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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錄
본 논문의 목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교육이론으로 해석하고 현대
의 교과교육과 관련하여 그 교육학적 함의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이교도대
전』과『신학대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아퀴나스의 존재론은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은 표면상 각각 존
재와 신, 또는 철학과 신학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퀴나
스의 존재론의 핵심은 인격이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퀴나스의 인격이론
은 인간 본성의 존재론적 구조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교육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반영된 형이상학적 입장은 종래의 형이상학적 입장과
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종래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본질의 형이상학’이라
고 부른다면,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존재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존재의 형이상학의 근본 문제는 존재자 안에서 존재와 본질은 어떤 방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것은 본질의 형이상학이 다
루던 문제와 동일하지 않다. 존재의 형이상학과 비교해보면, 본질의 형이상학
은 존재자의 한 측면인 본질을 존재자와 대립시키고 양자를 각각 실재와 외양
으로 규정하였다.
존재의 문제, 즉 존재자 안에서 존재와 본질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
는가에 대한 아퀴나스의 대답은 존재와 본질은 서로 결합되기 이전에는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답은 중세의 보편 논쟁―보편자는 개별자를 초월
해 있는가 아니면 개별자에 내재해 있는가―의 두 입장인 실념론과 유명론 중
에서 후자를 따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보통의 존재자
―피조물―에서 존재와 본질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는 경우
를 상정한다. 이 특별한 존재자―창조주―에서는 존재와 본질이 보통의 존재
자에서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곧 본질이 된다. 이 특별한 존재자
는 실념론이 내세우는 본질, 또는 실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이 점에서 아
퀴나스는 실념론과 유명론을 종합한 인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퀴나스가 보편 논쟁의 두 입장을 종합한 것은 그가 인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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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신의 경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을 철학에서 자신의 관심사
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가 그 존재로서 완전무결하게
구비하고 있는 본질은 피조물 속에 존재와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본질 바
로 그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본질은 다름 아
닌 인격이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인격을 사전에 확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신
적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점차 완성되어가는 것으로 규정하며, 신적 진리를 인
식하는 목적을 구원과 연결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아퀴나스는 신적 진리에 관
한 탐구가 신으로부터 존재를 나누어 가지는 존재자에 관한 탐구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학문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목

적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는 현대의 교과교육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를 준
다. 아퀴나스의 학문 분류 체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놓이는 신학의 현실적 대
응물은 교과이다. 의식의 수준에서 보면 교과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은 학습자
와는 무관한 대상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처럼 보이지만, 전의식의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최고로 통합된 완전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교육
은 학습자로 하여금 완전한 마음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
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은 교과를 배우는 일의 의
미를 인간의 자기완성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의 의미를 실제적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실용주의 일변도의 현대 교육이
론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어: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론, 신학과 교육, 자기완성, 교육과정.
학 번: 2003-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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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교육이론이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교육이지만, 본 연구에서
해명할 바와 같이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두고 볼 때에는 인간의
구체적 삶이다. 여기서 삶은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
인 삶, 즉 삶의 원형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평범한 일상
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살아볼 가능성이 없는 완전무결의 비현실적인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삶이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한, 다소 정
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범인(凡人)의 삶 안에도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범인의 삶은 이상적인 삶과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때
에라야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일상적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러한 낱낱의 행위들을 떠받치고 있는 의미의 기준이 요청된다. 이 세상에 존
재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인간의 행위 안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인
간다움’의 기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행위의 기준 또한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삶과 그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그 표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의 기준을 내면화한 결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진다. 하나의 기준은 그것이 각 개인의 삶 안에서 실현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다.
교육이론이 해명하고자 하는 으뜸가는 문제는, 어떻게 개체로 태어난 인간
이 각자의 다양한 삶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기준을 구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가, 또는 어떻게 ‘개인’이 ‘인간’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는 꽤 오랜 논의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서, 특히 실념론과 유명론 사이에 벌어
졌던 중세의 ‘보편 논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보편 논쟁은 ‘보편자는 개별
자를 초월해있는가 아니면 개별자에 내재해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목적에 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토마
스 아퀴나스가 실념론과 유명론의 주장을 종합할 수 있었던 것은, 보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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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의 문제를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여럿 속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바꾸어 이해하였기 때
문이다. 아퀴나스가 보기에 실념론과 유명론은 다같이 실재를 일자와 다자 중
의 어느 하나만으로 규정하면서 양자 사이의 교섭―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
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개인을 초월해있는 기준이 개인에 내재해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교
육이론이 해명해야할 문제는 다름 아니라 개별성 안에서 보편성을 성취하는
것, 곧 인간의 ‘자기완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문제가 교육이론의 본질을 규정하는 유일한 관점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교육학의 고유한 탐구대상으로서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삶과 구분한 다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이론의 기능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을 내어놓는 데에 있다는 식으로 양자를 관련짓는 데에서 불행은 시작된
다. 이때 교육학의 탐구대상으로서의 ‘교육사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
는 것은 매우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교육사태가 어떤 것인지 말하기에 앞
서, 그것은 삶과 병렬적으로 놓여있는 또 하나의 사태일 수 없다는 것만은 분
명하다. 교육사태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특정한 관점으로 파악한 추상이며, 따
라서 그것은 관념의 수준에서는 삶과 별개로 있는 것 같지만, 실지로는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삶과 교육의 분리는 그 양자의 의미에 모두 훼손을 가져오며, 그 관련이 여
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사실 이 두 가지 불행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
을 제거하고 남는 삶―추상적 삶―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과 다른 것
이 아니며, 그러한 ‘삶’에서 인간다움의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
울 만큼 어렵다.1) 마찬가지로 교육을 삶과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때, 교육은 그

1) 예컨대, 우리가 시장이나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다움’
의 기준과 무관하게 그 표면에서 파악할 때, 그것은 삶의 추상이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물건을 사고팔거나 거리를 보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상
(抽象)은 구체적인 것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켜 드러낸 것으로서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관
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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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활동이 되고 만다. 이러한 형편에서
삶과 관련하여 교육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육은 삶
을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식의 것이다. 이런 식의 관련은, 교육을 통하
여 향상되는 삶―교육과는 별개인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향상이라고 보는가 등등의 또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이렇게 교육을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 정도로 이해할 때, 교육의 성패
는 그것이 욕망의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판가름될 것이며, 잘 산다
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며 산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아
실현이 개인의 욕망의 실현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삶과 교육이라는 말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그 말로써
지칭되는 대상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는 삶과 교육의 의미는 다같이 정당하게 존중되지 않는다. 진정한 교육이론은
삶과 교육을 그것이 분리되기 이전의 원형으로 복원하여 설명한다. 그렇게 할
때 교육에 관한 설명은 삶에 관한 설명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이
론은 바로 삶의 이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진정한 교육이론은 곧 삶의 이
론이라는 말은 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을 확립해준다. 교육학은 인간의 삶을 가
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을 특정한 측면에서 설명
하는 다른 학문들과 동일한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이론이 삶을
특정한 측면에서만 설명한다면, 그러한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흔히 이러한 경우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단편적(斷
片的) 설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상을 전체로서 드러내지 못하고 부분으
로 분절시켜 놓은 것을 뜻한다. 단편적 설명의 경우에 부분과 부분의 관계 또
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항상 문제로 남게 된다. 교육이론은 인간다움의 기
준을 개인이 각자의 다양한 삶 안에서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
서 인간의 삶을 특정한 양상으로 다루지 않고 총체로서 다룬다고 말할 수 있
다.2)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론은 개별학문이 밝혀낸 삶의 추상적 단편들을
2) 이 글에서 ‘총체’(總體)는 ‘구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체’
(具體)는 ‘추상’(抽象)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구체적인 삶’은 ‘있는 그대로의 삶’ 또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William Boyd(1952),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6th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이홍우․박재문․유한구(역)(2008),『서양교육사』, 교육과학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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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합하여 삶을 전체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의 존재론3)에 주목
하는 것은 존재를 강조하는 그의 철학적 관점이 특히 삶과 교육의 구분과 관
련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에 있어 개념적 틀을 마련해주기 때문
이다. 이러한 관점은 삶과 교육의 구분과 관련을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처방
일변도의 교육이론에 대한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퀴
나스의 존재론은 세계의 기원과 목적을 ‘선(善)의 실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랍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개별 존
재자의 지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래의 관점과 차별화된
다.

특히

그의

존재론에서

세계의

운동은

단지

‘변화’가

아니라

‘완

성’(perfection)을 지향하는 활동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이론의
관심사와 크게 맞닿아있다.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교육이론으로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아퀴나스의 사상도 포함된다. 첫째 방법은, 그 사상
가의 저술에서 명시적으로 교육을 주제로 하는 발언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
기에서 현재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 지
침을 이끌어내어 제안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상가가 교육에 관
한 발언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저술이 교육학적
저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순전히 그 책에 교육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나타

10의 역자서문 참조.) ‘있는 그대로의 삶’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나날이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삶 또는 있는 그대로의 삶은 개인들의 삶을 그것의 다양성에
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의 기준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한 줄로 세울 때 그 가상적 최
종상태―그 최종상태에 근접할수록 인간은 완성된 모습을 띤다―를 뜻한다. 그렇기는 해도
그 가상적 최종상태의 모습은 오직 종국에 가서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천차
만별의 삶 안에도 깃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개인의 삶에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
다면, 애당초 개인들의 삶의 수준을 천차만별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이 글에서 ‘존재론’은 ‘ontology’의 번역어로 쓰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형이상
학’(metaphysics)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는데,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의미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양자는 의미의 구분 없이 문맥에 따라 섞바꾸어 사용되었다.
한편, 존재론이라는 용어는 형이상학과 동의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는 아
퀴나스 특유의 학문적 관점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의 제목으로 쓰인 존
재론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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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아퀴나스의 저술 중에는 오늘날
의 학문 분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학적 저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해석방법을 따르면 아퀴나스는 신학자 또는
철학자일지언정 교육이론가는 아니라고 하는 통념은 정당성을 띤다.
둘째 방법은, 어떤 사상가의 사상 그 자체를 교육이론으로 보는 것이다. 예
컨대 아퀴나스의 경우, 그의 존재론 그 자체를 교육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이 경우에는 아퀴나스가 존재 또는 신에 관하여 설명할 때 교육과 관련된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아퀴나스가 ‘존재’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교육이론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표현이나 접근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근원에 있어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아퀴나스
는 철학자 또는 신학자로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이런 방식으로 말한 것일
뿐, 만약 그가 교육이론가였다면 동일한 사고를 교육학적 개념으로 표현했을
것이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철학적 또는 신학적 발언에 비추어 만약 그
가 교육이론가라면 어떤 사상을 개진하겠는가 하는 것을 추론하고 그것을 교
육학적 개념으로 ‘번역’하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아퀴나스가 표면상으로는 교육에 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직 존재, 세
계, 신,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저술 전
부를 교육학적 저술로 취급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론과 교육이론이 학문발달
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식을 띠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의 학문이었고,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희미하게나마 이론적 관심을 공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퀴나스의 경우에 이 두 가지 해석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 논문이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취급하는 방법은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의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을 채택할 때 그의
사상은 교육학적으로 더욱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후자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존재론과 교육이론 사이의 논리적 관련을 밝히는 일이
핵심적 과제가 된다.
존재론과 교육이론이 공유하는 공통의 이론적 관심사를 질문의 형태로 제시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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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존재론의 관심사는 ‘이 세계가 어
떻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요, 교육이론의 관심사는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식으로, 마치
두 이론이 다루는 질문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질문인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이론이 갈라져 나오기 전의 원형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다. 교육은 인간 발달을 추구하는 활동인 만큼, 교육이론이 삶의 이상에 관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론
또한 삶의 이상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존재론의
탐구대상은 존재,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세계가 아닌가? 존재를 탐구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관련된다는 것인가? 등등.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존재론의 탐구대상으로서의 존재는 인간의 삶과 동떨어
져 있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존재는 길가의 돌멩이나 외딴 산길
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풀,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인간 자
신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심지어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자의 탐구행위 안에도 들어있는 것이다. 형이상학자가 판독해내려고
하는 세계 속에는 형이상학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세
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은 궁극적으로는 연구자 자신의 삶을 돌아
보게 만든다. 삶과 유리된 존재의 의미는―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재는 결코 삶과 무관하게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존재론은 그 자체가 곧 교육이론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4)
교육이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이론은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때, 세계 또는 존재의 의
미를 드러내지 않고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존재론과 결
부되지 않은 교육이론은 필경 교육의 효과―따지고 보면 이 말은 ‘삶의 효과’
만큼이나 어색한 말이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궁극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4) ‘형이상학에 근거를 두지 못한 이론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천적인 이론을 갖지 못하는
형이상학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Anthony Kenny(1980), Aquinas, Oxford University Press,
서병창(역)(2000),『아퀴나스』, 시공사, p. 140의 역자후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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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 관해서도 마땅히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의미와 삶의 의미는 상호 함의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편을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다른 한편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존재론은 그 이상적인 상태―세계―가 이미 확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면, 교육이론은 인
간이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과정―삶―을 기술하
는 데에 초점을 둔다. 존재론의 탐구의 거점은 세계요 교육이론의 탐구의 거
점은 삶이라고 하여 두 이론이 기술하는 대상도 실지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을 사실상 분리되는 것으로 격상시키는 오류―실체화
의 오류―에 해당한다. ‘개념상 구분’의 포인트는 ‘사실상 비분리’에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두 이론의 탐구대상의 원형을 짐작해볼 수 있다.
존재론과 교육이론이 공유하는 공통의 탐구대상을 아퀴나스의 사상 체계 안
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존재’(esse, being)이다. 존재에 관한 그의 이론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표면상 대립되는 것으
로 보이는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는 이질적인 두 사상을 모순
없이 종합함으로써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가 종합한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는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계시와 자연’, ‘은총과
자연’, ‘교회와 국가’ 등 다양한 개념의 대비로 표현된다. 아퀴나스의 업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신학과 철학 분야에서 각각 ‘자연신학’의 확립과 ‘존재의 형
이상학’의 창안이라는 용어로 규정될 수 있다. ‘존재의 형이상학’은 ‘본질의 형
이상학’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 후자의 입장에 의하여 지지되는 계시신학으
로부터 자연신학으로 이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으
며 그렇기 때문에 아퀴나스의 그 두 가지 업적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업
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교육의 목적―인간을 신의 경지
로 이끌어 올리는 것5)―을 종교의 분야에서 상세화함으로써 종교이론의 ‘메타

5) ‘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발돋움한다’는 말은, 인간의 완전성을 재는 기준이 신의 완전
성을 재는 기준과 동일한 하나의 기준이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다. 다만 인간의 경우에 그
기준은 인간 자신과 다른 것이지만 신의 경우에 그 기준은 신 자신이며, 따라서 ‘완전’이라는
말은, 인간의 경우에 인간이 신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신의 경우에 그것은 신
이 완전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의 완성이 신과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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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시스’(metapraxis)적 성격을 드러내었다는 데에 있다.6) 본 연구에서 드러내
고자 하는 아퀴나스의 존재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퀴나스의 사상에 있어서 신학분야에서의 ‘자연신학’은 철학
분야에서의 ‘존재의 형이상학’의 신학적 적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학과 철
학의 이 두 입장은 교육이론의 특정양상을 규정한다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의 분야에서 수많은 저서와 주석서를 집필하였
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존재론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본 논문이 주
척도에 부합하는 정도에 의하여 기술된다는 말이 인간은 실지로 그러한 기준에 도달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적 기준은 인간이 그것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가를 알려주는 적극적(positive) 기준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소극적(negative) 기준이다. 신적 기준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성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적 완전성에 더욱 가까이 도달
해 있는 사람이라는 역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양심의 가책을 더욱 많이 느낀다는 사실은 이러한 역설의 예시가 된다.
6) ‘메타프락시스’(metapraxis)는 세계의 목적 또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그것 자체만으로 설명하
지 않고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활동을 통하여 설명하는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형이상학의 특
성을 잘 포착하여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메타프락시스’라는 용어는 카술리스
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는 성경에 나타나있는 종교적․신학적 용어를 순전히 철학
(메타피직스)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종교적
의식(儀式, 프락시스)의 표현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Thomas P. Kasulis,
‘Philosophy as Metapraxis’, F. Reynolds and D. Tracy, eds., Discourse and Practice, SUNY,
1992, pp. 169-195 참조.) 한편, 이홍우 교수는 메타프락시스를 전통 형이상학(metaphysics)에
대한 대안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에 의하면 ‘메타프락시스’는 ‘메타피
직스’와 병렬적인 담론형식을 지칭하며, 양자는 인간의 삶에 표현 이전의 표준이 있다는 것
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그 차이는
메타피직스가 그 표준을 이미 확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를 설명
하는 사고방식을 나타낸다면, 메타프락시스는 그 표준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실천을 통하여
확립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데에 있다. 이홍우 교수에 의하면 메타프락시스적 담론형식이
다루는 내용은 성리학에서 교육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심성함양’과 다른 것
이 아니다. 심성함양은 교육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활동은 ‘메타프락시스’라는 동일한 담론형식을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담론형식에
서는 담론 그 자체도 하나의 ‘실천’(praxis)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홍우, 2009b, pp. 339-348 참
조.) 이하 본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아퀴나스는 존재의 탐구를 자기완성과 별도의 활동으
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자기완성은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
완성에 관한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신 또는 존재의 개념은 ‘자기완성’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점차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아퀴나스의 사상은 이러한 담론형
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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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존하고 있는 저서들은『존재자와 본질에 관하여(De Ente et Essentia)』,
『이교도대전(Summa contra Gentiles)』,『신학대전(Summa Theologiae)』,『신학
요강(Compendium Theologiae)』등이다.7)『존재자와 본질에 관하여』는 매우 짧
은 논문이지만, 아퀴나스의 한평생 연구의 서론에 해당하는 저술로서 가치를
가지며,『이교도대전』과『신학대전』은 각각 그가 학문적 생애의 초기에 제
기했던 질문에 대한 철학과 신학 분야에서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학대전』은 그 분량의 방대함에 걸맞게 신학의 거의 모든 주제를 총망라
하는 대작으로서, 단연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말할 수 있다.『신학요
강』은『이교도대전』과『신학대전』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하
여 다루고 있다.
논의의 편의상, 앞에서 언급한 아퀴나스의 주요 저서의 집필동기 및 편집체
제에 관한 간략한 고찰이 필요하다.8) 먼저,『존재자와 본질에 관하여(De Ente
et Essentia)』는 1256년, 아퀴나스가 파리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무렵
에 완성된 것이다. 이 책에는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의 후기 저서에
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대부분의 주장들이 담겨있다. 예컨대, ‘존재는 본질의
현실성’이라는 주장, ‘존재와 본질은 존재자의 구성원리’라는 주장, 그리고 ‘신
은 존재 이외의 어떤 다른 본질도 가지지 않는 순수존재’라는 주장, 그리고
‘피조물들은 신성한 존재를 분유(分有)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며 이때 ‘피조물들
의 본질이 분유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아퀴나스가 초기에
채택했던 이러한 주장들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한 채 후기의 저서들인『이교
도대전』,『신학대전』등에서 더욱 정련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7) 본 논문에서는 아퀴나스의 저서를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은 약칭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EE: De Ente et Essentia
SG: Summa contra Gentiles
ST: Summa Theologiae
CT: Compendium Theologiae
8) 아퀴나스의 주요 저서들의 편집체제에 관한 이하의 설명은 다음의 책들을 참조. Thomas
Aquinas, De Ente et Essentia, A. Maurer trans.(1968), On Being and Essence, Toronto: the
Pontifical Institute of Medieval Studies의 역자 서문; Anthony Kenny(1980), Aquinas, Oxford
University Press, 서병창(역)(2000),『아퀴나스』, 시공사, pp. 24-50; J. A. Weisheiple(1983),
Frior Thomas D' Aquino: His Life, Thought, and Works,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이재룡(역)(1998),『토마스 아퀴나스 수사: 생애, 작품, 사상』, 성바오로, pp. 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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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이교도대전(Summa contra Gentiles)』은 1259년에 아퀴나스가 파
리대학의 교수직에서 물러나 이탈리아에 체류했던 6년 동안 쓴 것으로서, 기독
교에 입문하지 않은 독자―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겨냥하여 쓴 논문형식
의 신학입문서이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신에 관하
여, 제2권은 창조에 관하여, 제3권은 피조물이 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제4권에서는 신앙의 조항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들―삼위일
체(三位一體, trinity), 육화(肉化, incarnation), 부활(復活, resurrection), 성사(聖
事, sacrament)―에 관하여 다룬다. 집필동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만,
『이교도대전』은 매우 독특한 편집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제1권에서 제3권까
지는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진리들이 다루어지고, 제4권에서는 계시된 진리
로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진리들이 다루어진다.
물론 아퀴나스는 계시에 의한 가르침인 신학과, 이성에 의한 지식인 철학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만, 본론에서 확인할 바와 같이, 신학과 철학은 각각의 학문
이 제기하는 질문과 그 질문을 탐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탐구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이교도대전』의 제1권부터 제3권까
지 다루어지는 주제와 제4권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들이 계시의 관점으로 전환되어 다시 한 번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1권부터 제3권까지의 주제와
제4권의 주제는 그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서로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예컨대, 제1권의 이성의 영역에서 취급되었던 ‘신’이라는 주제는 제4권
에서 계시에 의한 신앙의 조항으로 취급될 때 ‘삼위일체’라는 주제로 된다. 마
찬가지로 제2권의 ‘창조’는 제4권에서는 창조된 세계 안에서의 신의 활동인
‘육화’로, 제3권의 인간의 행복과 윤리적 삶에 관한 내용은 제4권에서는 ‘부활’
과 교회의 ‘성체성사’로 전환되어 취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주
제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救援, salvation)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진
다.
마지막으로,『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의 편집체제는 중세대학의 토론
식 강의의 전형을 문자의 형태로 보여준다. 아닌 게 아니라,『신학대전』은 아
퀴나스 자신의 한평생의 강의를 바탕으로 하여 쓰인 것이다. 신학대전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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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자는 신학생이다.『이교도대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연신
학의 관점과 계시신학의 관점이 긴장과 조화를 이루며 통합된 하나의 관점으
로 나타난다. 먼저 그 형식에 있어서,『신학대전』은 대략 세 가지 커다란 주
제를 따라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부’는 여러 개의 ‘문제’로, 그리
고 문제는 다시 여러 개의 ‘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제’는 제목의 형식을 취
하고 있으며,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세부적인 ‘항’은 질문의 형식
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항’은 ‘―인가’ 하는 식의,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
하는 단일한 질문으로 되어 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저자가 그 항에서 내세
우는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이 먼저 차례로 주어지고, 이어서 저자 자신의 주
장이 제시되며, 답변 부분에서 저자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논거들이 제시되고
난 다음, 앞에서 제시되었던 반대 입장들이 각각 논박됨으로써 하나의 항이
끝난다.『신학대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에서는 창조주인 신으로부터 피
조물의 ‘발원’(發源)이 다루어지고, 제2부에서는 신을 향한 인간의 ‘귀환’(歸還)
이 다루어지며, 제3부에서는 그 귀환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루
어진다.『신학대전』은 비록 미완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신학’과 ‘아
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종합이라는 아퀴나스 일생일대의 과업의 결정판에 해
당하는 저서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9)
9) 역사적 기록들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학문적 종합’을 이루
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쳐야 했는가를 보여준다. 사후 약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의 철학자들에게 겨우 논리학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가, 12세기
에 그의 모든 저서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사상적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퀴
나스가 파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13세기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플라톤에서 아우구스티누스로 이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아래 있었던 중세대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종교지도
자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계시종교인 기독교의 신앙과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계시는 이성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신의 은총의
표현인데, 자연 이성만으로 세계에 관한 완결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
학에는 계시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에 대
하여 금서 조치가 취해지고 그의 사상을 강연하는 일이 금지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퀴나스는
세계의 영원성을 논증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여러 개념들이 오히려 창조, 육화,
부활 등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 그 어떤 철학보다도 유리한 점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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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퀴나스의 사상 체계에서 철학과 신학의 상호 관련을 밝힘으로
써 그 관련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론―모든 학문의 원형―은 곧 진정한 의미에
서의 교육이론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학문과 삶의 간극은 학
문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벌어졌다고 볼 때, 모든 이론의 원형에 해당
하는 그 이론은 삶과 일치를 이루는 ‘살아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10) 그
러한 이론은 그것이 설명하려는 의미의 근거와 실천을 자신 안에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살아있는’ 이론은 ‘삶’의 의미와 ‘이론’의 의미를 다같이 원
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는다. 따라서 모든 학문의 원형을 복원하는 일의 가치
는 그 일이 세계와 삶과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준다는 데에 있
다. 감히 단언하건대, 이러한 변화는 삶과 교육을 일부러 관련짓기 위하여 교
육의 콘텐츠와 법령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근본적인 수준의 변화이다.
학문의 세분화로 인하여 나타난 학문과 삶 또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 문제는
다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세에 이 문제는 신학과 철학의 불일치 문제
로 나타났다. 학문이 지나치게 엄밀히 세분화된 탓이라고 생각되지만 중세에
이르러 철학은 고대 희랍에서 누렸던 영예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그 대신
그것의 하위 영역인 논리학과 동일시되면서 신학을 탐구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철학에 따라 붙었던 ‘신학의 하녀’라는 별명은 당시의 철학의 위상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는 ‘자연의 영
역은 신과는 무관한 것이며, 철학적 반성 및 분석과 종합은 인간 지성의 교만
의 표현’이라고 단정 짓는 부류도 있었다(Copleston, 1991, p. 60). 그러한 사람
들은 계시된 진리와 이성에 의한 지식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고 신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금기하였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그러한 ‘2중 진리설’을 배
격한다. 그는 철학과 신학의 탐구대상이 표면상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그
10) 세계의 의미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갖추고 있는 이론, 실천과
이론을 아우르며 삶과 조금도 단절되지 않은 이론, 그러한 이론은 역사상 실지로 존재하였는
가? 그 이론은 다름 아니라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위에 구축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철학에서는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들이, 그것들이 계시에 포함될 수 있는 한,
성스러운 학문이라는 이 단일한 학문에서는 엄밀하게 단일한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런 식으로 하여 성스러운 학문은 단일한 학문이면서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하자면 신적인
학문이라는 표찰을 내어 걸 수 있다.’(ST, I, 1, 3) ‘철학에는 사변적인 것도 있고 실천적인 것
도 있지만 성스러운 학문―신학―은 양자를 모두 포괄한다.’(ST, I,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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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의 진리’11)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퀴나스
에 있어서 은총은 자연을 완성하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
가지로, 계시는 인간 존재자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의지의 자연적인 경향의
의미에 관하여 보다 밝은 빛을 비추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 반성을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다. 실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철학과 신학은 손을 맞잡고 나
아간다.’(Copleston, 1991, p. 61)
아퀴나스는『신학대전』의 제1문 1항을 ‘철학 이외의 또 다른 학문은 필요
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질문은 철학과 신학의 구분 및 종합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여기서 ‘철학 이외의 또 다른 학문’은 신학을 지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이 질문은 ‘철학 이외에 신학이 필
요한가’를 묻는 질문으로 해석된다.12) 철학 이외의 또 다른 학문―신학―의 필
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필경 철학의 정체성에 대하여 문제의
식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질문은 철학과 신학의 성격과
범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학문의 목적을 규정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아퀴나스의 대답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
하여 확립된 철학 이외에 신에 의하여 계시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T,Ⅰ, 1, 1).13) 아퀴나스의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인간의 구원은 신적 진
11) ‘하나의 진리’가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은 ‘존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신’이라고 표현되기
도 한다. 명칭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어디까지나 언설의 수준에서이며, 언설로 표현되기 이
전의 진리는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하나’라는 것은, 모든 지식이 모순 없이 통합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철학과 신학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하
나’의 지식이 언설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파편화되었다는 데에 있다. 표현은 일종의 변형 또
는 왜곡을 뜻한다. 따라서 만약 철학과 신학의 상충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의 원인은 각각의
학문이 기술하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파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성에 있는 것이다. 언어의 기능은 ‘구분’에 있으므로, ‘하나의 지
식’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일 수 없게 된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개별학문을 통합하여 그것을 원래의 무모순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
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가 감행한 일은 바로 이 일이었다. 아퀴나스의 체계
에서 지식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일은 지식에 관한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완성
과 직결되어 있는, 인간 자신에 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2)『신학대전』의 제1문제에서 아퀴나스는 성스러운 학문의 성격과 범위를 철학 및 여타의 학
문과의 관련 하에서 다루고 있다. 그가 지칭하는 ‘성스러운 학문’(sacred doctrine)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계시된 진리를 뜻하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학’과 다른 것이 아니다.
13)『신학대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퀴나스는 학문의 구분 및 종합의 문제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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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인식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철학만으로 신적 진리의 인식―구원
―에 도달할 수 있는가?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확립된 것인 반면, 신적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계시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철학을 통해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것을 보
완해줄 수 있는 계시가 요청된다. 신학의 필요성을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식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아퀴나스의 사고방식은 당시 보통의
사고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보통은 철학이 신학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대로 신학이 철학을 보완한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가 그의 연구의 상당 부분을 학문 분류 작업에 할애하고 있
는 것은 인식의 완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철학과 신학의 관련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가 어떤 점에서 구분
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관련은 반드시 구분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하는 말이
기 때문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학문 분류의 기준은 엄밀히 말하여 탐구대상
이 아니라 탐구방법에 있다. ‘학문은 지식이 획득되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분
화된 것이다.’(ST,Ⅰ, 1, 1) 예컨대, ‘천문학자도 물리학자도 모두 “지구는 둥글
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논증해내겠지만,〔그 일을 하기 위하여〕천문학자는 질
료로부터 추상된 수학을 동원하는 반면, 물리학자는 질료 그 자체를 동원한
다.’(ST,Ⅰ, 1, 1) 철학과 신학에 관해서도 천문학과 물리학의 경우와 마찬가지
의 말을 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철학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자연 이성에
의하여 알려지는 것―을 계시의 영역에 속하는 다른 학문을 통하여 가르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ST, I, 1, 1). 철학이 자연 이성을 통하여
탐구하는 것과 신학이 계시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으며, 그
다르지 않은 대상을 ‘실재’ 또는 ‘세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학
고 있다. ‘철학 이외의 또 다른 학문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도대체 어떤 필요를 묻는 질문
인가? 아퀴나스는 1항에서 당장 그 필요를 인간의 구원과 연결시킨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구원은『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인 제3부와『이교도대전』의 마지막 부분인 제
4권의 핵심주제이다. 아퀴나스는 학문의 구분 및 종합이 가져다줄 혜택은 구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제『신학대전』의 본론이 ‘학문’과 ‘구원’ 사이의 관련을 다루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중세인들의 삶과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보기
에 인간의 삶은 구원을 실현하는 과정과 다른 것이 아니며, 학문은 그 과정을 채우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세는 학문이 곧 삶이었던 시대’라는 평가는 매우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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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숭고한 것들을 주제로 다루는 반면, 그 밖의 다른
학문들은 오직 이성의 파악 범위 내에 있는 사물들을 고찰한다’(ST,Ⅰ, 1, 5)는
아퀴나스의 말은, 신학이 다루는 대상과 여타의 학문이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양자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접근방법
을 달리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라야 ‘종합’이라는 말
은 ‘산술적 총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아퀴나스는 학문을 분류할 때
그것을 질료로부터의 추상된 정도에 따라 위계화한다. 그의 학문 분류 체계에
서 질료로부터 추상된 학문일수록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말할 것도 없이,
학문 분류 체계의 최고 정점에 신학이 놓여있다.
철학과 신학의 관련 또는 종합의 가능성은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학문 체
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14) 그런데 ‘이성을 초월하는 것’, 또
는 ‘숭고한 것’을 다루는 신학을 과연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일반적인 의
미에서 학문은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이라고 볼 때,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의 학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의 학
문인가? 이 질문은 철학과 신학을 종합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함
으로써만 대답될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성의 한계 지점에서 학
문은 무효화되어야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아퀴나스는 이성의 한계를 들어 신
학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신학이 여타의 학문들처럼 그 원리를 하위학문으로
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하여 신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다고
해서 철학과 신학을 서로 무관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학문들 간의 종합의
가능성은 영영 없어지고 만다. 신학은 철학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한계에 의존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연속선상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의 ‘의존관계’이다. ‘신학이 때때로 철학에
14) 아퀴나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여러 학문을 종합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탐구대상들을 합한
다는 뜻이 아니다. 코플스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아퀴나스가 의도했던 종합의 의미를 잘 드
러내어준다. ‘아퀴나스에 있어서 실재는, 예상되고 전제된 틀 속에 쑤셔 넣어지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세계는 그 자체로 가지적 체계(system)로 되어 있으며, 이 가지적 체계가 반성하
는 정신에게 자기 자신을 현시(顯示)한다. 정신이 현상으로부터 체계를 판독해내는 것이 아
니라, 실재에 의하여 체계가 정신에 들어와 박히는 것이다.〔…〕아퀴나스의 우주론, 형이상
학, 심리학, 윤리학 등의 논의는 모두 세계에 대한 통일된 해석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Copleston, 1991,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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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철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가르침을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신학이 철학을 이용하는 것은 학문
자체의 결함이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지력의 결함 때문이다. 인간의
지력은 그것이 가지는 결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이성을 통하여 알아낸 것들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 이성을 넘어서는 것, 즉, 신학의 가르침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ST,Ⅰ, 1, 5)
그런데 아퀴나스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한계로 말미암아 계시
에 의한 신학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에 의하여 신
인식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다. 다음의 구절은 아퀴나스가 계시신학을 옹호
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신학15)을 수용했다는 증거에 해당한다.

