물질적 구성요소가 가지지 않는 종류적 속성들을 가

진다는 사실은, 탁자가 그것의 형식적 구성요소로서 가지지만 그것의 물

질적 구성요소는 가지지 않는 구조, 즉 형상에 있어서의 차이를 통해 설

명된다. 코슬리키의 질료형상론에서 형상은 항상 특정한 종과 연관되어

그 종의 대상을 구성하기에, 형상에서의 차이가 곧 종에서의 차이를 의

미하며, 그 종에서의 차이에 의해 다시 종류적 차이가 근거지어지는 것

이다. (Koslicki 2008: 182)

코슬리키의 질료형상론에서 럼플과 골리앗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골리앗은 럼플이 가지지 않는, 조각상과 연

관된 형상을 그 형식적 구성요소로서 가지고, 그 형상은 골리앗의 물질

적 구성요소들의 종류와 배열을 제약함으로써, 골리앗이 조각상 종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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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종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시 종류적

차이들을 근거짓는다.

제 4 절 그런데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본질은?

앞의 절에서 살펴본 근거지음 문제에 대한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답변

들은 일차적으로는 물질적 이룸 퍼즐에 있어서의 공점 견해에 대한 옹호

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에 있어 형상이 수행하는 그것을 가지는 실체의 본질

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세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공통적으로 근거지음 문제에 대해, 공점하는 두 실

체 사이의 형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것들이 속하는 종에 있어서의 차이

를 결정하고, 그 종에 있어서의 차이가 다시 종류적 차이들을 근거짓는

다고 답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론들에서 물질적

부분들은 형상을 통해 (혹은 형상과 함께) 그 형상과 연관된 종에 속하

는 실체를 구성하고, 그 실체의 종류적 속성들은 그 실체가 속하는 종에

의해 근거지어진다. 이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

과도 공유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 지적하고자 하

는 바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제공하는 이러한 실체의 본질에 대한 설

명은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들의 본질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앞서 정의하였듯이 여기서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란 다른 실체

를 그 진부분으로 가지지 않는 실체를 말한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

의 경우 어떤 실체도 다른 실체를 그 진부분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실
체=단순자❳ 논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실체를 부분전체론적 단순자

인 것으로 파악하기에, 그 이론에서 모든 실체의 본질은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본질이다. 반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실체=단순자❳ 논
제를 거부하고 계층적 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체를 다른 실체들을

(물질적) 부분으로 가지는 부분전체론적 복합체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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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개입하듯이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

체에 있어서 그 질료가 다른 실체들이라면,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는 질료

-형상 합성물일 수 없고, 그러하기에 형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계층

적 질료형상론에서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에 대해서는 그것의 본질의 근

거로서 그것의 형상을 제시할 수 없다.

특정한 사례를 통해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계층적 질료형상

론에 의하면 실체는 질료-형상 합성물이며, 그 실체는 특정한 종과 연관

된 형상을 가짐으로써 그로 인하여 어떤 본질적 속성들(i. e., 특정한 종

에 속함, 특정한 지속조건을 가짐 등의 종류적 속성들)을 가진다. 이제

업 쿼크가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라고 가정하고, 업 쿼크 종의 실체 Q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모든 실체가 질료-형상 합성물이라고 하자. 실체의

본질에 대한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해명에 의하면, Q는 어떤 구체적 대상

들 o1, o2, …와 업쿼크-형상 f의 합성물로서 o1, o2, …를 그것의 (물질적)

부분으로써 가지며, Q가 업 쿼크이고 그와 관련된 종류적 속성들(e. g.,

스핀 1/2임 등)을 가지는 것은 Q가 f를 가지는 것에 근거한다. 그런데

가정 상 Q는 다른 구체적 대상을 진부분으로 가지지 않기에, o1, o2, …

는 Q의 진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Q는 o1, o2, …와 f의 합성물이 아니

며, 그러하기에 Q는 f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Q가 f를 가짐으로써 업

쿼크이고 그와 관련된 종류적 속성들을 가진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세계가 겅크적(gunky) 세계라

는 것을 함축하는 주장이다. 이 때 어떤 구체적 대상은 그것의 모든 부

분들이 진부분을 가지는 바로 그 경우에 겅크이다. 즉, 겅크의 어떤 부분

도 부분전체론적 단순자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는 구체적 대상들로

서 오직 겅크들만을 포함하는 바로 그 경우에 겅크적 세계이다. 만약 우

리 세계가 겅크적 세계라면 우리 세계의 모든 실체들은 다른 실체들을

진부분으로 가지는 부분전체론적 복합체일 것이고, 따라서 계층적 질료

형상론에 있어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본질의 해명에 대한 문제는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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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겅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 세계가 겅

크적 세계라는 것이 아직은 최소한 경험과학에 의해서는 설득력 있게 뒷

받침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하기에 이를테면 필연적으로

세계가 겅크적이라는 논제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않는 한, 구체적 대

상의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론으로서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우리

세계가 겅크적 세계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론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만족

스럽지 않다.

둘째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경우 그것은 여전히 질료-형상 합성물

이긴 하지만 실체들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질료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자의 질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체들과는 구별되는 존재

론적 범주가 상정되어야 한다. 이는 질료형상론의 전통에서 친숙한 이론

적 가정이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상정하는 존재론적 범주인

제일질료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일질료

는 그 자체로는 어떤 실체도 아니지만,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들

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의 존재론적 범주로 상정된다. 하지만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은 제일질료의 존재와 같은 이론적 부담이 큰 주

장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별도의 존재론적 범

주를 상정하는 것은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입장에서 그닥 매력적인 선택

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는 어떤 종에도 속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질료형상론자가 아닌) 사이델(Sidelle 1989)이 제안한 세

계-스터프(world-stuff)가 이러한 종류의 대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계-스터프들은 모든 다른 구체적 대상들을 구성하는 구체적 대상이지

만, 제일질료와는 다르게 그 자체로 모습을 가지고 배열될 수 있는 것으

로서 제안된다. 만약 세계-스터프의 경우처럼 단순자가 특정한 종에 속

하지 않고 본질적 속성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단순자의 본질의 근거

에 대한 설명의 요구 자체가 없어진다. 하지만 어떤 종에도 속하지 않는

실체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실체들을 항상 특정한

종의 대상인 것으로 간주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세계관과 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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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15) 게다가 이는 사실상 실체들과 구별되는

종류의 존재론적 범주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역시

계층적 질료형상론자가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넷째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가 특정한 종에 속하는 사실은 (부분전체

론적 복합체들의 경우와는 달리) 그것의 질료-형상 구조를 통해 분석되

는 사실이 아닌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선택지가 계층적 질료

형상론자들이 아마도 가장 선호할 만한 선택지일 것처럼 보이며, 아마도

코슬리키(Koslicki 2008)는 이 선택지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용 혹은 질료는 … 그것들 자체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대상들의 도메

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가장 잘 간주된다. 이 이해는, 어떤 것으

로도 더 구성되지 않는 존재자들로 만들어진, 구성의 “첫 번째” 단계(그러

한 것이 있다면)에 적용될 때에만 어기어진다. 하지만, 이 지면-단계의 존

재자들이 짐작건대 마찬가지로 부분전체론적 복합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들과 그것들의 부분들의 관계에 관련된 이론은 그것들에 적

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것들의 비-이중적 본성에 의해 위반되

지 않는다. (Koslicki 2008: 174)

코슬리키가 진술하듯이,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인 실체는 질료-형상 합성

물이 아니고 오직 부분전체론적 복합체인 실체들만이 질료-형상 합성물

인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계층적 질료형상론 자체의 일관성에 있어서 아

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입장에서 부

분전체론적 단순자가 어떤 종에 속하는지는 그 실체에 대해 그저 원초적

으로 성립하는 사실이고, 그 실체의 종류적 속성들은 그 사실에 근거한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서로 다른 두 경로를 통한 설명에 대해 애초의 불만

이 남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는 같은 문

제에 대해 (❲실체=단순자❳ 논제에 개입하는 것을 통해) 일관적인 설명

15) 보통의 질료형상론의 경우들과는 다르게 고스윅(Goswick 2018)은 어떤 (사소하지 않
은) 본질적 속성도 가지지 않는, 이른바 “N-대상”들을 자신의 질료형상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안한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대상들을 상정하는 것은 이 논
의의 맥락과는 다른 특수한 이론적 이유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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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만약 부분전체론적 단순자가

특정한 종에 속한다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분전체론적 복합체의 경우에는 왜 그것이 특정한 종에 속한다는 사실

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사실인 것으로 상정하지 않고 굳이 질료-형상

구조를 상정하는가? 이에 대해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는 질료형상론의 애

초의 동기로 제시되었던 실체적 변화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체

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실체가 질료-형상 합성물인 것으

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절에서 살펴본 바 오더버그가 지

적하듯이 쿼크와 같은 추정상의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들조차 실체적 변화

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

실이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를 제외한 실체들만을 질료-형상 합성물인 것

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계층적 질

료형상론자들이 부분전체론적 복합체를 질료-형상 합성물로서 이해함에

있어 부분들에 의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형상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

을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그 형상이 본질의 근거 외의 다른 이론적 역

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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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체의 지속

제 1 절 실체의 통시간적 동일성의 원리로서의 형상

구체적 대상 혹은 실체가 변화를 겪으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통해 여러

시점들에 동일한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즉 지속한다는 것은 부인하

기 어려운 경험적 사실이다. 어제의 고양이 티거와 오늘의 티거는 털의

길이, 무게, 피로도, 나이 등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지만, 어제의 티거도

오늘의 티거도 동일한 한 마리의 고양이 티거이다. 즉, 티거는 여러 변화

들에도 불구하고 통시간적 동일성을 가지고 지속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어제의 티거와 오늘의 티거가 어떻게 동일한 실체일 수가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 보자. 시점 t1에 티거는 꼬리를 포

함한 온전한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꼬리가 절단

되어 t2에 티거는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질료형상

론에서 t1의 티거는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t2의 티거는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두 고양이를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

엇인가? 분명 그 통시간적 동일성의 원리는 질료일 수는 없어 보인다.

t1의 티거와 t2의 티거는 분명 전자는 꼬리 부분의 물질을 물질적 구성

요소로서 포함하고 후자는 꼬리 부분의 물질을 잃음으로써 그것을 물질

적 구성요소로 포함하지 않기에, 둘 사이에는 물질적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하기에 질료의 본성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것은 티거의 지속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어렵다다. 그렇다면 t1의 티거와

t2의 티거를 단일한 실체로서 지속하게 하는 것은, 즉 티거의 통시간적

동일성의 원리는, 질료-형상 합성물로서 티거가 가지는 형상이어야 할

것이다. t1의 티거와 t2의 티거는 수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가짐으로써 동

일한 실체로서 지속한다는 것이다. 페저가 말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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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 것은 물질적 실체의 [통시간적] 동일성

이 그것의 실체적 형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 [실체적 형상]은 그

것의 특징적인 속성들, 힘들, 작용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근거짓는

것이다. (Feser 2013: 231)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은 그것의 형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것이 통

시간적 동일성의 원리 혹은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연

스럽게 끌어안을 수 있다. 이 이론에서 형상은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

의 존재자로서 특정한 이론적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제시되었으

며, 또한 형상은 순수 잠재성인 제일질료에 단일하게 불어넣어져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실체는 오직 단일한 형상을 통해서만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이론에서는 실체가 단일한 형상을

가짐으로써 통시간적 동일성을 가지고 지속한다는 설명을 주는 것에 있

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반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계층

적 질료형상론이 제일질료의 존재와 같은 급진적인 존재론적 개입을 거

부하였듯이, 여러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은 형상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형상의 존재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고 형상이 보다

친숙한 존재론적 범주의 존재자인 것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는 것을 1장에서 보았다. 이렇게 형상에 대한 환원적 이해를 시도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온건한 계층적 질료형상론’이라고 하고, 토마스주

의적 질료형상론에서와 같이 형상을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 이해하

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급진적 계층적 질료형상론’이라고 하자. 이 장

의 나머지 절에서는, 2.3절에서 살펴 본 세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중심으

로 논의하여, 온건한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형상이 그것을 가지는 실

체의 지속의 원리가 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위해서는 급진적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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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존스톤의 질료형상론: 관계 혹은 관계들의

구조로서의 형상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을 물질적 부분들 사이의

관계인 것으로 상정한 존스톤(Johnston 2006)의 질료형상론에 대한 표준

적 형식을 다시 보자.

(대상이 여기에 명시된다)…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명

시된다)…이/가 (통일성의 원리가 여기에 명시된다)…의 속성을 가지거

나 혹은 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Johnston 2006: 658)

물 분자의 경우에 대해 이 표준적 형식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물

분자가 있다는 것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수소결합을

통해 결합됨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존스톤은 여기서 통일성의 원리 혹은 형상을 보편자인 것으로 간주한

다. (Johnston 2006: 659) 즉, 형상은 관계 보편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존스톤의 질료형상론은 온건한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관계를 보편자인 것으로 이해할 경우, 그 관계의 동일

성은 그것의 관계항들의 교체를 통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예컨대 1 m

만큼 떨어져있음 관계를 생각해 보자. 시점 t에 대상 O1이 대상 O2로부

터 1 m만큼 떨어져있고, 또한 t에 O1이 대상 O3으로부터 1 m만큼 떨어

져있으며, O2≠O3이라고 하자. 관계를 보편자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t에

O1과 O2 사이에 성립하는 1 m만큼 떨어져있음 관계와 t에 O1과 O3 사이

에 성립하는 1 m만큼 떨어져있음 관계는 정확히 같은 관계 보편자이다.

즉, 수적으로 동일한 관계 보편자 1 m만큼 떨어져있음이 t에 O1와 O2를

그 관계항들로 그리고 O1과 O3를 그 관계항들로 각각 가지고 두 번 예

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 보편자로서의 형상은 그것을 가지

는 실체의 서로 다른 시점들에 걸친 부분들의 변화에 있어서도 불구하

고, 만약 그 시점들 각각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같은 바로 그 관

계 보편자가 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 보편자는 그 실체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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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존스톤은 대상의 지속의 문제를 염두에 둔 채로 정적(static) 형상과

동적(dynamic) 형상을 구분하여 두 경우 모두에 형상이 그것을 가지는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형상 혹은 통일성의 원리는, 그것의 특정한 부분들에 성립함에 있어서 그

것이 성립하는 부분들이 그것 그대로 유지되고, 또한 그대로 질서 지어져

있을 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적일 수도 있다. … 형상 혹은

통일성의 원리는, 그것이 특정한 부분들에 성립함에 있어서 그것들의 부

분들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함에 있어서, 대신에 동

적일 수도 있다. [그 부분들에서의 변화는] 바로 그 부분들이 내재적 변화

를 겪거나, 혹은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다른 부분들에 의해 교체되거나,

혹은 그것들이 교체 없이 버려짐에 의해서일 수 있다. 전형적인 경우는 섭

취, 흡수, 배설, 성장, 신진대사적 회복 등과 같은 그러한 생명-기능들에

대한 다중-경로 성향의 어떤 범주적 기저(categorical basis)에 의해 그것

의 유기적 물질이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되는 생명체이다. 이 경우에, 통일

성의 원리는 생화학적 관계들의 복잡한 구조일 것이며, [그 구조의] 그 생

명체의 유기적 물질에 대한 성립은 문제의 다중-경로 성향의 범주적 기저

를 제공한다. (2006: 663-64)

실체의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 사이

의 관계로서의 형상이 그 실체의 지속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으

며, 존스톤은 이러한 형상을 정적 형상이라고 부른다. 물 분자의 형상의

경우 (아마도) 그 결합 관계가 동일한 수소 원자들 및 산소 원자에 대해

성립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적 형상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그 자

체로 실체들인 부분들이 변화를 겪거나, 혹은 부분들이 교체되는 경우들

에도 여전히 동일한 형상이 유지되는 그러한 형상을 존스톤은 동적 형상

이라고 부른다. 동적 형상에 대해 존스톤이 대표적인 경우로 제시하는

경우는 생명체의 형상의 경우이다. (2006: 664) 생명체들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겪으며, 또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여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가 요구되기까지 한

다. 이를테면 새로운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열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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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만 고양이는 그 생명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음식물은

실체적 변화를 겪으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섭취한 고양이의 부분이 되

는 것이다.

한편 생명체와 같이 복잡한 내적 구조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

도, 다른 일상적 대상들 또한 많은 경우 동적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예컨대 다리가 네 개 달린 탁자 T가 있어서, 시점 t1에 T

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탁자의 상판 p와 다리 네 개 l1, l2, l3, l4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성립함으로써 통일성의 원리가 되는 관계, 예컨대

l1, l2, l3, l4가 p의 네 모서리 각각에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R

이라고 하자. R을 그 탁자의 형상으로서 간주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서 그것이 탁자의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R이 여러 시점

들에 걸쳐 그 탁자의 부분들에 대해 계속 예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쩐지 분노한 내가 다리 l4를 걷어차 버려서, l4가 p에 더 이

상 결합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자. 하지만 T는 어쩐지 아주 잘 만

들어진 탁자여서, 시점 t2에 다리가 오직 세 개만 남았음에도 아주 좋은

균형을 가지고 여전히 정당하게 탁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문제없이

탁자로서 기능한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탁자는 걷어참 이전의 탁자와

동일한 탁자일 것이다. T의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통일성의 원리 R은

이처럼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허용하기에 동적 형상에 해당할 것이

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이 형상 모형에 의하면, t1에 p, l1, l2, l3, l4가 관

계 R에 놓여 있고, t2에는 p, l1, l2, l3가 관계 R에 놓여 있음으로써, t1에

서 t2로 지남에 따라 l4가 교체 없이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의

부분들 사이에 R이 성립하고, 따라서 T는 단일한 구체적 대상으로서 지

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탁자 T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생명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

될 수 있다.) t1에서의 탁자의 형상 혹은 통일성의 원리는 5개의 부분들

을 관계항들로 가지는 5항 관계이고, t2에서 탁자의 형상 혹은 통일성의

원리는 4개의 부분들을 관계항들로 가지는 4항 관계이다. 하지만 어떻게



- 51 -

4항 관계와 5항 관계가 동일한 관계일 수 있는가? 암스트롱(Armstrong

1980)이 제시한 바 있는 “예화적 불변의 원리(Principle of Instantial

Invarience)”를 확인하는 것은 이 문제 제기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예화적 불변의 원리❳: 모든 n에 대해, 만약 어떤 보편자가 특정한

예화에 대해서 n-항이라면, 그것은 그것의 모든 예화에 대해서 n-항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simpliciter) n-항이다). (Armstrong 1980: 94)

이 원리에 대해 암스트롱이 제시하는 “강력한(compelling)” 옹호 논증

은 다음과 같다. “보편자는 그것의 모든 다른 예화들에서 엄밀히 동일하

다(strictly identical). 그러나 만약, 그것의 다른 예화들에서, 그것의 다른

수의 개별자들에 예화한다면, 어떻게 엄밀히 동일할 수 있겠는가?”

(Armstrong 1980: 94) 이는 설득력 있는 논변인 것으로 보인다. 질량 1

kg임과 질량 1.1 kg이 유사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보편자이듯이, t1에 p,

l1, l2, l3, l4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보편자와 t2에 p, l1, l2, l3 사이에 성립

하는 관계 보편자는 유사한 관계 보편자일 수는 있겠지만 서로 구별되는

관계 보편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 보편자는 탁자 T의 지속의

원리가 될 수 없다. 물론 ❲예화적 불변의 원리❳에 대한 암스트롱의 논

변은 종결적인(conclusive) 논증이라고 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보편자로서

의 형상을 옹호하는 입장에는 이 원리에 반대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존스톤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을 것이다. 앞선 인용문에서

존스톤이 동적 형상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관계들의 복잡한 구조”

(2006: 664)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동적 형상이 단순한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관계들에 의해 구조화된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구조인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동적 형상이 여러 구별되는 관계들 중 하나 이상이 만족되면

성립하는 선언적(disjunctive) 관계라는 것이다. 예컨대 탁자의 동적 형상

을 선언적 관계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유관한 여러 관계들 R1, R2, …,

Rn에 대해, 탁자의 형상은 탁자의 부분들 사이에 R1 혹은 R2 혹은 … Rn

이 성립하는 바로 그 경우에 성립하는 그러한 관계 R이 될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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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탁자 T의 지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질 수 있

다. t1의 T의 부분들 p, l1, l2, l3, l4 사이에는 관계 R1이 성립함으로써 그

선언적 관계 R이 성립하고, t2의 탁자의 부분들 p, l1, l2, l3 사이에는 관

계 R2가 성립함으로써 그 선언적 관계 R이 성립하며, t1과 t2 모두에 탁

자의 부분들에 대해 동일한 선언적 관계 R이 성립하기에, 그 관계 R을

지속의 원리로 하여 동일한 탁자 T가 t1에서 t2까지 지속한다.