신에 관한 진리로서 인간의 이성이 알아낼 수 있는 것조차도 신적 계시에 의하
여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이 발견할 수 있는 신에 관한 진리는 오
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오류가 뒤섞인 채 알
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의 온전한 구원은 신 안에 있으며, 그러한 진
리를 아는 데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어
지기 위해서는 신적 계시에 의하여 신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
연하다. 따라서 이성에 의해서 확립된 철학 이외에 계시를 통하여 인식되는 성스
러운 학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ST,Ⅰ, 1, 1)

철학과 신학 또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관련에 대한 아퀴나스의 이상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퀴나스에 의하면, 자연 이성에 의하여 파
악 가능한 것은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이다(ST,Ⅰ, 2, 1). 아닌 게 아니라, 아
퀴나스는 신의 존재가 이성에 의해서 파악 가능하다는 것에 입각하여『신학대
전』의 제1부(2문 3항)에서 실지로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한
편, 아퀴나스는 자연 이성은 ‘신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
한다(ST,Ⅰ, 1, 7). 신의 본질에 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신은 무엇
이 아닌가’에 관한 것일 뿐, ‘신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계
15) 자연신학은 신을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계시신학은 신은 계시
와 은총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고 본다. 양자는 이성의 조화와 모순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신학은 철학의 하위영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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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학의 핵심주제인 ‘삼위일체’, ‘육화’, ‘부활’ 등은 이성의 파악범위를 넘어서
는,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신학의 영역이요, 신의
존재에 관한 내용은 철학의 영역이라는 식으로, 철학과 신학 또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이 취급하는 내용을 각각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양자가 다
루는 내용 사이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 철학과 신학을 종합했다
는 것은 순전히 말뿐인 것이 된다. 그저 한데 모아놓은 것을 가리켜 종합이라
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한편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 다른 한편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불가능안 일이 될 때에라야 그런 것을 가리켜 비로
소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신학은 여러 개별학문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개별학문이 통합된 상태 또는 자신을 최고도로 완성시킨
인간이 그의 마음 안에 갖추게 되는 ‘하나의 지식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식이 최고도로 완성된 상태를 고대 희랍에서는 철학―형이상학―으로 보
았다면, 중세의 아퀴나스는 신학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때 아퀴나스가 철학 없
는 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퀴나스는 신학의 근거를 형이상학16)
에서 확보한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의 핵심주제는 ‘존재’이다. 형이상학에 대
한 아퀴나스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그것은 곧 ‘존재
로서의 존재(being as being)와 본성상 이것에 속하는 속성을 탐구하는 학문’
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여타의 개별학문(special sciences)은 존재를 존
재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한 부분을 떼어내어 그것의 속성을 다룬
16) 아퀴나스가 말하는 형이상학은 ‘성스러운 학문’ 곧 신학이 아니라, 철학의 하위영역으로서
존재론을 가리킨다. ‘형이상학’(形而上學)’은 영어 단어 ‘메타피직스(metaphysics)’의 번역어이
다. 메타피직스는 포르피리오스(Porphyrius)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편집할 때, ‘자연
학(physics)’ 아래로 분류할 수 없는 문제들―존재를 단지 ‘존재 그 자체로서’ 규정하는 문제
들―을 다루는 에세이들을 ‘자연학 다음에’ 두어 ‘메타피직스’라는 표제 아래 묶었다는 데에
서 유래한다. ‘형이상학’이라는 우리말 번역어는『주역(周易)』의 ‘형이상자’(形而上者)라는 구
절에 기원을 둔다. ‘형이상자’는 ‘형체로 되어있지 않은 것’, 즉, ‘만물로 표현되기 이전의 것’
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탐구대상이다. ‘형이상자’의 일반적인 명칭은
‘신’ 또는 ‘존재’이다. ‘형이상자’는 인간의 경험의 파악 범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 대상이므
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 ‘대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경험적 대상과 나란히 있는 또 하나의 대
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은 여타의 개별학문과 병렬적
으로 놓을 수 있는, 그것들과 대등한 지위의 학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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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수학의 탐구대상인 ‘양’, 물리학의 ‘운동’, 생물학의 ‘생명’ 등은 ‘존
재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양, 운동, 생명으로서의 존재’인 것이다(Gilson, 1952,
p. 1). 개별학문이 취급하는 내용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추상(抽象)
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 비하여, 형이상학은 총체로서의 존재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형이상학의 탐구대상은 성격상 여타의 학문의 탐구대상과 다
르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개별학문들과 동일한 범주에 넣을 수 있는 학문이 아
니다. 형이상학은 세계를 총체(the whole)로서 보려는 인간의 시도를 나타낸
다. 총체로서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상인 만큼, 그러한
시도에 있어서 원칙상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아퀴나스가 형이상학의 탐구대상을 존재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관점은 종
래의 관점, 특히 희랍의 형이상학의 관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의
관점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명 ‘존재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다
루는 근본 문제가 종래의 형이상학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비하여 ‘본질의 형이상학’은 아퀴나스 이
전의 형이상학을, 아퀴나스의 입장인 ‘존재의 형이상학’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용어이다. 그리하여 ‘본질의 형이상학’은 그것을 주장하는 특정한 사상
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아퀴나스와 대비되는 종래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통칭
한다. 아퀴나스 이전의 형이상학을 ‘본질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
이 다루는 문제가 사물의 ‘본질’에 있기 때문이다. 본질의 형이상학을 대표하
는 관점으로서 고대 희랍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실재는 무엇인가’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의 대답을 제
시한다.
본질의 형이상학과 존재의 형이상학의 입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
하여 설명될 수 있다. 가령, 화단에 이런 저런 빛깔과 모양으로 피어있는 장미
들을 보며,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자. 이 질
문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화단에 특정한 빛깔
과 모양으로 피어있는 그 장미는 장미의 외양(外樣)에 지나지 않는다. 장미가
반드시 붉은빛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꽃잎이 10장씩 포개어져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화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런 저런 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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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양으로 피어있는 장미를 모두 장미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장미의 형식
(Idea), 그것이야말로 진짜 장미이다, 등등. 장미의 ‘형식’은 꽃의 빛깔, 모양,
향기, 감촉 등처럼 감각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실재를 인식
하기 위해서는 감각경험을 통하여 포착되는 개별사물의 특성들은 그것들이 우
연적이며 변화한다는 점에서 모두 사상(捨象)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는 개별사물의 특성은 외양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며, 이에 비하여 형식은
그 사물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불변하는 본성이라는 점에서 사물의 실재―즉,
‘참으로 존재하는 것’―라고 생각된다.
‘실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와는 다른 방식의 대답도 있을 수
있다. 진짜 장미―장미 그 자체―는 다른 데에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지금 여기에’ 이런 저런 모양과 빛깔로 피어있는 바로 ‘이 장미’이다. 지금
여기에 이런 저런 모양과 빛깔로 피어있는 이 장미가 장미의 형식의 구현체
(具現體)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이 장미’가 가지는 빛깔, 모양, 향기,
감촉 등의 ‘부사적’(副詞的) 측면―장미의 존재방식―은 실재의 지위로 격상된
다. 부사적 측면이 제거된 장미는 이 세상에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
과한 것이다. 장미의 부사적 측면이 존중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피어있는
‘이 장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존재자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도 이런 저런 장미를 모두 장미이게 하는 장미
의 형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식은 지금 이 장미를 통하여 구현되
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된다.
위의 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약간 단순화하여 대비시킨 것
이기도 하다. 양자가 나타내어 보이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본질
의 형이상학이라는 범주 안에 분류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두 입장이 대답하
려고 하는 질문이 모두 사물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실지로
존재하는 것’을 플라톤처럼 ‘형식’이라고 설명하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실체’(substance)라고 설명하든 두 이론은 모두 실지로 존재하는 것의 ‘무엇임’
―본질―의 측면에 주목한다. 이러한 입장과 달리, 존재의 형이상학의 근본 질
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존재’와 ‘본질’은 이러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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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존재의 형이상학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임’과 ‘있음’, 또는 ‘본질’과 ‘존재’라는 두 가지 원리
의 결합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본질의 형이상학은 무엇인가가 존
재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후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
는 데에 비하여, 존재의 형이상학은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도대체 존재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묻는다.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존재의 근
거를 묻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형이상학의 근본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의 문제’라고 말할 때, 존재의 문제는 ‘존재자(ens, a being) 안에서 존재(esse,
being or existence)와 본질(essentia, essence)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라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것은 그 이전 특히 고대 희랍의 형이상학이 다루
던 문제와는 동일하지 않다. 아퀴나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종래의 형이상학
은 존재자의 한 측면인 본질을 존재자와 대립시키고 양자를 각각 실재와 외양
으로 규정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아퀴나스의 대답은, 존재와 본질은 서로 결
합되기 이전에는 존재자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답은 중세의 ‘보
편 논쟁’―보편자는 개별자를 초월해있는가 아니면 개별자에 내재해있는가―
의 두 입장인 실념론(realism)과 유명론(nominalism) 중에서 후자를 따르는 것
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아퀴나스는 보통의 존재자―‘피조물’―에서
존재와 본질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특별한 존재자―‘창조주’―에서는 존재와 본질이 보통의 존재자에서처럼 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곧 본질이 된다. 이 특별한 존재자는 실재론이 내세
우는 ‘본질’ 또는 ‘실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이 점에서 아퀴나스는 고대
의 관념론과 실재론 또는 중세의 실념론과 유명론을 ‘종합’한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퀴나스가 본질의 형이상학을 대표하는 두 입장을 ‘종합’한 것은
그가 보통의 존재자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자의 경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을 철학에서 자신의 관심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가 그 ‘존재’로서 완전무결하게 구비하고 있는 ‘본질’은 피조물 속에 ‘존
재’와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본질’ 바로 그것이다. 아퀴나스의 그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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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학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학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보통의 존재자
가 특별한 존재자의 경지로 발돋움하는 과정은 교육과 다른 것이 아니며, 특
별한 존재자의 경지를 상정하고 있는 한, 그러한 과정은 사욕을 추구하는 과
정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완성되어가
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완성의 모습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 존재자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은 다양하게 태어난 개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형성하는 과정이며 또한 하나
의 인간 본질을 다양한 개인 안에서 개별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는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
다. 교육을 통하여 인간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자가 된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이 현대의 교육이론에 주는 시사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윤리학 분야에 있어서 맥킨타이어(A. MacIntyre)의 ‘덕
윤리’(virtue ethics)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
또는 상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문제의식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덕에 있어서 가치의 상대주의의 원인을 도덕의
개념에 있어서 ‘목적의 상실’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는 맥킨타이어의 논의는 매
우 주목할 만하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결정적으로 계몽주의자들이 인
간의 정신 능력을 매우 협소한 의미로 제한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속화된 것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계몽주의자들의 이러한 기획은 인간의 정신 능력
에서 그 의미에 해당하는 ‘목적’(telos)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맥킨
타이어의 주장에 기대어 말하자면, ‘목적의 상실’은 계몽주의가 오로지 윤리의
분야에만 가져온 폐단이 아니고 교육에 가져온 폐단이기도 하다. 아퀴나스의
‘자기완성’(self-perfection)이라는 개념은 교육의 목적이 상실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부절’(符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잃어버린 목적을 복원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깨닫는 일에
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면적으로 바
꾸는 일로서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는 ‘회개’(悔改, conversion)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퀴나스의 존재론이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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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궁극적 지점은 어디인지 그 교육학적 시사는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철학과 신학을 종합함으로써 아퀴나스가 하려고 한 일
은 학문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었고, 그 일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복원하는 일과 다른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교육학적으로 올바르
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일에 관한 분명한 이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이론에 의하여 교과를 배우는
일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제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퀴나스의 존재론적 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목적론적 윤리는
무엇이며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과 현대 사상의 접촉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윤리학이
가지는 상대주의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이어받아 비
판하는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간략하게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맥킨
타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목적’을 통해서 도덕의 개념을 해명하려
고 하는 목적론적 윤리학이라는 점, 또한 그들이 상정하는 목적은 본질주의적
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

둘째, 아퀴나스의 철학과 신학의 양대 업적은 어떻게 관련되며, 신학에서
의 자연신학은 존재의 형이상학의 함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철학과 신학의 종합으로 확립된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이 그
자체로 교육이론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의 대답을 탐색함으로써
자연신학 또는 존재의 형이상학은 더 이상 학문의 특정 분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최고도로 완성시킨 인간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총체적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론은 인격완성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

- 22 -

는 이론이면서, 동시에 그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의 인격을 완성으로 이끄는
이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셋째, 존재의 형이상학에서 설명하는 ‘존재의 자기완성’은 종교적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교육을 통한 인격완성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앞의 고찰을 통하여 확인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육이론에 비
추어 교과공부에 대한 현대인의 통념을 반성하고 교과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교육의 목적은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교육을 잘 받으
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하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장에서는 아퀴나스의 존재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목적론적 윤리의 주된 입
장을 고찰하는데, 그것을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입장인 맥킨타이어와 그것을
긍정하는 입장인 아리스토텔레스로 각각 대별하여 고찰한다. 여기서는 먼저
현대 윤리학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비판은 무엇이며 그러한 비판이 가지는 의
의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맥킨타이어는 도덕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현대 윤리학의 경향에 반대하여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역사적․사회
적 차원의 목적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목적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 이론과 가능태-현실태 이론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차원의 목적을 경
험적 차원의 것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III장에서는 아퀴나스가 철학과 신학의 종합을 통하여 해명하려고 하는 문제
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것은 맥킨타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퀴나
스의 사상을 하나로 관통하는 문제로서 인간의 삶과 목적의 관련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아퀴나스의 대답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와 차별화된
다. 다시 말하여, 아퀴나스와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하나의 근원에
서 나왔지만,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신학적 관점으로 상세화하
였다면 맥킨타이어는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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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퀴나스가 철학과 신학의 종합으로 확립한 자신의 이론 안에서 아리스토
텔레스의 목적 개념을 어떻게 규명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철학 분야에서 본
질의 형이상학과 존재의 형이상학, 그리고 신학 분야에서 계시신학과 자연신
학의 이론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IV장에서는 이때까지 고찰한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비추어, 교육에 대한 오
늘날의 통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아퀴나스의 존재
론을 현대에 계승한 사상가로 마리땡(J. Maritain)을 들 수 있다. 마리땡의 인
격에 관한 논의는 교육을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현대인
의 통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장에서는 그
가 말하는 교육목적으로서의 인격완성을 교육활동 안에서 규정할 가능성을 탐
색한다. 그렇게 할 때 아퀴나스가 말하는 자기완성을 그의 사상에 가장 충실
하게 재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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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마스 아퀴나스와 목적론적 윤리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학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문제의식은 중세의 유
명론에 대한 아퀴나스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가 공유하는 문제
의식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삶의 기준은 다양하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그것들끼리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는 경향에 대한
것이다. 맥킨타이어와 아퀴나스는 자신들이 비판하는 관점에 대한 대안을 아
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teleology)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1절에서 ‘덕 윤리’(virtue ethics)라는 명칭으로 흔히 불리
는 사조의 대표적 학자로 손꼽히는 맥킨타이어의 윤리학 이론을 고찰하겠다.
그의 윤리학은 계몽주의 사조로부터 시작되어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
까지 서양 윤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합리주의’ 도덕이론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계몽주의 사상이 출현한 이래로 윤리학
은 목적과 분리된 도덕법칙을 정당화하는 경향으로 일관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상대주의 도덕의 문제에 봉착하기에 이르렀다. 맥킨타이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
석하는 시도를 한다. 2절에서는 맥킨타이어의 경험적 의미의 목적에 대한 비판
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차원의 목적의 의미를 고
찰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도덕법칙과 목적 사이의 긴밀한 관련을
내세우지만, ‘본질주의’ 형이상학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
전히 추상적인 이론이라는 난점을 가진다.
이하 이 장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아리스토텔
레스의 이론에 나타난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이 맥킨타이어의 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하는 점이다.

1.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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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삶의 추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올바른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보
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그는 무엇을 알아보아야
하는가? 모든 시대를 살다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낱낱이 조사해보아야 하는
가? 이것은 원칙상 실행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다양한 삶 중에서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한 개인이 분간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올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원주의’와 ‘정초주의’는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낸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다원주의는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학적 입장을 가리키
며, 정초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하는 종래의 형이상학적 윤리학의 입장
을 가리킨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을 윤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다양한 삶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삶은 그 나름
대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도덕적 기준의 부재로 인
한 도덕적 판단의 불일치 현상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기는커녕, 고정
불변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하려고 하는 ‘정
초’의 개념에 해당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 형이상학의 ‘실재’(Reality)에
기반을 둔 기준의 개념―정초―을 부정한다. 그러한 입장에 따르면, 고정불변
의 절대적 기준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무차별적으로 재단하고 억
압하는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윤리학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의 삶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었던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
은 있을 수 없다. 도덕적 기준의 문제는 개인의 기호나 취향의 문제일 뿐이
다.18) 그러한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은 절대적 기준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개인들 간의 합의나 배려 등에 의해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기준은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임의적으로’ 제정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에 와서 새롭게 출현한 문제는

17) 이 절에서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에 관한 논의는 그의 저서 ‘A. MacIntyre(1981), After
Virtu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를 주로 참고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책을 인용할
때 AV로 약칭한다.
18) 이른바, 정서주의(emotivism) 윤리학에서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 판단을 개인의 기호와 취향
으로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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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 문제는 철학에서 ‘일자와 다자'(one and many)의 문제, 또는 중세
의 ‘보편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위의 도덕적 기준의 기원과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의 윤리학자인 맥킨
타이어(A. MacIntyre)의 문제의식은 주목해볼 만하다. 그가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 입장은 계몽주의19)에 의하여 단초가 마련되었다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와
서 극대화된 다원주의 또는 도덕적 상대주의이다. 맥킨타이어는 윤리학에 관
한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현대 윤리학의 특징을 도덕적 판단의 ‘통약불가능
성’(incommensurability)20)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그러한 현상을 단순히 현대
윤리학의 특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판단의 통약불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아
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teleology)에서 찾고 있다.
맥킨타이어는 현대의 도덕이론이 가지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계몽주의적 도
덕 기획의 실패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
가로 칸트(Kant), 흄(Hume), 디드로(Diderot) 등의 인물을 지목하고 있다(AV,
p. 52). 맥킨타이어는 이들 모두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
하여 도덕적 계율의 권위에 관한 결론으로 나아가는 타당한 논증을 구축하려
고 하지만, 이런 형식의 모든 기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AV, p. 52).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들이 공유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개념과
도덕적 계율에 관한 개념 사이에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양자 사이의 간극은 무엇이며, 그러한 간극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19) 맥킨타이어의 분석에 따르면 계몽주의(Enlightenment)를 계기로 하여 인간의 이성은 목적
(또는 이념)과 단절된다. 맥킨타이어는 계몽주의가 풍미하던 17~18세기를 ‘맹인들이 자신들의
시력에 스스로 갈채를 보내는 시기’(AV, p. 81)라는 야유조의 말로 비판한다. 근대인들은 자
신들 스스로를 계몽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지나간 중세를 ‘암흑기’(dark age)라는 별명으로 경
멸한다.
20)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은 원래 과학철학의 용어로서, 맥킨타이어는 이 용어를 빌
어 현대 윤리학의 난점을 비판한다. ‘통약성’은 비교를 성립시키는 동일한 기준을 뜻하며, 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양자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윤
리학에 이 개념을 적용하면, 현대 윤리학의 논의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모두 다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각각의 다양한 윤리학적
논의들은 상이한 규범적 또는 가치 평가적 개념을 사용하는 전제들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
문이다. (AV,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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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간접적으로나마 토대를 두고
있는 그 이전의 사상에 관한 간략한 고찰이 필요하다.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계율'(precepts)이라는 구조에
의하여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니
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나 있다(AV, p. 52). 그러나 계몽주의자들의 견해와
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른바 목적론적 윤리학에는 위의 두 가지 요소 이
외에 ‘목적’(telos)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 ‘목적론적 도식’으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분석하면, 인간의 도덕은 다음과 같은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게 된다. 즉, ‘우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때에라야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양자의 근본적 대립을 해소시켜주는 장
치로서 ‘도덕적 계율’이라는 요소가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연
히 존재하는 인간 본성은 인간이 교육받기 이전부터 가지는 선천적 특성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덕적 계율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덕을 누
리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목적―자기 자신의 참된 본
성―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가능태와 현실태, 인
간의 본성으로서의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목적에 관한 설명이 핵
심적 관심사로 다루어진다.
도덕에 관한 목적론적 설명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중세에 이르러 아
퀴나스에 의하여 기독교로,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에 의하여 유대교로, 이
븐 로슈드(Ibn Roschd)에 의하여 이슬람교로 계승되는 과정에서, 유신론
(theism)21)적 신앙의 요소를 포함시키게 된다(AV, p. 53).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의 악의 개념에는 ‘죄’라는 의미가 부가되고, 윤리적 계율은 목적론적 계율뿐
만 아니라 신이 제정한 법의 표현으로 이해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외경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인간의 참된 목적은 오직 내세에서만 완전하게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며 현세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렇
듯 유신론적 관점에서 도덕은 신과 인간이라는 2중적 차원에서 목적과 기준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저
21) ‘theism’은 유일신론, 또는 인격신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인격신론에서 말하는 신은 세
계를 초월해있는 절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신, 즉,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로서의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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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황에서 ‘인간’을 참된 목적으로 이끄는 실제적 행위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신’에 의해서 제정되고 이성에 의해서 파악 가능한 법칙이 무
엇을 명령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AV, p. 53). 고대의 목적론은 중세에 이르러
유신론적 요소가 부가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지만, 인간의 도덕
적 완성을 3중 구조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두 시대는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맥킨타이어는 고대와 중세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도덕의 3중 구조의 도식이
종교 개혁가들의 새로운 신학이 주장하는 인간관에 의하여 변형되기 시작하였
다고 주장한다.

도덕의 이러한 도식을 받아들였던 중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이 도식이
그 자체로 계시의 일부분이요, 이성에 의하여 알려질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정당
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동의는 프로테스탄트주의
(protestantism)와 얀센주의(Jansenism)의 가톨릭 사상이 출현하면서 더 이상 지속
되지 못하였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은 이성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던 것
이다. 그 새로운 신학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성은 결코 인간의 참된 목적에
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한 이성의 능력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
암아 파괴되었다.22) 칼뱅의 견해대로, ‘만약 아담이 순수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더
라면’ 이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에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제 이성은 인간의 정욕을 계도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연히 존재하게 된 인간’과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때에라야 존재할 수 있
는 인간’ 사이의 대비는 남아 있으며, 신적인 도덕법칙은―비록 은총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응답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여전히 인간을 전자의
상태에서 후자의 상태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V,
pp. 53-54)

중세의 스콜라주의와 종교 개혁기의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유신론적인 목적론을
22)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신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한 상태가 되었고, 원죄를 전 인류에게 대물림하게 되었다. 기독
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원죄를 가진 인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프
로테스탄트주의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바는 전적인 신의 은총이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편
에서 기울일 노력이란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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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나타내었지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시각의 차
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도덕적 완성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실천을 제
안하였다. 전자는 자기완성을 위하여 신앙뿐만 아니라 학문을 강조하지만, 후
자는 오직 신앙만을 강조함으로써 학문과 종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세인들이 학문을 삶과 동일시했던 것은 그들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인들은 인
간의 본질을 앎의 능력인 ‘이성’(理性)으로 보았고, 인간의 궁극적인 앎의 대상
은 인간 자신의 목적―삶 또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목적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가지게 되는 욕망이나 소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귀한 것이어서 도무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으며,
차라리 그것은 신의 명령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일과 다른 것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중세인들에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일, 곧 학문―이러한 학문의 최고봉은 신학이다―은 최상의 삶
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신도 지성적 존재인 이상, 그러한 삶은 신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종교 개혁가들(protestants)이 등장하여 그러한 ‘실천’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기 전까지, 인간의 위상
은 그가 피조물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과 동일시되었다.
이성의 능력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하는 17세기 이후의 반(反)아리스토텔레스
주의적 경향은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이성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
한 관점에 의하면, 이성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을 파악하지 못하며 오
직 사실적 진리와 수학적 관계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실천의 영역에서 오직 수단에 관해서만 말해야 하며 목적에 관해서는 침묵해
야 한다. 칸트, 흄, 디드로,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등은 모두 이러한 입장을 취
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인간은 그 자신의 참된 목적을 규정할 수 있
는 본질을 가진다는 목적론적 관점을 배격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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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pp. 53-54).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고대와 중세, 그리고 종교 개혁
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도덕의 3중 구조 중에서 ‘목적을 실현하면 존
재할 수 있게 되는 인간’이라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럼으로
써 그들은 서로 모순이 되는 나머지 두 가지 요소 즉, 목적이라는 관념을 박
탈당한 ‘특정한 도덕법칙들’과 ‘현재의 인간 본성’에 의하여 도덕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현재의 인간 본성은 교육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의 본성은 결코 도덕법칙에 복종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도덕법칙과 상치될 수밖에 없다. 비록 칸트가 제2비
판서의 2권에서 목적론적 구조 없이는 도덕성의 전체 기획이 이해될 수 없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론적 구조를 순수 실천 이성의 논리적 가
정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몽주의 철학자
들의 도덕의 정당화 기획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다(AV, pp. 54-56).
‘당위’로서의 도덕적 계율과 ‘사실’로서의 인간 본성 사이의 결합이 해체되면
서 18세기 도덕철학자들의 저서 속에는 이른바 ‘자연주의 오류’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흄은 종래의 모든 도덕성의 체계가 신과 인간의 본성
에 관한 사실적 진술로부터 도덕적 판단이라는 당위로 이행하고 있음을 비판
하고 있으며, 칸트는 당위적 도덕법칙의 계율이 인간의 행복 또는 신의 의지
에 관한 진술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AV, p. 56). 이들의 주
장은, 타당한 논증은 전적으로 사실적인 전제로부터 도덕적 또는 가치 평가적
결론이 타당하게 추론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최근의 몇몇 도덕철학자들은 일련의 사실적 전제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일체의 도덕적 결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AV, p. 56).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현재 본성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하는 도덕적 판단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런데 맥킨타이어는 프라이어(A. N. Prior)23)가 제시한 반례를 들어, ‘이
23) 프라이어는 전제 속에 들어있지 않은 요소가 결론으로 타당하게 도출되는 예로, ‘그는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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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s)라는 존재에 관한 전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한다’(ought to)라는 당
위의 결론을 수반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AV, p. 57). 맥킨타이어는 ‘존재로부
터 당위가 도출될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한 반례로, ‘이 시계는 매우 부정확하
다’, ‘이 시계는 매우 무겁다’ 등과 같은 사실적 전제로부터 ‘이것은 나쁜 시계
이다’라는 가치 평가적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 논증의 경우와, ‘그 농부는 이
지방의 다른 농부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하였다’, ‘그 농부의
젖소는 농업 발표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 등과 같은 전제로부터 ‘그는 훌륭한
농부이다’라는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 논증의 경우를 들고 있다. 위의 논증들
은 사실적 전제로부터 가치 평가적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 논증의 예에
해당한다(AV, pp. 57-58).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논증들이 타당성을 가지는 이유로서, 그 논증이 포함
하고 있는 ‘농부’나 ‘시계’와 같은 개념들이 가지는 특별한 성격에 주목한다.
즉, ‘시계’와 ‘농부’ 는 모두 그것들이 수행하리라고 예상되는 ‘목적’ 또는 ‘기
능’과 관련하여 정의되는 ‘기능적 개념’(functional concepts)이라는 것이다. 그
러므로 ‘시계’의 개념은 ‘좋은 시계’의 개념과 무관하게 정의될 수 없으며, ‘농
부’의 개념 또한 ‘좋은 농부’의 개념과 무관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어떤 것을 ‘시계’라고 말할 때의 기준과, 어떤 것을 ‘좋은 시계’라고 말
할 때의 기준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의 전제로부
터 어떠한 당위도 도출될 수 없다’라는 원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려면 기
능적 개념을 포함하는 논증들은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맥킨타이
이어는 그러한 원리가 도덕적 논증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보는 사
람들은 도덕적 논증은 기능적 개념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AV, p. 58).
이러한 아이디어가 맥킨타이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대와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의 개념은 그것의 본질 또는 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플라톤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주 만물, 즉 대우주 속
에 존재하는 도덕적 질서와 목적을 인간의 정신과 삶 속으로 내면화시키는 데

이다’라는 전제로부터 ‘그는 선장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 경우
를 들고 있다. (AV,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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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보았다(Artz, 1993, p. 28). 그리고 그는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능력
인 이성을 계발하는 일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개념은
이러한 목적과 별개로 생각되거나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아리
스토텔레스는『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과 ‘잘 사는 것’의 관계가 ‘하프
연주자’와 ‘하프를 잘 연주하는 것’의 관계와 유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
한다(1095a 16). 하프 연주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를 배제하고 남는 하프 연주
자의 개념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 사는 삶의 의미를 배제
하고 남는 인간의 의미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간을 기능적 개념으로
취급하는 관점에 따르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라는 개념
이 가지는 고유한 본질과 목적을 완성시키며 살아간다는 뜻이 된다. 인간이라
는 개념을 그것의 목적과 결부시켜 파악할 때, 그것은 결코 부동(不動)의 현상
을 기술하는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대인들과
중세인들에게 ‘인간은 누구인가’를 규정하라는 요구는 ‘인간은 원래 무엇을 하
게 되어있는 존재인가’에 대답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맥킨타이어가 계몽주의 도덕이론에 대하여 그토록 비판과 우려의 시각을 나
타내었던 것은, ‘인간’의 개념이 ‘기능적 개념’에서 ‘비기능적 개념’으로 바뀌는
데에 있어서 계몽주의 사상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대
의 상대주의 도덕의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맥킨타이어는 인
간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서로 관련되는 도덕의 다른 주요 용어들도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도덕적 결론들은 예전과 같은 방식
으로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위에서 언급했던
‘존재의 전제로부터 당위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원리도 예외 없이 의
미의 변화를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원리를 무시간적 차원의 논리학적 진
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역사의식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맥킨타이어는 ‘어떤 것이 좋다’는 것도 사실적 진술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라면 그
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적 진술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물건, 인격 등등)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말은, 그 어떤 것이
실지로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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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9). ‘모든 가치 평가 진술은 사실적 진술’이라는 맥킨타이어의 주장은 ‘인
간이 당면하는 모든 사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도덕적인 사태이다’는 주장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삶의 사태는 가치 판단의 문제를 그 이면에 숨기고 마
치 사실의 문제인 듯 우리에게 다가온다.
‘인간’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여타의 도덕적 개념에 미친 영향을 ‘내용’과 ‘형
식’의 측면에서 기술한다면, 그것은 각각 도덕적 개념의 ‘세속화’와 ‘추상화’라
고 볼 수 있다. 고대의 목적론과 중세의 유신론에서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드
는 형이상학적 목적이나 신이라는 관념은 계몽주의자들의 눈에는 매우 의심스
러운 것으로 보였다. 중세 시대까지 도덕적 명령은 신적 법칙의 표현으로서
‘A이면 B이다(또는 A이기 때문에 B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가언명령으로 여겨
졌다. 이때 A의 자리에 오는 것은 목적(telos)이요, B의 자리에 오는 것은 도덕
적 명령(행위)이다.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 윤리 사상에서는 목적이 배제된 이
상,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행위의 정당성은 행위 그
자체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칸트의 이른 바 ‘의무론적 윤리학’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24)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무엇―신적 행복이나 쾌락
―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적 행위요, 행위 그 자체 이
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무목적적인 행위’이다. 신의 명령에 의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진정한 ‘인간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도덕적 행위를 어째
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칸트의 대답을 가언의 형식을 빌어 말한다
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인간이라면’이라고 밖에는 달리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인간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도덕적 개념의 ‘추상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도덕적 개념의 추상화 문제는 도덕법칙이 목적과 관련을 맺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정당화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어떤 특정한 도덕법칙이 어째서 옳은
가, 그리고 그것을 왜 따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도덕법칙 그 자체가 대답을 제

24) 칸트에 의하면 도덕법칙은 주관의 의식에 정언명령으로 등장한다. 정언명령은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형식을
띠는 무조건적 명령을 말한다. 그 명령을 왜 따라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실천 이성은 당
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대답을 제시한다. 이것은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수단을 제안하는
가언명령―A이면 B이다―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Kaulbach, 1992, pp. 201-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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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법칙이 추구
하는 목적은 도덕법칙의 맥락에 해당하고, 바로 그 맥락은 도덕법칙의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도덕법칙이 어째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
단하는 문제는 결코 그러한 도덕적 판단이 나오게 된 맥락과 별도로 대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AV, p. 60). 인간의 개념을 그가 완수해야 할 기능 또
는 목적과 무관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개념을 그 맥락에서 분리해낸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렇게 규정할 때 인간이라는 개념은 내용이 빠져버린 형
식적인 개념이 되고 만다. 목적과 결부되지 않은 도덕법칙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25) 이 문제와 관
련하여, ‘교육은 인간 그 자체를 길러내는 일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와 국가와
역사에 속하는 특정한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말한 마리땡의 말은 참으로
일리가 있다(Maritain, 1960, p. 1). 목적과 결부되지 않은 도덕규칙, 다시 말하
여, 특정한 삶의 상황에서 그 목적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상정하지
않고 제시되는 도덕법칙은 하등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25) 도덕의 형식주의,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도덕적 개념의 추상화의 폐단을 지적
하는 용어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
세의 율법의 맥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한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정의의 근원인 야훼(Yahweh)로서 모세의 10계명(Decalogue)은 야훼와 헤브
라이 민족 사이의 언약이었다. 이 10가지 도덕법칙이 지향하는 목적은 ‘신의 삶’이다. 십계명
은 ‘너희가 신의 자녀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또는 ‘너희는 신의 자녀이
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가언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십계명의 세부조항이 수백 가지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십계명
중 1가지 항목이 수십 가지의 조항으로 세분화될 때 그 세부조항을 모두 지킬 때에라야 그
1가지 항목을 지킨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법칙 그 자체는 그것이 어떤 상황과 맥락
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그러한 법칙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요청되는지 아는 사람은 이미 다소간은 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10계명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리하여 신의 강제가
아니라고 하면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법칙으로 보였을 것이다. 율법의 세분화는 이러한 문
제의 극복방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율법의 세분화는 신의 삶의 바깥쪽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법칙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그 법칙들은 나뉘면 나뉠수록 원래의
맥락에서 떨어져나가게 되어 점점 더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계명이 아
무리 다양하게 세분화되어도 그것들 모두가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이며, 그것은 신적인 삶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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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칙이 그 맥락을 상실하게 된 사건을 맥킨타이어는 ‘근대성(modernity)
으로의 이행’이라는 말로 표현한다(AV, p. 61). 그에 의하면, 근대성으로의 이
행은 이론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 양자에 모두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이행이 특히 학문분야에서 일으킨 폐단을 ‘학문적 이원론’(academic dualism)
이다.

근대성으로의 이행은 이론과 실천, 두 가지 부문에서의 이행이며, 그렇기는 해
도 이것은 한 가지 단일한 이행이다. 근대의 학문적 교육과정이 만들어낸 정신적
습관은 (역사학과에서 일군의 학자들에 의하여 하나의 제목 아래 연구되는) 정치
적 사회적 변동의 역사를 (철학과에서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에 의하여 또 다른
제목 아래 연구되는) 철학의 역사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이념은 그 자
체로 그릇되게 독자적인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사회적 행
위는 특히 비지성적인 것이라는 느낌을 자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이원론은
물론 그 자체로 근대 세계에 만연해있는 익숙한 관념의 표현이다. 근대 문화의 가
장 영향력 있는 적대적 이론인 마르크스주의의, 토대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 간
의 구분은 이와 동일한 이원론의 또 다른 판을 예시한다. (AV, p. 61)

학문적 이원론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을 사실상 분리된 것으로 격상시키는 추
상의 오류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사상과 실천이 사실상 분리된 것으로
간주될 때 양자의 관련 문제는 항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26)
학문적 이원론의 폐단은 사상과 실천의 분리에 그치지 않고 단일하게 통합
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상속받은 사상과 실천의 양상으로부터 자아를 분리하
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27) 이렇게 하여 출현한 현대적 자아의 개념이 바로
26) ‘목적론적 우주’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자극을 받은 스콜라 운동의 근본적 취지는
신앙과 이성을 화해시키는 것이었다(Rubenstein, 2004, p. 24). 그러나 신앙과 이성이 결혼생
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신앙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과학은 점차 기술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 되었으며 반면에 자연주의적 정박지에서 풀려난 종교는 점차 독단적인
본능이나 기호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Rubenstein, 2004, p. 405).
27) ‘극심하게 원자화된 개인주의와 절차적 규칙 중심의 합리주의적 도덕관’은 현대 서구 사회
의 경향을 특징짓는 말이다. ‘맥킨타이어가 대표하는 공동체주의적 도덕관이 합리주의적 도
덕관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점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지극히 개인주의
적이고 추상적인 자아관에 있다’(곽덕주, 2005a, pp. 137-138) ‘자아’를 ‘개인’과 동일시하는 현
대인들의 추상적 자아관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상실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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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individual)28)이다. 맥킨타이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분리된 자아
를 ‘절름발이 자아’라는 말로 비판한다. 개인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며, 그
사이에는 뚜렷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목적론적 도식과 유신론적 도식
에서 벗어나게 된 개별 행위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도덕적 권위의 주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목적을 상실한 도덕규칙들은 개인적 욕망
과 의지의 수단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적론으로 변형되었다. 첫째
방법은 공리주의의 기획이며 둘째 방법은 칸트의 기획이다(AV, pp. 60-62).29)
공리주의자들이 도덕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는
도덕적 행동의 실제적 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리주의의 구도에서
도덕적 행위는 언제나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지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만큼 그것은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인
간의 도덕적 행위는 수단-목적 관계에 따른 도구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지배되
28)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individual’은 ‘나누다, 분할하다’라는 뜻
의 ‘divide'라는 말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in-’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개인은
시공간적으로 다른 존재와 분리되어 있으며,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단일한 의식의 구심체
이다. 개인은 마치 이 몸과 저 몸이 서로 구분되듯이 구분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개체로
서의 인간’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존재자가 단순한
‘물건’처럼 정신적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그도 자신만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대의 목적론적 우주론이나 중세의 스콜라주의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개념이 총체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근대의 개인은 그와는 정반대로 추상성을 특징으
로 하는 개념이다. 개인이라는 개념이 추상성을 띠는 이유는 그것이 사유와 실천으로부터 분
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9) 계몽주의가 목적론적 전통과 중세의 유신론적 전통과 결별했다는 것은, 이제 도덕규칙들이
형이상학적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형이상학적 기초를 잃어버린 도덕규칙
들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당화된다. 벤담(Bentham)과 같은 이른바 공리주의자
(utilitarian)들이 말하는 ‘쾌락’의 개념과 칸트의 ‘실천 이성’의 개념은 각각 그 두 가지 방향
에 해당한다. 벤담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라는 동기에 입각
하여 설명한다. 공리주의자들에 의하면 도덕의 문제는 오로지 쾌락과 결부된 개인의 심리적
문제일 뿐이다. 이 세상에는 갖가지 쾌락이 존재하며, 쾌락을 느끼는 경우와 정도 또한 개인
마다 다르다. 맥킨타이어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도덕의 원리는 쾌락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말해주는 바가 없는 허위 관념이며, 그것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AV, p. 64). 또한 칸트는 실재에 입각하여 세계를 설명하
는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철학을 ‘독단적 형이상학’이라고 규정하고, 도덕의 기초를 외부세
계의 실재가 아닌 마음의 선험적 조건에서 찾고자 하였다. 실천 이성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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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욕(私慾)의 제동 장치라고 볼
수 있는 도덕이 사욕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
군가 유용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
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추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동기로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표
현을 빌어 말하자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30) 공리주의자들은 고대
의 목적론과 중세의 유신론적 체계에 ‘가언명령’31)의 형식으로 들어있는 목적
을 ‘경험적인 것’으로 대치하였다. 그러나 도덕법칙의 목적을 경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순간, 도덕적 행위는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한편, 칸트는 도덕의 근거를 경험으로부터 도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리
주의자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론 및 유신론
적 도덕의 체계에서 형이상학적 실재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인간의 본성은 칸
트에 의하여 도덕법칙의 논리적 가정으로 대치된다. 그는 도덕성의 근거를 행
복 또는 신적 계시로 설명하는 전통 형이상학을 독단이라고 규정한다. 형이상
30) 도덕적 실천과 구원의 관련 문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주의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이 되
어왔다. 가톨릭에서는 양자를 사실상의 관련으로 이해하며, 프로테스탄트주의에서는 양자를
개념상의 관련으로 이해한다. 즉, 전자는 구원에 이르는 방편으로서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
며, 후자는 구원의 개념 속에는 이미 도덕적 실천의 개념이 붙박혀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는
도덕적 실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바리새인의 위선(僞善)을 경계하며 ‘그들
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마태복음』 6, 5)고 말한다. 만약 바리새인처럼 타인의 칭찬
을 바라면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장차’ 받을 상은 무엇인가? 그 상은 장차 주어지게 될 ‘천국’ 또는 ‘구원’인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칭찬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상을 당장
받는가, 아니면 유보하였다가 받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차이가 아니다. 이에 비하여
선행 그 자체가 ‘상’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의 ‘상’은 상의 일상적 어
법과는 달리 당장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것은 차라리 ‘고생’이라
고 부를 만한 것이다. 도덕적 실천과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목하 논의의 주제가 되는 ‘목적’의 의미에 대한 변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덕적 실천과 구원을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보는 가톨릭의 전통은 아리
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공통점을 나타내며, 도덕적 실천을 구원의 의미로 보는 신교의 사상
은 계몽주의자인 칸트의 아이디어와 어느 측면에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31) 유신론적 체계에 들어있는 가언명령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
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마태복음』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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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실재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것’이요, 따라서 ‘알
수 없는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실천 이성은 결코 자신의 바깥에 있는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칸트는 도덕성의 근거를 ‘초월적인 것’에서 ‘선험적
인 것’으로 대치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실천 이성은 도덕법칙에 대하여 선험적
인 것이요, 내재적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실천 이성에 의하여 파악되
는 도덕법칙은 이제 무조건적인 정언명령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맥킨타이어가 보기에, 도덕법칙의 근거를 공리주의자들처럼 경험적으로 정
당화하든 칸트처럼 선험적으로 정당화든, 계몽주의자들은 고대에서 중세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도덕의 3중 구조의 도식(우연히 존재하는 인간, 도덕적 계율,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때에라야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2중 구조(우연
히 존재하는 인간, 도덕적 계율)로 바꿈으로써 공통적인 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계몽주의자들이 도덕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실패의 잔재가 바로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도덕이론이다. 포
스트모더니즘에서 도덕적 판단의 주체요 권위자로 상정되는 ‘개인’은 전통적인
윤리학에 비추어 보면 목적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일 뿐이다. 그것은 참된 존
재자가 아닌 허구적 관념에 불과하다. 맥킨타이어가 보기에 개인에 초점을 둔
윤리학 이론이 도덕적 삶에 관하여 올바른 설명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계몽주의 도덕이론의 난점과 실패의 요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추상의 오류’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윤리학에서 도덕적 계율의 ‘목적’ 또는 ‘인간의 참
된 본성’이라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아를 세계와 분리되어 고립된 존재자
로 만들었다. 목적을 상실한 자아는 실천과 무관한 추상에 불과하다. 목적과
도덕법칙의 분리는 사상과 실천, 학문과 삶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상과
실천 또는 학문과 삶은 단일한 실체이지만, 단일한 실체에서 목적이 제거될
때 양자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커져서 마치 별도의 실체인 듯 오해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윤리학 분야에 있어서 맥킨타이어의 과제는 근대에 와서 붕
괴된 도덕의 3중 구조의 도식 중에서 계몽주의자들이 제거해버린 ‘목적’이라는
요소를 현대적 의미에서 복원하는 일과 관련된다. 이를 위하여 그가 사용한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virtue)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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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는 현상학과 해석학을 학습할 요행을 얻은 현대의 학자답게, 현상학과
해석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이 작업을 감행한 것이다.
맥킨타이어 윤리학의 이러한 독특한 방법론은 그의 주저인 After Virtue는
물론, A Short History of Ethics(1966)와 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Enquiry(1990) 등에 특히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러한 저서들에서 각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덕의 현상을 분석한다.32)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가 내린
결론은, 덕은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제약 속에서 생겨난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덕의 역사적 변
천과정을 추적해간 결과, 시대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다양한 사회에 있었
던 여러 가지 덕 사이에는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더 많이 발견된다. 심지어
그것들은 양립 불가능하며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33) 그런 만큼, 특정 사회의
덕에 관한 이해는 오로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만 한정되며 다른 사회의 덕
과 호환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
은 ‘언어에 의한 사기’ 때문이다.
맥킨타이어는 덕은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
32) 도덕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탐색하는 일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맥킨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요한 것은 철학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능
한 한 극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때까지의 사고, 언설, 행위의 기록들을 대함으로써 사고,
언설, 행위의 가능성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편협한 견해를 버리도록 해야 한
다.’(MacIntyre, 1966, p. 4)
33) ‘우리는 매우 다른 세 가지 덕의 개념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를테면, 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자질이다(호메로스). 덕은 특별한 인간의 목적
(telos)―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의 성취를 향하여 개인을 이끄는 능력
이다(아리스토텔레스, 신약성경, 아퀴나스). 덕은 지상에서의 성공과 천국에서의 성공에 있어
서 유용성을 가지는 능력이다(프랭클린). 우리는 이것들을 동일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경쟁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들을 세 가지 상이한 것에 대한 설
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대 희랍, 기원전 4세기의 희랍, 그리고 18세기의 펜실바니아의
도덕적 구조는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완전히 다른 개념들을 구체
화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해야할지 모른다. 그것들의 차이가 애당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은,
개념의 동일성과 유사성은 오래 전에 소멸되었는데도,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우리를 오
도하는 어휘를 상속받은 역사적 우연 때문이다.’(AV, p. 185) 이 부분은 특히 덕에 대한 맥킨
타이어의 유명론(nominalism)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유명론이라는 명칭에 걸맞
게,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덕은 그야말로 ‘오직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하여 동일한 이름을 붙인 것은 순전히 ‘우연’한 사건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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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실천’(practice), ‘인간의 삶의 서사적 단일성’(the narrative unity of
a human life), 그리고 ‘전통’(tradition) 등의 개념적 장치를 도입한다. 그가 말
하는 ‘실천’이란 그것 안에 들어있는 덕의 획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의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가리킨다(AV, p. 187)34). 즉, 실천은 덕이 어떤 맥락
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삶의 서사적 단
일성’이라든지 ‘전통’이라는 개념은 실천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덕이 획득되고
활용되는 보다 더 확장된 맥락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천에 내재하
는 덕은 실천이 다양한 만큼 이질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질적인
덕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을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인간의 삶의 서사적 단일
성’35)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덕은 개별적 인간의 낱낱의 행동 속에 들
어있는 사회적 의미를 가리킨다. 인간의 행위에 애당초 사회적 의미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 그러한 행위를 인간의 행위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것이다. 요컨대 개인이 하는 일련의 행위는 전통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
는 서사속의 한 장면 같은 것이다. 개인의 실천은 전통이라는 무대와 서사라
는 콘텍스트 속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이해 가능한 것으로 된다.

미래에 관한 표상(image)을 전달하지 않는 현재란 있을 수 없다. 현재는, 현재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는 나아가는 데에 실패한 텔로스
(telos)―또는 다수의 목적들―라는 형식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미래의 표상이
다. 그러므로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과 목적론(teleology)은 인간의 삶의 부
분으로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은, 마치 허구적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처럼 장차 무

34) ‘내가 말하는 실천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정합적이며 복합적인 형식의 협동적인 인간 활동
이다. 활동의 형식 안에 들어있는 선은 그 활동에 적합하고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활동의 형
식을 규정하는 탁월함의 기준들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탁월함을 성취할 수 있는 인
간의 능력 그리고 관련된 선과 목적들에 대한 인간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실천이라는 말의 의미는 광범위한데, 예술, 과학, 게임,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정치, 그리고 가족생활의 운영 및 유지가 모두 이러한 실천의
개념에 속한다.’(AV, pp. 187-188)
35) ‘인간의 삶의 서사적 단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맥킨타이어는 분석철학자들의 행위 개념
을 비판한다. 인간의 행위는, 분석철학자들이 말하듯, 개별화된 행동들의 일련의 연속 동작으
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분석철학자들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맥락
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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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인간의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투사(投射)하는 모종의 형식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삶을 통하
여 실현하는 이야기들은 예측불가능성과 더불어 부분적으로 목적론적 성격을 함
께 가진다.〔…〕인간은 자신이 지어낸 허구들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실
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말하는’(story-telling) 동물이다.〔…〕인간에게
핵심적인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것에 선행하는 질문, ‘나
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에 대답하지 않고서는 대답될 수 없는 질문이다.(AV,
pp. 215-216)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계몽주의자들은 도덕에 관한 종래의 도식에
서 목적이라는 측면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의 개념과 인간의 개념을 지극히 추
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문제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극복방안은 목적
론적 윤리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 현
대라는 특수한 역사와 사회의 맥락 속에 처해 있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의 아퀴나스의 목적의 개념이 지니는 형이상학적 색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을 ‘실천’, ‘인간의
삶의 서사적 단일성’, 그리고 ‘전통’ 등과 같은 역사적․사회적 산물로 번역해
내었다. 이러한 것들이 목적의 경험적 대응물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주장하는
목적론은 ‘세속적’ 관점을 취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그리고 세속적 관점에서 복원
하는 과정에서 맥킨타이어는 고대나 중세의 목적론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가하였다. 즉, 그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달
리,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명제를 개념적 명제가 아닌 사실적 명
제로 취급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맥킨타이어가 덕의 본래적 의미를 알아내
고자 하여 탐색한 것은 시대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추구된 덕이었다. 각각의 덕들이 동일한 언어로 지칭
되는 것은 순전히 역사적 우연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각각
의 사회들 사이에 통용되는 덕들 사이에 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그 모든 시대의 덕을 조망하는 우리의 눈이 언제나 특수한 관점을 가질 수밖
에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대와 중세의 형이상학적 차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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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경험적 차원의 목적으로 대체한 데에서 따라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맥킨타이어는, ‘덕 윤리’를 통하여 자신이 극복하려고 했던
근대의 계몽주의와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
같은 노선을 걷게 되었다. 특수한 관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아는 추
상성을 면할 수 없으며, 사회마다 통약불가능한 덕을 상정하는 것은 ‘온건한’
상대주의로 가게 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
앞 절에서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윤리학
의 난점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서 그 의미에 해당하는 목적이 상실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맥킨타이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재해석한 결과로 제
시하고 있는 목적은 개인을 초월하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초월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목적은 역사적․사회적 산물임에 비
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은 형이상학적 실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
르다고 볼 수 있다. 목적의 의미를 경험적 차원의 것으로 간주하는 한, 도덕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관점은 도덕의 의미를 올바
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맥킨타이어의 관점이 윤리학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도덕성의 근거가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실천에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은 결코 개인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개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밝힌 것까지이다. 도덕성의 근거로서 그가 제
시하고 있는 실천, 인간의 삶의 서사적 단일성, 전통과 같은 개념은 그것이 지
니는 경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맥킨타이어 자신이 비판하려고 했던 현대
의 다원주의 윤리학이 가지는 문제들을,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스란
히 떠안게 되었다.
맥킨타이어는, 도덕성에 대한 합리주의적 설명―목적을 제거한 설명―은 필
연적으로 ‘다원주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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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인 ‘덕 윤리’로의 복귀를 통하여 다원주의 윤리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만약 이것이 그의 의도였다면 그는 도덕성의 근거
를 경험적 토대에서 찾아서는 안되었다. 도덕성의 근거를 정체불명의 추상적
개인에서 찾는 합리주의적 설명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전통이나 사회적 실천
과 같은 경험적 대응물에서 찾는 설명 또한 근본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경
험은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시간과 공간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사회일수록 외견상 각각의 사회에서 승인하는 도덕적 기준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다양한 시대와 사회 속
에 등장하는 실천과 서사와 전통 이면에는 동일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
는가? 다양한 사회를 모두 인간의 사회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승인되는 다양한
삶의 기준을 모두 ‘덕’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맥킨타이어가 말
하듯이 단지 역사적 우연일 뿐인가? 다양성은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성
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동일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애당초 다양하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다양한 기준들을 모두 덕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
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바람직함’이라는 말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내용을 가진 실질적인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함에 대한 단 하나의
기준이 요청된다. 이때의 ‘하나’는 여러 개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개수를 초월하
는 ‘절대적인 하나’를 뜻한다.
도덕적 기준의 다양성과 동일성의 긴장 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telos)의 의미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미 근대성으로 이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관념으로 고대적 의미의
형이상학적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지는 의의는 도덕성의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은 아퀴나스가 인간의 삶의 목적
으로 제시하는 ‘자기완성’(self-perfection)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목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통로로서의 종교와 교육이 어떤 성격의 실천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체계에서 상정되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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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개인 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초월해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이라는 관념은 근대에 이
르러 비로소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적이 개인을 초월해있다고 말
할 때 그 말은 애매성을 가진다. ‘초월’에는 경험적 차원의 초월과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초월이 모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
하는 목적은 경험적 차원의 것이 아닌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이다. 아리스토텔
레스의 윤리학은 이 점에서 맥킨타이어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개념이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삶을 강제하는 독단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기력하고 공허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오해가 모두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쪽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목적을 상정하기는 하지만
삶의 목적이 삶을 초월해있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은 삶 안에 내재
해있다고 보았다. 그렇기는 해도, 목적의 내재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
장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파악되는 특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는 주장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은 특수한 사회의 삶에
내재한다’는 주장과 ‘특수한 사회의 삶, 그것이 곧 목적이다’라는 주장은 조심
스럽게 구분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자는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후
자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이면서도 인간의 삶에 내
재해있고, 그렇기는 해도 특수한 삶으로 치환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
적 개념은 다른 사상가들과의 대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한 특징을 드러낸다.
현대의 신토마스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마리땡(J. Maritain)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의 그 누구도 플라톤의 관념론, 즉 사물의 실체를 사물 밖에 두는 사상
체계를 그토록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논박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다(Maritain,
1962, p. 49). 마리땡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사상의 계보에서 다음의 주장을 취사선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설명
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본래 대상은 사물의 본질이라는 소크라테
스의 주장과, 사물의 본질은 각각의 사물들(예컨대, 베드로, 요한, 바울)로부터
특수한 개별적인 특성들을 사상(捨象)해버린 본성(앞의 경우에는 인간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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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라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이데아의 세계가 실재라고 보는 플라톤의
주장은 거부한다(Maritain, 1962, p. 50). 사물 안에는 ‘형상’(form)이라는 가지
적(intelligible)이고 비물질적인(immaterial) 원리가 내재해있으며 그것에 의하
여 각 사물은 특수한 본성 또는 본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체계에서 ‘형상’이라는 원리는 사물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사물의 실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이다. 사물은 비록 생성과 소멸을 거듭할지
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그것이 플라톤의 체계에서와는 달리 외양이
아닌 실재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형상이 사물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기술하는 세계는 실지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세계가 아니라 관념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이다. 플
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사물의 외양을 사상해버리고 남은 순수본질로만 이루
어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추상적인 세계’라는 말은 ‘둥근 삼각형’의 경
우처럼 형용 모순에 해당한다. 세계는 의미상 가장 구체적인 것을 뜻하며, 따
라서 애당초 추상적인 것은 세계가 될 수도 없다. 또한 어떤 것이 ‘추상적’이
라는 말은 그것이 실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므로 세계가 아닌 것이
다. 세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것이며 가장 구체적인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구체적이며’, ‘실지로 존재하는’ 세계를 기술하기 위
하여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을 ‘질료-형상 이론’(hylomorphism)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데아 이론이 사물의 본질은 사물을 초월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다면, 질료-형상 이론은 사물의 본질이 사물에 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
일한 영어 단어 'form'을 플라톤의 체계에서는 ‘형식’(形式)으로, 아리스토텔레
스의 체계에서는 ‘형상’(形相)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관례는 두 가지 이론이
설명하는 세계관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의 체계에서는 형식
이 실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임에 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는 형상은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며 질료(matter)가 그것을 수용하여 실
체(substance)가 될 때 비로소 실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가 플라톤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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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은 바로 형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체화될 때 비로소 존
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형상은 비존재요 오직 실
체만이 존재인 것이다. 마리땡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감각적인 실재는 형상이
‘육화한’(incarnate) 것이며, 형상에 의하여 각각의 모든 사물은 특수적(specifi
c)36) 본성 또는 본질을 소유하게 된다(Maritain, 1962, p. 50). 즉, 형상이라는
원리는 사물과 개념상 구분되기는 하지만 사물에서 분리되어 ‘그 자체로’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의 구성요소일 뿐인 형상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
로 여기는 것은 실체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형상이 사물의 구성요소라
는 말은, 형상은 사물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없는 것이며 사물이 존재할 때 비
로소 사물을 통하여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생물학적 비유를 빌어서 말한
다면 형상은 오직 사물에 ‘기생’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사물
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더라도 참된 존재자, 곧 실체(substance)의 위상을 가
질 수 있는 것은 사물이 형상의 구현체라는 점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질료(matter)는 형상과 더불어 실체를 이루는 또
다른 구성요소이며, 사물의 생성은 질료가 형상을 수용함으로써 말미암은 결
과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규정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질료는
형상을 수용하고 개체화(individualization)하는 원리이다(ST,Ⅰ, 3, 2). 여기서
‘개체화’는 앞에서 언급한 ‘육화’(incarnation)와 동일한 뜻으로 이해되어도 무
방하다. 개체화와 육화는 ‘존재’라는 동일한 현상을 각각 질료를 거점으로 할
때와 그리고 형상을 거점으로 할 때 다르게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종(species)
에 속하는 사물이 하나의 종 안에서 서로 다른 성질―개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질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베드로, 요한,
바울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키와 피부색, 머리
36) ‘specific’와 ‘species’는 동일 어근을 가진다. ‘specific’는 ‘species’가 가지는 성질의 양태를 나
타내는 형용사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우연은 가톨릭에서 축성(祝聖)된 이후의 빵과 포도주
를 가리키는 용어가 ‘species’라는 것이다. 가톨릭의 성체성사(聖體聖事)의 교리에 의하면, 빵
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성(metamorphosis)된다. 성체성
사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개인들이 나누어 받아가지는 예식이다. 기독교의 신은 신자 개
인으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할 때 하나인 존재이지만 이 예식을 통하여 각 개인의 내면에 내
재하게 된다. 중세의 교부들이 성체성사의 교리를 체계화함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형상 이론이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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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락의 빛깔 등등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형상을 부여받고 질료를 통하여 개체화된 사물들은 같은 종 안에서 그저 다
양한 존재자들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위계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
상학을 주해한 아퀴나스는 질료로 인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사물
들은 그저 서로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고 말한
다. 아퀴나스는 그 위계의 기준을 ‘완전성’(perfection)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
었다.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의 형상으로 인하여 완전성
(perfection)과 선성(goodness)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의 선성은 질료가 형
상을 분유(分有, participation)37)하는 만큼 분유되는 것이다.(ST, Ⅰ, 3, 2)

위계라는 말은 사물들 간의 동일성만 인정할 때에도 또한 차이만 인정할 때에
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물들 간의 동일성과 차이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때에라야 성립하는 개념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 이론의 요점은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물들은 한편으로 그것들이 나누어 가진 형
37) ‘오랜 기독교적인 신플라톤주의 전통에서 제1의 능동인(efficient causality)에 의한 존재의 부
여는 ‘분유’(participatio)라는 일반적 관념 하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전문적인 철학 개념으로서
분유 또는 참여의 기원은 적어도 희랍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Anaxagoras)와 파르메니데스
(Parmenides)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결정적인 발달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분유라는 개념은 이러한 그리스 사상가들 안에서는 오직 형상인(formal
causality)이라는 배경 안에서만 발견된다. 예컨대, 인간성, 열, 정의 등과 같은 하나의 형상은
수많은 사례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그 사례들은 그 형상의 일부분 또는 몫
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형상에 참여하는 것 또는 그 형상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분유의 개념이 능동인의 영역으로 넘어 온 만큼, 그 관념의 의미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더 이상 수많은 다양한 개체들 안에 하나의 본성으로 현존하는 어떤 본성을
생각하는 문제일 수 없다. 분유는 하나의 형상의 다양한 부분들이나 몫들이 사례들 전반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것으로서 알려지는 형상의 관념일 수 없다. 그것은 고유한 본성의 부분
들이나 몫들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서로 다른 본성들을 가지는 사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작인(agent)의 관념이다. 이 경우에 하나의 본성으로 분유되는 하나의 본성은 없다. 엄격하게
말하여, 여기에는 모든 사물들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형상인은 없으며, 오직 다양한 형
상적 요소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 과정은 능동인에 의한 산출(production)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지 형상인을 통한 공통적 본성의 참여(sharing)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Owens, 1985,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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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하여 동일성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질료에 의하여 서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형상을 나누어 가진 각각의 사물들은 그것이
형상을 분유하는 정도에 따라 위계의 차이를 가진다. 형상을 더 많이 분유한
사물일수록 그것은 더욱 선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아리스
토텔레스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중세의 스콜라주의자들에게 계승되면서 선성
(善性)은 존재자의 완전성으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스콜라주의자들은, 창조주는
전적으로 완전한 존재이므로 최고로 선하며, 피조물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완
전성을 성취하는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Maurer, 1962, p.
286).
하나의 종 안에서 각각의 사물들은 질료로 인하여 다양성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형상을 분유하는 정도에 따라 위계화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
어는 중세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보편(universals) 논쟁’38)에 대한 한 가지
입장을 나타낸다. 보편 논쟁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퀴나스로 이어지
는 입장이 취하는 견해를 마리땡은 ‘온건 실념론’(moderate realism)이라는 명
칭으로 부른다(Maritain, 1962, p. 113). 온건 실념론은 중세의 보편 논쟁에 있
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실념론과 유명론을 종합하는 중도적 관점에 해당하
는 것이다. 먼저 보편의 문제에 대하여 중세의 실념론(realism)과 유명론
(nominalism)이 표방하는 대답을 차례대로 고찰한 후에 온건 실념론의 주장을
정리해보겠다.
중세의 대표적인 실념론자로는 고대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보에티
우스(Boethius)를 들 수 있다. 보에티우스는 보편적인 이데아가 감각계(the
sensible world)로부터 추상된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보편적인 이데아는 전생의 신적 정신 안에서 보았던 순수 형상을 인
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Maurer, 1962, p. 27). 그가 보편자에
관하여 제기한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Maurer, 1962, p. 27). 첫째, 유

38) ‘보편의 문제’가 정식으로 처음 제기된 곳은 포르피리오스(Porphyry)의 『이사고게(Isagoge: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 (Introduction to Aristotle’s Categories))』에서이다. 보편의 문제
또는 일자(the one)와 다자(the many)의 문제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보편자 또는 일자인
가 아니면 개별자 또는 다자인가’, 또는 ‘보편자 또는 일자는 다자 또는 개별자를 초월해있는
가 아니면 내재해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서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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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 종(species)39), 그리고 보편자는 실재인가, 아니면 단지 정신의 개념일
뿐인가? 둘째, 만약 보편자가 실재라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물질
적인 것인가? 셋째, 만약 보편자가 비물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감각 가능한
사물과 별도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결합되어 존재하는가? 위의 질문들
중에서 특히 첫째 질문은 보편 논쟁의 핵심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양
자택일로 대답할 경우에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보에티우스는 플
라톤의 본유관념 이론을 채택하여, 인간은 이성(reason)의 능력을 통하여 개별
자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 본질(nature)을 인식하지만, 지성(intellect)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은 우주 밖의 신적 정신 안에 존재하는 순수 형상을 관조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Maurer, 1962, p. 29). 첫째 질문에 대한 보에티우스 및 다른 실
념론자들의 대답은, 사물의 실재는 우리가 사물에서 가지게 되는 일반적 관념
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13세기의 옥캄(William of Ockham)은 유명론(nominalism)을 대표하는 학자
이다. 옥캄에 의하면, 보편자는 정신 안에만 존재하고 정신의 바깥에 있는 모
든 사물들은 개별자로 존재한다(Maurer, 1962, p. 277). 옥캄은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코투스(John Duns Scotus)의
신 존재 증명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한 것을 통하여 드러난다(Maurer, 1962, p.
269). 스코투스는 기독교의 신은 절대적으로 최상의 완전한 존재(being)라고 보
았다. 그가 보기에 신은 유일하고 궁극적인 존재요, 만물의 작용인이며, 목적인
이다. 이에 대하여 옥캄은 자연 이성(natural reason)은 그러한 존재의 실존을
논증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신의 실존을 지지하는 개연성 있는 논증만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옥캄에 의하면 신의 실존에 관하여 인간은 오직 신앙에
의하여 확신할 수 있을 뿐이다(Maurer, 1962, p. 269). 따라서 신의 존재 여부
는 신앙의 신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철학적 증명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옥캄은 인간의 도덕성을 완전성―실재로서의 인간 본성―으로 보지

39) 유(類, genera)는 다른 종(種, species)의 유사성으로부터 모아지는 것이며, 종은 다른 개별자
의 유사성으로부터 모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지성(intellect)에 의하여 이해된다
(Maurer, 1962, pp. 28-29 참조). 예컨대 ‘개별자’인 베드로, 요한, 바울은 ‘인간’이라는 ‘종’을
소유하며, 인간이라는 종은 ‘동물’이라는 ‘유’를 소유한다. 종은 여러 개별자들에 공통된 것이
며, 유는 여러 종들에 공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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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도덕은 신이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법칙들을 인간이 자유롭게 따르는
의무이다(Maurer, 1962, p. 286). 보에티우스가 제기했던 첫째 질문―보편자는
실재인가 아니면 정신적 개념인가―에 대한 유명론자의 대답은, 보편자는 오
직 이름 또는 관념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에 상응하는 실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40)
보편의 문제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실념론과 유명론을 양극단으로 보았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양자의 중도적 관점을 취하므로 그들의 입장
을 ‘온건 실념론’이라고 부를 만하다. 온건실념론에 의하면 우리의 관념이 하
나의 보편자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정신 밖에서는 보편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화한 것으로 존재한다(Maritain, 1962, p. 113). 다시 말하여,
동일한 사물은 정신 안에서는 보편자로 존재하며, 정신 밖에서는 개별자로 존
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재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하는 문제는 아리스토텔
레스와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실재는 하나인 것도 아니요, 여럿인 것도 아니다. 또는 실재는 하나이
면서 동시에 여럿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 밖
에 존재하는 개별자들은 그저 다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형상을 받
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위계를 가진다는 말은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 온건 실념론의 입장에 의하면 어떤 사물이 자신의 목적 또는 기능을 구현
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물은 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텔로스’(telos)는, 일자와 다자가 서로 대립적인 것
40) 유명론에 의하면 개별자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 실재는 없다. 이러한 입장은 지적 인식의 가
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되며 결국 학문을 정신적 허구로 만들어버린다. 이 학파의 전형적
대표자들로는 고대의 소피스트와 회의론자들, 그리고 근대의 영국의 철학자들, 14세기의 윌
리암 옥캄(William of Occam), 17세기의 홉스(Hobbes)와 로크(Locke), 18세기의 버클리
(Berkeley)와 흄(Hume), 19세기의 죤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스펜서(Spencer)를 들
수 있다. 마리땡은 스콜라철학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근대철학자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명론적 입장에 있다고 말한다 실체를 물질로 환원시켜버리는 유물론이나 기계론도 모두
유명론적 입장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계론자들은 세계의 모든 현상은 물론 심지어 생명
현상이나 정신 현상까지도 물리화학적인 요인들의 결합 또는 해체로 간주한다. 생명체도 영
혼도 물질의 합성체 즉, ‘기계’로 간주된다. 기계론적 설명이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지식과 도덕이라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Maritain, 1962, pp. 11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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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말
하자면 텔로스는 일자와 다자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도모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보편의 문제는 ‘어떻게 여럿 속에 하나
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인공물을 포함하
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목적은 다자 속에서 일자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
게 함으로써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선을 실현한다.
이렇게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라는 개념은 아퀴나스 형이상학의
핵심 개념이 될 ‘완전성’(또는 ‘완성’)이라는 개념과 매우 긴밀한 의미상의 관
련을 맺고 있음을 알게 된다.41)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어떤 것이 완전성
을 가진다는 뜻은 그것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가 각각의 모든 사물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생성(generation)이
완성된 사물에 적합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본성은 그의 생성이 완성된 이
후에 가지게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말[馬]이나 집의 본성도 그
것의 형상으로 이해되는 한, 이와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Aquinas, In Libros
Politicum Aristotelis Expositio, Blanchette, 1992, p. 45에서 재인용.)