이 제안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관계가 형상으로서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 질료

형상론에서 형상에 부여되는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는 실

재하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그와 반대되는 확고한 유명론(austere

nominalism)의 입장을 보자. 이 입장에서는 물질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

은 오직 구체적 대상들뿐이고 속성이나 관계가 들어갈 존재론적 범주는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 대상의 지속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별도의 존재자

인 관계라는 것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

행할 존재자 자체가 없는 것이다. 물론 존스톤이 전제하고 있는 속성과

관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은 보편자 실재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들

은 실재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실재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계’라는 용어가 느슨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 그것이

지시하는 존재자가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희박한 속성들에 대한 이해

로서 샤퍼가 말하는 “근본적 이해(fundamental)”를 취한다고 하자. 희박

한 속성들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따르면 오직 근본적 물리학에서 호소되

는 속성들만이 실재한다. (Schaffer 2004: 92-93) 그렇다면 이 이해에서

는 술어 ‘양성자임’에 대응하는 속성은 실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희박한 속성들에 대한 근본적 취하는 사람은 여전히 양성자

임이라는 속성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다. 여기서의 “속성”은, 샤퍼

가 말하는 풍부한 속성들의 의미에서, “의미 있는 술어들에 대한 의미값

들을 제공하는” (Schaffer 2004: 92) 것이다. 이를 진리확정자로서의 속

성의 측면에서 다시 보자. 근본적 이해를 취할 경우에도 “x가 양성자이

다”라는 문장은 여전히 참이라는 의미에서 양성자임 속성에 대해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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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속성”의 의미가 있지만, 이 문장을 참이도록 하는 진리확정자

로서의 ‘양성자임’에 대응하는 속성이 실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마찬

가지로 희박한 속성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취하든 간에, ‘존재하거나 존

재하지 않음’에 대응하는 속성은 실재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속성과 실재하지 않는 속성을 구별할 수 있다. 예

컨대 ‘~보다 더 크거나 더 크지 않음’의 2항 술어에 해당하는 관계는 실

재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이먼스

(Simons 2010)에 의하면 동일성, 다름, 수, 유사성, 인과, 의존, 부분-전

체 관계들은 그것들에 관한 참인 문장들이 있지만 실재하는 관계는 아니

다. (Simons 2010: 211) (cf., Macbride 2011) 그리고 만약 계층적 질료형

상론에서 형상이 관계라면, 형상에 해당하는 그 관계는 실재하는 관계여

야 할 것이다. 없는 것이 형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스트롱은 선언적 보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설득

력 있게 주장한 바 있다. 암스트롱은 그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

한다. (Armstrong 1980: 20) 문제의 선언적 속성을 P or Q라고 하자. 첫

째 이유는, 선언적 속성들이 실재한다는 것은 진정한 속성 보편자는 서

로 다른 개별자들에 예화되더라도 동일하다는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 만약 a가 P를 가지지만 Q를 결여하고 b가 P를 결여하지만 Q를 가

진다고 한다면 a와 b는 모두 P or Q를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로부터 a와 b가 어떤 성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이끌

어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암스트롱이 제시하는 둘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선언적 속성들이 실재한다면, a가 P를 가진다

는 사실로부터 a가 무한한 수의 다른 속성들을 가진다는 것을 선험적으

로 이끌어낼 수 있다. a가 P를 가진다면 모든 속성 F에 대해 a는 또한

P or Q를 가진다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이 어

떤 속성을 얼마나 많은 속성들을 가지는지는 선험적으로 결정될 종류의

문제가 아니기에, 어떤 대상이 특정한 속성들을 가진다는 것의 선험적

증명은, 그것이 그 속성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논증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암스트롱의 주장이다. 셋째 이유는, 선언적 속성의 상정은 대상들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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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대상들의 인과력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다. 암스트롱에 의하면 a가 P를 가지지만 Q를 결여하고 b가 P를 결여하

지만 Q를 가질 경우 a와 b는 모두 P or Q를 가지지만, a가 활동할(act)

때 그것은 오직 P를 가짐에 의해서만 활동하지, a가 P or Q를 가진다는

사실은 그것에 어떤 새로운 인과력도 더해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고려

들을 통해 암스트롱은 선언적 속성 보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

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 고려들을 통해 선언적 관계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은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언적 관계 보

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체적 대상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존스톤의 동적 형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식의 이해를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제안은 동적 형상은 서로 다른 시점들에 있어

서 실체의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서로 다른 관계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종의 구조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탁자 T의 동적 형상은 t1에는

R1, t2에는 R2, …인 그러한 구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아주

독특한 종류의 구조적 관계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구조적 관계는

구조적 속성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구조적 속성은, 다시 한

번 암스트롱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구조적 속성❳: 속성 S는 구조적이다 iff S를 가진 개별자들의 진부분
들이 S와 동일하지 않은 어떤 속성 혹은 속성들 T를 가지며, 이 사태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S를 이루는 것이다(is constitutive of). (Armstrong

1980: 69)

암스트롱에 의하면 어떤 실체가 예화하는 구조적 속성은 그 실체의 부

분들이 가지는 속성들을 그 부분으로 가지는 복합적 속성이다.

(Armstrong 1980: Sec. 18.2-4) 구조적 속성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위에

서 탁자 T의 동적 형상으로서 제안된 구조적 관계는 그 탁자의 일종의

시간적 부분(temporal part)과 같은 것들의 부분들에 대해 성립하는 관계

들로부터 통시간적으로 구조화된 관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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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존스톤을 포함한 질료형상론자들은 시간적 부분 이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에, 어떻게든 그 구조화에 대해 시간적 부분에 호소하지 않

는 교모한 방식의 설명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구조적 관계를

실재하는 관계로서 정당하게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 두더

라도 이 제안은 명백한 문제를 가지는데, 그것은 각 시점에 그 동적 형

상을 이루는 관계들 사이의 지속의 원리가 다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t1에서의 R1과 t2에서의 R2를 단일한 관계의 시간적 부분 혹은 국면으로

서 만드는, 관계의 지속의 원리가 다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형

상이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그 형상 자

체의 지속의 원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제안은 결국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부터 형상의 지속의 원리로 설명

의 요구를 한 단계 밀어놓은 것일 뿐, 여전히 같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이다. 이에 대해 형상의 지속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속의 원리가 요구되

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원초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라

도,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형상이 실

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체의 지속은 원초적

으로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딱히 나을 것이 없어 보인다.

존스톤은 동적 형상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 그것을 기능적 속성들과 결

부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동적 형상을 다른 방식

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는 스푼의 형상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스푼은 손잡이, 볼, 그리고 가지들이 동적인 통일성의 원리에 의해 통합된

(united) 것이다. 거칠게 말해 그 원리는 그 부분들…이 스푼으로서 기능

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으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Johnston 2006:

666)

이로부터 동적 형상이 어떠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존스톤의 생각을

다시 추출해볼 수 있다. 스푼의 동적 형상은, 그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공간적 관계가 스푼으로서 기능함이라는 기능적 속성이 예화되도록 하는

범주적 기저가 되는 그러한 그 공간적 관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6 -

탁자 T의 경우를 통해 다시 말하자면, T가 존재한다는 것은 탁자의 부

분들이 특정한 공간적 관계에 놓이며, 이 공간적 관계는 ‘탁자로서 기능

함’에 대응하는 기능적 속성의 예화의 범주적 기저라는 것이다. 이에 따

르면 t1에 p, l1, l2, l3, l4에 대해 공간적 관계 R1이 성립할 때 R1은 탁자

로서 기능함이라는 기능적 속성의 예화의 범주적 기저가 되며, t2에 p, l1,

l2, l3에 대해 공간적 관계 R2가 성립할 때 R2 또한 마찬가지로 탁자로서

기능함이라는 기능적 속성의 예화의 범주적 기저가 된다. 그리고 탁자로

서 기능함이라는 기능적 속성의 예화의 범주적 기저로서의 관계들이 지

속의 원리로서 동일한 탁자 T를 t1과 t2에 걸쳐서 지속하도록 만든다. 이

설명에서 결국 탁자가 단일한 실체로서 지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탁자로서 기능함이라는 그 기능적 속성이다. 탁자의 부분들 사

이에 성립하는 공간적 관계는 계속 변화하지만, 그것은 단일한 기능적

속성의 예화의 범주적 기저가 됨으로써 그 실체의 지속에 기여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설명의 성공 여부는 그 기능적 속성의 실재성에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존스톤의 동적 형상에 대한 이론이 기능적 속성을

실재하는 보편자인 것으로 간주하는 논쟁적인 입장에 개입하게 됨을 의

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순히 실체의 부분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성립함으로써 그 실체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능적 속성을 통해 동적 형상을 설명함에 있

어,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관계들을 범주적 기저로 하

여 예화된 기능적 속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동일한, 단일한

실재하는 속성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예컨대 탁자 T의 경우

에 있어서, t1에서의 탁자로서 기능함이라는 기능적 속성의 범주적 기저

R1과 t2에서의 탁자로서 기능함이라는 기능적 속성의 범주적 기저 R2는

서로 다른 관계 보편자이다. 여기에는 t1에는 상판과 네 개의 탁자 다리

가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탁자의 기능이 성립함에 기여하지만 t2에

는 상판과 오직 세 개의 탁자 다리가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탁자의

기능이 성립함에 기여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적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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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 설명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t1의 탁자로서 기능함 속성과 t2의

탁자로서 기능함 속성이 엄밀하게 동일한 보편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탁자로서 기능함 속성은 그것들의 범주적 기저 관계들과는 별도의 실재

하는 보편자여야 한다.

기능적 속성의 실재성에 대한 논쟁은 포더의 (Fodor 1974)를 기점으로

하여 수 십 년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 논의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

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능적 속성의 실재성이 결코 당연한 것으

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능적 속성의 실재

성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논변으로는 김재권(Kim 1998)의 유명한 “배제

논증(Exclusion Argument)”을 들 수 있다. 김재권은 배제 논증을 통해

추정상의 기능적 속성이 수행하는 인과적 역할은 그것의 기저 속성이 모

두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적 속성과 그 기저 속성 사이의 체계적인 인과

적 과잉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별도의 실재하는 기

능적 속성을 상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16) 이 논변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여기서 할 수 없겠지만, 이 논변이 끼친 커다란 영향력은

최소한 기능적 속성의 실재성이 쉽게 상정될 만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

다.