위의 구절에 의하면 사물의 본성은 생성(generation)의 완성 또는 종결을 의미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본성의 이러한 의미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물, 그리고 인공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완성은 미완성을 논리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생성의 과정이 시간적 차원의 운동이라고 할 때 완성은 생성
의 과정이 종결된 상태를 나타낸다. 즉, 사물이 그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은 불
완전성에서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텔로스 또는 목적은 사물의 생성 과정의 완결을 나타낸다는 말로부터 사물
의 텔로스 또는 본성은 사물의 생성 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말이 따
라 나오는가? 질료-형상 이론을 텔로스와의 관련 하에서 다시 기술하면, 그것
은 사물의 텔로스가 사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41) 텔로스는 현실태, 본성, 형상, 완(전)성 등의 용어와 중요한 의미상의 관련을 맺고 있다. 여
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맥락에 따라 섞바뀌어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이 용어들은 서로가 서로를 순환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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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텔로스로서의 사물의 본성은 사물의 생성 과
정의 처음부터 사물 안에 고정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여 생성의 과정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느닷없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보편 논쟁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취한 관점
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텔로스는 전적으로 사물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
요, 사물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의 생성 과정에서는 아
주 희미한 형태로 들어 있다가 점차로 뚜렷한 형태를 갖추며 현실화되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가능태와 현
실태42)의 이론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용어는
사물의 변화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적 장치이다. 아닌 게 아
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정의를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이라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형이상학』제Ⅴ권에서 우리말의
가능태로 번역되는 희랍어 ‘뒤나미스’(dynami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능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물 또는 (그 사물이 변화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사물 안에서 변화나 운동의 원천이며, 또한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통해서나 (그
사물이 변화된다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의 원천이기
도 하다.(Metaphysics, Ⅴ, 12, 1019a 15ff., 박승찬, 2008, p. 72에서 재인용.)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능태는 언제나 목적의 실현을 염두에 둘 때에라야
성립 가능한 개념이다. 가능태는 끝없이 계속되는 변화나 운동의 이전 상태를
42) 희랍어 ‘뒤나미스’(dynamis)는 우리말의 ‘가능태’, ‘가능성’, ‘잠재력’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
역되는데 그 뜻은 한마디로 말하여 ‘능력’이다. 능력은 다시,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동적 능
력’과, 작용을 받을 수 있는 ‘수동적 능력’, 그리고 작용에 맞설 수 있는 ‘저항 능력’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한편, 희랍어 ‘엔텔레케이아’(entelecheia)와 ‘에네르게이아’(energeia)에도 ‘현실
태’, ‘현실성’, ‘활동태’ 등의 다양한 번역용어들이 있다. 에네르게이아는 ‘작용’이라는 뜻을 가
지며, 능력(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 즉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가능태와
현실태는 존재자의 존재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즉, 가능태는 현실적으로 존재자의 잠재
적 존재방식을 나타내며, 현실태는 잠재적 존재방식의 실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시력
은 보는 활동의 가능태이며, 시각 작용은 시력의 현실태이다. 이처럼 이 두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 비추어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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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는 개념이 아니다. 변화를 완성으로 나아가는 운동으로 파악할 때, 가능
태는 그 완성에 도달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텔로스와 현실태 사이의 의미상의 관련은 용어의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난
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태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특유의 역동적 세계관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말의

‘현실태’로

번역되는

희랍어의

‘엔텔레케이

아’(entelecheia)는 어떤 것 안에 텔로스가 들어있는 상태, 또는 어떤 것이 텔로
스에 도달해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즉, 현실태는 사물이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
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제9권 6장에는 현실태에 관한 두 가
지 구분이 나타나있다. ‘엔텔레케이아’와 ‘에네르게이아’(energeia, function)가
그것이다. 양자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질송(Gilson)의 해석을 살펴보면, 우선
질송은 양자를 ‘제1현실태’와 ‘제2현실태’라고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작용(action)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작용하는 사물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것들의 작용에 의하여 먼저 실체들을 감지한다. 그 자신의 작용들의 내적 원리로
이해되는 어떤 실체를 ‘본성’(nature)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모든 참된 실체들은
본성들이다. 그것들은 운동하고, 변화하며, 작용한다.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실체
의 둘째 특징이 따라 나온다. 그렇게 작용하기 위해서 그것들 각각은 무엇보다도
존속하는 활력(energy), 즉 현실(act)이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구체적이며 실재하는 매우 역동적인 세계로서 그 안에서 존재는 더 이상 자체성
(selfhood)이 아니고 활력이며 효력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세 제자들
은 ‘현실’(act)이라는 용어의 2중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구분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현실은 사물 자체 또는 사물 자체인 바의 것이다(actus primus, 제1
현실). 둘째로 현실은 그 사물에 의하여 수행된 어떤 개별적 작용이다(actus
secundus, 제2현실)(Gilson, 1952, pp. 43-44).

위의 구분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현실태는 ‘사물 자체’를 가리키
기도 하고 ‘사물의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나 현실태는 ‘완성’을
그 의미의 한 부분으로 포함한다고 볼 때, 사물 자체가 되는 것도 완성이요,
사물이 자신의 고유한 작용 능력을 수행하는 것도 완성이다. 비록 질송은 분
석을 두 가지로 하기는 했지만, 양자는 개념상 서로 구분될 뿐이며 별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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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에 일어나는 별개의 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가능태-현실태 이론이 기술하는 세계는 본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무기력하고
메마른 부동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의 활력으로 가득 차 있는 운동
하는 세계이다. 여기서 세계가 살아있는 것들의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
은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존재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존재자는 그것이 존
재하는 이상 현실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3) 이러한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의 본질은 관념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태는 존재(행위)를 의미한다’44)고 말하고 있다. 가능태와 현실태의 이론이 그려
내는 세계는 무작정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는 혼돈의 세계가 아니라 완성이
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향하여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운동
하고 있는 질서의 세계이다.
이때까지 살펴본, 세계에 관한 설명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 이
론과 가능태-현실태 이론은,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서로를 보완한다. 말하자면
양자는 동일한 대상을 거점을 달리하여 다룬다. 질료-형상 이론이 다루는 대상
이 실체로서의 세계라면, 가능태-현실태 이론이 다루는 세계는 존재자로서의
세계이다. 세계를 실체로서 다룰 때와 존재자로서 다룰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실체에 관한 탐구는 ‘지금 여기’의 세계가 실
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존재자에 관한 탐구는 ‘지금 여
기’의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그 세계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

43)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존재자라는 개념에는 일의적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의미가 들어있다(Metaphysics, Ⅵ, 1; 1028a 10). 존재자는 변화를 의미의 한 부분으로 포함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때, 가능적 존재자(dynameia on)와 현실적 존재자(entelecheia on)로
개념상 구분될 수 있다(Metaphysics, Ⅳ, 7; 1017a 35-1017b 9).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주
만물, 즉 존재자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그 이유는 존재자들이 가능태
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합’이라는 말은 존재자가 존재하
는 방식의 특징을 규정한다.) 존재자가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존재자는 가능태가 현실태로 이행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닌 게 아
니라 현실화되지 않은 채, 가능태로 남아 있는 것은 존재자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 그런 것
은 ‘(인)것’이 아닌 비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비존재는 결코 운동(변화)하지도 않
으며 현실태도 아니다. (Aristotle, Metaphysics, 1047b 6-14, Halper, 1989, p. 206 재인용.)
44) Aristotle, Metaphysics, θ, 6, 1048a 4. in Aristotle Selections, ed. by W. D. Ross(New York,
Scribner, 1927), p. 82., Gilson, 1952, p. 45에서 재인용.

- 55 -

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해도, 존재자가 아닌 실체
는 없으며 실체가 아닌 존재자도 없다는 뜻에서 두 가지 이론이 다루는 대상
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론에서 사용
되는 개념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질료는
가능태에, 형상은 현실태에 적용되며, 실체는 질료에 대하여 현실태인 것이다
(Metaphysics, Ⅸ, 6, 1048a25-b9).
질료-형상 이론과 가능태-현실태 이론은 단지 사물을 설명하는 이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의 삶은, 그것이 ‘인간’의 삶인 이상, 어느 누구의 삶을 막론하고
도덕적인 삶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천(praxis)은 모종의 목적(telos)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여
기서 ‘실천’은 인간의 삶 속에서 수행되는 일체의 도덕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도덕적’이라는 말에는 ‘선한’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악한’이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즉, 도덕적 행위는 선악의 가치 판단을 적용할 수
있는 일체의 인간의 행위를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간의 행위
중에는 도덕적 행위인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행위는 도덕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행위이며 따라서 거기에서 제외되
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실천은 현상 수준에
서는 다양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수
준에서는 단일한 목적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그 단일한 목적을 아리스토텔레
스는 ‘행복’(eudaimonia)이라고 말한다. 그런 만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체
계에서 행복은 가치의 위계에서 최고의 정점에 놓여있다(Engberg, 1983, p.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는 실천과 행복의 관련 문제―도덕적 행위가 선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근본적인 불일치가 나타나 있다(Engberg, 1983,
p. 4). 그는 한편으로 도덕적 행위는 내재적으로 또는 그 자체에 있어서 선이
라고 말하기도 하고(Nicomachean Ethics, Ⅵ.v.3-4, ⅱ.5),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행위는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Nicomachean Ethics, Ⅲ.ⅲ). 이러한 문제는 선 또는 행복이라는 말이 가지는
애매성 때문에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행복의 의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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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이라는 말은 ‘잘 사는 것’(living well)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잘
하는 것’(doing well)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Engberg, 1983, p. 9). 보
통의 사람들에게 양자의 구분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양자는 결코 동
일한 의미가 아니다. 행복의 개념이 전자의 의미로 이해될 때 도덕적 행위는
그 자체가 선이 되지만, 후자의 의미로 이해될 때 그것은 수단적인 의미에서
의 선이 된다. 행복이 애매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행복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의미로부터 행복은 자기 충족적
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후자의 의미로부터 행복은 행위
의 궁극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잘 사는 것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는 행복의 개념이 자기 충족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잘 하는 것
―탁월성―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는 행복의 궁극적 목적을 개념의 한 부분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천과 행복의 관련 문제에 대한 앞의 두 가지 관점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
하는 순간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론인 질료-형상 이론과 가능태-현실태 이론은 세
계에 관한 이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이론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 입각해서 목하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실천과 행복(또는 목적)의 관
련 문제가 그 두 가지 이론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다. 실천과 행복의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질료-형상 이론으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는 대답은 행복은 인간의 다양한 실천 속에 내재해있다는 것이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돈이나 명예나 쾌락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한다. 인간
의 행복한 삶은 오직 덕(virtue)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에 의하면 덕을 실천하
는 삶이 따로 있고 행복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덕을 실천한다는 것
은 행복한 삶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사태가
도덕적 사태라고 할 때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천과 행복의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가능태-현실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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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는 대답은 행복은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로 인간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덕의

실천을

통하여

점차로

현실화

(actualization)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실천에 의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행복은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행복의 의미는 인간의 삶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확립되어 간다. 요컨대
질료-형상 이론은 이념으로서의 행복은 인간의 다양한 삶에 내재되어 있는 것
이라는 점, 즉, 행복은 자기충족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가능태-현실태
이론은 행복은 인간의 실천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을
통하여 점점 궁극적인 목적으로 확립되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것
은 행복이 궁극적 목적의 성격을 띤다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이런 점에
서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위의 두 가지 이론은 서로 배치되
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현대의 다원주의 윤리학은 도덕의 구조에서
목적을 배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상대주의 도덕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었다.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의 개념을 복원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는 성격상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이었
던 목적의 개념을 경험적 차원의 것으로 대치하였다. 목적이 경험적 성격을
띠는 이상 그것은 목적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에서는 형식상의
공통점을 가지는 듯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는 바가 없게 된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상정하는 목적은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바람
직한 것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
아’라는 목적은 현실태로서의 목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실천과 무관하게 또는
실천에 앞서서 처음부터 고정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
을 통해서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인간의
삶에 실천을 통하여 내재한다고 하여 인간의 경험적인 삶을 곧 목적으로 치환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유명론자라고 할 수 있을지언
정 온건한 실념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삶에 내재
해있는 목적은 그것이 현실화된 정도에 따라 위계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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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실화라는 말은 현실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성립
불가능하다. 목적은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맥킨타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
는 공통점을 가지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화되기 이전의 목적을 받아들이는가
의 여부에 따라 두 사람의 견해는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화되기 이
전의 목적, 개인의 다양한 삶을 초월해있는 목적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킨타이어나 유명론자와는 엄연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그러한 아리스토
텔레스에게서 맥킨타이어는 어쩌면 그 자신이 그토록 뛰어넘고 싶었던 정초주
의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맥킨타이어는 의도적으로 아리스토
텔레스적 목적의 개념을 경험적인 의미의 것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맥킨타이어에 주장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원리는
―그것이 시대적 조건이나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 한―특수한 시대의 산
물이다. 그러나 중용은 시대의 제약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시대의 제약을 뛰어
넘는 도덕의 원리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리’는 사물의 근본 법칙
을 말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의 원리로서 중용을 말했을 때, 그것
은 특정한 사태에만 유효한 특정한 도덕적 지침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중용
이 도덕의 원리인 이상 그것은 어떠한 도덕적 사태를 막론하고 아우를 수 있
는 것이며, 어느 시대에나 관통하고 있는 원리라고 보아야 한다. 다양한 시대
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든 덕들을 덕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리
스토텔레스가 말하려는 중용의 원리인 것이다. 이것이 중용이 형이상학적 차
원의 도덕의 원리라는 말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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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과 신학의
종합으로서의 존재론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목적(telos)’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 자
취를 감추기 전,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의미요소였다. 이 장에서는 중세의 유신론적 관점 중에서도 특
별히 스콜라주의자(scholaticus)45)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삶에서의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아퀴나스
의 목적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적
인 사상 체계 안에서 특별한 의미로 번역되었다. 그런 만큼 아퀴나스의 목적
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
학적 관점을 ‘목적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아퀴나스의 철학적 관점을 ‘존
재의 형이상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철학분야에서 아퀴나
스의 업적은 ‘존재의 형이상학’의 창안이라는 용어로 규정될 수 있다. 존재의
형이상학은 아퀴나스 이전의 형이상학의 주된 관점인 ‘본질의 형이상학’에 대
비되는 것으로서, 서양철학의 무게중심은 아퀴나스를 분수령으로 하여 ‘본질’
의 문제에서 ‘존재’의 문제로 이행하였다.
그렇기는 해도, 아퀴나스의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는 만큼, 존재의 형이상학이 아퀴나스만의 고유한 입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장 제기될 수 있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을 채택하여 자신의 사상을 개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문에 더욱 타당

45) 스콜라(schola)는 라틴어로서, 우리말의 여가(餘暇)로 번역될 수 있다. 스콜라는 실재(Reality)
를 관조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던 희랍적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cs) 1333b에서 이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콜라티쿠스
(scholaticus)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는 데에 사용한 단어를 자신들의 철학
사상을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한 중세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스콜라티쿠스는 학문과 교육 이
외의 개인의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될 수 없을 만큼 학문과 교육을 삶의 최상의 목적으로
여겼다. 스콜라티쿠스의 학문하고 교육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특이사항은, 그러한 활동을 이
성을 넘어서 ‘관조적 인식’을 수반하는 신비한 활동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승호, 1996, pp.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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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실어준다. 이러한 입장은 양자 사이의 차이보다는 동일성에 주목한다. 그
러나 이와는 달리,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채택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때,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
재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자연신론(deism)적인 체계 안에서 완성된 것인 반면, 아퀴나스의 사상은 인격
신론(theism)의 토대 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채택한 결과로 확립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오직 양자의 차이에만 주목하여 그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신론적 형이상학은 본질의 형이상학에
해당하며, 아퀴나스의 인격신론에 입각한 형이상학은 존재의 형이상학에 해당
된다.
Ⅲ장에서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하여 중세의 기독교적인 삶의 목적론적 의
미를 탐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첫째, ‘본질의 형이상학에 대한
존재의 형이상학의 이점은 무엇인가’, 즉 ‘존재의 형이상학에 비하여 본질의
형이상학은 어떤 결함을 나타내며 존재의 형이상학은 그 결함을 어떻게 극복
하는가’, 둘째, ‘아퀴나스의 양대 업적(신학과 철학)은 어떻게 관련 되는가’, 즉
‘신학에서의 자연신학은 존재의 형이상학의 함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고 볼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차례대로 다루겠다.

1. 철학: 본질과 존재
‘목적’을 다같이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의 형이상학과 존재의 형이상학에서 설명하는 목적의 의미는 서로 다르
다. ‘존재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being)은 아퀴나스의 철학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본질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essence)‘과 대
비를 이루는 철학적 관점을 가리킨다(Gilson, 1952, pp. 74-107 참조). 이 두 가
지 형이상학은 서로 대등한 관점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존재의 형이상학이 본
질의 형이상학보다 더 우월한 관점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
의 형이상학’이 가지는 문제의식은 ‘본질의 형이상학’의 한계에서 출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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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본질의 형이상학의 한계는 곧 존재의 형이상학의
의의가 된다.
‘본질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essence)이 어떤 철학적 입장을 나타내는
가 하는 것은 질송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주어진 사물 안에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essence)이라
면 우리는 본질 그 자체를 존재(being)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본질의 형이상학이 출현하는데, 본질의 형이상학에서 현실적으로(actually)
주어진 세계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실체적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아
무 지장 없이 플라톤적 이데아의 세계인 듯이 다루어질 수 있다.(Gilson, 1952, pp.
74-75)

질송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물(또는 존재자)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존재’와
‘본질’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존재가 본질로 환원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송은 존재와 본질을 동일시하는 형이상학적 관점
에 의하여 포착되는 세계와, 존재와 본질의 차이에 주목하는 형이상학적 관점
에 의하여 포착되는 세계는 결코 동일한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자가 기
술하는 세계는 올바른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본
질의 형이상학이 기술하는 세계이며, 후자는 존재의 형이상학이 기술하는 세
계이다. 문제는 본질을 존재로 환원시키는 본질의 형이상학의 관점이 과연 세
계를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가에 있다. 질송이 말하는 본질의 형이상학은 존
재자의 한 측면인 본질을 존재자와 대립시키고 양자를 각각 실재와 외양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일컫는다.
본질의 형이상학과 존재의 형이상학이 나타내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
명하기위해서는 그에 앞서 양자의 입장을 규정하는 데에 사용된 ‘존재자’, ‘존
재’, ‘본질’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의 구성원리
에 해당하는 라틴어 엔스(ens), 에쎄(esse), 에쎈시아(essentia)는 아퀴나스 존재론
의 핵심용어로서, 각각 존재자, 존재, 본질로 번역된다.46) ‘엔스’는 어떤 주체와
46) 라틴어의 ‘엔스’(ens, 존재자), ‘에쎄’(esse, 존재), ‘에쎈시아’(essentia, 본질)는 모두 ‘나는 존재
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 ‘숨’(sum)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엔스(ens)는 숨(sum)의 분사형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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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발휘하는 존재 행위를 동시에 나타낸다(Maurer, 1968, p.14). 이때 존재
행위는 그 주체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다. 따라서 ‘엔스’가 구체적인 명사를 나
타내는 반면에, ‘에쎄’는 추상적인 명사를 나타낸다(Maurer, 1968, pp. 14). 즉,
‘에쎄’는 행위의 주체이며, 구체적인 대상인 ‘엔스’로부터 추상해 낸 존재 행위
만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이다. 그런 만큼 ‘엔스’와 ‘에쎄’ 사이에는, ‘엔스’는
‘에쎄’가 구체화된 것이며 ‘에쎄’는 ‘엔스’의 추상이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본질(essence)을 뜻하는 ‘에쎈시아’(essentia)는 아퀴나스 이전까지는 ‘에
쎄’와 구분되지 않고 섞바뀌어 사용되었다. 아퀴나스 당시까지만 해도 ‘에쎄’라
는 말에는 관습적으로 두 가지 용법이 있었다(Maurer, 1968, p. 15). ‘에쎄’의
한 가지 의미는 존재(being) 또는 실존(existence)이며,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본
질(essence) 또는 통성원리(quiddity, whatness)이다. 양자의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섞바뀌어 사용되는 예는 윌리암 오베른(William Auvergne)과 보에티우스
(Boethius)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베른은 인간의 실존을 나타낼 때와
인간의 본질(또는 통성원리)을 나타낼 때, 양자 모두에 에쎄라는 동일한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에티우스는 ‘에쎄’라는 개념과 정의(definition)에 의
하여 표현되는 형식(form)이라는 개념을 동일시한다. 아퀴나스는 ‘에쎄’가 ‘에
쎈시아’와 동일시되고 있는 관례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에쎄’를 오
로지 존재 행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
타의 중세 사상가들과는 달리, 아퀴나스가 ‘에쎄’와 ‘에쎈시아’의 의미를 엄밀
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존재의 형이상학의 창안자라는 주
장의 한 가지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제 이하에서는 ‘엔스’, ‘에쎄’, ‘에쎈시
아’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 라틴어 대신에 존재자, 존재(또는 실존), 본질이라는
우리말 단어를 사용하겠다.
본질은, 아퀴나스에 의하면, 존재 행위를 발휘하는, 존재 행위의 주체를 가리

로서 ‘있는 것’을 뜻하며, 에쎄(esse)는 숨(sum)의 부정사형으로서 ‘있음’을 뜻한다. 존재, 본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가 본질과 존재를 마치 사물화'(thingify)하는 듯이 보이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
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구조 때문’(Copleston, 1991, p. 106)이라는 것이다. 존재와 본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사물화하는 것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을 사실상
분리된 것으로 격상시키는 추상(또는 실체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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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Maurer, 1968, pp. 15-16). 본질과 존재자의 관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본질은 존재자(사물)가 소유하는 존재 행위의
형식적 원인(formal cause)이다. 예컨대 ‘인간성’이라는 본질은 ‘인간’이라는 존
재자를 형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을 하나의 인간 존재자로 만들어준다.47)
존재자와 본질은 두 개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존재자로 지칭되는
대상과 본질로 지칭되는 대상은 동일한 하나의 사물이다. 존재하는 것들은 모
두 존재자이며, 어떤 것이 존재자라는 말은, 그것은 본질을 부여받아 존재 행
위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본질은 존재자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존재는 존재자를 내용상으로 규정한다. 만약 존재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 원리
인 존재와 본질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 결손이 생긴다면, 결손이 생긴 그것은
상상의 산물이거나 불가해한 어떤 것일 뿐, 실지로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철학의 역사에서 ‘존재’가 관례상 애매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었는데, 그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사고의 오류’이다. 그러나 그 오류는 단지 사고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문과
교육의 분야에서 실천으로 옮겨졌다. 먼저, 사고의 오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존재를 중심축으로 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한편으로 존재는 본질로
환원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존재는 또한 존재
자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역사상
실지로 실현되었는데, 전자는 실념론자들이 범한 오류였으며48), 후자는 유명론
47) 본질 또는 본성은 오직 종(種)의 정의에 포함된 것만을 나타낸다. 가령, 인간성은 인간의 정
의에 포함된 모든 것을 나타낸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며 인간성이라는 말
이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개체적 질
료는 개체화시키는 모든 우유(偶有)―사물의 우연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종의 정의 안에 포
함되지 않는다. 가령, 개별적인 이 살, 이 뼈, 이 검은색 또는 이 흰색 등등은 인간의 정의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적 질료를 구분하는 이 살, 이 뼈, 그리고 우연적 성질
은 인간성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인 것) 안에는 포함된다. 그러
므로 인간(인 것)은 그 안에 인간성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성과 인간은 전
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인간성은 인간의 형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ST,Ⅰ, 3 ,3
참조.)
48) 이러한 예는 플로티누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플로티누스에게 ‘있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에게 지성은 존재와 동일한 의미이다(Gilson, 1952,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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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범한 오류였다. 어느 경우에서나 인간의 세계에 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학문과, 인간의 도덕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삶과의 관련은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 실념론과 유명론은 표면상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는 듯이 보
이지만 사고와 실천의 관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결함을 가진다.
본질의 형이상학을 언급했을 때, 질송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그 이후 실
념론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범위는 훨씬 더 넓다. 심지
어 아퀴나스의 사상적 연원에 해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 이론과
가능태-현실태 이론 또한―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번역하지 않는 한―여전히
본질의 형이상학의 범주 안에 넣을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단초를
제공한 유명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존재를 ‘관념’과 구분하지 않는 실념론의
입장과 존재를 ‘물건’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유명론의 입장은 일견 상반되
는 관점처럼 보이지만, 어느 입장이든 그들의 관심은 사물의 ‘있음’(존재)에 있
지 않고 ‘무엇임’(본질)에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대의 관념론과 실재론,
중세의 실념론과 유명론 모두를 본질의 형이상학의 범위 안에 넣어서 취급한
다.49)
‘존재의 형이상학’이 참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관점이 되려고 하면, 존재를
본질이나 존재자 중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환원시키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존재를 존재로서 존중하는 일은 과연 가능한가? 그 가
능성의 실마리는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에서 찾아진다. 그 일은 아퀴나스가 아
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수용하면서도 기독교적 유신론에 입각하여 그것을
새롭게 번역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49) 유명론의 입장은 ‘있음’(존재)을 떠난 ‘무엇임’(본질)으로 성립하는 ‘있는 것’(존재자)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요약되며, 실념론은 그런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야 말로 참으로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양자를 모두 본질의 형이상학이라는 명칭으
로 부를 때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퀴나스 이전의 형이상학이다. 본질의 형이상학은 아퀴
나스의 입장인 존재의 형이상학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고대의 관념론과 실
재론, 중세의 실념론과 유명론은 그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본질에만 관심
을 가질 뿐, 사물의 존재 행위에 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
며 그런 점에서 모두 본질의 형이상학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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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존재 행위’를 그 자체로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립하는 실존’
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이 자립하는 실존은 본질이 없는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 자체가 ‘존재하는 행위’인 실존을 말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순수
한 행위(즉, 자립적 실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결코 이 ‘자립하는 존재 자체’(ipsum esse subsistens)를 직접 파악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지성은 ‘존재 행위’를 여러 사물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
하는 방식으로만 (즉, 감각적 형식과 지성적 형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감각적인 여러 사물들 안에서 존재 행위는 자립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사물들에게 고유한 것처럼, 즉 모든 것에 있어서 각자에게 고유하고 구별
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de Poentia, 7, a2, ad7, Rassam, 2009, p. 36에서 재인
용.)

여기서 ‘자립하는 실존’은 곧 신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퀴나스
의 체계에서 ‘인격신’이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에서 신은 관념과 동일한 것도
아니요, 물건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물론 신은 존재가 곧 본질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질과 존재의 개념적 구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
에 의하면, ‘신은 모든 것에 존재한다’(ST,Ⅰ, 8, 1). 그러나 신이 모든 것에 존
재한다고 하여 그 모든 것이 곧 신은 아니다. 신은 본질도 아니요 존재자도
아니다. ‘신은 순수한 존재 행위(esse)인 것이다’(Rassam, 2009, p. 67).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은 존재의 역동성 안에서 정신의 역동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신은 존재 행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행위를 향유한
다.’(Rassam, 2009, p. 66) ‘신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의 직관(intuition of
being)”은 아퀴나스의 아이디어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이다.’(Copleston, 1991,
p. 105)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의 존재는 우리가 사물을 아는 방식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즉 감각과 지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사물과 신은
동일한 범주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물을 알듯이 신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이 신 존재 인식에 대한 아퀴나스의 전제이다. 신에 관한 인간의 인식
은 인간의 지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신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ST,Ⅰ,
2, 3 참조). 그 다섯 가지 방식이라는 것은, 운동, 작용인, 우연성과 필연성, 사
물들의 층위, 그리고 세계의 통치에 의한 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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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는 신 존재 증명에 앞서 ‘그 자체로’ 자명한 명제와 ‘우리에게’ 자명
한 명제를 구분하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주어와 술어가 동일하기 때
문에 그 자체로는 자명한 명제이지만 신의 경우에 주어의 본질이 우리에게 알
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명하지 않은 명제라고 말한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는 명제는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사물―신의 작용―을 통하여
논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T,Ⅰ, 2, 1).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5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식이요 무엇보다 명백한 방식은 운동에 의한 논증이다. 세계 안에서 무
엇인가가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또한 우리의 감각에 분명하게 지각된
다. 그런데 운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다른 무엇에 의하여 운동하게 된
다.〔…〕둘째 방식은 작용인의 의미로부터 시작되는 논증이다. 우리는 감각계 안
에 여러 가지 작용인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사물이 자기 자신의 작용인
으로 판명된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셋째 방식은 우연성과 필연성에서 취
한 논증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물을 보게 된다. 그것들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
며, 이 점에서 그것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
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넷째 방식은 사물들로부터 발견되는
층위로부터 취한 논증이다. 존재들 중에는 더 선한 것과 덜 선한 것, 더 참된 것,
더 고귀한 것 등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고’라든가 ‘덜하고’라는 용어는 그
것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최고의 것’을 닮고 있는 정도에 따라 붙여진다.〔…〕다
섯째 방식은 세계의 통치를 출발점으로 하는 논증이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자연물처럼 지력을 갖지 않는 사물들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작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들이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동일
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하
여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ST,Ⅰ, 2, 3)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5가지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각각의
방식이 논증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경험적인 실재에서 출발하고 있다
는 점이다. ‘신을 인식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신은 감각 경험이 주는 자료를 출
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성찰함으로써 경험적 실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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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존재에 의존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것이 아퀴나스의 확신이었다’(Copleston, 1991, p. 113). 아퀴나스는
인간의 정신이 경험적인 존재자를 신 존재의 표현으로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다. 모든 존재자 중에서 인간만이 그러
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자인 만큼,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능력을 가
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퀴나스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들은, 본질의 형이상학에서는 한낱 외
양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그것들은 비록
어렴풋하게나마 신의 존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은 바로 이러한 점을 부각시켰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50) 사물들의 세계는 일견 유한한 듯이 보이지만, 그것을 관조하
는 정신에게는 더 없이 무한한 신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신 존재를 파악할 단
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철학에 ‘존재의 형이상학’이라는 표찰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은 신을 인식한다’는 것과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퀴나스는 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서 신
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Copleston, 1991,
p. 112). 존재의 형이상학의 특징적인 아이디어는 아퀴나스가 자신의 저서인
『이교도대전』과『신학대전』에서 안셀무스(Anselmus)의 신 관념을―그의 이
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비판하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은 형체로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신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될 수 없는 것’을 나타
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듯하다. 그러나 또한, ‘신’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50) 신의 작용을 출발점으로 하여 신으로 나아가는 증명 방식에는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음과 같은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즉,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의 작용은 신(의 존재)과 비례하
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무한하고 그의 작용은 유한하므로 유한과 무한 사이에 일치
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ST,Ⅰ, 2, 2). 따라서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의 작용은 신을
완전하게 모방하지 못하며, 다만 모방할 수 있는 데에까지만 모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모방에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것, 하나인 것은 오직 다양한 것에 의
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ST,Ⅰ,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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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될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
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나타내는 것이 실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
한다는 말은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신은 오직 관념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해할 뿐이다. 신이 실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
될 수 없는 것’이 실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논증될 수 없다.
바로 이 점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는다.(ST,
Ⅰ, 2, 1)

앞의 인용문에서 안셀무스가 말하는 신―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
되지 않는 그것―은 아퀴나스가 보기에 상위 개념이 없는 최고의 완전한 존재
에 관한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Copleston, 1991, p. 112). 신은 관념이라고 말
하는 순간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즉,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고 생각되지 않는 그것’이 오직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것은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것’일 수 없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은 안셀무스가 말하는 신에 관한 관념보다 더 큰 것인
데, 왜냐하면 신은 우리의 관념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퀴나스는 신이라는 말이 아무리 ‘최고의 완전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더라
도 그 말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다. 신은 본질과 존재가 구분되지 않는 존재이므로(ST, Ⅰ, 3, 4), 만약 우리가
신의 본질을 직관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신의 존재에 대한 결론으로 나
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본질을 직관할 수 없다. 따라서 신
이라는 말의 의미로부터 신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은 관념의 영역에서 존재의
영역으로의 부당하게 이행하는 것이 되고 만다(Copleston, 1991, pp. 112-113).
그렇다면 우리는 신의 존재에 관하여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는가? 만약 그
렇다면 애당초 신 존재에 관하여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가? 그러나 아퀴나스는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이 존재하는
지는 알 수 있다고 단언한다(ST,Ⅰ, 3, 4). 그는 인간이 신의 본질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퀴나스
에 의하면,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은―그것이 인간의 지복(beatitudo)인 한―희
미하게 인간 안에 주어져 있다(ST,Ⅰ, 2, 1).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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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간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알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또한 아퀴나스는 신을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것은 신을 절대적으로 아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유컨대,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걸
어오고 있는 그 누군가가 베드로임을 아는 것과 다른 것이다(ST,Ⅰ, 2, 1). 인
간은 완전한 행복을 상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부(富)라고 생각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쾌락이라고 오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신
의 존재에 관한 인간의 지식도 이처럼 불완전한 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의 존재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희미하고 막연하
게나마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 이성에 의해서이다(ST,Ⅰ, 2, 2).
자연 이성에 의하여 알려질 수 있는 신에 관한 지식은 신앙의 ‘예비적 지식’에
해당한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앙에는 자연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가정되어 있
다. 이것은 마치 은총이 자연을 가정하며, 완성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하
는 것과 같다. 아퀴나스는, 다만, 증거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과
학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논증될 수 있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ST,Ⅰ, 2, 2). 그의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자연
이성에 의하여 알려지는 대상과 신앙에 의하여 알려지는 대상은 결코 상이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과 신앙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을 나타낼 뿐이다. 때때로 자연 이성에 의하여 알게 되는 진리와 신
앙에 의하여 알게 되는 진리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동일
한 대상에 관한 진리인 한 결코 2중의 진리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2중의 진
리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한 진리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퀴나스가 신 존재 증명을 경험적인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자연 이
성에 의하여 파악 가능한 것은 경험적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시
도는 경험적 사실이 신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논리적 가정에 입각하고 있
다. 신 존재 증명의 5가지 방식에서 채택되어 고찰되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충
분히 이해한다는 것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초월적인 원인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아퀴나스는 확신한다(Copleston, 1991, p. 117). 그러
한 경험적 사실들이 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
그러한 사실들은 신의 작용으로 보인다.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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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물론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여기서는 잠깐 접어두기로 하고, 우주만물을 신의 작용으로 알아보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퀴나스―의 관점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우주만물을 바라보는 아퀴나스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변화하는 사물들이 존재한다. 왜 또는
어떻게 그것들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사물 스스로
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인간의 고
유한 임무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아퀴나스는 단순히 ‘하나의 어
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질문하
고 있는 것이다. 그 질문은 하나의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존의 사고방
식―본질의 형이상학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칭하는 용어이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한 바 있지만,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오직 아퀴나스 고유의 문제의식을 나타내는가 하는 데에는 얼마든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다.
우주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동
일한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이 동일한 관점을 취하는 한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관점만을 존재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생
각해보기 위해서는 ‘사물은 변화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잠시 회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명제에 관하여,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
는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 바 있다. 사물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에 있다. 만약 어떤 것이 항상 가능태로 또는 항
상 현실태로 있다면 그것은 영원불변하는 것이다. 여기서 ‘결합’(composition)
이라는 말은 존재자의 존재방식을 특징짓는 말이다. 존재자가 가능태와 현실
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존재자는 가능성이 현실화되어야 비로
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닌 게 아니라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존재자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것이다. 변화는 존재자가 가능태와 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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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수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존재자라
는 개념은 변화를 함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현실태 이론은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일지
언정 존재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가능태-현실태 이
론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변화 또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
의 주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뿐이다. 다음과 같은 도식으
로 이 문제에 관하여 설명해보겠다. 변화는 변화 이전의 상태인 A와 변화 이
후의 상태인 B를 의미요소로 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즉, A가 B로 되는 것,
그것이 변화이다.

A 변화 B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변화는 A와 B의 두 항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반드시 또 다른 의미요소인 C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A에
들어있는 가능태만으로는 B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A에 들어있는 가능태는 A가 B로 되는 데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되지 못
하는 것이다. A가 B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A에 앞서 현실태로 존재하면서 A의
가능태를 일깨우는 또 다른 외부 원인C가 요청된다.

A 변화 B〔원인C〕

위의 도식을 명제화하면, ‘A는 원인C에 의하여 B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된
다. 이렇게 도식화해놓고 볼 때 변화의 주체는 무엇인가? 문법적으로 볼 때에
는 마치 A가 주체인 것처럼 진술되어 있지만, A는 수동적으로 변화를 겪을
뿐이고 사실상 A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C라고 보아야 한다. C가 A를 B로 변
화시키기 때문이다. C는 현실태로 있으므로 A에 대하여 작용할 수 있지만, 가
능태로 있는 A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변화의 주체일 수 없다. 그
렇다면 변화의 주체는 C인가? 그것도 아니다. A가 B로 변화하는 데에 원인C
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C가 D로 변화하는 데에도 또 다른 원인E가 필요
한 것이다. 원인C나 원인E가 변화의 주체, 즉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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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인으로 소급되는 이유는 그러한 원인들이, 그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변
화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자라는
점에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존재자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에서 원인의 계열은 무한 소급되지 않는다. 원인의 계
열의 가장 꼭대기에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가능태에
있는 다른 것들을 현실태로 이행시키는 모종의 특별한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결과의 계열에 속하는 원인들은 그것들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여타의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서 여타의 존재자들과 개념적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러나 원인-결과 계열
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원인은 항상 현실태이며 자기 자신은 어떤 변화도 겪
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존재자들보다 상위의 존재자라고 보아야 한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단 하나의 원인’을 여타의 원인들과 구분하여 ‘제1원
인’이라고 부른다. 이 원인은 우리에게 부동의 동자, 곧 신으로 알려져 있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현실태 이론에 의하면 변화는 ‘존재자1’이
‘원인1’에 의하여 ‘존재자2’로 되는 과정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존재자
1’과 ‘존재자2’는 ‘원인1’과 마찬가지로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규정된다.
즉, ‘존재자1’은 그 이전의 가능태가 또 다른 ‘원인-1’에 의하여 현실태로 변화
한 것이며, ‘존재자1(현실태)’ 속에는 가능태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존재자
1’에서 ‘존재자2’로의 이행은 ‘존재자1’에 들어있던 ‘존재자2’의 가능태가 ‘원인
1’에 의하여 현실태로 바뀐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
서는 존재자의 변화와 존재가 동일한 용어로 설명된다. 그의 이론은 지금 여
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는 어떤 가능태가 현실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는 말해주지만 도대체 현실화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질문은 결국 변화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관
한 질문인 만큼, 그것은 여전히 ‘인식론적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식론적 질문과 존재론적 질문은 무게 중심이 서로
다르다. 존재론적 질문은 ‘무엇임’이 아닌 ‘있음’의 근거에 관한 물음이라고 보
아야 한다. 인식론적 질문과 존재론적 질문의 차이를 코플스톤의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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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것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역사적인 아리스토텔레
스주의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 희랍의 철학자는 생성(becoming)
이라는 넓은 뜻의 운동(motion)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아퀴나
스는 존재의 문제를 형이상학의 첫째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
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들은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물었지만, 그러나
그는,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또는 ‘왜 무(無)가 아니라 어떤 것이 존재하는
가’라는 질문은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 사이에는 매우 커다
란 차이가 있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그의『논리철학논고』(No.644)에서 ‘세계
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비이
다’라고 말한 바와 같다.(Copleston, 1991, p. 68)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현실태 이론을 기독교의 인격신론
(theism)적 관점에서 번역함으로써 본질의 문제에서 존재의 문제로 파라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사물의 존재 행위 또는 실존에 관한 관심은 아퀴나스
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는 결정적 지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Maurer, 1968, p. 10; Copleston,
1991, p. 83). 종래의 형이상학―본질의 형이상학―에서 존재가 형이상학의 대
상일 수 없다고 보았던 형편을 두고 볼 때(Elders, 2003, p. 46),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질의 형이상학에서 존재는 학
문의 대상일 수 없다고 보았던 이유는, 존재는 사물들에 우연적이고 개별적으
로 나타나는데, 학문은 이와 반대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Elders, 2003, pp. 46-47). 따라서 본질의 문제에 초점을 맞
추는 형이상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개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개념
은 다양한 사물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추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 과
정에서 사물의 다양한 특징들, 우연적 요소들은 모두 사상(捨象)된다.
학문의 탐구대상으로서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
으며, 그런 만큼 학문의 탐구대상으로서의 존재에 관하여 말할 때 다음과 같
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존재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은 존재를 마치 하나의 개념을 분석하듯 대하는 것이다. 아퀴나스 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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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안으로 들어가 본질과 존재의 여러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존
재를 마치 두 가지 개념처럼 고려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Rassam, 2009,
p. 37) 존재가 존재자의 구성원리라고 하여 그것을 개별적 존재자로부터 추상
해낸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존재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존재
를 본질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이다. ‘아퀴나스 철학이 존재에 관하여 말할 때에
는 여러 사물들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가지는 사유의 성실
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만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한 사유
가 개념의 추상적인 보편성을 통해서 여러 존재자들의 실제적인 다양성을 해
소해 버릴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지성의 가장 형식적인
대상처럼 알려지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재들에 대한 주의집중을 통해
서이기 때문이다.’(Rassam, 2009, p. 28) 그러나 ‘존재는 하나의 어떤 것이 아니
라 제 사물들의 현실성을 형성하는 현존(presence)이며, 정신 그 자체가 자신
을 발견하는 장소이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암시된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존,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없는 이 현존은 그의 지성성
자체 안에서 정신에게 일종의 신비로 나타나는 것이다.’(Rassam, 2009, p. 27)
존재(행위)를 파악할 때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우리는 존재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형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예컨대, 하나의 돌을 존재자로서 파악할 때, 우리는 흼,
딱딱함, 무거움 등 존재의 속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에 포
착되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자들이 공통으로 분유(分有)하고 있는
존재의 속성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존재자들 중에서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들은 단 하나도 없다. 같은 종류의 돌들끼리도 이 돌과 저 돌 사이의
구분이 엄연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존재자들은 다양한 것들이지
만, 그것들 모두는 존재를 공통으로 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동일성을
가진다. 그 다양한 것들 모두를 ‘존재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존재는 오직 존재자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따
라서 존재에 관하여 사고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동시에 고
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던 아퀴나스가 주목한 세계는 ‘창조’의 세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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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퀴나스는 ‘창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화’를 설명했던 방식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변화와 창조가 동일한 개념적 틀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퀴나스의 아이
디어를 도식화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창조’는 ‘창조주가 이때
까지 존재하지 않던 피조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창조 Q〔원인R〕

위의 도식을 명제화하면, ‘P가 Q를 창조한다’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가 Q를 창조하는 데에도 변화의 경우처럼 원인R이 필요한가 하는 문
제이다. 창조는, 변화의 경우와는 달리, 원인R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조의 경우에는 P가 창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식화하고 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식에서의 A와 아퀴나스의 도식에서의 P
는 둘 다 주어라고 하더라도 그 개념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A는 변화를 겪는 대상이며 사실상 변화의 주
체는 원인C임에 비하여,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P는 창조의 주체인 동시에 창조
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변화와 창조는 그 ‘논리적 행위’가 서
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변화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화할 무엇인
가가 이미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창조의 경우에는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
한 개념들을 창조를 설명하는 데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창조를
설명할 때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존재’와 ‘본질’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창조주는 존재와 본질이 ‘일치’하는 존재자
로, 그리고 피조물은 존재와 본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자로 규정된다.
아퀴나스가 대답하여야 하는 질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방식에 의해서도
존재와 본질의 ‘일치’(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현실태와 가능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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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의미 있게 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방식
에서 현실태와 가능태의 ‘일치’―‘결합’이 아닌―는 변화의 가상적 최종상태,
다시 말하여 모든 가능태가 남김없이 현실태로 바뀐 상태를 가리킨다. 아퀴나
스의 관점에서 이것은 창조주를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
퀴나스가 보기에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 속에,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피조물)에는 창조주가 (가
능태로) 포함되어 있으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
이다’라는 명제를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변화의 논리를 창조의 논리로 바꿈으로써 아
리스토텔레스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중층 구조(重層 構造)를 표면에 명백히
드러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자를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설명하
면서, 변화를 존재자에 의한 존재자의 (상태의) 이행—‘존재자1’→‘존재자2’—으
로 규정한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존재자는 ‘존재와 본질의 결합’으로 규정된
다. 그리고 존재자가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존재자를 창조한다는 것
은 불합리하다. 존재자를 창조하는 존재자는 ‘존재와 본질의 일치’를 나타내어
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의해서도 창조주(즉, 현실태와 가능태의 ‘결
합’이 아닌 ‘일치’로 규정되는 존재자)를 규정할 수 있는가? ‘현실태와 가능태
의 일치’는 모든 가능태가 현실화된 상태, 그리하여 더 이상 현실화할 가능태
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즉 더 이상 ‘변화’―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가
불가능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변화의 가상적 최종상태이다. 이것은 아
퀴나스의 관점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
자는 그 속에 창조주를 포함하여야 한다. 존재와 본질의 논리는 이 문제를 해
결한다. 즉, 존재와 본질의 ‘일치’를 나타내는 창조주는 존재와 본질의 ‘결합’을
나타내는 존재자(피조물)에 그대로 들어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창조주〔존재=본질〕/ 피조물〔존재×본질〕

존재를 부각시키는 철학적 입장에 의하면, 존재는 추상화된 본질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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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점이 강조된다. 아
퀴나스가 바라보는 세계는 오로지 경험적 사실들의 총화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현시(manifestation)한 결
과이다.51) 그러한 관점에 의하면 세계와 그 안에서의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상징(존재자)과 상징의 대상(존재)이 정
확하게 위 아래로 맞붙어서 중층을 이루고 있다. 존재의 자기현시로서의 세계
는 추상화될 대로 추상화된 가난뱅이의 세계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여 잡동사
니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세계도 아니다. 그것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결점 하나 없는 완전무결의 세계도 아닌데, 만약 세계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
은 신의 세계일지언정 인간의 세계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세계가 인간의
세계인 이상, 그것은 또한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과 같은 법칙이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자연법칙에 의하여 운행되는 세계도 아니다. 세계는 존
재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들로 충만한 세계는 ‘자기완성’(self-perfection)이라
는 단일한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운동하는 세계이다. 완성의 가능성은 세계
가 존재를 분유하는 만큼 이미 세계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2. 신학: 계시와 자연
인간의 삶의 목적을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으로 상정할 때 삶과 도덕이 확실
한 토대 위에서 설명된다는 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목적을 인간이 어떻
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항상 문제로 남는다.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이론적 쟁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다. 아퀴나스는『이교도대전』과『신학대
51) 아퀴나스의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그분에
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로마서』11, 36) 아퀴나스는 ‘만
유(萬有)가 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인가'(ST,Ⅰ, 44, 1)라는 질문을 다루면서 그
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때 위의 성경구절을 근거로 든다. 이 주제는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
명의 5가지 방식 중에서 넷째 방식과도 관련된다. 그것은 만물은 최고선―완전성―을 분유
(participation)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층위(gradation)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존
재자들이 가지는 존재 또는 완전성의 원인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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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삼위일체’, ‘육화’, ‘부활’ 등과 같은 신학적 주
제들을 다루는데, 두 대전의 편집체제로 미루어볼 때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
지는 이 주제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아야 한다. 삼위일체, 육화, 부활 등
의 주제가 신학적 주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성의 파악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래 지식은 존
재자와 관련된 것이며(ST,Ⅰ, 1, 1), 지식의 다양한 체계인 학문은 존재자의 속
성을 다룬다. 그도 그럴 것이, 이성의 파악 대상은 존재자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신학적 주제들은 어느 한 가지도 존재자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것을 다루는 신학도 여타의 학문과 대등한 범주의 학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은 신에 의해서 계시된 지식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학문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그는 신학을 학문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중에서도 최상위에 배치한다. 아퀴나스의 의도를 추론해보
건대, 신학이 다루는 대상은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 중에서 단연 으뜸가는 지
식인 것이다.
그런데 신학적 지식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파악 불가능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파라독스가 발생한다. 그 파라독스는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기술된다. 원칙적으로 말하여, 인간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이 신학적 지식이고 인간 고유의 능력이 이성이라면,
그 최고의 지식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학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고 또 다다라야 하는 지식의 최고 경지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주제에 관한 이성의 파악 가능성은 특히 종교 개
혁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성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그들이 보기에,
불완전한 이성으로 완전한 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수상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까지 보였다(종교 개혁가들이 견지하는 인간관에 관
해서는 본 논문 II장 1절을 참조). 그러나 또한, 종교 개혁가들처럼 인간이 반
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어놓는 순
간,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은 인간의 이성의 파악 범위
를 넘어서므로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신학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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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이 아닌 것이 되며, 또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여, 신학적 지식의 파악 가능성을 부정하게 되
면 그것의 필요성도 따라서 부정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문제는 신학
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신학의 가능성
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시 인간 이성의 개념과 모순을 일으킨다. 존재
자가 아닌 것을 이성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려면 모종의 특별한 설
명이 필요한 것이다.
계시신학을 옹호하는 어떤 학자들은 ‘신학이 다루는 지식은 신앙을 통해서
이해되며 철학이 다루는 지식은 이성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식의 대답을 내어
놓는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답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확대시킬 뿐이다. 신앙과 이성을 지식 획득을 위한 별도의 경로로 상정하게
되면, 당장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획득되는 지식은 서로 다른 내용의 지식인
가, 아니면 같은 내용의 지식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 또한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양자택일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만약 신앙을 통
해서 획득되는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획득되는 지식이 서로 다른 내용의 지식
이라고 말하게 되면, ‘별개의 상이한 내용을 “지식”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부
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양자를 동일한 지식이라고
말하게 되면, ‘동일한 지식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 인식 문제
에 관하여 계시신학만을 옹호하는 종교 개혁가들의 견해는 ‘양자가 동일한 지
식이라면 별도의 경로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양자가 상이한 지식이라면 동일
한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또 다른 딜레마를 수반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신학적 지식은 인간에게 알
려질 수 있는 지식이요 또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주장이 성
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길뿐이다. 아퀴나스는 신학적 지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그의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자
연신학’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확립할 수 있었다. 아퀴나스는 실재가 도달 불가
능하다는 전제를 비판하고 그것의 인식 가능성을 강조한다(Elders, 2003, p.
28). 실재는 신앙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을 뿐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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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 아니라는 것, 신앙과 이성은 표면상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에 있어서는 무모순의 조화 관계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는 아퀴나스의 확
신은 그로 하여금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이라는 신학적 관점을 확립하도록
만들었다.52) ‘기독교 신학이 신앙에 관한 사고라면, “어두운 지식”인 신앙은
인간성의 “하느님을 향한 직접적인 정위”와 그 “특수한 궁극적 행복”의 계시
에 대한 수용이다.’(ST, II-II, 2, 3; O'Meara, 2002, p. 190에서 재인용.)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은 그의 존재의 형이상학의 함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
이라고 볼 수 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형이상학은 배타적으로 감각세계의 뒤
또는 바깥에 놓여 있는 비물질적이고 초감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다룬다(Elders, 2003 p. 33). 형이상학의 대상은 존재자이지만 그 존
재자는 존재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이다(Elders, 2003, p. 34). 그러한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아퀴나스는 계시를 부정하지 않는다.

성스러운 학문(신학)은

최고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신을 다루는 것을 본질로 삼

는다. 성스러운 학문이 다루는 신은 반드시 철학자들이 아는 신―‘사람들이 하느
님께 관해서 알 만한 것은 하느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
니다’(『로마서』1, 19)―처럼 피조물을 통하여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신
에게 알려지며 또한 다른 것들에게 계시되는 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학문은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지혜라고 불린다.(ST, Ⅰ, 1, 6)

위에서 언급된 ‘성스러운 학문’은 계시된 진리를 다루는 학문 즉 신학을 가리
킨다. 위의 구절에서 아퀴나스는 신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은 형이상학자들이
말하는 제1원인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피조물 앞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신이
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의 계시는 인간이 신을 인식
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 (인간이 우주만물을 신의 작용으로 알아보는 것은

52) 신앙과 이성이 무모순의 조화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보
았던 아퀴나스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중세 사상가들에게는 익숙한 아이디어였다. ‘중세시대의
사상가에게는 모든 지식은 하나였고 근대 학자가 중세 학문의 한 줄기를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해서이다. 모든 학문을 하나로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학문의 기
초는 신학과 철학이라고 항상 생각하였다.’(Artz, 1993, p. 332) 신앙과 이성의 결별에 직접적
인 단초를 제공한 사상가는 옥캄이었다(Artz, 1993,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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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에 의하여 가능하다.) 계시는 신학적 지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은 계시신학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시
신학의 기초 위에 형이상학(철학)을 받아들인 결과로 성립된 관점이라고 보아
야 한다. 어떤 학자는 아퀴나스의 이러한 독특한 학문적 관점을 ‘인격신론의
형이상학’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Kretzmann, 1997, p. 2).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계시신학)과 철
학(형이상학)은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고 그런 만큼 양자의 조화는 우연히 이
루어진 일이 아니라 아퀴나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
을 기억해야 한다.53)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2중 진리의 관점을 철저히 배격
한다.

다른 학문의 원리는 자명하여 증명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연적 이성에 의한
그 밖의 다른 학문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성스러운 학문에 고유한 지
식은 자연적 이성이 아닌 계시를 통하여 주어진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학문은 오
직 다른 학문의 원리를 판단하기만 할 뿐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다
른 학문에 의하여 알려지는 것이 성스러운 학문에 속하는 진리와 배치된다면 무
엇이건 간에 그릇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ST,Ⅰ, 1, 6)

형이상학과 계시신학의 종합으로 자연신학이 성립하였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
해서는 먼저 자연신학의 탐구대상과 탐구방법을 간단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
53) 아퀴나스가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흐릿하게나마 신의 창조를 지각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둔스 스코투스나 옥캄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하고 있으
면서도 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철학의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들에 의하면 그런 종류의 지식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을 뿐이다. 옥캄에 의하
면, ‘신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창조된 사물들에 관해서 추상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우리가 발견
하는 양식들은 인간의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지, 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다. 이성
은 불가해한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자연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에 내재
하는 것이다(Rubenstein, 2004, p. 348). 잘 알려진 ‘옥캄의 면도날’(Ockham's razor)이라는 표
현은, 아퀴나스가 떠맡은 과제, 즉 자연적인 사물과 신적인 사물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단
일한 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연과학과 신학은 각
자 별개의 노선을 걷는다(Rubenstein, 2004, p. 346 참조).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려는 옥캄
의 관점은 철학과 과학의 분리, 이념과 실천의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정신으로 가는 발
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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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신학은 최소한으로는 인격신의 존재와 본질을, 그리고 더 온전한 발달
을 이룬 관점에서는 실재의 제1원리로 상정되는 신과 그 밖의 모든 것―특히
인간의 본성과 행위―과의 관련을 분석과 논증의 방법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Kretzmann, 1997, p. 2).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자연신학은 종래에는 신학과
철학의 분야에서 수행해오던 2중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학문분야라고
볼 수 있다. 자연신학의 탐구대상은 신학의 탐구대상과 다르지 않지만 탐구방
법은 철학의 방법인 논증과 분석을 차용한다.
자연신학은 신학과 철학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애매한’ 과업을 수행하지
만, 그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에 도전하는 최고의 지식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아퀴나스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하여 인간 본성을 약
화시키는 원죄의 보편적 영향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O'Meara, 2002, p. 3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이성의 한계 속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다. ‘온 우주의 최고 원인, 곧 신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헤아리는 사람이야 말
로 지혜 중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진다.’(ST, Ⅰ, 1, 6) 최
고의 원인, 즉 존재를 분석과 논증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분석과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존재자들에 관한 지식뿐이다. 이성은 개념에 의하여 존재
자를 규정한다. 그런데 신은 존재자가 아니므로 분석과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념화하여 이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념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어
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개념화할 수 없는 신을 파악하는 일
은 원칙상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자연신학은 이러한 인간 인식의 한계가 신을
탐구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다.
자연신학의 목적은 신앙을 이성으로부터 떨어뜨리지 않고 인식론적으로 정
당화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자연신학의 으뜸가는 과제는 신의 존재에 관한
명제를 지지하기 위하여 받아들일만한 ‘증거’를 철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퀴나스가 이러한 시도를 감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아리스
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서 이성을 발견한 철학자였으며 아리
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해석된 우주 그 자체는 아퀴나스에게 신의 존재, 선성,
그리고 창조 의도의 증거를 제공하였다(Rubenstein, 2004, p. 42). 그렇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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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신학은

신앙을

증거에

의존하는

‘증거주의

신학’(evidentialist

apologetics)54)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Kretzmann, 1997, p. 21). 증거주의
신학에서는 신앙이 증거의 확실성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만
약 적절한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Kretzmann, 1997, p. 21). 이것은 신앙과 이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관점
이 아니라 신앙을 이성으로 환원시키는 관점이다. 그리고 그 환원의 과정에서
신앙은 훼손된다. ‘아퀴나스는 은총이 은총다울수록 자연은 더욱 자연다워지
고, 신앙이 신앙다워질수록 이성은 더욱 이성다워진다고 주장한다.’(O'Meara,
2002, p. 473) 자연신학에서 모든 정당화의 노력은 신의 존재를 논리적 가정으
로 받아들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면, 증거주의자들에 의하면 신의 존
재는 그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된다. 증거주의자들에게는
논의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자연신학에서는 논리적 가정인 셈이다. 증거주
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신앙이 끼어들 자리가 없으며 신에 관한 지식은 이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두 가지 가정을
받아들일 때 성립한다. 먼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자연신학은 신과 세계의 관
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정한다. 신과 세계는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양자의 관련 방식은 초월과 내재라는 용어로 표현된다.55) 즉, 아퀴나스가 기술
54) ‘증거주의 신학’(evidentialist apologetics)은 근대성을 특징짓는 경향으로 유신론적 신앙에
대한 거부와 도전을 나타낸다.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은 적절한 증거
를 토대로 하고 있어야 한다.(Kretzmann, 1997, p. 21 참조.)
55) 초월과 내재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재상의 구분’이라는 용어를 설명해야 한다. 아퀴나스의
‘실재상의 구분’(distinctio realis)이라는 용어는 신과 세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과
세계는 실재상 구분된다.) 실재상의 구분에서 서로 구분이 되는 a와 b의 두 항은 개념상 구
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두 가지 실체가 아니다. 만약 그 두 항이 별개의 실체라면
그것들은 사실상 분리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동일한 실체의 상이한 측면을 서로 구분한
다는 점에서 실재상의 구분은 개념상의 구분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개념상의 구분에서 두 항
은 서로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에 실재상의 구분에서의 두 항은 우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아퀴나스는 존재와 본질이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할 때 실재상의 구분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존재와 본질은 그것이 서로 결합하여 존재자로 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사실상 분리되어 존재하는 별도의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들은 결합을
통해서만 즉 존재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양자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총각이라면 그는 필연적으로 남자이겠지만, 그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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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창조주로서의 신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존재자)와 위계상 구분되는 존재
라는 점에서 세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현존하고
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는 것은 초월과 내재는 신과 세계의 관계를 일종
의 공간적 비유로 나타낸 말이라는 점에 착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다. 피조물의 세계에 대한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
시에 주장하는 자연신학은 신(존재)과 세계(존재자)를 이분법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이신론(deism)이나, 신과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밀착시키는 범신론
(pantheism)을 다같이 부정한다.56) 초월과 내재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깨어질
때 자연신학은 이신론이나 범신론 중 어느 한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양
자는 모두 그릇된 신 관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온건한 기독교 신학이라고 볼
수 없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종교 개혁가들이 배척한 신학은 어쩌면 자연신
학이 아니라 이신론이나 범신론으로 오해된 자연신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신은 세계로부터 초월해있으면서 동시에 내재해있다는 주장, 또는 세계는
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세계가 곧 신 그 자체는 아니라는 주장은 아퀴나스가
플라톤으로부터 빌어온 분유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57) 아퀴나스에
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총각은 남자라는 것과 총각은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진술인 것이다. 세계는 그것이 신의 창조행위에 의하여 존재하는 이상, 신과 별
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신과 별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는 신플라
톤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신으로부터의 필연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간에 그러
한 사실로 말미암아 신에 어떤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은 창조에 의하여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요, 창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아퀴
나스에 의하여 특히 강조되는 것은 창조가 신의 ‘의지적’ 행위였다는 점이다(실재상의 구분
에 관하여는 Gilson, 1952, pp. 109-111; 171-172 참조). 장욱 교수(1996)에 의하면, 아퀴나스만
이 유일하게 존재와 본질을 실재상으로 구분한다. 실재상의 구분이란 그 두 원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다만 그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능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내
포하고 있지 않음을 뜻하며 따라서 필수적으로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56) 아퀴나스의 존재의 형이상학이 실념론과 유명론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자 사이의 미묘한 균
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이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연신학은 논리적으로 보아
이신론과 범신론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관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신론
이 아퀴나스보다 후대인 계몽주의 시대에 출현한 신 관념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
다. 아퀴나스는 마치 자신의 자연신학을 오해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신론을 주장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한 신 관념을 경계하고 있다.

- 85 -

의하면 ‘그 자신 불이 아니면서도 불을 가지는 것은 불을 분유함으로써 그러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 존재가 아니면서도 존재를 가지는 존재자는 분
유에 의한 것이다(ST, I, 3, 4). 즉, 분유에 의한 존재자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존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자와 존재의 관
계를 바로 초월과 내재라는 용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있어
분유는 무한하고 완전한 신적인 능동인이 피조물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
는 용어로서 신에 대한 피조물의 종속성을 표현한다(Elders, 2003 pp. 388-389).
아퀴나스에 의하면, ‘각각의 존재자는 제1의 존재, 자기 본질에 의하여 존재요
선(善)인 것에 의하여 존재자이며 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존
재자가 제1의 존재를 유사의 방식으로 분유하는 한 그렇다’(ST,Ⅰ, 6, 4). 아퀴
나스가 말하는 분유는 존재자가 신의 존재의 일부를 나누어가진다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입장은 피조물에 대한 신의 초월성을 부
정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범신론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
(Elders, 2003, p. 388). 사물들은 신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사물들은 신이 자신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신이 부여하는 존재가 특정한 주체에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신
을 부여한다(ST,Ⅰ, 1, 75). 존재자는 존재를 천편일률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
이 아니다. 존재자는 존재라는 하나의 원리에 종속되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존
재를 소유한다.
아퀴나스의 분유 이론은 플라톤으로부터 빌어온 것이기는 해도 아리스토텔
레스의 가능태와 현실태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른 것을 분유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분유하고 있는 것과 가능태와 현실태에 대한 것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SCG, Ⅱ, 53) ‘모든 제한된 완전성은 그 완전성이 완성에 도달하는
그 원천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실재하게 된다. 결국 그 안에 신에

57) ‘분유’(分有, participation)는 우리말로 ‘참여’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분유 이론은 플라톤의 이
데아 이론에 그 연원을 두고 있지만, 플라톤의 분유 이론과 아퀴나스의 분유 이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플라톤 철학에서 분유는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플라톤은, 예컨대, 아름다운 사물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분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아퀴나스는 피조물들이 능동인(efficient cause)으로서의 신으로부터 그 존재와 완전
성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Elders, 2003, 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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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시가 들어 있다. 이 지시를 자신의 근원에 대한 어떤 존재의 충동, 아
니면 그 근원으로부터 끝없이 솟아나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Elders,
2003, pp. 390-391) 아퀴나스에 의하면, ‘모든 존재자들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
로 존재하든지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분유에 의하여 어떤 것 안
에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그 어떤 것―그것은 그 어떤 것으
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 본질적으로 속하게 된 것이다―안에서 유래된 것이
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쇠가 불에 의하여 달구어지는 것과 같다.’(ST,Ⅰ, 44,
1) 아퀴나스에 의하면, 분유는 창조됨의 표현이다(Elders, 2003, p. 391).
다음으로 인식론적으로 볼 때 자연신학은 신 인식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인간은 오직 자연적인 것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인간이 신을 파악할 수 없
다는 말은 애매한 의미를 나타낸다. 즉, 그 말은 신은 도대체 파악 불가능하다
는 전적인 부정의 의미도 가지지만, 여타의 사물들을 인식할 때처럼 ‘추상’이
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 후
자의 경우에는 추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을 파악할 가능성이 보인다. 신
을 파악하는 특별한 종류의 인식인 유비(analogia)에 관하여 토마스주의자의 한
사람인 오미어러(T. O'Mear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58)

우리는 어떻게 신을 아는가?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감각들이 접촉할 수 없는 것
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아는 방식을 두고 ‘유비
적’(analogica) 인식이라고 부른다. 앎보다는 차라리 모름의 형태라고 보아야 하는
이 인식은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긍정하지 않는 불가지론
(agnosticism)과 신을 인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신인동형론
(anthropomorphism)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유비적 인식은 우주
58) 스콜라철학에서 ‘유비’나 ‘유비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
(Categoriae)』, 『니코마코스 윤리학』등의 문헌으로 소급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비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1차적인 것이 2차적인 것과 맺는 관계가 3차적인 것이 4차
적인 것과 맺는 관계와 유사한 것을 나는 유비적이라고 부른다.’(Poietik, 21; 1457b 16-18) 또
한 아리스토텔레스는『니코마코스 윤리학』(1096b 2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육체에
시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정신에는 이성 기능이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동등한 관계 때문
에 동일한 명칭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거부한
다.(Vries, 1997, pp. 95-1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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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신적인 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존재자들은 신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세계 내에서의 희미하지만 정확한 흔적들이다. 그것들은 신이 본래적인 세상의 원
인이라는 것을 실재적이면서도 매우 가벼운 방식으로 상정한다. 만물을 산출하는
저 행위는 엄청난(실로 무한한) 초월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 안에 그 신적 원인
과의 희미한 유사성을 남겨 놓는다. 그러나 지상의 존재자들과 신의 존재 사이에
그 어떤 유사성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희미하고,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더 많
다.(O'Meara, 2002, pp. 168-169)

신과 피조세계의 차이만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며, 신
과 피조세계의 유사성만이 강조될 때 ‘신인동형론’에 빠지게 된다.59)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과 피조세계는 서로 다르지도 않고 같
지도 않다는 점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아퀴나스의 신학의 탁월성은 위와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유비’
의 방법을 제안한다는 데에 있다(Rubenstein, 2004, p. 351). 아퀴나스에 의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모종의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말미암
아 자연신학은 성립 가능한 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에는 예컨대 태양과 태양이 뜨겁게 하는 대상들 간의 관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 태양은 열의 원천이요 태양이 뜨겁게 하는 대상은 열의 수용자임에도
양자는 공통적으로 열을 가진다(Rubenstein, 2004, p. 351). 아퀴나스는 불가지
론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신적 존재의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한다. 물론 그는 이러한 탐구에는 한계와 난점이 뒤따른다는 것을
59) 불가지론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은 12세기의 유대교의 신학자 마이모니데스(M.
Maimonides)이다. (마이모니데스와 아퀴나스 두 사람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우
주론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나타내어 보이지만 양자의 신 관념은 바로 이러한 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아퀴나스는 불가지론자가 아니다.) 그는 신의 무한한 초월성을 강조
하였고 신을 우리와 완전히 다른 타자처럼 취급함으로써 신에 관한 인식에 극단적인 제한을
두는 입장을 취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을 규정하는 말로 신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
을 우상숭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마이모니데스에 의하면 우리는 신이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한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은 신인동형론의 전형적인 예시가 된다. 신인동형론도 신 관념
의 한 가지 오류에 해당한다. 성경에서 신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예컨대 신은 자비
롭다든가 정의롭다든가, 분노한다는 표현을 인간에 관하여 기술하는 말인 것처럼 똑같이 받
아들일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Rubenstein, 2004, p. 3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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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할 만한 특별한 방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그 방법에 관한 아퀴나스 자신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신이라고 불리는 제1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뒤이어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속성을 탐구해야 한다. 그런데 신적인 실체를 고려함에 있어서 우
리는 특별히 ‘제거의 방법’(the method of remotion)60)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신적 실체의 무한함은 우리의 지성이 도달하는 모든 형상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을 그것이 무엇인지 앎으로써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신으로
부터 더욱 더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우리의 지성의 능력을 통하여 신에 관한 지
식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간다.(SCG, 1, 14)61)

유비는 자칫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쪽과 저쪽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
진다는 점에서 좁은 지평을 디디고 있는 탐구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좁은 지평을 디디고 섰을 때에라야 비로소 ‘무한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유
비적 인식은 ‘모르는 것도 아니요 아는 것도 아닌 상태의 인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이 모든 존재자를 신과의 인과적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사실적’ 증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즉, 이성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신앙은 모든 존재자를 신
의 작용으로 보게 한다.
존재자를 존재자로만 보지 않고 비록 유비적으로나마 그것을 신의 현시
(manifestation)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신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시된 것을 통해서 현시되기 이전의 것이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피조물 속에 현시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다. 이렇게 볼 때 신의 창조 활동과 인간의 인식 활동은 동일한 활동의 상
이한 측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은 별
개의 두 가지 노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존재론에 있는 것이
60) 이것은 소위 ‘부정의 길’(via negativa)이라고도 불리는 탐구방법이다. 특정한 규정들을 배제
하는 방법이 형이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방법은 특별히 제1존재를 탐구할
때 사용된다(Elders, 2003, p. 62 참조).
61)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Book One: God, Anton C. Pegis, trans., Notre Dame,
Indiana,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5,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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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식론에 있다. 신은 창조주이며 세계를 초월해있는 동시에 내재해있
다는 자연신학의 존재론적 관점은 계시신학의 관점과 하등 불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은 인식의 통로로서 계시와 이성의 관계를
상이한 방식으로 설명할 뿐이다. 자연신학은 신을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계시신학은 신은 계시와 은총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자연신학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 관계로, 계시신학은 양
자를 모순 관계로 각각 규정한다. 그렇기는 해도 자연신학은 계시신학을 부정
한 결과로 확립되었다기보다는 계시신학의 토대 위에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신학이 계시신학을 논리적으로 가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신학은 계시신학을 그 논리적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빙크
(Bavinck), 칼뱅(Calvin), 그리고 바르트(Barth) 등의 종교 개혁가들에 의하여
거센 비판을 받았다(Kretzmann, 1996, p. 11).62) 그들의 비판의 요지는, 자연신
학은 신의 존재를 이성을 통해서 입증하거나 논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개혁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타락한 것으로 간
주하므로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타락한 이성으로 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
능한 일이다.
자연신학에 관한 종교 개혁가들의 비판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바빙크의 주장은 증거나 논증이 신자가 신 존재에 관하여 가지는
확신의 원천이 되지 않으며 신 존재에 관한 신앙은 합리적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것이다(Kretzmann, 1996, pp. 11-12). 칼뱅은 예언자나 사도(使徒)들
은 합리적 증거를 토대로 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의 판
단력에 최선의 방법을 제공해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인간적 이
성, 판단이나 추측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영역, 즉 성령의 비밀스러운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Kretzmann, 1996, p. 17). 칼뱅의 주장에 따르면, 신이

62) 여기서 이 세 명의 신학자를 계시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신학
이 계시신학을 논리적으로 가정한다고 볼 때, 자연신학자들은 모두 계시신학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시신학자가 아닌 자연신학자가 있다
는 말은 약간 어색하다. 위에서 언급된 세 명의 신학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신학을 거부
하고 계시신학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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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신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이 보기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식론적으로 표
준 미달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Kretzmann, 1996, p. 18). 바르트는 자연신학을
반대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자연신
학은 이성으로 하여금 신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되도록 하는 비신앙적 관
점이라고 주장한다(Kretzmann, 1996, p. 19).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연신학은 신 인식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신앙적이며 인간 우위의 관점
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신 인식에 있어서 이성과 계시는 양립 불가능한가? 아
퀴나스를 위시로 하는 자연신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다
른 곳이 아닌 계시된 진리, 즉 성경에서 찾는다. 그들이 곧잘 인용하는 성경구
절들은 자연신학의 핵심적 아이디어와 목적을 표현해주고 있다.63) 이러한 구절
을 토대로 하여 자연신학의 아이디어를 몇 가지 명제로 요약하면, 신은 존재
한다는 것, 신은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 신의 피조물인 존재자는 신의
현시라는 것, 인간은 존재자를 통해서 신에 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 등이다.
자연신학은 그 성립 가능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사건―창조―에 두고 있으며, 그러한 체계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세계의 존
재 목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성적 사고는 불완전하나마 그러한 목
적을 파악하는 매체가 된다. 만약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어두워서 신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는 신뿐만 아니라 여타의 존재자들도 알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종교 개혁가들의 관점을 따를 때 존재자에 관한 인식은 그
목적이 불분명해진다. 자연신학의 역할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
금 신적 인식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63) 자연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에서 찾는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시편』19, 1)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
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
까?’(『로마서』1, 20)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
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
록 준비해두십시오.’(『베드로전서』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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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신의 수준에서 최대한 정당화하
는 데에는 기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직 계시신학만을 인정하는 종교 개혁가들의 입장이든 계시와 함께 이성의
역할도 중요시하는 자연신학의 입장이든, 인간이 알기를 바라는 것(또는 바라
야 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앙의 필요
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한편으로 이성과 별도의 경로로서의 신앙과 또 한편으로 이성과
상호 조화된 관계를 이루는 신앙은 과연 동일한 개념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성의 의미 또한 양자의 경우에 과연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인지도 문제이
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일한 문제라고 보아
야 한다. 신앙과 이성을 사실상 분리되는 별도의 경로로 보는가 아니면 개념
상 구분될 뿐 사실상 한 가지 경로라고 보는가에 따라서 명칭은 같아도 그 의
미가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관한 아퀴나스의 언급은 그의 여러 저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신학요강(Compendium of Theology)』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 문
제에 대한 아퀴나스의 대답을 예시한다.