그에 더하여 동적 형상에 대한 이 모형에 제기될 수 있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결국 실체의 지속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 실체의 (동적) 형상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는 존재자인 기능적

속성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존스톤의 계층

적 질료형상론에서 실체의 부분들을 통일된 하나의 실체로 만들어주는

통일성의 원리 혹은 형상은 그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이다. 그리

고 이 관계는 특정한 기능적 속성의 예화에 대한 범주적 기저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시점의 실체가 동일한 실체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실체의 부분들 사이의 이 “다항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 자체가 예

16) 배제 논변은 단순히 정신적 속성의 실재성에 대한 반대 논변인 것이 아니라, 기능화
(functionalization)를 통해 이해된 정신적 속성의 실재성에 대한 반대 논변이다. 예컨
대 그는 현상적 의식 혹은 감각질(qualia)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부수현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실재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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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일항의” 기능적 속성이다. 그 기능적 속성은 그것의 예화 기저

인 그 관계와는 수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각 시점에 있어

서 그 실체의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그 관계들은 동일한 기능적 속성

의 예화에 대한 범주적 기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자체는

그 실체를 지속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과는 별도의 사실인 것이다. t1에

탁자 T의 부분들 사이에는 R1이 성립하여 그것이 T의 통일성의 원리가

되고, t2에 T의 부분들 사이에는 R2가 성립하여 그것이 T의 통일성의 원

리가 되며, R1과 R2는 수적으로 다른 관계 보편자이다. 여기서 t1과 t2 각

각에서 통일성의 원리는 R1과 R2이지, T의 기능적 속성인 탁자로서 기

능함이 아니다. 반면에 t1의 T와 t2의 T를 통일한 탁자이도록 만들어 주

는 것은 그 기능적 속성이지, 수적으로 다른 보편자인 R1과 R2가 아니

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형은 실체의 형상 혹은 통일성의 원리와는 별도

로 그것과 수적으로 구별되는 실체의 지속 혹은 통시간적 동일성의 원리

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앞서 내가 제안했던 동적 형상에 대한 가능한 한 가지 이해를

다시 가져와 보자. 그 제안은 동적 형상이 서로 다른 시점들에 있어서

실체의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서로 다른 관계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

종의 구조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그것이 각 시점에 그 동

적 형상을 이루는 관계들 사이의 지속의 원리가 다시 요구된다는 것을

문제 삼았었다. 이제 존스톤은 바로 그 관계들의 지속의 원리로서 그 관

계들이 공통적으로 범주적 기저로서 작용하는 실체의 기능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즉, 탁자 T의 동적 형상은 t1에는 R1, t2에

는 R2, …인 그러한 구조적 관계이며, 그 구조적 관계의 지속의 원리가

바로 탁자로서 기능함이라는 기능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러한 종류의 구조적 관계를 실재

하는 것으로 상정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기능적 속성이 실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T의 기능과 관련된 이론적 역

할들을 수행하는 것은 기능적 속성이고, T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은 그 관계적 속성이면 충분하기에, 그것들로부터 구조화된 구조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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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정할 만한 별도의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그 구조적 관

계는 T의 통일성과 탁자의 지속을 하나의 존재자로서 해결하기 위한 목

적을 위해서만 도입되는 임시방편적인(ad hoc) 존재자인 것처럼 보이는

데, 이는 만족스럽지 않다.

제 3 절 파인의 질료형상론: 관계로서의 형상과 함수

로서의 형상

존스톤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인(Fine 1999)의 계

층적 질료형상론에서 또한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실체인 고정 구현체의

형상을 그 실체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의 일종인 것으로서 이해한다. 이

는 파인의 이론이 온건한 계층적 질료형상론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단면

적 인상을 준다. 하지만 파인은 2.3절에서 제시된,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실체인 고정 구현체의 질료-형상 구조에 더하여, 통시간적 실체인 가변

구현체에 대한 추가적인 그리고 구별되는 종류의 질료-형상 구조를 제

시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우선 형상을 부분들 사이의 관계인 것으로 상정한 고정 구현체(rigid

embodiment)에 대한 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이 새로운 대상은 구성요소 대상들 a, b, c, …와 관계 R의 혼합물 혹은

복합체이다. … 그렇다면 관계 R은 구정 구현체의 원리라고 불릴 것이고,

… 고정 구현체 a, b, c, …/R은 t에 존재한다 iff R이 t에 a, b, c, …에 성

립한다. (Fine 1999: 65)

비교적 단순한 부분전체론적 구조를 가진 실체들에 있어서는 부분들 사

이의 관계로서의 형상이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처

럼 보인다. 이를테면 물 분자의 경우를 보자. 그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서로 가상의 삼각형의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관계에 놓여 있음으로써 존재한다. 형상을 관계의 일종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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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이 경우 형상은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가 가상의 삼각형의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음’ 정도에 해당하는 관계

일 것이며,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만족되는 한 그 관계에 의해 구조화된

물 분자는 지속한다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앞의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다 복잡한 복합체들의 경우, 그

대상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 자체가 지속적으로 교체된

다는 문제가 있다. 탁자 T의 경우를 다시 보자. t1에 T는 상판 p와 다리

네 개 l1, l2, l3, l4,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인 이를테면 l1, l2,

l3, l4가 p의 네 모서리 각각에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음 R1로 구성

된 대상인 p, l1, l2, l3, l4/R1이다. 그런데 R을 그 T의 형상으로서 간주하

는 파인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형상이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R이 시간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분노한

내가 l4를 걷어차 버려서 l4가 p에 더 이상 결합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에, 나머지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R2에 대해, t2에서 T는 p, l1, l2,

l3/R2이다. t1의 T와 t2의 T는 서로 구별되는 관계인 R1과 R2를 각각 형

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이 모형에서 실체의 부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탁자의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특히나 파인이 가정하듯이 관계가 보편자가 아닌 트롭이라면, 위의 T

의 경우에서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은 알기 쉽다. 관계적 트롭의 개별화가 그것의 관계항들에 의해 이루어

지리라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1 m만큼 떨어져있음 관계를 다시 생각

해 보자. t에 대상 O1이 대상 O2로부터 1 m만큼 떨어져있고, 또한 O1이

대상 O3으로부터 1 m만큼 떨어져있으며, O2≠O3이라고 하자. 관계를 트

롭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마치 내 머리카락의 검음 트롭과 내 바지의 검

음 트롭이 서로 정확히 닮았지만(exactly resemble) 서로 구별되는 트롭

이듯이, t에 O1과 O2 사이에 성립하는 1 m만큼 떨어져있음 관계와 t에

O1과 O3 사이에 성립하는 1 m만큼 떨어져있음 관계는 1 m 떨어져있음

관계 트롭들 R1과 R2는 서로 정확히 닮았지만 구별되는 관계 트롭들이

다. 이 때 R1과 R2가 서로 구별되는 트롭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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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관계항들 O1과 O2, 그리고 O1과 O3를 가진다는 것에 의해 성립한

다. 마찬가지로 T의 경우 걷어참 이전의 관계 R1은 그것의 관계항들 p,

l1, l2, l3, l4에 의해 개별화되는데, 만약 l4가 더 이상 그 관계에 놓이지 않

게 된다면 그 관계 트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형에서 관계가 다른 관계로 대체된다면, 즉 형상이 교체된다면, 실

체의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시간에 걸쳐 동일한 대상이도록

만드는 원리로서의 역할을 그러한 형상이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

하다.

파인은 새로운 실체들의 범주를, 그리고 그 실체들의 형상 혹은 원리

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존재자를 도입함으로써 실체의 지속의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한다. (Fine 1999: 68-72) 그가 상정하는 새로운 존재론적 범주

의 실체는 가변 구현체(variable embodiment)로서, 그것은 고정 구현체

와는 구별되는 범주의 질료-형상 합성물이며 함수를 그것의 원리 혹은

형상으로 가진다. 문제의 가변 구현체를 /F/라고 하고, 그것의 형상인 함

수를 F라고 하자. F는 각 시점들로부터 고정 구현체로의 함수이로서, 각

시점 t에 F에 의해 결정되는 고정 구현체는 /F/의 t에서의 현현

(manifestation)이다. 즉, 가변 구현체 /F/가 t에 존재한다는 것은, /F/가

t에 고정 구현체인 현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변 구현체의 동일

성 조건은 그것의 원리에 있어서의 동일성이다. 즉, 함수 F가 함수 G와

동일하다면, 가변 구현체 /F/는 가변 구현체 /G/와 동일하다. (Fine

1999: 70) 그렇다면 가변 구현체 /F/가 변화를 거치면서 단일한 실체로

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F/의 각 시점에서의 현현이 서로 다른 형상

을 가진 고정 구현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Tf가 가변 구현체인

탁자 /Tf/와 결부된 함수라고 하자. T-t1 = p, l1, l2, l3, l4/R1이고 T-t2 =

p, l1, l2, l3/R2라고 할 때, Tf는 시점 t1을 고정 구현체 T-t1로 보내며, 시

점 t2를 고정 구현체 T-t2로 보낸다. 그러하기에 가변 구현체인 탁자

/Tf/는 각 시점 t1과 t2의 물질적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R1으로부터 R2로의)를 거치면서도 지속하는 실체이다. 그리고 이 변화

를 통한 지속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속의 원리는 바로 그것의 형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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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함수 Tf이다. 한편 각각의 고정 구현체들의 물질적 부분들은 그

것들 자체로 다시 가변 구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Fine 1999:

72) 이를테면 T-t1의 물질적 부분들 p, l1, l2, l3, l4 각각은 각 시점에 현

현을 가지는 가변 구현체들인 상판과 다리들이다. 그렇다면 물질적 실재

는 고정 구현체들과 가변 구현체들을 통해 구조화된 매우 복잡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파인이 제시한 이중적 질료-형상 구조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통해

실체의 변화를 거친 지속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았다. 그런데 이 두 가

지 종류의 실체와 그것들 각각의 형상,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어

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어떤 고정 구현체와 그것을 특정 시점의 현현

으로 가지는 가변 구현체는 일시적 부분(temporary part) 관계에 속한다.