자신의 무한함으로 모든 우주를 포괄하시는 영원한 성부의 말씀은, 죄 때문에
초라하게 타락한 인간들을 신의 영광이 있는 높은 곳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서, 작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이를 자신의 위대함을 내어버림으로써가 아니
라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임으로써〔그렇게 하셨다〕. 누구도 자신이 천상의 지
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광범위하고 분명
하게 성경의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전수되었던 것을,〔말씀은〕직업을 가진 자들
때문에 인간 구원을 위한 가르침이 되도록 간략하게 종합하여 축약하였다. 왜냐하
면 인간의 구원은 진리의 인식에 달려 있으므로, 인간 지성이 다양한 오류를 통해
서 아둔하게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인간의 구원은〕그릇된 목적들에
빠지지 않고, 참된 행복이 결여되지 않도록,〔인간이〕올바른 목적을 지향함에 달
려 있고, 다양한 악덕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의를 보존함에 달려 있기 때
문이다.(CT, 1, 1)64)

64) Aquinas, Compendium Theologiae, 박승찬(역)(2008),『신학요강』, p.35,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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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구원이 진리의 인식에 달려있다는 아퀴나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오직
신앙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 개혁가들의 견해와
일견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신앙과 지식(이성)을 전적으
로 별개의 실체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한 가지 통합된 능력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신앙도 지식이라면 그것은 ‘예비적 지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퀴나스는 히브리서 11장 1절65)을 인용하면서 신앙은 장차의 삶
속에서 인간을 지복(至福, beatitudo)에 이르게 하는 지식의 전조라고 말한다
(CT, 1, 2). 신앙은 인간이 장차 완전한 상태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인식을 불
완전한 상태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66), 이러한 ‘지복의 지
식’(beatific knowledge)은 그 내용이 삼위일체의 신성(the divinity of the
Trinity)과 그리스도의 인성(the humanity of Christ)이라는 두 가지 진리로 되
어 있다(CT, 1, 2). (물론 이것은 지식의 내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
용이기도 하다.) 신성과 인성에 관한 지식은 마치 두 가지 별개의 내용처럼 보
이지만 하나의 지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삼위일체의 신성
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규정할 때 반드시 뒤따른다’(Artz, 1993 p. 105)는 점에
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삼위일체의 신성을 함의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지식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은 삼위일체의 신성에 직접
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삼위일체의 신성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다(CT, 1, 2). 즉, 그리스도의 인성은 삼위일체의 신성을 표현해주고 있으
며 그런 만큼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67)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자다운 면모는 초자연적인 것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반드시 자연적인 것과의 관련 속에서 또는 자연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
65)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히브리서』
11, 1)
66)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그 근거로 든다. ‘영
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복음』17, 3)
67)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요한복음』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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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그의 방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의 이성은 오직 자연적인 것만을 인식
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
퀴나스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로서의 신의 존
재를 공통으로 분유하고 있다. 자연신학에서 탐구의 출발점을 인간에게 알려
져 있는 ‘지금 여기’의 세계로 삼는 것은 신과 세계의 관련 방식에 관한 이러
한 가정 때문이다. 자연신학자들이 보기에 피조물의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로
나아가는 탐구방법은 종교 개혁가들이 우려하듯이 하등 거리낄만한 일이 아니
며 오히려 인간의 지력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에 관한 인식이 초자연적인 것에 관한 인식의 출발
점이 된다면 이성은 간접적으로나마 초자연적인 것의 인식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철학과 신학의 종합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아퀴나스의 존재의 형이상학(철학)은 ‘비물질적
인 존재자’―존재―있다는 통찰에 근거하여 물질적인 존재자를 고찰할 때에도
그것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창조되지 않고 자기 스
스로 존재하는 그 ‘비물질적인 존재자’와의 관련 속에서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
을 취한다. 물질적인 존재자는 비물질적인 존재자로부터 존재를 분유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유의 과정과 신에 의한 만물의 창조과정은 동일한
현상을 거점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이다.68) 그러므로 비물질적인 존재자와 물질
68) 아퀴나스는 기독교적 창조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와 현실태 이론에 토대를 두
고 설명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창조는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 또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의 이행으로 규정된다. 물론 이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변화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다. 그
러나 앞(III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와 변화는 전적으로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사
물의 변화를 설명할 때 그 초점은 ‘변화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면,
창조를 설명할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조점은 실체에 있으며 그런 만큼 그것을 본질의 형이상학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아퀴나스의 강조점은 존재에 있으므로 그의 형이상학을 존재의 형이상학
이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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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존재자는 ‘창조와 분유’라는 활동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창조와 분유
는 비물질적인 존재자와 물질적인 존재자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개
념이다.
또한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신학)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 속에 자기 자신을 계
시하는 신의 활동과 그러한 신을 인식하는 인간의 활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로 점철되어 있다. ‘계시’와 ‘인식’ 또한 두 가지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의 두 가지 상이한 측면이라고 보아야 한다. 계시는 인간의 인식
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주관적 조건이요 인식의 목적이기도 하다. 계시는
인식하는 존재자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활
동과 그것을 신의 활동으로 알아보는 인간의 활동은 상호 함의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활동을 그 자체로서 알아볼 수 없고 신과 유비관
계에 있는 존재자들에 관한 탐구를 통하여 신의 존재에 관한 간접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의 주장이다. 신과 존재자가 유비
관계는 이른바 자연계시를 성립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신을 인식하는 데에는 자연계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연
계시의 불충분성은 그것이 인간에게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
어도 신의 본질에 관한 지식은 전달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
계시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다. 성경
은 이른바 언어로 되어 있는 특별계시로서, 특별계시의 내용은 신앙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 ‘신학의 탐구대상은 신앙에 의하여 탐색되는 신’(O'Meara, 2002,
p. 190)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신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처럼 이성에 의하여
추론되고 논리적으로 연역해내는 신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이다. ‘계시’와 ‘인식’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인식론적으로 설명하
는 개념이다.
신과 인간의 활동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구분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활동을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구
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구분할 때, 창조와 계시는 명백히 신의 활동이
요, 분유와 인식은 인간의 활동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구분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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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창조’와 ‘계시’는 신이 하는 두 가지 활동이 아니라 한 가지 활동의 상이
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를 ‘분유’하는 인간의
활동과 신을 ‘인식’하는 인간의 활동은 오직 개념상으로만 구분될 뿐이다. 그
런데 신적 활동과 인간적 활동은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만큼 정
말로 별개의 활동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은
창조와 계시를 한축으로 하는 신적 활동과 분유와 인식을 또 다른 한축으로
하는 인간적 활동이 결코 분리된 활동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퀴
나스가 신학과 철학을 종합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개념화되는 신과 인
간의 활동은 기독교의 ‘육화’(incarnation)라는 개념에서 하나로 융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조와 분유, 계시와 인식이라는 개념들은 육화라는 개념 속에 모
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가 고대 희랍의 철학과 중세의 신학이 하
나의 지식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의 육화 개념이 비록 제한
적으로나마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던
것으로 보인다.69)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창조와 계시는
69)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약성경의 시작으로부터 15세기 말까지 기독교 철학의 전체 범주를 고
려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3세기에 이르기까지
플라톤적이고 신플라톤적인 시대이다. 이 시기의 철학은 계시종교에 종속되어 있었다. 두 번
째 시기인 13세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계시와 철학이 협동과 일치
관계 하에 있었다. 마지막 시기인 14-15세기에 스콜라 철학이 교회의 계시된 진리들을 합리
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실패하여서 신학과 철학이 분리되었다.’(Artz, 1993, pp. 332-333) 이
사상가의 구분을 그대로 존중하여 중세를 위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철학과
신학이 결별을 맞이해야했던 세 번째 시기를 논외로 한다면, 첫째 시기와 둘째 시기는 그 경
향이 어떻게 달랐을까 하는 의문이 당장 든다. 물론 두 시기 모두 철학과 신학은 일견 하나
의 학문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 시기의 철학은 신학에 종속된 채로 양자가 하나였
다면, 둘째 시기에는 양자가 협동과 일치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였다. 아퀴나스의 학문
적 관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미어러가 사용하는 ‘신학적 교육학’이라는 용어는 이같이 철학
과 신학이 협응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미어러는
말한다. ‘아퀴나스는 자신의 작업 전체를 위하여, 신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인간 존재자를 포함
하고 있는, 과정(process)의 구조를 간직하였다. 육화한 신의 ‘말씀’이신 나자렛의 예수가 구
속과 구원(둘 다 그분의 역사적 실존에 뿌리를 두고 있다)의 구조이며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분명히 삼위일체로부터 각 개별 인간에까지 이르는 과거와 현재의 광
대한 운동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다.〔…〕아퀴나스는 성경의 시원론(始原論)과 종말론(終末
論)을 그가 신학적 교육학을 위하여 선택한 구조, 즉 ‘만물의 발원과 귀환의 도식’속에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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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신의 활동이며 분유와 인식은 인간의 활동이라는 식의 생각, 또는
창조와 분유는 계시와 인식과는 별개의 활동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무너뜨린다. 육화한 그리스도의 존재, 그의 행적,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말들
은 위의 모든 개념들을 아우르며 하나로 만든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완전한
신의 상태이자, 신과 일치함으로써 구원에 도달한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이
다.70) ‘부활’이라는 개념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
간이 신과 합치하여 영원한 존재로 변모하게 된 사건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아퀴나스의 두 저서인『이교도대전』과『신학대전』의 핵심적 주제인 ‘삼위
일체’, ‘육화’, ‘부활’ 등은 인간이 현재의 상태에서 신의 상태로 도약하는 과정
에 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교육학적 주제라고 보아야 한다. 신의 편에서 보
면 그 과정은 창조와 계시의 완성이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과정은 분유와
인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할 때, 플라톤처럼 무시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
는 무시간적 차원의 개념들을 시간적 차원 위에 펼쳐 놓는다. 그렇다고 하여
아퀴나스가 무시간적 차원의 설명들을 시간적 차원으로 완전히 환원시켜 놓은
것도 아니다. 그러한 환원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만약 인간의 삶이 단순히 시
간의 축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통찰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단순한 변
화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으
로 파악된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삼위일체, 육화, 부활 등을 오직 신에
관한 설명으로만 이해할 때 그런 것들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공허한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신학대전』의 중심 부분들에서〔…〕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삶과 부활한 상태에서 그 과정의 힘이고 절정인지를 보여주고 있다.’(O'Meara, 2002, p.
260) 아퀴나스는 ‘육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입함으로써 신의 존
재가 관념이 아닌 사실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70) ‘구원’은 죽음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구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존재하는 자’(『출
애굽기』3, 14)라는 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은 죽지 않고 존재하는 상태,
즉, 영원한 삶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죽음은 존재의 정지를 의미
한다. 신의 개념 속에 애당초 죽음이란 들어 있지 않다. 죽음은 인간의 개념 속에만 들어있
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을 이루고 있는 질료라는 구성요소로부터 기인한다. 질료를 가진 인
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길,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 밖에는 없다. 기독교에서 ‘부
활’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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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되고 만다. 인간의 학문 중에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지 않는 탐구는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주제들은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교육학적 개
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을 기술하는 학문을 어째서 ‘자연신학’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가? 그 명칭은, 여타의 학문이 그러하듯, 학문의 탐구대상을 그대로 붙
인 것인가? 자연신학의 탐구대상은 ‘자연’이라고 말할 때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때의 ‘자연’은 하늘과 땅과 물, 동물과 식물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다. 신이 창조한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마음 또한 자연의
엄연한 일부분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줄곧 견지되고
있으며 그보다 약간 앞서는 12세기의 신비주의자들에게도 발견된다.71)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은 대우주와 소우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우주와 인간을 비유적으
로 서술하며, 창조를 일련의 상징으로 설명한다(Artz, 1993, p. 328 참조). 창조
의 개념만 배제한다면 대우주와 소우주에 관한 아이디어는 고대의 아리스토텔
레스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공통점은 자연을 인간 바깥
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소우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자연의 의미에 엄연히 인
간의 마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학문의 ‘탐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때의 대상은 주체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주
체가 곧 대상인 그런 독특한 의미에서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연은 인
간과 별도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인간의 마음과 자연 사이에 자타를 구
분할 수 있는 경계선 같은 것은 있지 않다. 자연신학의 탐구대상은 탐구자 자
신을 포함하여 인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형이상학적
개념’이이다.72)
71) 12세기의 신비주의 사상가들로는 성 빅토르의 위고(Hugo of St. Victor), 베르나르 실베스터
(Bernard Sylvester), 그리고 빙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gen) 등을 들 수 있다(Artz,
1993, p. 328).
72) 자연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탐구대상이 아니며 ‘형이상학적’ 성격을 띤 개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고영준 교수의 연구에서 시사 받은 것이다. 그는 '형이상학적 질문'을 질문자 자
신을 혼란에 빠뜨리는 질문이라는 말로 규정하면서, 그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질문이라는 것은 모종의 “대상”에 대한 것이고 그 “대상”과 질문자의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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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신학은 자연이 신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술
하는 것을 핵심적 관심사로 삼는다. 이때의 ‘과정’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
니다. 아퀴나스는 삼위일체, 육화,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자연이 신을 원인으로
하여 발원하여 신이라는 목적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명백히 시간의 계열 위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설명한다. 신의 편에서 보면 그 과정은 창조와 계시
의 과정이며,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과정은 분유와 인식의 과정이다. (분유와
인식을 시간계열에서 번역할 때 그것은 출생과 교육이 된다.) 신으로부터의 발
원과 신으로의 귀환이라는 자연신학의 구조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하는 유
출과 회귀의 과정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논의이다.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신과 세계의 관계를 논리적, 필연적인 관
계로 보고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설명한다면 자연신학에서 기술하
는 세계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73) 아퀴나스가 설명하는 발원과 귀환은 시간 속
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과정인 만큼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와 우연적인
요소가 수반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그것의 성패 여부
도 신과 인간이 얼마나 서로 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이루는가에 달려있다. 비
유컨대,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이 논리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평면적인 설
명이라면, 자연신학은 논리와 역사와 신비의 축 위에서 펼쳐지는 입체적인 설
명이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 철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학이기도 하며,
다소간 떨어질 수 있다는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삶이나 마음에는 도무지 이런 관
념이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삶과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없으며 따
라서 그런 질문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질문 대상의 안쪽인지 바깥쪽인
지에 관해서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 말하자면 그런 질문은 질문자인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반을 뒤흔들어 놓는 셈이다.’(고영준, 2008, p. 156)
73)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이 그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수십억의 조화로운 존재자들의 세계
가 아직은 비극의 무대가 아니며, 인간 인격도 타락되거나 결핍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
주는 신이 상냥한 간호사 노릇을 하는 병원도 아니고, 고장 난 기계들을 수리하는 고물상도
아니다. 바라보고 울기만 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은 지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창조하고
뒷바라지하지만, 신의 시계(視界)와 삶은 이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 인류의 테두리보다 훨씬
넓다. 신은 빗나간 자유로 불가피하게 그분을 실망시키는 인간의 역사를 관찰하고 있는 실패
자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연 법칙을 교란시키는 예측할 수 없는 사기꾼도 아니다. 또
한 인간의 열망들을 억압했다가는 다시 현혹시켜 감탄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지혜이고
사랑이신 신은 자신의 창조에 대한 보편적 증오자, 또는 무죄한 존재자들을 고통 속으로 쓸
어 넣는, 세계의 묵시론적 종말을 계획하는 설계사일 수 없다.’(O'Meara, 2002, pp.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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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자가 종합을 이룬 모습에 있어서는 교육이론과 다르지 않다.
철학과 신학의 종합으로 이룩된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교육학으로 볼 수 있
는 근거는, 그의 체계에서 세계의 발원과 귀환의 과정은 단순한 변화나 맹목
적인 순환이 아니라, 완성을 지향하는 목적론적인 운동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각각의 사물의 목적은 그것의 창조
주(author) 또는 제1운동자(mover)에 의하여 정향되어 있는 그것이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 또는 제1운동자는 지성(intellect)이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의 궁
극적인 목적은 지성의 선(good)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선이 진리이다. 따라서
진리는 필연적으로 우주 전체의 궁극적 목적이며, 지혜로운 인간의 이해는 원
칙상 진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SCG, 1, 1) 사물의 운동이든, 그것을 탐
구하는 인간의 이해의 활동이든 양자는 모두 역사적 과정이다. 종족으로서의
인간의 삶에 관한 기술을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활동은 완성을 향하
여 나아가는 종족적 수준에서의 인간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다. ‘『신학대전』
전체의

신학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은총을

입은

존재자들의

역사이

다.’(O'Meara, 2002, p. 138)『신학대전』의 핵심주제인 ‘삼위일체’, ‘육화’, ‘부
활’은 종교적 구원을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완성을
설명하는 교육학적 개념이다. 각각의 개념을 간략하게 고찰함으로써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다.
먼저 살펴볼 삼위일체(Trinitas, Trinity)의 교의는, 자기 자신의 본성적 존재
안에 존재하는 성부(聖父, Paternitas)과 신적 지성 안에 존재하는 성자(聖子,
Filiatio), 그리고 신적 사랑 안에 존재하는 성령(聖靈, Spiratio)은 하나이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것은 자립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CT, 1, 50).74) 성
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면서,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다른 것 안에 존재하
지 않는 자립체(自立體, substantia)이다.75) 그런데 당장 대두되는 질문은, 신은
74) ‘지적(intellectual) 본성 안에 자립하는(subsisting) 것들을 라틴어로는 ‘페르소나’(personas)라
고 부르며, 희랍어로는 ‘휘포스타시스’(hypostases)라고 부른다.’(CT, 1, 50) ‘페르소나’, ‘휘포스
타시스’는 우리말로 ‘위격’(位格)으로 번역되어 왔다. (삼위일체를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위격이라고 부른다.) 위격에 대한 정의는 보에티우스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퀴나스는 보
에티우스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 위격을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substantia
indiuidua rationalis nature)(CT, 1, 210)라는 말로 정의한다.
75) ‘신 안에 있는 구분은 우유적인(accidental)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subsistent) 관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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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신의 다수성)과 신은 하나라는 주장(신의 단순
성)이 과연 양립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만약 신 안에 삼중의 위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숫자에는 항상 분할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 안에 모종의 분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 안에 최고의
단순성이 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CT, 1, 51) 아퀴나스는 삼위일체
는 이성을 넘어서는 지식이기 때문에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고
본다. ‘위격의 삼위성을 이성의 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을 훼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은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
는 한계를 넘어서있는 보이지 않는 실재들이기 때문이다.’(ST,Ⅰ, 32, 1)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아퀴나스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많은 절을 할애한다. 아퀴나스는 삼위일체
교의를 인간과의 유비와 논리학의 언어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교
의가 이성을 넘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신앙에
의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보인다.
삼위일체의 교의가 모순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분할’(division)에 관한 우리
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우주만물 중에 질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되어 있지 않
은 것은 하나도 없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분할은 바로 그러한 것들의 분할인
것이다. 이런 경우의 분할은 ‘다수화’와 동일한 뜻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질
료와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든 존재자들에 있어 동일한 종 안에서의 개체
(individuality)의

다수화(multiplication)는

질료의

분할에

의하여

일어난

다.’(CT, 1, 52) 우리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질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다수이면서 하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은
질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자가 아니므로, 신의 다수화 방식을 물
질적 존재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때 우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신의 다수화는 물질적인 존재자의 다수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서는 안된다.
아퀴나스는 신이 ‘다수화’되는 방식을 형상적 구분(distinctio formalis)76)이라
설명된다.〔…〕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persons)이며 또한 세 가지 자립체(hypostasis)
이다. 자립체는 자립하며 완성된 어떤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CT, 1, 55)
76) 아퀴나스에 의하면 형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화된다. 첫째는 종차(specific differe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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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질료와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존재자들에 있어
서는 형상들 자체의 구분 이외의 어떤 다른 구분도 있을 수 없다.’(CT, 1, 52)
‘형상에 의하여 하나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수화되지 않으며, 오직 질료에
의해서만 다수화된다. 이것은 흰색이 많은 주체들(subjects) 속에 존재함으로써
다수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신은 질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
라서 신 안에서, 종(species)에 있어서 그리고 형상(form)에 있어서 하나인 것
은 숫자적으로 다수화될 수 없다(CT, 1, 56). 신의 다수화는 형상적 구분에 의
한 것이라는 아퀴나스의 주장은 삼위일체에 관한 다른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의
중도적 관점으로 이해된다. 아퀴나스는 삼위일체에 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교
설이었던 종속론과 양태론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다.77) 아퀴나스에 의하
면, 삼위의 관계는 물질적 존재자들이 다수화되는 방식처럼 별도의 실체로 이
해되어서는 안되고, 그와는 정반대로 개념상의 구분으로 이해되어서도 안된다.
만약 분할에는 숫자적인 의미밖에 없다면, 신에게는 그러한 분할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신은 그저 ‘하나’라고만 말해야 한다. 그러나 분할의 다른 방식인 ‘형
상적 구분’에 의하여 신은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삼위일체는 시간을 초월해있는 신이 시간 안에 파송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구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의 시간 속으로의 파

의한 다수화이다. 예컨대 색은 색의 다양한 종들 안에서 다수화된다. 둘째는 주체(subject)에
의한 다수화이다. 종차에 의하여 다수화될 수 없는 형상은, 만약 그것이 주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 형상이라면, 다수화될 수 없다. 예컨대, 만약 흰색이 주체 없이 자립할 수만 있다면, 그
것은 오직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신의 본질은 곧 존재이며 그것은 종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의 본질은 마치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형상과 같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CT, 1, 15).
77) 초기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던 주장은 종속론(subordinationism)과 양태
론(modalism)이었다. ‘교회는 예수가 성부, 즉 구약의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로고스 그리고 신성의 원천 관계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밝혀야만 했다. 니케아 공의회
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위대한 업적은 성자와 성령을 신이 아닌 존재들로 만들면서 성부
에 종속시키려는 헬레니즘 철학에 맞서 세 위격의 동등성을 긍정한 것이었다. 세 위격의 동
등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는 양태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양태론은
신이 세 위격으로 발현하지만, 사실상 하나인 “단자”(Monad)라는 주장이다.〔…〕당시 문제
는 세 위격의 다양성을 보존할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이 처음으로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하나의 “우시아”(ousia, 본질)와 세 “휘포스타시
스”(hypostasis, 위격)였다.’(O'Donnell, 2008,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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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그 자체가 계시라고 볼 때, 삼위일체는 계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신의 모습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성자인 신의 말씀(Word)은 실체에 있어서
는 성부와 하나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성부로부터 발현
(processio, procession)의 관계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동일한 통찰이 성령(Holy Ghost)에도 그대로 견지
된다.’(CT, 1, 52) 삼위는 ‘발현’에 의하여 구분된다. 발현은 무엇인가가 바깥으
로 향하는 운동이다(ST, I, 27, 1). 그런데 신은 물질적 존재자가 아니므로, 신
에게는 안과 밖이 없으며 또한 신은 운동을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신에게 발
현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의 발현에 관
하여 언급하고 있다.78) 다수화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신의 발현의 의미에 있어
서도, 물질적인 존재자들의 경우와 신의 경우에 그 말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
내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물질적 존재자들의 경우, 발현은
전형적으로 인과관계의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는 원인의 발현인 것이
다. 인과관계에서 결과는 원인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신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삼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볼 때 세 위격
의 완전성에는 결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발현을 ‘신 안에 있
는 행위’라는 말로 설명한다. 발현은 ‘행위자 자신 안에 머무르는 행위’이다
(ST, I, 27, 1). 그는 그러한 신의 행위를 인간의 지성의 행위인 인식과 의지의
행위인 사랑에 비추어 설명한다.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하는 자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개념은 사물의 ‘회임’으로서, 그것은 지성으로부터 발현하여 인
식하는 사람 안에 머무른다(ST, I, 27, 1). 그런데 행위자 자신 안에 머무르는
활동에는 지성의 활동 이외에도 의지의 활동이 있다(ST, I, 27, 3).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존재한다(ST, I, 27, 3). 신적 발현이 인식과 사랑의
경우처럼 행위자 안에서 일어나는 내재적 행위라는 말은, 발현시키는 것과 발
현되는 것의 지위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 그리하여 각각의 위격은 그 자체로
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신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
엇이든 모두 신이다(ST, I, 27, 3).
78) 예컨대, 성경은 성자가 성부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적고 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
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으니〔…〕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
께서 보내셔서 왔다.’(『요한복음』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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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에 의하면 세 위격은 ‘세 가지 자립하는 실재’(three subsisting
things)이다(CT, 1, 60). 그러나 세 위격은 별도로 분리된 세 개의 신이 아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보에티우스가 실체를 강조한다면, 아퀴나스는 ‘관계’를
강조하는데, 아퀴나스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존재하는 관계들’이라고 정의
한다(O'Donnell, 2008, p. 170). 앞서 말한 ‘발현’은 세 위격의 관계를 표현해주
는 말이다. ‘신적인 위격이 다수화될 때, 그것은 실체의 분할에 의해서가 아니
라, 오직 모종의 발현(procession)의 관계에 의해서 다수화된다.’(CT, 1, 56) 이
때의 ‘다수화’는 셀 수 없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데에서 비롯된 일종의 비유적
인 어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의 세 위격이 맺는 관계
는 ‘실재상의 관계’(real relation)이지 ‘관념상의 관계’(mental relation)가 아니
다(CT, 1, 53).79) 실재상의

관계는 사물의

본성

안에서

발견되는

성향

(disposition)의 차이에 의하여 성립하는 관계이며, 관념상의 관계는, ‘사물의
본성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파악하는 사람의 관념 안에 존재하
는’(CT, 1, 53) 관계이다.
아퀴나스는 세 위격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자체로 설명하기보다는 아우구
스티누스(Augustinus)를 따라 인간과의 유비를 통하여 설명한다.80) 유비는 인
79) 서병창 교수에 의하면, 관계는 관계항에 의존하여 생기는 속성으로서 그 종류는 크게 세 가
지로 대별된다. 실재적 관계(relatio realis), 관념적 관계(relatio rationis), 그리고 실재적이면서
동시에 관념적인 관계(비상호적 관계, relatio non-mutationis)가 그것이다. 첫째, 실재적 관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들끼리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며, 둘째, 관념적 관계는 지성
에 의하여 만들어진 관념의 항끼리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며, 셋째, 비상호적 관
계는 실재적 관계나 관념적 관계와는 달리 관계를 맺는 두 항이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일 때,
그리하여 두 항 사이에 모종의 공통적인 완전성이 없거나 오직 하나의 관계항만의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변화가 맺어질 때 성립한다.(서병창, 2002, pp. 75-76참조.) 아퀴나스가 세 위
격의 관계를 실재상의 관계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위의 구분에서 첫째 의미가 아니라 셋
째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80) 이른바, 삼위일체 흔적(vestigium trinitatis)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은 삼위일체이며, 둘째,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토대로 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적 생명의 형상 또는 유비
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 정신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통찰에 근거하
여 인간의 이해와 의지의 유비를 바탕으로 하여 삼위일체에 관한 정교한 형이상학적 체계를
세운다.(O'Donnell, 2008, pp. 185-186 참조.) 한편, 아퀴나스는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
로 신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신학자가 신 인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앞(III장 1절)에서 자연신학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살펴보았던 바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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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하여 신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설명방식으로, 인간은 신의 모상이라는
성경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81) 아퀴나스는 신학자라서 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선택하였지만, 만약 그가 교육학자였다면 인간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아퀴나스의 유비에 의한 설명은 인간 존재자의 삶 안에는 삼위일체로
서의 신의 모습이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그
흔적을 통하여 인간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신의 발현 문제로 돌아가서, 신 안에서의 발현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퀴나스는 신 안에는 ‘말씀’의 발현과 ‘사랑’의
발현,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보았다(ST, I, 27, 3). 먼저, 그는 신 안에서의 말씀
의 발현을 생물학적인 용어인 ‘출생’(generatio, generation)으로 설명하는데, 발
현하는 말씀 자체는 성자라고 불린다(ST, I, 27, 2).82) 이때 발현하는 말씀은 신
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면서 자립한다(ST, I, 27, 2). 다음으로, 사랑으로서 발현
하는 것은 성령인데, 아퀴나스는 성령의 발현은 출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ST,
I, 27, 4). 그도 그럴 것이, 의지에 의한 발현은 지성에 의한 발현과 서로 동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의지에 의한 발현은 출생처럼 유사성에 의해서 파악
되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의하여 파악되기 때문이다. 성령 역시 본질에 있어
서는 신과 하나이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언어에서 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오직 개념으로 파악된 것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자로부터 발현한다(ST, I, 36, 2).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한다(ST, I, 28, 4).
‘신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말과 ‘인간은 신의 모상(imago)으로 창조되었

는 유비에 의한 신 인식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은 세상 안에서 발
견할 수 없으며 세상은 신과 상응할 수 없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유비는 신과 인간이 동일하
지도 않고 상이하지도 않다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의미 있게 성립하는 개념이다.
81)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
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창세기』1, 26)
82) 아퀴나스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다음의 성경구절을 따른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
를 낳았노라.’(『시편』2, 7)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다. 깊은 바
다가 생기기 전에 샘에서 물이 솟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멧부리가 아직 박히지 않고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잠언』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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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은 교육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는 변함이 없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최고도로 완성한 모습에 있어서는 신적
상태와 일치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용감하게도, 인간이 신
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어느 위격이 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하고 있다(O'Meara, 2002, p. 203).83)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시킨
모습이기도 한 삼위일체는 신의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말인가? 아퀴나스에 의
하면, ‘신 안에서는 존재함, 인식함, 그리고 사랑함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자기
본질의 존재 안에 존재하는 신, 신적 지성 안에 존재하는 신, 그리고 신적 사
랑 안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이다.’(CT, 1, 50) 이러한 기술은 신에 관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인식과 의지가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을 기술
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은 태어나자마자의 인간의 모습이라
기보다는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교육의 목적을 완전하게 실현한 인간
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신은 인
간의 가장 완성된 모습 그 자체이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 어떻게 가
능한가를 보여주는 개념이 다음에 살펴볼 ‘육화’이다.
‘육화’(incarnation)는 위의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에서 ‘성자의 발현’과 관련
되는 개념이다. 육화의 개념에는 역설이 들어있다. 그 역설은, ‘신은 스스로 인
간이 됨으로써 인간이 신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앞에서 성자의 발현을
말씀의 출생으로 표현한 바 있다. 신이 ‘말씀’으로 내려온 이유에 대하여 아퀴
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었고,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육체적인 것에 양
도하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신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
다. 그리하여 인간을 창조했던 신의 지혜는 그 자신이 육체적 본성을 취하여 육체
적인 것들에 빠져있는 인간을 찾아왔다. 이것은 신 자신의 육체적 삶의 신비를 통
하여 인간에게 영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이 인간 본성의 존엄성을 보이기 위하여 인간이 되는 일은 인류
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이것은 인간이 악에 의해서든 육체적인 것에 의해서든 정
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신은 그 자신에게 인간 본성을 취하게
83)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자연적 부자관계에 참여하는 유사성이다.’(ST, III,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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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인간과 합일하였기 때문에 피조물의 지성이 신적 본질을 주시함으로써
신과 합일할 수 있게 된 일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CT, 2,
201)