(Fine 1999: 70) 이는 마치 실체의 지속에 대한 전속주의(perdurantism)

적 이해에서 말하는 시간적 부분 개념과 비슷한 것처럼 들린다. 전속주

의에 의하면 시공간은 사차원적으로 연장되어 있어, 실체는 마치 그것이

공간적 부분들을 가지듯이 각 시점에 그것의 시간 단면(time-slice)들을

시간적 부분으로 가진다. (Lewis 1986: Sec. 4.2) 예컨대 전속주의에 의

하면 탁자 T의 경우 그것은 p, l1, l2, l3, l4를 공간적 부분들로 가지는 시

간 단면을 t1의 시간적 부분으로 가지고, p, l1, l2, l3를 공간적 부분들로

가지는 시간 단면을 t2에 시간적 부분으로 가지는, 시공간적 벌레

(spatiotemporal worm)이다. 전속주의에서 실체가 지속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저 그것이 지속하는 모든 시점에 시간단면들을 가진다는 것이

며, 실체의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는 각 시간 단면이 서로 다른 공간적

부분들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지속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한참 어긋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론적인 이유들로 인하

여 많은 철학자들이 실체의 지속에 대한 전속주의를 받아들이지만, 그것

은 최소한 우리의 질료형상론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종류의 이론

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정 구현체가 그것을 특정 시점의 현현으로 가지

는 가변 구현체의 그 시점의 일시적 부분이라는 파인의 모형은 전속주의

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파인은 그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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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설명은 대상의 “일시적 정체성”에 대한, 그것이 한 시점에서 무엇

인지에 대한, [시간 단면을 통한 해명에 있어서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

해로 채워져 있다. [시간 단면을 통한] 해명에서는, 대상의 일시적 정체성

은 문제의 시점에서의 그것의 시간 단면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대

상의 일시적 정체성]은 특징적으로, “생명”과 그것 자체의 구조를 가지는

것인, 고정 구현체이다. (Fine 1999: 71)

즉, 파인은 전속주의에서 실체의 시간 단면들은 근본적으로는 그 실체의

부분에 불과한 것과는 다르게, 고정 구현체는 단지 가변 구현체의 한 부

분으로서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질료-형상 구조

를 가지는, 하나의 구별되는 범주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

다. 고정 구현체와 가변 구현체의 두 실체들은, 서로 다른 범주의 실체들

을 물질적 부분들로서 가지며(각각 가변 구현체와 고정 구현체), 서로 다

른 범주의 형상을 가진다(각각 관계 트롭과 함수). 파인에게 있어 여러

부분들이 특정 시점에 어떤 종의 단일한 실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것의

본질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형상과 단일한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

의 역할을 하는 형상은 서로 구별되는 두 종류의 형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두 형상은 각각에 상응하여 서로 구별되는 종류의 실체의 형상이 된

다. 이 확고한 구분은 다음의 인용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두 서로 다른 종류의 구현체가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말하

는 것에 관여되는 것을 본다. 가변 구현체는 그것의 시간에 걸친 변동을

해명하며, 고정 구현체는 그것의 한 시점의 질료형상론적 구조를 해명한

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의 이 두 서로 다른 역할들을 구분하는 데

실패한 것이 … 물질적 대상들에 대한 그의 질료형상론적 이해의 부적절

함을 주요하게 설명한다고 믿는다. (Fine 1999: 70)

우리는 고정 구현체의 형상으로 제시된 관계가 어떠한 존재자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가변 구현체의 형상인 함

수는 어떠한 존재자인가? 만약 그 형상이 ‘함수’라는 말을 통해 보통 지

시되는 종류의 집합론적 존재자라면, 그것은 파인의 입장을 매우 기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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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만들어 그것의 설득력을 없애 버린다. 만약 가변 구현체인 탁자

/Tf/의 함수 Tf가 그러한 집합론적 존재자라면, 그것은 집합 {(t1, T-t1),

(t2, T-t2), …}와 동일하다. 분명 이 함수는 바로 그것인 한 집합 안에서

각 시점들과 그 시점의 고정 구현체들을 각 순서쌍 안에서 대응시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이 함수가 바로 그 시점들 및 대상들로부터

구조화된 집합들인 순서쌍들로부터 다시금 꼭 그러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

다. 형상이 지속의 원리로서 실체의 지속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근

거짓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그 실체의 부분들로부터 구조화된, 그것들에

근거지어지는 존재자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 형상인 함수

와 실체인 탁자가 결부되어 있는 방식은, 그저 시점들과 그 탁자의 부분

들을 통해 구조화된 어떤 집합이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질료형상론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

다.17)

그렇다면 가변 구현체의 형상인 함수는 단순히 특정한 집합과 같은 범

주로 환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이

론적 내용을 가지는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의 존재자여야 할 것처럼 보

인다. 특히, 비교하자면 어떤 시간 단면들의 어떠한 조합에 대해서도 그

것들의 합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전속주의와는 달리, 가변

구현체의 함수는 그것이 각 시점을 어떤 고정 구현체로 보낼지에 관하여

많은 제약 사항들을 가질 것이다. 이를테면 실체가 어떤 종에 속한다고

할 때, 그 실체는 최소한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 종에 속해 있어야 할

터인데 (종류 본질주의에 의해), 2.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체가 특

정한 종에 속하는 것은 특정한 종에 연루된 관계를 형상으로서 가진다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가변 구현체의 형상인 함수는

최소한 모든 시점들에 대해 그것을 단일한 종과 연관된 관계들을 형상으

로서 가지는 단일한 종의 고정 구현체들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

17) 에브나인에 의하면 그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파인 자신이 가변 구현체의 원리에 대해
그러한 집합론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vnine 2016: fn.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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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듯이 가변 구현체의 형상은 무제약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론적 제약들을 가지고 작동한다. 이

점에서 가변 구현체의 형상은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상정되는 형

상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론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범

주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존재자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처음의 인상과는 다르게 파인의 질료형상론은 급진적 계층적 질

료형상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게다가 그 이론이 급

진적인 것은 단순히 독자적인 범주로서의 형상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파인의 질료형상론은 서로 다른 두 존재론적 범주

를 상정하고, 또한 각각에 대한 서로 다른 질료-형상 구조를 상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급진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파인은 명시적으로 형상

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형상들에 각각

분담시킴으로써 질료형상론의 이론적 동기들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파인

의 질료형상론은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이 그러하듯이 많은 급진적인

개입들을 요구한다.

제 4 절 코슬리키의 질료형상론: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형상

파인 및 존스톤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경우들과는 다르게, 코슬리키

(Koslicki 2008)의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실체의 형상은 그것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대상인 “구조”이며, 그 실체의 부분인

보편적 존재자이다. 여기서 형상은 실체의 형식적 구성요소로서 그 실체

의 물질적 부분들의 배열과 종류들을 제약(constrain)한다. 예컨대 물 분

자와 결부된 형상의 경우, 그것의 물질적 부분들이 두 수소 원자들과 한

한소 원자일 것 그리고 그것들이 화학적 결합의 특정한 배치로 배열될

것을 제약한다. (Koslicki 2008)에서 코슬리키가 질료형상론을 전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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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관심은 부분들로부터 전체의 구성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실체들은 특정한 종과 연관된 형상에 의해

요구되는 제약들을 만족시킬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그 형상과 함께

그 종의 실체를 구성한다. (Koslicki 2008: 173) 그런데 이 구조가 만약

코슬리키가 제안하듯이 마치 수학 등에서 말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한편

으로도 대상이기도 한 그러한 종류의 존재자라면 (보편적 대상이라는 것

이 무슨 말인가?), 구조는 그것을 형식적 구성요소로 가지는 실체의 지

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종이 그 부

분들의 종류와 배열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긴 할 것이지만, 그

이형(variation) 각각에 대해 여전히 구별되는 구조들이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상판 p와 다리들 l1, l2, l3, l4가 그 제약을 만족시키는 구조와 상

판 p와 다리들 l1, l2, l3가 그 제약을 만족시키는 구조는 모두 종일한 종

과 연관된 제약을 가진 구조들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서로 다른 구조들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구조는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없다. 코슬리키 자신도 (Koslicki 2008)에서 제시한 질료형상론에서는 통

시간적 동일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언급한다.18)

이후 코슬리키는 (Koslicki 2018a)에서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여 제시한다. (Koslicki 2018a)에 의하면

형상은 단순히 구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다. (Koslicki 2018a: 116) 그리고 형상이 가하는 제약들은 구성의 필요충

분조건이 아니라 단지 필요조건으로서 작용하며 (Koslicki 2018a: 27), 형

상은 그것을 형식적 부분으로 가지는 실체의 통시적 동일성의 원리이

다.19) (Koslicki 2018a: 89) 형상은 더 이상 특정한 “구조”와 동일시되고

있지 않기에, 형상을 가지는 실체가 그것이 가하는 제약을 만족시키는

18) “현재의 접근은 대상의 시간에 걸친 그 스스로와의 동일성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수
잇을지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공하는 자원들
은 그것들 자체로 통시적 동일성에 대한 해명을 산출하지 않는다.” (Koslicki 2008:
191)

19) 형상은 또한 더 이상 보편적 존재자가 아니라 개별자인 것으로 주장되는데, 이는 그
럼으로써 인과, 개별화, 통세계적 동일성의 원리 등 보다 많은 역할들을 형상이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Koslicki 2018a: Sec.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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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실체가 지속하는 것을 그 형상이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

대 탁자 종과 결부된 탁자-형상이 있다고 하자. 이 형상이 그것을 형식

적 부분으로 가지는 실체인 탁자 T의 물질적 부분들에 대해 가하는 제

약은 모든 탁자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탁자-

형상은 물질적 부분들에 대한 제약에 있어 그 부분들로서 나무, 알루미

늄, 플라스틱, 철, 얼음 등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대상들을 허용할 것이

며, 그것들의 배열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것이다. 그렇

다면 t1에 상판 p와 다리들 l1, l2, l3, l4 사이에 공간적 관계 R1이 성립하

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탁자-형상의 제약을 만족시키고, t2에 p

와 세 개의 다리들 l1, l2, l3 사이에 공간적 관계 R2가 성립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탁자-형상의 제약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이 경우 t1의 T의 부분들과 t2의 T의 부분들이 서로 수량 및 관계에

있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동일한 형상의 제약을 만족시킴으로

써 T가 지속한다는 것이 보장될 수 있다.

코슬리키가 새롭게 상정한 이와 같은 형상은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정

된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일 것이기에, 이 이론은 전적으로 급진적 계

층적 질료형상론에 해당한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 및 파인의 계층

적 질료형상론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슬리키의 질료형상론은 독자

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형상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질료-형상 합성

물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이 그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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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잉여적 인과력

제 1 절 인과적 과잉결정의 문제

3장에서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형상을

그 존재론적 범주에 있어 환원적으로 이해하는 온건한 계층적 질료형상

론에서는 형상이 지속의 원리가 되는 것에 실패하기에, 형상이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 이해하는

급진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했다. 이 장에서는 설령 급진

적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계층적

질료형상론인 이상 가지게 되는 한계로서, 그 이론에서는 질료-형상 합

성물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이 그 실체가 지니는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논의를 위해 우선 메릭스(Merricks 2001)의 거의-허무주의 옹호 논증

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메릭스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구성적 거의-허무

주의의 입장에서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들은 살아 있지 않은(inanimated)

어떤 실체도 구성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복합적 실체는 오직 살아 있는

것들뿐이라는 그의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오직 살아 있는 것들만이

잉여적이지 않은 인과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 메릭스의 논증이 성공

적이라면 일상적으로도 질료형상론자들에 의해서도 흔히 옹호되는 많은

종류의 구체적 대상들이 세계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메릭스가

(Merricks 2001: Ch. 3)에서 부분전체론적 복합체에 대한 제거주의를 뒷

받침하는 것으로서 제시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과잉결정 논증 (O)❳
(1) 만약 야구공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야구공은 (그것의 질량,

경도 등을 통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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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야구공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또한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야기하는 사건이다.

(3) 만약 야구공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하고 야구공-식으로 배열

된 단순자들이 또한 그 사건을 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야구공과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에 의해 과잉결정된다.

(4) 어떤 사건도 야구공과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에 의해

과잉결정되지 않는다.

(C) 따라서, 야구공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1, 2, 3, 4에

의해)

O1은 실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인과력을 가져야 한다

는 전제를 표현한다. 이는 검약성의 법칙(law of parsimony) 혹은 오컴

의 면도날과 같은 동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약성

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자들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서 존재자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 만약 야구공이 어떤 사

건도 야기할 수 없다면, 즉 인과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구체적 대

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O1에서

드러나는 생각일 것이다. 만약 야구공이 어떤 인과력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수현상적(epiphenomenal) 실체”일 것인데, 부수현상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구공이 야기할 수 있는 사

건들 중 창문 깨짐 사건을 사례로 든 것은 논증을 위한 사소한 가정이

며, 이 논증은 야구공이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인과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될 수 있다.)

O2의 주장은 추정상의 야구공이 다른 실체들로 구성된 복합적 실체라

는 것과, 야구공이 야기하는 사건에 대해 미시물리적 항목들을 통한 완

전한 기술을 제공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추동된 것으로 보인다. 만

약 실체들이 다른 실체를 구성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인과력을 가지고 있

다는 것과 해당 사건에 있어서 미시물리적 속성들에 수반하지 않는 새로

운 속성(창발적 속성)이 개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O2을

받아들이는 것은 설득력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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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및 O4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서로 다른 대상들에 대해 과잉결정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인과적 과잉결정❳: 어떤 결과 e는 과잉결정되어있다 iff 어떤 대상

o1과 그와 수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대상(들) o2에 대해, (i) e가 o1에 의해

야기되었고, (ii) e가 o2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iii) o1은 o2가 e를 야기하

는 것에 인과적으로 무관하다. (Merricks 2001: 58)

여기서 o1이 o2가 e를 야기하는 것에 인과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은 다음

과 같이 이해된다.

❲인과적 무관성❳: 어떤 대상 o가 그와 수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대상
(들) o2가 결과 e를 야기하는 것에 인과적으로 무관하다 iff (i) o1은 o2 중

하나가 아니고, (ii) o1이 e의 ‘부분적 원인’이 아니고(즉, 오직 o1의 추가적

인 인과적 기여가 더해져야만 o2가 e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ii)

o1은 o2와 e 사이의 인과적 사슬의 중개자(intermediate)가 아니며(즉, o2

들이 o1이 e를 야기하기를 야기함으로써 e를 야기한 것이 아니며), (iv) o1

은 o2에 대해 그것들 중 어떤 것이 e를 야기하도록 야기하지 않았다.

(Merricks 2001: 57)

만약 야구공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하고 또한 야구공-식으로 배열

된 단순자들이 그 사건을 야기한다면, (i)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

된 단순자들 중 하나가 아니고, (ii) 야구공은 그 사건의 ‘부분적 원인’이

아니고, (iii)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과 그 사건 사이의

인과적 사슬의 중개자가 아니며, (iv)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

순자들 중 어떤 것이 그 사건을 야기하도록 야기하지 않았기에, ❲인과
적 무관성❳에 따라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하는 것에 인과적으로 무관하며, 그러하기에 ❲인과적
과잉결정❳에 따라 창문 깨짐 사건은 과잉결정되어있다는 것이 O3이 말

하는 바이다. 그리고 O4는 ❲인과적 과잉결정❳에서 말하는 과잉결정은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종류의 과잉결정으로서 어떤 사건도 그와 같은 의

미에서 과잉결정되어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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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결정 논증❳은 야구공뿐만 아니라 실체들을 부분으로 가지는 추

정상의 복합적 실체들에 대해 일반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메릭스는 ❲
과잉결정 논증❳을 통해, 야구공을 포함하여 살아 있지 않은 모든 추정

상의 복합적 실체에 대한 제거주의를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단순자들이 합동으로 가지는 인과력과는 구별

되는, 창발적인 내재적 속성들을 가진다고 말한다. (Merricks 2001: Ch.

4) 그러하기에 살아 있는 것들은 창발적 실체로서 ❲과잉결정 논증❳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메릭스의 주장이다. 즉, ❲과
잉결정 논증❳의 O2에 해당하는 전제가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것들이 어떠한 비잉여적인 인과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메릭스가 주장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을 벗어나기에 넘어가도록 하자. 문제는 이 논증이 메릭스가 생각하

는 것보다 더 강력한 논증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대상들

이 정말로 그것들을 구성하는 단순자들이 합동으로 가지지 않는 인과력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논증은 살아 있는 대상들이 복합체인

한 그것들을 제거하는 귀결을 가지도록 주어질 수 있다. 토너(Toner

2008)의 다음 지적이 이와 같은 생각을 나타낸다.

그래서, 만약 어떤 아이들이 한 철학자를 창문에 던진다면, 무엇이 그 창

문 깨짐을 야기하는가? 여전히 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

원자들이고 그 철학자는 아님. 둘째, 그 철학자와 그 원자들 모두. 셋째,

그 철학자들이고 원자들은 아님. 선택지 일은… 철학자를 부수현상화한다.

선택지 이는…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을 포함한다. 이는 선택지 삼만

남긴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옹호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적합하게

무리 지어졌을 때, 만약 그것들이 철학자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같은 그 원

자들이 깨짐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들이 철학자를

구성할 때 그것들을 인과적으로 비활성적으로 만드는가? (Toner 2008:

284)

이 사례를 앞서 제시된 과잉결정 논증과 유비하여 논증의 형식으로 다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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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결정 논증* (O*)❳
(1) 만약 철학자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철학자는 (그것의 질량,

경도 등을 통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할 수 있다.

(2) 만약 철학자가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또한

인간-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야기하는 사건이다.

(3) 만약 철학자가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하고 인간-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또한 그 사건을 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철학자와 인

간-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에 의해 과잉결정된다.

(4) 어떤 사건도 철학자와 인간-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에 의해 과

잉결정되지 않는다.

(C) 따라서, 철학자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1, 2, 3, 4에

의해)

여기서 토너는 단순자들로 구성된 복합적 창발적 실체가 가지는 비잉

여적인 인과력에 호소하는 것을 통해 그 복합적 실체들에 있어서 O2에

해당하는 전제를 거부하는 메릭스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그 창발적 실체가 비잉여적 인과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잉여적인 인과력을 가질 것이며, 그것들에 대해 ❲과잉결정
논증❳이 ❲과잉결정 논증*❳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제시될 수 있기 때

문이다. O*4에 의하면 어떤 사건도 철학자와 인간-식으로 배열된 단순

자들에 의해 과잉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가 가지는 모든 인과력이

비잉여적인 창발적 힘이 아닌 이상, 메릭스의 대응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는 것이다. 이 논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기에, 결국 인과적 과잉결정의

문제는 복합적 실체를 상정하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문제제

기가 된다. 물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어떤 복합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

는다는 이 논증의 귀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복합적 실체의 존재

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논증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과 복합적 실체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이 그

방법들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해 볼 것



- 73 -

이다. 그 전에 이 논증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의 입장을 우선

확인하고 가기로 하자.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과잉결정 논증*❳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은 형상의 단일성과 ❲실
체=단순자❳ 논제에 개입하는 것을 통해, O2*를 거부하여 그 철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치 않는 귀결을 빠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토마스

주의적 질료형상론에 따르면 여기서 인간-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은 오

직 그 철학자 안에서 가상적으로만 존재할 뿐, 비잉여적인 인과력을 가

진 실재하는 실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제일질료에 그것을 본

질적으로 인간 종의 실체이게 하는 실체적 형상이 부여됨으로써 그것들

에 의해 구성된 질료-형상 합성물인 것으로 간주되며, 철학자의 모든

(가상적) 부분들의 행동은 실체인 철학자의 인과력의 원천인 그 실체적

형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더버그(Oderberg 2007)가 개 피도(Fido)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 실체적 형상은 그것을 소유한 실체의 전부에 스며들어 있어서, 부분들

에 단지 수평으로가 아니라(전체로서의 피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피도

의 코와 꼬리에도 그만큼의 개임(dogginess)이 있다) 또한 수직적으로, 피

도의 살아 있는 육신을 이루는 화학적 원소들에까지 그러하다. 전통적 스

콜라주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 화학적 원소들은 피도 안에서 가상적으

로 존재하며, 그것들 스스로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안에 존재하는

유기체의 작동에 이용되는 요소들로서 … 그러하다. (Oderberg 2007: 70)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철학자 혹은 그의 (가상적) 부분들이

야기하는 모든 사건들은 철학자의 실체적 형상에 그 인과적 책임이 있으

며, 철학자는 오직 그것이 하나의 질료-형상 합성체로서의 실체로서 실

체적 형상을 가짐을 통해 인과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철학자를 구

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식으로 배열된 철학자의 부분들은 별도의

실체들이 아니라 단지 가상적 부분들에 불과하기에, 철학자의 인과력과

는 별개로 그것들 자체로서 어떤 사건을 야기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철

학자가 집어던져짐으로써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했을 때, 그 사건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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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실체들인 인간-식으로 배열된 것들이 야기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한편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자들은 야구공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야구공과 같은 실체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

이 ❲과잉결정 논증❳을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 토마스주의적 질

료형상론에서 야구공은 여러 실체들이 그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적

우연적 형상에 의해 묶인 우연적 단일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연적 단

일체의 인과력은 그것을 구성하는 실체들의 인과력에 다름 아니라고 주

장된다. 철학자의 경우이든 야구공의 경우이든,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오직 그것이 가지는 실체적 형상을 통해서 인과력을 행사한다는

질료형상론의 설명은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자연스럽게 포용된

다.