그리스도의 생애는 신이 역사적 존재자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O'Donnell,
2008, p. 103). 그럼으로써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킨다. 육화는 신이 자
기 자신을 존재자 중 하나로 계시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식을 통하여 그러한
계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를 새로운 존재자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건이다.
아퀴나스는 육화의 개념을 설명할 때 육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들을 제시하
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일종의 ‘부정의 길’(via
negativa)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육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려는 견해가 있었다. ‘신의 육
화의 이러한 신비를 포티누스(Photinus)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무효화하였
다.’(CT, 2, 202 참조.) 포티누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리스도는
한갓 인간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신으로 불리는 것은 자신의 본성 때문이 아
니라 입양의 은총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는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복
된 삶의 공로와 죽음의 인내를 통해서 신의 영광을 얻은 것뿐이다. 육화 사건
에서 신과 인간의 결합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직 인간이 신의 은총에 의하여
신격화되었다, 등등. 그러나 아퀴나스는 만약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하강한
것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한
다.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신성을 부정하는 포티누스의 오류를 완화하기 위
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였다(CT, 2, 203 참조). 즉,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인
것은 양자의 은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신적 본성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그러
한 신적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네스토리우스는 부분적으로는 포티누스의 견해와 일치를 보인다. 포티누
스에 의하면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하여 신이라고 불리듯이, 네스토리우
스에 의하면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참된 신이라서가 아니
라 은총을 통해서 신의 아들이 그 안에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은총을 통해서 신의 아들이 이성적 피조물 안에 거주하는 것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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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성령에게도 해당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만약 그리스도가 인격적으
로 신이 아니라면 인간인 그에게 신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리우스(Arius)는 신과 인간의 합일(unity)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
다(CT, 2,

204 참조). 그리스도 안에는 신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신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영혼을 대신하여 존
재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신은 육체의 형상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아리우스
의 주장을 논박한다. 그리고 육화의 목적이 인간 본성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리우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즉, 만약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를 씻기 위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인간의 가장 필요한 일은
죄의 근원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영혼 없는 육
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육체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또한 아폴리나리스(Apollinaris)의 오류도 배제한다(CT, 2, 205
참조).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 안에 신의 말씀 이외의 다른 어떤 영혼도 있
을 수 없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른다. 그러나 그는 신의 아들을 피조물이
라고 하는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았다. 그는 육체에 속할 수도 없으
며 창조주 안에 있다고 인정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많은 것들―슬픔과 두려
움 등―에 관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종의 영혼의 존
재를 이끌어낸다. 그 영혼이 몸에 감각 생명을 주고, 그러한 정념들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 영혼은 이성(reason)과 지성(intellect)을 결여하고 있지만, 신
의 말씀 그 자체가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과 지성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아폴리나리스의 이론 또한 여러가지 근거에 의하여 그릇된 것으로 판
명된다. 먼저 비이성적인 영혼이 육체의 형상이라는 견해는 인간 본성의 개념
과 양립 불가능하다. 또한 이 이론은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는 육화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보다도 죄짓는 데에 관여할 수 있는 지적인
영역에서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놀라움 같은 것은 이성적
영혼 없이 경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에우티케스(Eutyches)의 오류는, 육화 이후에 신과 인간의 본성이 하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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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주장한 데에 있다(CT, 2, 206 참조). 이러한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쉽게 드러난다. 신의 본성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 자체로 완전한 본성은 또 다른 본성과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더 큰 정도
의 완전성의 부가는 종 안에서 본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만약 에우티케스가
그리스도에게 귀속시키는 그 단일한 본성이 모든 완전성에 더하여 신적 완전
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 속하는 종과 다른 종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종이 아닌 것으로 된다. 이러한
결론이 거짓인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육체에 있어서는 인간으로부터 태어났
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던

포티누스와는

정반대로,

마니케우스

(Manichaeus)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육화의 신비를 무효화시켰다
(CT, 2, 207). 그에 따르면 물질은 모두 악마의 산물이므로, 선한 신의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악마의 피조물을 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
도가 실지로 육체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가짜 육체를 가졌다고 주장한
다. 아퀴나스가 보기에 마니케우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
고, 할례를 받았고, 배고팠으며, 먹었고, 인간 육체의 본성에 흔히 있을 수 있
는 다른 경험들을 가졌다는 성경의 내용들과 명백히 배치된다. 마니케우스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참된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
한다면 그가 겪은 십자가의 수난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는 진리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그릇되다.
마니케우스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발렌티누스(Valentinus)는 그리스도가
참된 육체를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동정녀로부터 육체를 취한 것이 아
니라 천상의 질료로 형성된 육체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주장하였다(CT, 2, 208
참조). 이러한 육체는 동정녀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마치 물이 관을 통
과하듯이, 동정녀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그의 육체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그리스도가 동정녀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면, 하늘로부터 육체를 가지고 내려온 신의 아들이 동정녀의 태속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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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CT, 2, 208)
육화에 관한 아퀴나스의 입장은 이때까지의 입장들에 대한 반박에 잘 나타
나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진 육
체와 똑같은 참된 육체와, 참된 이성적 영혼, 그리고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완
전한 신성을 가진다. 이 세 가지 실체는 하나의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으며,
하나의 본성을 이루며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CT, 2, 209) 아퀴나스는 그
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아퀴나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은 다수화하여 존재한다. ‘그
리스도의 본성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말해야 한다.’(CT, 2, 211) 그러면서
도 둘은 하나의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의 인
격(person)과 두 가지 본성(natures)이 있다.’(CT, 2, 212) 즉, 하나의 인격은 육
체, 영혼, 신성이라는 세 가지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그리
스도의 영혼이 그의 육체에 결합되는 방식과 그의 신성이 그 둘에 결합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의 영혼은 그의 육체에 자립하는 형상으로
서 결합된다. 그럼으로써 이 둘로 구성된, 인성이라 불리는 하나의 본성이 된
다. 그런데 신성은 영혼과 육체에 형상으로서 또는 부분으로서 결합되지 않는
다. 이것은 신전 완전성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성과 영혼과 육체
가 하나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자신 안에 완전하고 순수하게
존재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인성을 취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본성이 산출(generation) 또는 출생(birth)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말한다(CT, 2, 212). 그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두 가지라면, 그에게는
출생도 두 가지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두 가지 출생
(generation)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나는 영원한 출생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신성을 받는다. 다른 하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출생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성을 받는다.(CT, 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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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행위는 자립체(suppositum, hypostasis)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
에 하나의 자립체만 있다고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의 행위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CT, 2, 212). 그러나 아퀴나스는 이것
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한다. 만약 행위 안에 많은 원리들이 들어있
다면 어떤 개체 안에서 많은 행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본성은 행위에 대하
여 그것의 원리로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다.84)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신인양성’(神人兩性, theandric)의 행위이다.85) 예컨대 그리스도가 나병환자를
‘만진’ 행위는 인성으로 말미암은 행위였지만, 그러한 ‘만짐’이 그 사람의 나병
을 ‘치유’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
로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적 행위와 고통은 그가 가진 신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을 구원하는 데에 유효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육화 논쟁의 핵심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와 존재방식으
로 요약된다. 이때까지 살펴본 각각의 견해들은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입장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입장의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된다. 아퀴나스는 각각의 견해가 나타내
는 오류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오류를 비껴나가는 방식으로 육화에 관한 자신
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부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중세에 그러한 진리는 받아들여도 그
만이고 안받아들여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부정하는 이는 이단으로 단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84) 그리스도의 행위와 삼위일체의 행위는 그 방식이 같은가?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성 안에 있
는 세 위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행위가 존재한다.
85) 디오니시우스(Dionysius)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신인양성(神人兩性)의 행위로 보고 ‘테안드리
카’(theandricam)라는 용어로 불렀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인한 행위는 그의 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부분이라고 본다. 하나의 자립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더
고차원적인 것들에게 그 이외의 것들은 수단으로서 기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은 신성
을 위한 매체(organ)가 되는 것이다. (CT, 2,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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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추방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육화
논쟁은 현대인들의 눈에는 삶과는 무관한 복잡하고 사변적인 것으로만 보이는
지만 중세인들에게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이다.
그러나 육화 논쟁은 중세인들에게만, 아니면 신학자들에게만 중요한 주제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
라면, 그것은 신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육화
논쟁의 핵심문제인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은 무엇이
며 인간은 어떻게 하면 그런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라는 질문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그 실현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육화 논쟁은 교육학
의 핵심적 관심사와 맞닿아 있다. 인간의 본성은 그것의 의미를 묻는 사람과
동떨어진 제3의 객관적 대상이 아니다. 이 질문은 엄밀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 대
한 이해 없이 그 질문에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가를 보면 그 사람이 삶과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점의 차이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우리는 과연 서로 같은 세상
에 사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중세의 이단자들에게 내려졌던
‘추방’이나 ‘사형’이라는 벌은, 어쩌면 사상의 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괴리감을
행동으로 옮긴 벌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전한 인격의 표상이요, 교육적 인간상이다.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
을 모두 가진다는 계시신학의 교의는 특정 종교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교육학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다. 보통의 인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완전무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자기완성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다는 교의 또한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비록 감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참된 자아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 인간의 자아
실현의 방식은 그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인간 안에 가능태로 잠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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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성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적 의미의 자아실현만을 뜻하지
않으며 세속교육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현해야 할 자
아가 ‘신성’인 이상,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은 욕망 추구의 과정과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활’은 종교적 의미의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
육학적 의미에서는 ‘자기완성’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그리스
도의 죽음과 부활은 신학적 주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 회
복,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실천을 설명하는 교육학적 개념이기
도 하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수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인간은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며, 그리스도의 들어올림

(exaltation)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를
알게 한다고 말한다(CT, 2, 236).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조의 죄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을 극복한 후에, 영원불멸의
삶을 위하여 부활한 맏물이 되었다.86) 최초에 아담의 죄를 통하여 삶은 죽음의 운
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인간의〕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베
풀었던 속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최초로 영원불멸의 삶이 나타났다.(CT, 2,
236)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파괴한 것과 마
찬가지로,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회복시켰다고 말한다.
부활의 개념은 그 안에 죽음과 완(전)성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죽음은
모든 존재자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이며, 부활은 존재
자가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도달하게 된 완성의 상태이다. 아퀴나
스의 체계에서 완성의 개념은 신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성립한다. 아퀴나스
에 의하면 인간의 완전성은 신과의 유사성(likeness)을 의미한다. 그 유사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의 존재자는 신과의 유사성에 접근한 정도만큼 고귀하
8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고린도전서』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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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완전하다. 그런데 신은 어떤 가능태와도 결합되지 않은 순수 현실태이다.
그러므로 실체들 중에서 최상의 존재자들은 더욱 현실적이고 가능태를 덜 가
지며, 반면에 하위의 존재자들은 가능태를 더 많이 가진다.’(CT, 1, 74) 신은 자
기 본질을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현실화한 존재이다. 그리고 신의 본질은 존
재이다. 그러므로 존재함이 곧 완전성을 의미하며 비존재는 불완전성을 나타
내는 것이다. ‘신은 자기 존재 안에서 영원불변하므로 신과의 유사성을 결여하
고 있는 존재자들의 등급 중에서 최하위의 것들은 생성과 소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자들은 한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존재를 그친다. 그리고 존재는
사물의 형상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존재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형상을
가지는 동안에는 존재하지만, 자신의 형상을 박탈당할 때에는 존재하기를 그
친다. 그러므로 그것들 안에는 어떤 때에는 형상을 보유하지만 어떤 때에는
형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질료(matter)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물들의 위계에서 최하위의 것들은 질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CT, 2, 74) 본질이 질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자는 질
료와 형상이 분리될 때 존재하기를 멈춘다. 생물의 경우에 존재의 소멸은 죽
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여 형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자에게 소멸
은 없다. ‘존재는 항상 형상을 따르기 때문이다.’(CT, 2, 74) 따라서 인간에게
이해하게 하는 지성(intellect)이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CT,
2, 84). 생성과 소멸의 고유한 주체는 질료인데, 지성은 질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87) 아퀴나스는 지성을 ‘자기의 존재 안에서 자립하는 실체’(CT, 1, 84)
라고 규정한다. 지성은 그의 행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의 본성상 완전
히 질료를 넘어서서 고양된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을 질료로부터 떼어놓지 않
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CT, 1, 84).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영혼의 부활만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
87) ‘우리가 어떤 실체가 양 없이 현존할 수 있다는 (그리고 단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
을 알 때에만 비로소 실재를 그 자체로 질료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고찰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철학에서 지성과 그 존재 근거〔영혼〕가 정신적이라는 생각을 분석할 때에 이런 통찰
에 도달한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경계에 서 있게 된다. 즉, 우리는 형이상학
의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다. 우리가 비물질적인 존재자의 실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존
재자를 일방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존재자가 필
연적으로 물질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Elders, 2003,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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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범으로 하여 이루어질 인간의 부활 역시 지적인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사
건이 된다. 부활의 상태가 지복직관(至福直觀, comprehension)의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CT, 2, 237-238).88) 그러나 아퀴나스는 부활을 지성의 영역으로 한정
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립체와 본성에 있어서 모두 죽은 것이며, 양
자 모두에 있어서 부활한 것이라고 단언한다(CT, 2, 238). 그리스도는 부활한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고 만져보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인간 본성’에 적합한 행위―먹고, 마시고, 이야기 하는
등―를 함으로써, 자신의 두 가지 부활을 모두 나타내 보였다. 그리스도는 자
신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죽음과 삶이 어떠한 의미의 사건인지를 가
르쳤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twofold) 죽음과 두 가지 삶이 있다. 첫째 죽음은 영혼으로
부터의 분리로 인하여 초래되는 육체의 죽음이다. 두번째 죽음은 신으로부터의 분
리로 인하여 초래되는 영혼의 죽음이다. 자기 안에 두번째 죽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두 가지 죽음, 즉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자신이 겪었던 첫번째 죽음, 즉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모두 파괴하
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죽음과 반대되는 두 가지 삶
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 가지는 영혼으로부터 부여받은 육체의 삶이며 이
것은 자연의 삶(life of nature)이라고 불린다. 다른 한 가지는 신으로부터 오는 영
혼의 삶이며 이것은 정의의 삶(life of justice) 또는 은총의 삶(life of grace)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삶은 인간에게 신앙을 통하여 주어진다.〔…〕따라서 부활에도 또
한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되는 육체의 부활이며, 다
른 한 가지는 영혼이 다시 신과 결합되는 영적인 부활이다. 이 두번째 부활은 그
리스도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결코 죄로 인하여 신과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통하여

88) 구원의 상태로 간주되는 지복직관(至福直觀)은, 아퀴나스가 형이상학의 대상을 설명할 때에
도 들어볼 수 있는 용어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비물질적인 존재자에 관한 직관은 형이상학
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 그는 형이상학의 대상은 실재, 곧 ‘인간이 만들지 않은’ 사물
이라고 말한다(Elders, 2003, p. 43). 직관은 비물질적 존재자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인식은 그 자체로 구원을 위한 실천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인식은 구원에 붙박혀 있는 개념이다. ‘진리의 인식은 삶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SCG, 1,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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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안에 육체적 부활과 영적인 부활 모두의 원인이 된다.(CT, 2, 239)

만약 부활의 효력이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신은 ‘육화’할 이유가 없었
다. (마찬가지로 말하여 신은 삼위일체로 존재할 필요도 없었다.) 인간의 구원
은 영혼은 물론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격적’ 구원이어야 한다. 또는, 인간의 완
성은 인간의 삶 전제를 망라하는 총체적 완성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속에 통합한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인격은 파편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에 의한 구원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의
미는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89)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구원은 신에 의한 구
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며,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태이다. 삼위일
체, 육화, 부활의 개념은 존재의 형이상학에 토대를 두고 설명될 때 보다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89)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주해에서 ‘신의 말씀은 영혼을 부활시키지만, 육화한 말
씀은 육체를 부활시킨다’(CT, 2, 239에서 재인용)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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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마스 아퀴나스와 목적론적 교육론
세계의 구조를 존재와 본질의 역동적 결합으로 설명하는 아퀴나스의 존재론
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고 그러한 본성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교육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체계에
서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과 별개의 일이
아니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인간의 자기완성은 그가 마음과 몸을 가진 존재
자라는 점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일명 자연신학, 또는 존재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의 독특한 학문적 관점은 인간 본성의 형이상학적 차원과 경.
험적 차원을 둘 다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나의 지평에서 긴장과 균형을 이루
는 것으로 설명한다. 마리땡은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이어받아 형이상학적 차
원과 경험적 차원의 인간 본성을 각각 인격과 개체성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한
다. 인간의 본성은 세계를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하여 내면화하는 만큼 실현
되는 그것이며, 세계는 현재까지의 인간 본성이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다. 세계
와 인간 본성이 맺고 있는 이러한 관련 방식은 여타의 존재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것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기완성의 최고 경지를 ‘신의 위격’(persons)에서 찾아낸
다. 인격은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다만 양자의 차이는,
인간에게 그러한 본성은 가능태로 있는 것이지만, 신에게 그것은 언제나 현실
태로 있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세계의 본질을 관조하면서 자신의 완전성을
항상 현실태로 갖추고 있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다. 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무
소부재(無所不在)라든가 전지전능(全知全能)과 같은 말은 신과 세계의 관련 방
식을 인간의 불완전성(또는 가능성)에 비추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신에 대한 그러한 표현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세계와 맺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식을 상정하고 그 가상적 최종상태를 기술한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인간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완전한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인
간이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식한다는 것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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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다른 의미가 아니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의 교육학적 의의는 인간의
본성―인격―은 지식 추구 활동에 의하여 확립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드
러낸 데에 있다. 이렇게 지식의 가치를 인격완성으로 설명하는 아퀴나스의 존
재론은 지식의 가치를 그 실제적 결과에서 찾는 실용주의나 실증주의 일변도
의 현대 교육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1.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론의 현대 교육학적 해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현대에 계승한 대표적인 사상가로 마리땡(J.
Maritain)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리땡은 ‘인격’(personality)의 초월적이고
자율적인 가치를 부각시킨 현대의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이론가로 알려
져 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마리땡의 견해는 현대의 실용주의나 실증주의
이론의 인간관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인격에 관한 그
의 이론이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
다.90) 마리땡의 인격이론이 상정하는 인간관은 그 자신의 구분에 입각하여 말
하면 ‘과학적 인간관’과 대비되는 성격의 것이다. 마리땡은 그의 저서인『기로
에 선 교육(Education at the Crossroads)』에서 현대의 지배적인 인간관을 ‘과학
적 인간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특징짓고 있다.91) 그에 의하면 ‘과학적 인간관’
이라는 것은 ‘일체의 존재론적 내용을 가능한 한 제거함으로써 오로지 감각
경험에 의해서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관점을 가리킨다
(Maritain, 1960, p. 4). 그러한 관점으로 파악되는 인간의 본성은 관찰과 측정
이 가능한 현상 수준의 것이다.
마리땡에 의하면, 과학적 관점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유일한 관점은 아니며,
90) 아퀴나스는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를 존재의 본질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리땡은 아
퀴나스의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여 인간의 본질을 개체성과 인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여 설명한다. 마리땡의 구분은 아퀴나스의 구분과 대동소이하다. 마리땡의 의식과 전의
식의 구분 또한 인간의 본질의 인식론적 구분이며, 그것은 각각 인식의 경험적 차원과 형이
상학적 차원에 해당한다.
91) 이하 마리땡의 교육사상은 J. Maritain, Education at the Crossroads, Yale University Press,
1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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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바라보는 또 다른 범주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마리땡은 과학적 인간
관이 교육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
정하지는 않지만,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인간의 본성을 규정할 때 교육의 목
적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과학적 인간관은 인간의 존재론적
깊이를 도외시한 채 인간에 관한 지극히 피상적인 수준의 이해만을 전달하며,
인간의 본성의 존재론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인간관은 결코 교육의 올바른 토
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마리땡의 주장이다. 마리땡의 주장대로, 인간의 본성
을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따라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자아의 완성이나 본
성의 실현, 또는 행복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총체로서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
는 과학적 인간관의 불충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마리땡은 ‘철
학적-종교적 인간관’을 제시한다.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본성에는
감각 경험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존재론적 신비의 차원이 있음이 부각된다.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은 ‘지력으로 알 수 있는’(intelligible) 인간의 측면을 가
리키는 것으로, 그것의 기준과 증거를 그 자체 안에 갖는다(Maritain, 1960, p.
5). 마리땡에 의하면, 그러한 인간관을 ‘철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인
간의 본성 또는 본질을 다룬다는 점 때문이며,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것이 인간의 본성의 존재론적 지위를 신과 관련짓는다는 점 때문이다. 마리땡
은 인간에 관한 완전하고 통합적인 관점―교육은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
지는 활동이다―을 제공하는 인간관은 오직 철학종교적 인간관뿐이라고 주장
한다.
그런데 마리땡에 의하면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은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서양 문명에 존재해온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고대 희랍적, 유대교적, 기독교적 인간관
이 그것이다. 각각의 인간관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하자면, 고대 희랍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서 인간의 최상의 존엄성은 지성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유대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신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
유로운 개체로서 인간의 최고의 의(義)는 신의 법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죄 많고 연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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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의 삶과 자유로 초대받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고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Maritain, 1960, p. 7). 이 중에서
마리땡 자신의 입장으로 제시되는 것은 ‘기독교적 인간관’이며, 기독교적 인간
관은 희랍의 ‘이성’을 중시하는 전통과 유대교의 ‘의지’를 중시하는 전통을 통
합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마리땡이 제시하는
인간관은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의 기조를 이어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은 희랍의 철학과 기독교의 신학을
종합한 결과로 이룩된 것이다.
마리땡은 이 세 가지 인간관을 각기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는 대등한 관점으
로 보지 않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것을 가장 올바른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많은 형태의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이 있지만 오직 기독교적 인간관만이
교육의 올바른 토대가 될 수 있다’(Maritain, 1960, p. 6)는 식의, 다소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마리땡과 마찬가지로, 베크(G. A. Beck)는 아퀴나스의 체계가
교육에 주는 중요한 시사는 특히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토마스주의의 교육의 목적을 해설하는 자신의 논문에
서 아퀴나스의 사상이 현대의 과학적 발견의 세계에 그리고 더욱 복잡성을 띠
게 된 20세기의 사회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92) 베크도 아퀴
나스의 사상이 비단 로마 가톨릭 교회나 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마리땡의 이러한 주장은 ‘자문화 중심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
의 주장에서 교육학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적 인간상으로 마리땡이 제시하는 철학적-종교적 인간
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인간관은 시대, 지역, 인종,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타당한 관점
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
는 무엇인가?
사실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는 일은 ‘중세’와 ‘기독교’라고 하는 특수한
92) 베크의 논의는 그의 논문, G. A. Beck(1971), ‘Aims in Education: Neo-Thomism', T. H. B.
Hollins eds., Aims in Education: the Philosophic Approach,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109-132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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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현대에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과제이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현대의 교육이론
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본 논문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이 상정하는 형이상학
적 인간관이 현대에 만연해 있는 실증주의적 인간관에 대하여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마리땡의 용어로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은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public education)에도 일반화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첫째 질문에서의 대안가능성 여부는 그 관점이 교육을 얼
마나 근원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둘째 질문에서 공교육에
의 적용 문제는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마리땡의 논의를 계속 따
라가 보겠다.
마리땡이 말하는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에서 종교를 분리하여 오직 철학의
관점에서만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인격’이다(Maritain,
1960, p. 7). 베크는 아퀴나스 철학의 특징이 질료와 형상, 그리고 가능태와 현
실태에 관한 논의에 있으며, 그러한 논의들이 인간의 본성과 그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Beck, 1971, p. 125). 아닌
게 아니라, 마리땡의 인격이론은

아퀴나스의 질료-형상 이론과 가능태-현실태

의 이론,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와 본질에 관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세계는 질료와 형상이라는 두 가지 원리
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듯이, 마리땡의 체계에서도 인간은
개체성과 인격의 상호 결합으로 설명된다. 또한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우주의
운동을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으로 설명하듯이, 마리땡 또한 인격의 완
성을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으로 설명한다. 존재와 본질의 구분에 입각
해서 말하자면, 마리땡이 말하는 개체성과 인격은 인간의 본질의 두 가지 축
에 해당한다.
마리땡의 인격이론을 아퀴나스의 질료-형상 이론에 비추어 설명하면, 인격은
형상에 그리고 개체성은 질료에 각각 그 존재론적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리땡에 의하면, 인간은 그가 물리적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 121 -

한편으로 ‘개체’(individuality)93)라고 불리며, 그가 가진 정신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는 ‘인격’(personality)이라고 불린다. 질료와 형상 중 어느 하나를 결여
한 것을 실체(substance)라고 볼 수 없듯이, 개체성과 인격이 분리된 인간은 실
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개체성과 인격은 철학적 관점으로 본 인간의
두 가지 구성원리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각각의 원리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체성과 인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감
각과 본능에 의한 동물적 삶뿐만 아니라 이성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
다. 마리땡은 이러한 인간 존재자의 특징을 ‘두 개의 세계가 만나는 하나의 지
평’이라는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Maritain, 1960, p. 9).94) 마리땡은이 인간성
(humanity)을 ‘지평’(horizon)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 비유에 얽매여 인간
성은 고정된 채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지평’은 인간
이라는 존재가 가진 내적 생명력과 교육이라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인간의 전 생애 동안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리땡의 표현대로, 인간은 무생명의 진흙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Maritain, 1960, p. 30).
마리땡은 인격을 단지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관점으로 설명한다. 마리땡에 의하면 인격은 신과 연결된 신비한 차원의 것인
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퀴나스의 인격 개념에 토대를 두는 것이다.95)

인격의 개념은 이처럼 총체성과 독립성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을 인간이
라고 칭하는 것은, 인간은 그 존재의 깊이에서 볼 때 부분이 아닌 총체라는 것,

93) 본 논문에서는 ‘individuality’의 번역어로 문맥에 따라 ‘개체’ 또는 ‘개체성’을 섞바꾸어 사용
한다.
94) ‘지평’(horizon)이라는 말은 아퀴나스가 인간의 영혼은 신체와의 결합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은 자립적 실체라는 주장을 동시에 펼칠 때 인간 영
혼이 가지는 이러한 이중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유이기도 하다. (ST, I, 77, 2
참조.) 이재경 교수에 의하면, 아퀴나스가 인간 영혼을 물질적 형상들의 질서에서 최상위에,
그리고 물질과 분리된 영적인 실체들―신, 천사 등―의 질서에서 최하위에 위치시킨 것은 인
간 영혼의 이러한 중간 상태를 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이재경, 2002, p. 267 참
조.)
95)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격체는 자연속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 다시 말해서, 합리
적 본성을 가진 자존적 개체이다.’(ST, I,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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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된 상태에 있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형
상을 닮아 있다고 말할 때 종교적 사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이러한 인간 본
성의 신비이다. 인간은 그가 존재, 진, 선, 미의 영역 그리고 신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점 때문에 절대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이러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는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적 본향은 사물들의
총제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물들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며, 세계보다 우월
한 신성한 절대자를 모종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대자를 향한 지
향성을 가지고 있다.(Maritain, 1960, pp. 8-9)

마리땡에 의하면 인격이 신비인 것은 그것의 신과의 관련 때문이다. 마리땡은
인격이 최고로 완성된 상태를 신에게서 찾아낸다. 토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인격을 신의 창조 안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칭송한다(Beck, 1971, p. 115). 인간
은 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피조물과 동일하지만,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고귀하다.96) 인간이 신의 형
상을 닮아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전달하는 뜻은 인간은 신과 마찬가지로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리땡을 위시로 하는 신토마
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완성된 인격의 모습은 지성과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기술된다. 양자의 완전한 결합은 원칙상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따
라서 인간의 완성은 인간이 신의 경지로 발돋움하는 것이라는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아퀴나스의 용어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 결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고 볼 수 있다.97)
96) 인격에 있어서 지성과 자유 또는 인식과 사랑의 구분은, 전인(全人)의 구성요소로 흔히 말하
는 지정의(知情意) 또는 지덕체(智德體)의 구분방식과 다른 것이 아니다. 전인이 두 가지 요
소로 되어 있다고 말하든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하든 그것은 ‘완전한 인
간’(whole person)의 본성을 특정한 관점에서 파악한 추상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
라 마리땡도 인간의 본성을 지성과 자유라는 원리로 파악한 것은 인간의 능력을 ‘사유’와 ‘실
천’의 능력으로 구분하는 서양의 전통에 일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97) 아퀴나스는 ‘인간의 창조’를 다룬 후에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는가’를 질문하
고 ‘신의 모상’을 그 대답으로 제시한다(ST, I, 93, 1).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은 지성과 자유
의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신의 모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ST, I-II, prologus). 중세가 암흑기라거
나 인간성이 말살된 신 중심의 시대라고 하는 생각은 모두 계몽주의 사상의 소산물이다. 인
간은 지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자라는 점에서 신과 닮아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성스러움’과 ‘인간다움’은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개념에서 인격을 배제하

- 123 -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자기완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앞에서 마리
땡이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를 개체성과 인격으로 구분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말은 그러한 존재론적 구조에 입각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마리
땡에

의하면

전체(entirety)로서의

인간은

그의

영혼이

정신적

자존체

(subsistence)라는 점에서 하나의 인격체요, 질료―이것에 의하여 동일한 종(種)
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것이 된다―라는 비특수적 다양성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의 개체이다(Maritain, 1960, p. 34).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가 이렇게 두 가
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기완성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이 따라 나온다. 즉, ‘자아의 발달은 인격이라는 노선을 따라서 정신적 자아의
실현과 독립을 지향하며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체성이라는 노선을 따라서 질
료와 유전형질 때문에 주어진 성향들의 발산을 지향하며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Maritain, 1966, p. 34)
마리땡은 자기완성 또는 교육은 인격과 개체성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 측면에 치우치는
것을 교육의 실패로 간주한다. 그는 인격과 개체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일의 관건은 양자가 양립하면서도 개체성을 최소화하고 인격을 최고로 실현하
는 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마리땡에 의하면, ‘내면적 자아는 이성과 자유
의 삶이 본능과 감각적 욕망의 삶을 지배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발달한
다.’(Maritain, 1960, p. 34) 마리땡은 개체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은 자아의
완성을 ‘질료적 자아(material ego)의 해방’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현대의 진보주의 교육을 든다(Maritain, 1960, p. 35). 진보주의에서는
자아의 완성을 자기이산과 자기해체로 맞바꾼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로 개체
성을 억압하는 교육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개체성을 아예 말살할 때 배출
되는 인간은 이른바 박제된 인간이다. 그것은 ‘창조주를 닮아 신비스러운 얼굴
로 표현되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격’이 아니라, ‘관습적 인간의 탈’인 것이다

고 인격과 분리된 개인을 인간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인간의 관념은 물론 신 관념에도 변화
가 왔다고 볼 수 있다(II장에서 설명한 ‘기능적 개념’의 ‘비기능적 개념’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신을 인간 바깥에 있는 별도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현
상의 그 증거가 된다. 적어도 중세 시대까지는 성스러움과 인간다움은 양립 불가능한 두 가
지 속성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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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ain, 1960, p. 35). 개체성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것으로서
인격과 분리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살되면 인격 또한 함께 말살될
수밖에 없다.
참다운 인격완성이 개체성과 인격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도모하는 일에 달
려있다면,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땡
은 교육은 필요조건이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는
‘학습자 편에서의 마음의 자연적 활력’과 ‘교사의 지적 안내’는 교육을 가능하
게 하는 역동적 요소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부차적
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교육은 의술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따르는 예술’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Maritain, 1960, p. 30). 마리땡에 의하면 학습자는 자신
안에 ‘생동적이고 능동적인 지식의 원리’, 즉 ‘내적 관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
는 존재자이다. 인간은 ‘지식’과 ‘사랑’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존재자
이며,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존재자이다. 마리땡은 인간이 이
러한 이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에 의한 마음의 도야가 요청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리땡은 삶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을 서로 다른 것으
로 보지 않는다. 그의 용어를 빌어 삶과 교육이 공유하는 목적을 말한다면, 그
것은 ‘관조’(contemplation)와 ‘자기완성’(self-perfection)이다. 마리땡에 의하면,
‘관조와

자기완성은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나타낸

다’(Maritain, 1960, p. 12).
교육의 본령은 지식의 전달에 있다고 주장하는 마리땡의 아이디어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지식과 인격의 관련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문제
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보기 위하여 마음에 대한 마리땡의 또 다른 개념적 구
분인 ‘전의식’(前意識, preconscious)과 ‘의식’의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
으로 요청된다. 전의식을 현대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서 그가 상정하는 인간관이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리땡이 말하는 전의식은 프로이트 학파가 말하는
무의식(unconscious)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이
‘본능, 잠재적 영상, 정서적 충동 및 감각적 성향 등 인간 내면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가리킨다면, 전의식은 ‘지력과 의지라는 정신적 능력의 근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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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을 가리킨다(Maritain, 1960, p. 40). 전의식은 그것이 ‘의식이하’(意識以
下, subconscious)라는 점에서 보면 무의식과 일견 비슷해보일지 모르지만, 결
코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며, 인간의 존재론적 깊이를 나타내기 위한 형이상학
적 개념이다. 그런 만큼, 전의식의 작용은 무의식과는 달리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 전의식에
대한 마리땡의 언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성은 오직 의식적인 논리적 도구와 그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의
지 또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명시적인 개념과 판단,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는 의지의 결단과 작용의 근저에는
지식과 시(詩), 사랑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원망(願望)의 원천이 영혼의 은밀한 생
명력이라는 암연 속에 감추어져 있다. 지성적 지식은, 그것이 개념과 판단으로 정
형화되고 표현되기 이전에,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통찰의 발단으로 먼저 나타난
다. 그 통찰은 지성의 조명활동의, 형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충돌로
부터 발생하며, 파악되어야 할 가지적 내용을 향하여 미미한 떨림으로, 그러나 무
한한 가치를 가진 작용으로 나타난다.(Maritain, 1960, pp. 40-41)