제 2 절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의 형상의 인과적 무

력함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달리 ❲실체=단순자
❳ 논제를 거부하고 다른 실체를 진부분으로 가지는 복합적 실체의 존재

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2.4절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어떤 실체가 질료-

형상 합성물이기 위해서는 복합적 실체여야 함을 함축한다. 다시 ❲과잉
결정 논증❳을 보자. 만약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실체가 지니는 인과력

이 그 실체가 가지는 형상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론에서 실체인 야구공이 존재할 경우 그것이 창문을 깨뜨릴 수 있는

인과력을 지닌다는 전제인 O1은 거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구공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한다면 그 사건을 또한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

들이 야기한다는 전제인 O2는 복합적 실체와 그것의 부분들인 다른 실

체들의 실체성을 모두 유지하고자 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입장과 자

연스럽게 같이 간다. 그리고 부분들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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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것들로 구성된 전체인 야구공이 인과적으로 무관하다면 O3이 성립

하고, 그러한 종류의 과잉결정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O4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야구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

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 복합적 실체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것들 중 어떤 전제이든지 반드시 하나 이상은 거

부해야 한다.

❲실체=단순자❳ 논제에 개입하지 않은 채로 ❲과잉결정 논증❳에 답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들을 검토해 보자. 한 가지는 애초에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 즉 O4를 거부하는 것이

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한 독립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여기

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다.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을 옹호하는 한

가지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의 명백

한 사례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큰 바위가 북쪽으로 날아와 창문을 때릴 때, 그 바위의 동쪽 그리

고 서쪽 반구들은 창문의 산산조각남의 과잉결정하는 원인들이다. 이 사

례는 맥키가 양적(quantitative) 과잉결정이라고 일컫는 종류의 것이다. …

양적 과잉결정은 원인이 구별되는 독립적으로 충분한 부분들로 분해가능

할(decomposable) 때마다 나타난다.

양적 과잉결정은 (최소한 그런 것들이 각별히 그럴듯하지 않다는 의미

에서의) 음모나 우연을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적 과잉결정이 …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과잉결정하는 부분들이 법칙적으로 매여 있다

(yoked)는 것이다. … 그러하기에 과잉결정의 어떤 사례들은 그럴듯하지

않은 음모나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법칙적 상관관계

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과잉결정은 어디에나 있다. (Schaffer 2003: 28)

여기서의 섀퍼의 논점은, 바위가 창문을 경우에 바위의 동쪽 반구와 바

위의 서쪽 반구의 두 구별되는 대상들이 창문이 산산조각나는 동일한 사

건을 과잉결정하며, 이러한 과잉결정은 언제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기에, 구별되는 여러 실체들에 의한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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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섀퍼가 제시한 이 사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그가 말하듯이 바위의 동쪽 반구가 창문의 산산조각남 사건을 야기하고

또한 바위의 서쪽 반구가 바로 그 창문의 산산조각남 사건을 야기한 것

이 아니라, 바위의 동쪽 반구와 바위의 서쪽 반구가 합동으로 창문의 산

산조각남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조밀한(fine-grained) 사건 존재론을 전제한다고 하자. 만약 바위의 동쪽

반구가 없고 바위의 서쪽 반구만 날아가는 반사실조건문적 경우를 생각

해 본다면, 그 경우 창문이 여전히 산산조각났다고 하더라도 그 창문의

산산조각남 사건은 실제 창문의 산산조각남 사건과는 구별되는 사건일

것이기에, 바위의 서쪽 반구의 북쪽으로 날아감 자체는 실제 창문의 산

산조각남 사건의 충분 원인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설령 이 사례가 체계

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의 진정한 사례인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는 단지 서로 중첩하지 않고 구별되는 두 실체에 의한 과잉결정

의 사례일 뿐이다. 이는 ❲과잉결정 논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계

층적 구성에 있어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며 부분-전체 관계에 놓인 실

체들에 의한 과잉결정의 사례가 아닌 것이다. 그러하기에 섀퍼의 사례가

쳬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의 사례로서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인과적 과잉결정이 야구공과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 사이에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

다.

야구공과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 사이에 ❲인과적 과잉결정

❳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O3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류의 답변 또한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이다. “구성은 동일성(composition is identity)”

(Baxter 1988) 논제를 받아들이는 경우 O3는 자연스럽게 거부된다. 구성

은 동일성 논제에 의하면 구성 관계는 동일성 관계와 엄밀히(strictly) 동

일하다. 즉, (여러) 부분들이 단일한 대상을 구성할 때, 부분들과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동일성 관계 그 자체라는 것이다. 만약 구성 관

계가 동일성 관계라면 이 입장에서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

순자들과 동일한 대상이다. 그리고 야구공이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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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동일하다면,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창문 깨

짐 사건을 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인과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과 동일한 대상임으로써 그것들에 대해

❲인과적 무관성❳의 조항 (i)이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구공이 창

문 깨짐 사건을 야기하고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또한 그 사

건을 야기더라도, 단일한 대상에 의해 야기되었을 뿐인 그 사건은 야구

공과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에 의해 과잉결정된 것이 아니다.

구성이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성이라는 강한 주장인 “구성은 동일성”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직전에 제시된 방식의 대

답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제시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이는 전체는

그것의 부분들에 덧붙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nothing over and above)

것의 한 가지 의미에서, 구성 관계가 동일성 관계와 여러 점에서 유사하

기에 구성 관계가 동일성 관계의 한 종(kind)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동일성으로서의 구성(composition as identity)”

((Lewis 1991), (Sider 2007) 등) 논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동일성으로

서의 구성”의 입장을 견지한 채로 무제한적 구성 및 구성의 유일성

(uniqueness of composition)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무제한적 구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복수의 실체들에 대해서도 그 실체들의 합인 실체가

있다. 그리고 구성의 유일성 원리에 의하면 임의의 실체들에 대하여 바

로 그 실체들로 구성된 실체는 오직 하나뿐이다. 이제 부분전체론적 단

순자들, 이를테면 동시대의 근본적 물리과학에서 상정하는 기본입자들인

페르미온들과 보존들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하자. 무제한적 구성

및 구성의 유일성에 따라, 그 단순자들의 어떤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그

것들의 합에 해당하는 대상은 별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

지 않고 “자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 복합체들은 그것들을 구성

하고 있는 단순자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엄밀히 수적 동일성인 것은

아니지만(이를테면 전체는 하나이고 부분들은 여럿이기에 그 수에 있어

서 다르고 따라서 엄밀한 수적 동일성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일종의 동일성 관계라고 정당하게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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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만큼 그 관계는 동일성과 여러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입장에서 복합체들이 가지는 인과력에 대해서도 “구성은

동일성”에서의 답변과 마찬가지의 답변을 설득력 있게 내어 놓을 수 있

을 것이다. 야구공과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동일성 관계가 성립하기에, 야구공은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인과적으로 무관하지 않고, 따

라서 과잉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O4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답

변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인과적 과잉결정이 일어난 것이 사실인데, 그

것은 딱히 문제가 되는 종류의 과잉결정이 아니다. 야구공과 야구공-식

으로 배열된 단순자 사이에는 일종의 동일성 관계가 성립하며, 그것들

사이에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과잉결정 논증❳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의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실체들로부

터 구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들이 형상에 의해 주어진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구성된 전체는 그것들의 부분들에 다름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덧붙인 어떤 것(something over and above)”이

다.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야구공과 야구공의 질료로서의 실체들인 야

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은 엄밀한 동일성 관계에 놓여 있지도, 일

종의 동일성 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하기에 계층적 질료

형상론자들은 실체인 야구공과 실체들인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

들로부터 창문 깨짐 사건에 대해 일어나는 “동일성으로서의 구성” 입장

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과적 과잉결정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거

부할 수는 없으며, 계층 간의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을 사소한 것으

로서 취급해버릴 정당성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O4를 거부함으

로써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펴 본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대해서는 실체들의 공점을 그 이론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인정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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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까지 개입하게 된다. 우리의 조각가가 조각상 다비드를 산산조각내

버리기 전에 그것을 창문에 던져버려서 창문이 깨졌다고 하자. 그런데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에 따르면 거기에는 공점하는 실체들인 조각상 다

비드와 진흙덩이 럼프가 모두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

사한 논증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공점-과잉결정 논증 (CO)❳
(1) 만약 다비드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다비드는 (그것의 질량,

경도 등을 통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과력을 가

진다.

(2) 만약 다비드가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또한

럼프가 야기하는 사건이다.

(3) 만약 다비드가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하고 럼프가 또한 그 사건

을 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다비드와 럼프에 의해 과잉결정된다.

(4) 어떤 사건도 다비드와 럼프에 의해 과잉결정되지 않는다.

(C) 따라서, 다비드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1, 2, 3, 4에

의해)

살펴 본 계층적 질료형상들에 의하면 특정 시점에 다비드와 럼프는 공점

한다. 그리고 다비드를 창문에 던진다면 분명 그것에 의해 창문이 깨지

는 것처럼 보인다. (CO1) 그런데 다비드가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했다고

할 때, 럼프 또한 다비드와 같은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한 인과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2) 하지만 다비드와 럼프 사이에는 엄밀한 동일

성 혹은 일종의 동일성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서로는 서로의 창문

깨짐 사건 야기에 대해 인과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기에

창문 깨짐 사건은 다비드와 럼프에 의해 과잉결정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

인데 (CO3), 이러한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받아들

일 만한 것이 아니다. (CO4)

만약 계층적 질료형상론자가 ❲과잉결정 논증❳에 대해 O4를 거부함

으로써 계층 간의 체계적인 과잉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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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잉결정 논증❳에 있어서도 다비드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마땅히 거부해야 할 전제는 CO4일 것이다.

그런데 이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은 O4를 거부함으로써 개입하게 되

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이다. 야구공과 야구

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 사이에는 부분-전체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그것들이 구성적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다비드와 럼프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 뿐 하나의 구성적 계층 구조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

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과잉결정 논증에 대한 답변으로 이 경로를 택할

경우 추가적인 종류의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에 개입해야 한다. 그리

고 이는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가지는 형상이 그 실체의 인과

력의 원천의 역할으로서의 수행한다는 질료형상론자의 이론적 가정에 있

어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과잉결정 논증❳에 있어 계층

적 질료형상론자가 야구공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했을 때 그것은 야구

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이 또한 야기한 것이라는 전제 O2를 어떤 식

으로든 거부했다고 하자. 이를테면 부분-전체 관계를 이루는 대상들에

있어서 전체가 전체로서 그것의 형상을 통해 인과력을 발휘할 경우 그

부분들의 형상이 발휘했어야 할 인과력은 그 전체의 형상의 인과력에 흡

수된다든지 하는 식의 설명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러한 방식의 답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공점을 받아들이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은 ❲공
점-과잉결정 논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답변을 통해 CO2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의 형상은 야구공의 물

질적 부분들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의 계층적 구조에 연루되

어 있지만, 다비드와 럼프에 있어서는 그것들 각각이 가지는 형상이 그

러한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고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공점을 받아들이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다비드와 럼프

중 하나를 인과적으로 무력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CO2를 거부하는

것이 열려 있지 않게 된다. CO4를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새로운

종류의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은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에게 여전히

더 문제적이다. 야구공과 야구공-식으로 배열된 단순자들의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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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구성적 계층 구조에 연루되어 있는 형상들을 인과력의 원천으로

하는 실체들 사이의 과잉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다른 구성적 계층 구조에 속해 있는 다비드의 형

상과 럼프의 형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자들에게는 ❲과잉결정 논증❳의 O1을 거부하는 선

택지도 남아 있다. 즉, 사실은 야구공이 창문 깨짐 사건을 야기할 수 없

다는 것인데, 이는 야구공이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인과력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에, 결국 야구공은 그 자체로 인과력을

가지지 않는, 부수현상적 실체인 것이 된다. 이 입장에서는 ❲과잉결정
논증*❳ 및 ❲공점-과잉결정 논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례로 O*1

과 CO1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모든 복합적 실체

들이 부수현상적이라는 귀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메릭스가

주장하듯이 살아 있는 것들이 그것의 부분들이 합동으로 가지지 않는 창

발적 인과력을 가진다면, 바로 그 인과력에 대해서는 이 입장에서도 여

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과잉결정 논증❳은 받아

들이지만 ❲과잉결정 논증*❳은 메릭스의 방식대로 거부함으로써 거의-

허무주의적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20) 어

느 쪽이든, 그 실체들은 부수현상적 실체가 되어버리는 것으로부터는 살

아남았지만 여전히 그 실체들은 그것들이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비창

발적 인과력들은 가지지 않고 오직 창발적 인과력들만을 가진다는 귀결

에 마주할 것이다. 이 입장에서 철학자는 여전히 집어던져짐으로써 창문

을 깨뜨릴 수 있는 인과력을 가지지 못하는 실체라는 것이다. 이는 역시

그럴듯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계층적 질료형상론자가 과잉결정 논증에

대해 어떤 답변을 취하더라도 그 이론에서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

체가 가지는 형상이 그 실체가 지니는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0) 재워스키(Jaworski 2016)의 입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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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나는 모든 실체를 제일질료와 형상의 합성물인 것으로 파

악하는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과 실체를 다른 실체들과 형상의 합성물

인 것으로 파악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질료형상

론에서 형상에 부여되는 이론적 역할들인 실체의 본질의 근거, 실체의

지속의 원리, 그리고 실체의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에 대해, 토마스주의

적 질료형상론의 틀에서는 형상이 그 역할들을 비교적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틀에서는 형상이 그 역할들을 만족스

럽게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첫째는 실체의 본질의 근거로서의 형상의 역할이다. 계층적 질료형상

론은 실체의 질료-형상 구조에서 질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실체들

이기에, 다른 실체를 진부분으로 가지지 않는 부분전체론적 단순자들을

질료-형상 합성물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모든 실체들에 대한 단일한 질료형상론적 모형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이

이론에서 형상이 본질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모든 실체들에 대해 일괄

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는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형상의 역할이다. 이에 대해서는 계

층적 질료형상론을 형상을 관계 등의 존재론적 범주로 환원하여 이해하

는 온건한 계층적 질료형상론과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와 같이 형

상을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인 것으로 이해하는 급진적 계층적 질료형

상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형상이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료-형상 합성물로서의 실체가 시간을 거치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겪으면서도 형상은 단일한 것으로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환원적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환원적으로 이해된 형상들이 그

자체로 시간을 거치며 단일한 것으로서 유지되기가 어렵기에, 그 실체의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서 형상이 지속의 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마스주의적 질료

형상론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형상에 개입하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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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는 실체의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형상의 역할이다. 여

기서는 우선 복합적 실체들의 존재에 반대하는 인과적 과잉결정 논증을

살펴보았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에 의하면 그것들 자체로 실체들인 부분

들이 전체를 구성함에 있어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의 것이다. 그러하

기에 부분들이 합동으로 가지는 인과력과 그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가 가

지는 인과력에 대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그것들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하거나 혹은 그것들 사이의 과잉결정이 사소한 것이라고 주

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계층적 질료형

상론들은 실체들 사이의 공점을 인정함으로써, 그 이론들을 보다 심각한

종류의 체계적인 인과적 과잉결정에 개입하게 하거나 혹은 여러 복합적

실체들을 인과적으로 부수현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는 그 복합적 실체

들의 형상이 인과적으로 무력하거나 잉여적이라는 귀결을 낳기에, 계층

적 질료형상론에서는 형상이 실체의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제 두 질료형상론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우선 토마스주의

적 질료형상론은 제일질료와 실체적 형상이라는 두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를 상정하는데, 이는 1.1절과 1.2절에서 보았듯이 실체적 변화를 설

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상정과 함께 어떤 실체도 다른 실체

를 그 진부분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실체=단순자❳ 논제에 개입함으로

써,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에서 형상은 실체의 본질의 근거, 실체의 지

속의 원리, 그리고 실체의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반면 계층적 질료형상론에서는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의 논

쟁적인 개입들로부터 거리를 둔 채로 여전히 질료형상론이 가지는 이론

적 장점들을 취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의 논의가 적절하게 이

루어졌다면, 제일질료의 도입을 거부하고 실체의 질료-형상 구조에서 다

른 실체들이 질료의 역할을 함을 주장하는 것의 결과로서, 계층적 질료

형상론은 부분전체론적 단순자의 경우 질료-형상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고 말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들의 본질의 근거는 형상에 의해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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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일질료의 존재의 부정은 질료형상론에

서 ❲실체=단순자❳ 논제와 함께 가는데, 이는 다시 그 이론에서 형상이

실체의 비잉여적 인과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다. 그리고 실체의 지속의 원리로서의 형상의 역할은 형상을 토마스주의

적 질료형상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서 이해하지

않는 한 수행되기 어렵다. 그러하기에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실체가 질료

-형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함에 있어서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

에 비해 오직 한정적인 이론적 장점들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질료형상론의 동기로 제시된 변화의 설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더버그가

지적했듯이 단순자 차원에서의 실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누락됨으로써

계층적 질료형상론은 충분한 설명을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정말로

충분한 이론적 장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

다. 계층적 질료형상론의 이론적 틀에서 형상이 그것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자의 본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질료-형상 구조가 아니라 원초적

인 사실인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나머지(복합체의 본질

과 실체의 지속 등)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그저 원초적인 사실이라고 말

하지 않고 굳이 질료-형상 구조를 도입하여 설명해야만 하는가? 만약

토마스주의적 질료형상론을 받아들이는 동기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장점들이 그것의 급진적인 이론적 비용에 상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논쟁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질료형상론의 이론적

틀은 유지하고자 하는 계층적 질료형상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질료형상

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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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omorphism holds that substances are compounds of matter and

form. The main motivation for advocating hylomorphism is to account

for substantial changes. However, form plays other important

explanatory roles in the hylomorphism, such as being the ground for

the nature, the principle of continuity, and the source of causal

powers of the substance which has the form. I classify contemporary

hylomorphic theories into two camps: Thomistic hylomorphism and

hierarchical hylomorphism.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mps

lies in their different commitment as to whether or not one substance

can compose another distinct substance, i. e., be a proper part of it.

According to Thomistic hylomorphism, substances are compounds of

prime matter and form, and no substance has other substances as

their parts. According to hierarchical hylomorphism, by contrast,

substances are compounds of other substances and form, and those

substances are matter-form compounds in the same way. He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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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al structures are hierarchical in hierarchical hylomorphism.

I argue that form invoked in hierarchical hylomorphism has

significant limits in fulfilling the theoretical roles which form invoked

in Thomistic hylomorphism is able to fulfill, and consequently there is

not enough motivation for advocating hierarchical hylomorphism.

In this thesis, I point out three limits of hierarchical

hylomorphism. First, Since mereological simples cannot be considered

as matter-form composites, hierarchical hylomorphism does not

provide a single general hylomorphic model for all substances. In

other words, the claim that form is the base of the essence is not

generally applicable to all substances. According to hierarchical

hylomorphism, the matter of a substance is other substances.

However,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ase of mereological simple, a

substance which does not have any other substance as its part.

Second, forms do not satisfactorily fulfill their role as the principle of

persistence of substances in hierarchical hylomorphism, as long as the

forms are reductively understood as entities of a more familiar

ontological category, such as relation. Those entities like relations are

hardly guaranteed to persist on their own, making it difficult to act

as the principle of the persistence of substances. Third, in hierarchical

hylomorphism, forms do not seem to play a role as the source of

non-redundant causal powers of the substances having them.

According to hierarchical hylomorphism, when the parts of each

substance make up the whole,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theory to avoid the problem

of overdetermination whereby the forms of some complex substances

are causally inert or redundant. If pointing out these limits is

pertinent criticism of hierarchical hylomorphism, then a more

appropriate options open to us are, rather than accepting hierarc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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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omorphism, accepting Thomistic hylomorphism or rejecting

hylomorphism al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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