마리땡은 그의 다른 저서에서 ‘전의식’을 ‘창조적 직관(creative intuition)'이라
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창조적 직관은 합리적인 지식, 즉 이성에 의한
개념적, 논리적, 추론적 실천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며 그 자체에 관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지식이
다.’(Maritain, 1957, p. 85)
사실상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마음인데도, 그것을 전의식과 의식으로
구분하는 마리땡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의도는 명백히 교육이 어떤 일을 하
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리땡은 이러한 구분을 한 후 교
육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창조적 직관의 능력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맥킨네르니(D. McInerny)는 마리땡의 교육철학을 해석하는 그의 논문
에서, ‘마리땡의 토마스주의가 말하는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인간 본성
의 목적을 계발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정교한 기술자를 조달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McInerny, 1999, p. 188). 맥킨네르니는 아퀴나스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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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땡이 인간의 마음을 결코 ‘백지’(tabula rasa)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McInerny, 1999, pp. 188-189). 만약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
면 그것에서는 생동감 있고 능동적인 지식의 자연적 원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
다. 그는 마리땡이 말하는 영혼의 능력은 아퀴나스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성과 의지라는 영혼의 능력은 그것의 본질
로부터의 존재론적 발현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전의식은 인격이 흘러나오는 영혼의 핵심부에 해당하며, 그것은 영혼의 내부
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성의 조명작용(illuminating)에 의하여 현
실화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음에 관한 위의 구분이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그 의도
는 지식의 내면화가 어떻게 가능하며 또한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앞 장(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퀴나스가 플라톤의 이데아 이
론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 이론, 가능태-현실태의 이론에 주목
하고 또 그것을 존재와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것은, 사물의 목적(telos)은
사물의 외부에 사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별적 사물 안에 들
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목적은 그
자체로 처음부터 존재하다가 저절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키
려는 실천적 노력에 의하여 비로소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리땡은
아퀴나스의 이러한 존재론적 아이디어를 따라 인간의 마음을 분석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사물’이 아니지만, 그것의 목적을 자신 안에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물과 다를 바 없다. 마리땡은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충실하게 인간
마음의 텔로스를 ‘전의식’ 또는 ‘창조적 직관’으로 번역해낸 것이다. 그런데 토
마스주의자들이 말하는 텔로스는 사물이 완성된 상태만을 지칭하는 정적 개념
이 아니라 그 완성의 과정 안에서 내내 작용하는 동적 개념이다. 텔로스를 간
직한 마음은 무엇인가가 기록되기를 기다리는 백지나, 투입한 대로 결과를 산
출하는 기계에 비유될 수 없다. 따라서 마리땡은 완성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마음과 그러한 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마음의 텔로스,
마리땡의 용어로 전의식 또는 창조적 직관은 그것을 일깨우는 활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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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줄곧 역동적으로 관여
한다. 마음을 완성시키는 기제가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완성은
진정한 ‘자기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완성시
키도록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마음이 완성된 상태는
‘자유’라는 이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자유는 무의식적
욕망의 발산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로 규정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마
리땡은 교육의 목적은 ‘창조적 직관의 해방’(Maritain, 1960, p. 42)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직관을 위한 훈련이나 학습은 존재하지 않는
다’(Maritain, 1960, p. 43)고 하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듯한 주장을 동시에 펼
친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직관을 위한 훈련이
나 학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체 부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분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때 이 말은 직관을 직접적인 내용
으로 하는 훈련이나 학습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직관은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을 겨냥하여 교
육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한데, 마리땡은 그
매체를 지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직관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며, 보다 정확히 말하여, 직관은 지식을 가르치듯 가르칠 수 없는 것
이다. 여기서 하나의 파라독스가 발생하는데,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알기 위하
여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마리땡의 용어를 빌
어 다시 말하면, 전의식(preconscious)은 의식(conscious)을 일깨우지 않고서는
결코 일깨울 수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맥락과 그러한 인
간의 본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설명하는 맥락에서 전의식과 의식의 강조점은
달라진다. 즉,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맥락에서 전의식(또는 직관)은
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설명하
는 맥락에서는 의식이 전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설명된다. 교육이 명백히 의식
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활동
이라는 데에 있다. 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이성에 의한 개념적, 논리적, 추론적 실천’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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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천이 반드시 전의식의 해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노력은 성
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마음에 관한 형이상학적 구분을 거부하고 오직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마
음만을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할 때 교육은 그것이 지식과 의지 중에서 어느
편을 강조하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형식도야이론을 보
면 잘 알 수 있듯이, 현상 수준의 마음만을 상정하여 지식교육을 정당화할 때
그 근거는 정신 능력의 계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신 능력을 계발
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능력이 실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데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리땡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이지 그 능력이라는 근육 훈련에 의해서가 아니다’(Maritain.
1960, p. 52). 실용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듀이가 교육의 목적으
로 ‘경험의 계속적인 성장’을 말했을 때, 그때의 경험은 문제를 해결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마리땡은 듀이의 교육이론에 대하여 ‘성장에
는 더 성장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는 아이디어는, 비유컨대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럴듯한 건축자재가 나오기만을 기다
리며 어떤 방향으로든 건축술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
(Maritain, 1960, p. 17). 결국 교육에 관한 실용주의적 관점은 ‘학생들에게 최
고의 정신훈련의 기술과 과학적 방법들로 무장된 학문적 회의주의만을 제공할
뿐’이다(Maritain, 1960, p. 13).
이제 앞에서 제기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보아야 한다. 고
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인간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철학-종교-과학’으로 범주
화할 때, 철학적-종교적 관점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
효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인간관은 현대에 오히려 더욱 필요하
다.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은 과학적 인간관이 드러내지 못하는 교육의 목적과
과정을 보다 근원적인 수준에서 설명해준다.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에 기대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활동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기 어렵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현대적 관점이라고 하여 모두 이전의 것보다
발달한 관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리땡 이론의 의의는 개체성과 인격,
의식과 전의식 등의 개념적 구분을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과 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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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엽적인 것을 교육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교육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마리땡이 제시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관점인가 하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기독교적 인간관이
문명국가의 공통적 의식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회에 적용된다는 생각
은 그릇된 것이다. 마리땡이 인간을 ‘지성과 의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유지
하는 인격’(Maritain, 1960, p. 8)이라는 말로 정의했을 때, 그는 자신의 내면세
계가 하나의 목적 안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룬 상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술한 것이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본능적 충동과 유행하는 다양한 지식과 신념 그리고 마음
에서 작동하는 온갖 활력들로 이루어진 내면적 다중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간
은 언제나 자유인보다는 노예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인간 내면세계의 통합이라는
이 지난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요청된다.(Maritain,
1960, p. 47)

내면적 다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험난한 수고를 자처하는 인간을 시간과 공
간적으로 특정한 사회에서만 가치 있는 인간형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
다. 마리땡이 기독교적 인간관을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의 범주에 넣었을 때,
그것은 인간의 현상적 측면을 기술하는 관점은 아닌 것이다. 만약 그가 기술
하는 인간이 현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특정 사회에 속하는 인
간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성의 합리성과 의지의 자발성이 최고도로 완성
을 이룬 인간은 총체로서의 인간의 모습에 관한 형식적 규정이다. 따라서 그
러한 인간은 현상 수준에서는 결코 천편일률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특정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저마다 지닌 고유한 성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리땡은 근대 이후 서양을 지배해온 과학적 인간관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대안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입
각한 인간관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교육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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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땡은 과학적 인간관을 토대로 하여 교육을 할 때, 교육은 인간의 ‘실증적’
기능을 길러주는 일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능의 도야로
교육을 정당화할 때 교육의 의미는 개인 저마다의 생각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설명은 교육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을 도
구화한다. 인간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가 가진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
재 자체 때문이라는 점을 마리땡의 이론은 아퀴나스의 존재론과 연속선상에서
드러내고 있다.

2. 자기완성으로서의 교육
아퀴나스의 존재론이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 즉 ‘인간의
본질은 존재와 일치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견해는 현대의 실용주의 일변도의
교육이론이 가지는 난점과 극복 방안을 드러내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실용주의의 교육이론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과 삶의 관
계를 수단-목적 관계로 파악한다는 데에 있다. 교육활동의 의미를 그것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든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그것의 효용성을 들어 말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내재적인 성격을 띠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교육에 관하여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의미를 제시하
려고 할수록 오히려 교육의 진정한 혜택은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의 목적으로
흔히 제시되는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것도 그러한 상태가 교육활동과 맺는
내적 관련이 어떤 것인가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좋은
상태인지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엄밀하게 말하여 그것은 교육의 한
가지 결과일지언정 진정한 목적은 아닌 것이다. 교육은 개념상 좋은 것을 추
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일은 좋은 것의

기준을 탐색하는 일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차라리 인간의 성장은 좋
은 것의 기준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아퀴나스
의 존재론은 좋은 것의 기준을 탐색하고 추구하는 주체가 개별적인 인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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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기준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인간에 의하
여 임의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잘 드러내어준다. 아퀴나스는
세계의 구조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존재와 본질의 구분―을 통하여 이것을
설명한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은 표면상 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해명인 것처럼 보이
지만, 그 심층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신학적 해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올바
른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은 무
엇인가’라는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
간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답하기 위하여 제기된 질문이라고 보아야 하며, 인간
의 본질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의 관련 속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신
의 본질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올바른 삶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올바른 삶에 대한 관심은 교육학의 관심과 다른 것이 아니다.
신에 관한 탐구는 인간 자신의 올바른 삶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촉발된다는
본 논문의 가정에 비추어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볼 때, 거기에서 말하는 ‘신’이
라든가 ‘자아(자기)’라든가 ‘완성’이라든가 하는 개념들은 결코 교육과 별도로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사실을 두고 말하자면, 그러한 개념
들은 교육이라는 활동으로부터 추론되어 나오는, 교육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
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신이 무엇인가 말했다면, 그가 인간 지성에 관하
여 말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Maritain, 1960, p. 82)라고 말한 마리땡의 말
은, 주어를 바꾸어 ‘인간이 신에 관하여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은 인간의 지성과
지성을 현실화하며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삶에 관한 말’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와 일치함으로써 완성된다’는 아퀴나스의 견해를 교육학
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종류의 발언이 형이상학적
발언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서, 현대인의 눈
으로 보기에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적 구분들과 마주할 때, 그러한 개
념적 구분들이 가지는 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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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 현대인의 눈에 의미 있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사실’에 관한 것들
이기 때문이다.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 현대인에게 익숙하게 들리도록 할 수
있는 ‘사실적인 발언’은, 그런 것은 ‘없다’는 말뿐이다. 아퀴나스도 말한 바와
같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자이지 존재나 본질이 아니다. 존재와 본질은 존재자
를 구성하는 원리일 뿐이며 그것은 존재자로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없는 것’이
다. 그렇다면 현상 수준에서 파악 가능한 인간 존재자에 관해서만 말하면 되
지 어째서 ‘있지도 않은’ 인간의 존재론적 구성 원리에 관해서도 말해야 하는
가? 이 질문은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며, 이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퀴나스 존재론을 현대에도 의미 있게 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퀴나스가 세계를 존재와 본질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 것은 궁극적으로 인
간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며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종교에서
의 구원은 교육에서의 자기완성과 다른 개념이 아니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세계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의 존재를 힘입지 않고서도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순수존재’와 그러한 존재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존재자’
로 구분된다. 존재자가 존재를 분유하는 방식은 그것의 본질에 따라 모두 다
르지만, 존재를 더 많이 분유한 존재자일수록 그만큼 ‘선’(善)에 가까운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각자 자
신의 고유한 본질 안에서 또는 본질을 통하여 실현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가
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따르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이 서로 다른 것들끼리 또는 그것들 자체 안에서 그
저 ‘다른 것’ 이상으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 만큼 ‘선한 것’이다. 우주만물 중
에서 어느 것 한 가지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아름답다’거나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다양한 사물들은 ‘선’이라는 목적을 실현한 정도―자기완성의 정도―에 따
라 위계를 이루며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리켜 ‘선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선’의 기준이 없다면 세계의 운동을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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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곧 실재라고 생각했던 종래의 관점에 비하여 본질과 구분되는 존재
를 강조하는 아퀴나스의 존재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그러한 관점이 ‘완
성’이 어떤 상태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퀴나스 특유의 관점인 ‘존재의 형이상학’에서는 완성의 기준이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삶 안에 있음이 강
조된다. 그러한 기준은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 안에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기준을
다소간 내면화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선의 기준을 내면화
한 마음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속에서 매순간마다 발휘된다. 인간의 마음
에 대한 이러한 가정 때문에 인간이 처한 모든 사태를 도덕적 사태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이 하는 매사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수행하는 여타의 모든 활동은 이미 형성된 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마음을 활용하는 일에 주목하는 반면, 교육의 관심은 마음을 형성하는 일
그 자체에 있다. 존재의 형이상학은 바로 이 일, 선의 기준이 개인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간의 본질은 그것에 관하여 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기술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존재에 의하여 현실화되기 전까지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며 어디까지나 가능태일 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가능태를 현실화하는 기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존재의 형이상학은 그 기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앞(Ⅳ장 1절)에서 살펴본 마리땡의 인간에 관한 개념적 구분―개체성과 인
격, 의식과 전의식―은 인간의 가장 완성된 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그러한 상
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다. 그가 현대의 과학적 인간관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인간관의 우위성을 그토
록 강조한 것은 현대 교육이론이 가지는 난점―교육과 삶을 수단과 목적의 관
계로 파악하는 것―은 마음의 존재와 그 작용을 사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과학적 인간관은 다름 아니라 인
간을 사물화한 관점인 것이다. 마리땡의 교육이론은 아퀴나스의 존재론과 마
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사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으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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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상정하는 것이 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마리땡의 교육이론은 이러한 의의와 함께 한계도 가진다. 그 한계는
개체성과 인격의 구분, 그리고 의식과 전의식의 구분은 각각 인간에 관한 존
재론적 설명과 인식론적 설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학적 설명은 아니
라는 것과 관련된다. 물론, 마리땡은 그러한 개념들을 교육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개념이 진정한 교육학적 개념이 될 수 있으려
면 그는 각각의 개념과 교육이라는 활동이 맺고 있는 내적 관련에 대하여 더
욱 분명히 설명했어야 한다. 교육은 도대체 어떤 활동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개체성이 최소화되고 인격이 실현되는지, 또는 어떤 과정으로 전의식이 일깨
워지는지에 관하여 그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과 함께 설명했어야 한다. 마리
땡은 교육의 목적을 인력의 계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층적인 의미, 즉
인격완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수준의 교육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만, 인격완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것은 ‘자연을 따르는 기예’(ars cooperativa
naturae)라는 말로 일축해버린다(Maritain, 1960, p. 30). ‘인격완성’이라든가 ‘전
의식의 해방’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교육이라는 활동과 맺고 있는 내적 관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과라는 교육적 요소가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자아실현’이라든가 ‘성장’이라는 용어가
현대에 와서는 임의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교육의 고유한
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자기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적 활동
들 중의 하나로 오해될 소지를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만약 자기완성과 교육의
내적 관련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교육은 도덕과 관련된 인간의 여타의 활동들
―종교나 정치 등―은 물론이요 심지어 인간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여타의 실
제적 활동들과도 차별화될 수 없는, 정체불명의 활동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마리땡의 ‘개체성과 인격’ 또는 ‘의식과 전의식’의 구분에서 철학적
성격을 걷어내고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학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그러한 개념들을 교육활동에 ‘앞서서’ 또는 교
육활동과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활동 ‘안에서’ 또는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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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함께’ 규정하는 방법뿐이다. 철학의 관심은 경험에 있지 않다. 따라서 철
학적 개념들은 경험적 활동과는 다른 논리적 차원의 것들이다. 그러나 교육활
동의 모든 과정은 경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철학적
관점에서 규정할 때 그러한 교육의 목적은 과정에 관한 고려 없이 최종 결과
만을 기술한 것일 수밖에 없다. 라일(G. Ryle)의 잘 알려진 구분을 빌어 말하
자면, 철학적 관점에서 기술되는 교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취(achievement)
를 나타내는 말이지 과업(task)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이다. ‘성취’는 무시간
적 차원의 활동을 나타내며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활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활동의 결과에 더 가깝다. 반면에 ‘과업’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
즉 활동의 과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말하자면, 마리땡의 교육이
론이 가지는 결함은 그가 인간의 본성을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으로 보았다든
가 교육의 목적을 철학적 용어로 기술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교육활동 이전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든가, 교육활동이 그러한
차원의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
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마리땡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정당화하
는 데에 있었으며 그것을 처방하는 데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형이상학적 차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본성을
실현하는 활동인 교육은 엄연히 시간의 계열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인간의 본성은 시간적 차원의 활동에 대한 고려와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아
퀴나스의 존재론의 의의를 부각시키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아퀴나스의 존재론
에 입각해서 볼 때 교육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 차원과 관련되면서
도 그 과정은 경험적 차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육은 무시간적 차원과 시
간적 차원이 합치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설명할 때 아퀴나스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는 방법은 시간적 차원을 발
판으로 삼아 무시간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와 일치함으로써 완성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퀴나
스의 견해에 입각해 볼 때 인간의 본성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허구적 관념
도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같은 것도 아니다. 본
질은 존재와 일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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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완성’인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퀴나스의 존재론을 교육
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사상 체계 안에 들어있는
성취어를 과업어로 번역해내는 일이다. ‘완성’도 물론 성취어이다. 완성이 만약
‘활동’이라면 그것은 아퀴나스가 ‘존재’나 ‘인식’을 가리켜 ‘활동’이라고 부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법에서의 활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퀴
나스는 ‘땅의 일’에는 하등 관심이 없었다는 투로 그의 사상을 오해하는 말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오직 표면에서만 보았을 때 하게 되는 말이다.) 이 번역
작업의 기본가정은, ‘존재자는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활동과 떨어뜨려 놓고
이해될 수 없으며 지식 또는 마음도 인식하는 활동과 떨어뜨려 놓고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번역’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취’와 ‘과
업’은 말만 다를 뿐 그 말로 지칭되는 활동은 하나의 동일한 활동이라고 보아
야 한다. 하나의 동일한 활동을 두 가지 상이한 차원―시간적 차원과 논리적
차원―으로 떨어뜨려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아퀴나스의 사유를 따라 말하자
면, 인간의 존재방식의 특이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특이성은 인간이 몸을 가
졌기 때문에 여타의 사물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지만, 마음
―지성과 의지―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의 실현은 그가 몸과 마음을 가진다는 두
가지 차원에 걸쳐서 모두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실현의 과정
은 엄연히 경험적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그것을 있게 만드는
실천적 노력에 의하여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실천적 노력은 물론 경험
적 차원의 것이다.
마음의 존재방식은 사물의 존재방식과 같지 않다. 인간은 몸을 가졌기 때문
이 아니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자이다. 지성과 의지는 마음의
단일한 능력을 인식과 실천의 관점에서 추상한 것이다. 지성과 의지로서의 마
음은 몸처럼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노력, 즉 교육에 의
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마음의 완성은 신의 본질을 관조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은 그 안에 인간의 행복이 존재
하는 대상이며 인간이 신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의 최종적
인 목적인 신을 습득하며 자신의 행복을 분배받을 것이다.’(ST, I-II, 1, 8)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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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은 물건처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퀴나
스가 말하는 신(존재)에 대한 관조는 그것을 자신의 본질에 알맞은 방식으로
분유하고 있는 존재자에 관한 탐구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나 지복직관이 내세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퀴나스의 말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다. 그의 자연신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지복직
관은 존재자를 탐구하는 활동, 즉 학문이나 교육과 같은 시간적 차원의 활동
속에서도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는 이때까지의 주장은 ‘인간은 그가 누구이
건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지성과 의지가 실현된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인 행복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다(Kleber, 2006, p. 296). 이러한 목적이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뜻은 지성과
의지의 실현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학문과 교육을 직업으로 삼는 특정한 부류
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살아가
야 하는 삶이라는 뜻이다. 한편, 아퀴나스는 삶의 목적에 관하여 이와는 상반
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이 단적으로 전체 인류의 종을 위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 특정한 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연 본성적으로 하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속하는 것처럼 특정한 이 사
람의 의지는 하나의 최종적인 목적 안에 설정되어 있다.(ST, I-II, 1, 5, Kleber,
2006, pp. 296-297에서 재인용.)

‘이 사람’의 목적이 ‘인류’의 목적 안에 설정되려면, 최종 목적이 하나라는 말
의 ‘하나’를

여러 개중의 하나가 아닌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여러 개 중의 하나라면 그것은 특정한 사회에 속하는 특정
한 개인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단 하나의 목적은 개인 각자가 처한 특수한 삶의 맥락과 관계없이
개인의 삶 밖에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특수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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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추구하는 개별적인 인간 각자의 노력에 의
하여 점차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 원칙상 종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이러한 성격의 것이라면 그
것은 활동의 끝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매 순간마
다 다소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존재 그 자체’ 또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험
난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수단을 강구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다. 삶의 그 두 차
원은 하나의 인간 안에서 하나의 삶으로 포개어진다. 만약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개인의 욕망 충족과 관련된 것뿐이라면 인간은 동물에 비하여 조금도
나은 존재자가 아니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존재론적 구조에 입각해 볼 때 인
간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지성과 의지―을 가진 존재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을 뛰어넘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으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목적을 추구
할 수 있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보면 신앙의 목적은 인간을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듯이 교육의 목적에 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퀴나스가 완성의 최종적 상태로 말하는 신은 플라톤의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리’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신은 ‘참으로 존재하는 신’이며, ‘인격신’이다. 아퀴나스 체
계에서 인격은 신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형이상학적 본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신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인간을 규정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양자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
간이 하는 활동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다. 인간의 본성은 교육활동과의 내적 관련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이때까
지의 주장을 이 맥락에서 다시 말하면, 교육내용과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차원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완성을 교육활동 안에서 규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교육내용―일
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과 결부하여 말하는 것뿐이다. 교육내용, 일반적으로
말하여 지식을 배워 가지게 된 마음의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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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이상을 신의 경지에서 찾는가라는 질문은 아퀴나스 사상을 교육학적으
로 해석하는 데에 있어 관건이 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그 안에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함의하고 있다. 첫째, 지식을 내면화한 마음의 최종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둘째,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셋째,
그 상태는 어째서 가치 있는 상태인가? 앞(III장 3절)에서 살펴본 삼위일체, 육
화, 부활은 각각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
하여 차례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삼위일체는 지식을 내면화한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완전한 마음의 상
태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지성과 의지가 신 안에서 완전한 일치와 결합
을 이루고 있는 상태는 개체성과 인격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삼위일체는 신의 상태와 인간의 상태를 모두 기술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양자 사이에 닮은 점이 전혀 없다면 애
당초 인간이 신의 경지에 발돋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다
만 양자의 차이는 신에게 삼위일체는 언제나 현실태이지만, 인간에게 삼위일
체는 가능태이며, 모종의 실천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상태라는 점에 있다. 인
간의 마음의 발달을 설명할 때 언제나 현실태인 존재를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발달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즉 삼위일체라는 신적 상태는 자기완성
의 방향과 추진력을 제공한다. 삼위일체가 자기완성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
때문에 그것을 이를테면 100미터 달리기의 결승점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결승점은 달리기 이전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가장
완전한 발달을 이룬 상태는 그렇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발달
을 도모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말하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교
육의 과정에서 발달의 최종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교육은
마음이 발달해나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의 과정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최종적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육의 과정에 추진력을 불어넣는다면 그것은 오직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미지의 상태로나마 그런 상태를 상정할 때,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稅吏)처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98) 소극적 기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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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는 의인(義人)이라고 말한다.
삼위일체는 마음이 최고도로 발달을 이룬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그 상태는 칸트의 용어로 ‘자
율’(autonomy)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99) 앞(II장 1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계몽주의가 촉발시킨 합리주의적 도덕이론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비판은 한마
디로 요약하면 합리주의적 도덕이론은 ‘자유’와 ‘필연’의 이율배반(antinomy)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자유와 필연의 이율배반은 마리땡의 사
상에서는 ‘개체성과 인격의 투쟁’에 그대로 상응한다. 마리땡에 의하면 이러한
투쟁은 ‘자기희생’ 또는 ‘자기완성과 사랑을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Maritain,
1960, p. 34). ‘자율’의 상태는 칸트의 용어로 격률(maxim)과 보편적 도덕법칙
(universal moral law)이 일치된 상태이다. 즉 이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행위의
원리와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행위의 원리가 일치를 이루는 상태이다. 자유와
필연의 이율배반이 가장 완전하게 해소된 모습은 존재와 지성과 의지가 일치
를 이루는 삼위일체의 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육화는 자유와 필연의 이율배반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를 보임으로써
인간이 자율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자유와 필연의 이율배반은
인간이 인격과 함께 개체성을 가진 존재자라는 점에 기인하는 특징이다. 개체
성을 최소화하고 인격을 실현하는 일은 총체성으로서의 인격에 도달하기 위하
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울여야 할 노력이다. 교과를 배우는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육화를 ‘말씀(logos)이 사람이 된’ 사건으로 기술한다.100) 말씀의 육화는 자유와
필연의 이율배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신이 주신 계명
은 신의 삶을 행위 수준에서 나타낸 것이므로 추상성을 면하기 어려웠으며 인
간의 타고난 모습과 계명이 지시하는 행위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으므로 그
것을 지키는 일은 인간의 타고난 성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
98) 『누가복음』18, 13.
99) 이하 칸트의 자율에 관한 설명은 이홍우(2007),『교육의 목적과 난점』, 교육과학사, pp.
515-516 참조.
100)『요한복음』1,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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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화는 종교적 개념이기 때문에 신을 거점으로 하는 표현이지만 그것을 교
육적 개념으로 환언하면 지식의 내면화와 다른 것이 아니다. 육화한 그리스도
에게 있어서 계명은 언어가 아니라 그의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완
전히 내면화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은 더 이상 언어가 아니라 그의 삶이다.
사실 지식은 원래부터 언어였다기보다는 존재와 삶을 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서 언어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지식과 마
음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그는 범인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범인들도
지식을 내면화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그런 만큼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의 삶과 범인의 삶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은 마음이 지식을 소유한 상태가 어째서 가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배워 가진 인간의 마음이며, 그것은
총체적이고 완전한 마음이다. 그러한 상태에 인간은 그냥 도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 지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유한성을 극복하는 길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때까지
설명한 방식처럼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부활은 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미에서의 자기완성을 의미한다. 부활은 그
안에 죽음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부활은 죽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로
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아퀴나스의 존재론의 정점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은 존재의 상실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존재는 곧 선이다. 따라서 최고의 존재인 신은 곧 최고
의 선이기도 하다. 존재와 본질이 불일치하고 외부로부터 존재를 받아가지게
되는 여타의 사물과 달리, 신은 존재를 분유하지 않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존
재가 곧 본질이다. 따라서 신은 가치의 위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
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과 여타의 존재자는 동일한 척도에 의하여 품
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아퀴나스의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존재자는 존재를 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들이 존재를
분유하는 방식은 그들의 본질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므로 그들이 가지는 선도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각각의 존재자들의 선의 위계는 그들이 자신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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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존재를 실현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신을 최고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타의 존재자처럼 존재를 실현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성립하는
말이 아니라, 신이 바로 존재의 실현을 재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알맞은 선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알맞은 선의 내용은 인
간의 존재방식에 의존한다. 우주만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자신의 본질을
따라 존재한다고 할 때 인간의 본질은 지성과 의지의 능력이며 그러한 능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상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완전한 인격을 실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 인격완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 인간으
로 살아가는 이상, 그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교육에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희망
은 교육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 정반대 방향의 것인지도 모른다.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의 ‘마지막 말’로 알려져 있는 다음의 구절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요리의 대가(大家)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들로 버무려진 음식에 계피가 아주
조금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러한 극소량의 양념
이 음식에 가미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맛의 차이를 거의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그
러나 요리의 대가는 그것이 맛의 전체적 배합에 어째서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 정확하게 감식한다.) 또한 예술가는 온갖 색채로 이루어진 전체 그림의 어느
작은 지점에 붉은색 한 번의 붓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림을 보는 사
람은 그곳에 심지어 붉은색이 칠해졌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술
가는 어째서 그곳에 붉은색 한 번의 붓터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안다.)
섭리(攝理, governance)에 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섭리는 거대한 ‘살림살이’요 장엄한 ‘예술’이다. 거장이신 그분, 하늘에 계
신 하느님은 마치 요리사와 예술가가 하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은 이 세
상에 ‘아주 조금의 양념’, ‘한 번의 붓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주 조
금의 그것은 전체에 완전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서 그것이 필요한지,
과연 들어갔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어째서 그것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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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신다.
아주 조금의 양념!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속죄(贖罪)제물’이다. 그 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세상이 딱 그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희생되어야 할 사람
이다. 이것을 교정재(矯正劑, correctiv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아주 조금
의 양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조금의 양념이 된다는 것, 즉, ‘속죄제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101)

키에르케고르가 위의 말을 하였을 때, 그는 전 인류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속
죄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세상
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하도 미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전부라면 교사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교사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진리를 사람들이 나누어 가
지게 될 때, 그들은 세계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이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
으로 보게 된다.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였던 세계는 그 자체 목
적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전환’(conversion)은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
만 느낄 수 있는 것일 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
의 목적이 가지는 난점은, 교사가 해주기를 바라는 일과 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너무나 다르고, 또한 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일의 효과가 당
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한
평생 십자가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구도자(求道者)의 자세’102)가 요청된다. ‘구
도자의 자세’는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101) Walter Lowrie(1974), A History Life of Kierkaar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9-260.
102)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복
음』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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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있어 신학 분야에서의 자연신
학은 철학 분야에서의 존재의 형이상학의 신학적 적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학과 철학의 종합으로 확립된 그의 입장을 교육이론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
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아퀴나스가 말하는 존재의 자기완성은 종교적 구
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격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와 교육은 그 매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활동이지만, 자기완성이라
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아퀴나스의 사상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플라톤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기독교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다. 기독교 신학은 창조주
에 의하여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제1원리에 의하여 세계의 기원을 설
명하는 만큼, 양자 사이에는 실재의 의미에 대한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있으므로, 과연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그 상반된 입장을 포괄하는 하나의 이론
체계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신학과 철학의 종합으로 확립된 그 이론이 교육의 의미 또는 삶의 의미를 근
원적인 수준에서 설명한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본 연구의 종착점이
된다. 이 일은 아퀴나스의 사상이 현대 교육학의 논의에 주는 시사가 무엇인
가를 밝히는 일과 함께 이루어진다.
기독교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취하는 상반된 입장이 하나의 이
론 체계 안에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반된 입장을 포괄
하는 보다 근원적인 수준의 설명이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그러한 근원적인 수준의 설명은 아퀴나스의 두 가지 주요 저서인『이교도대
전』과『신학대전』에 그 형식이 잘 나타나 있다. 두 대전에서 모두 아퀴나스
는 세계를 순수존재와 존재자,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두 가지 상이한 차원
으로 구분하고, 순수존재 또는 창조주의 차원은 존재자라든가 피조물의 차원
이 운동하는 데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목적이 된다는 식으로 양
자를 다시 관련짓는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세계의 이질성 또
는 구분이 보다 강조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양자의 동질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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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특히 강조된다. 아퀴나스는 그 두 가지 차원의 세계가 병존함을 인정
하면서 또한 둘 사이의 관계를 ‘유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신학과 철학
을 포괄하는 하나의 이론 체계를 제시한다.
아퀴나스의 ‘순수존재’ 또는 ‘창조주’라는 차원의 세계는, 다름 아니라 현대
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정초’(定礎, foundation)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려는 바로
그것이다. ‘정초’는 ‘신’이라든가 ‘실재’와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가리키는 말
로서 정초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자신이 부정하는 종래의 철학적 경향을 규
정하는 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도덕성의 철학적(인식론적) 정초에
관한 희망은 과거로부터 환상에 불과하다.’(곽덕주, 2001, p. 3) 그들에 의하면
형이상학적 실재는 ‘철학적 신기루’ 같은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규범의 기준
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은 이제 도덕
성의 원천을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나 기호, 취향, 정서 등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의 다원주의나 가치의 상대주의의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
한 포스트모더니즘 윤리학의 경향을 ‘통약불가능성’이라는 말로 특징지을 수
있다. 통약불가능성은 비교를 성립시키는 동일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자신이 부정하는 종래의 철학적 경향을 정
초주의로 규정했을 때 그것은 자멸의 씨앗을 그 주장 속에 심어 넣은 셈이 된
다. 정초는 건물을 세울 때 그것을 받쳐줄 기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정초
를 부정한다는 것은 건물 자체의 붕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맥킨타이어는 현대 윤리학이 가지는 이러한 다원주의 또는 상대주의를 문제
로 보고 그 원인을 계몽주의의 기도의 실패에서 찾는다. 맥킨타이어의 관점에
서 윤리학의 역사적 변천을 파악할 때 세 가지 거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계몽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계몽
주의로의 이행은 정초주의에서 반정초주의로의 이행을 나타내며, 계몽주의에
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이행은 단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의 이행을 나타낸
다. 맥킨타이어가 하려고 했던 일은 다원주의를 극복하는 일이었지 정초주의
를 옹호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는 현대의 다원주의 윤리학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맥
킨타이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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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스콜라 철학 이후로 자취를 감추어버린 ‘목적’(telos)의 개념을 ‘현대적 관
점에서’ 복원한다. 맥킨타이어는 윤리학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전의
정초주의로 회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정초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그것의 대응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실천’, ‘전통’, ‘인간의 삶의 서사
적 단일성’ 등과 같은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초의 대응물
은 정초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도덕의 원천과 너무나 흡사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맥킨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설명하
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의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지만, 그것을 경험
적 차원의 것으로 해석한 맥킨타이어와 달리 아퀴나스의 체계에서는 목적의
형이상학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
로 형이상학적 차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목
적은 본질의 지평에서 설명되고 있는 반면, 아퀴나스의 체계에서 그것은 존재
의 지평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아퀴나스는 인간
의 삶(또는 실천)과 그것의 목적 사이의 관련을 더욱 긴밀하게 만듦으로써 아
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아퀴나스의 체계에서는 목적이
아무리 신적인 차원의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인간의 삶과 동떨어
져 있는 것이 아닌 한, 현재의 인간의 불완전한 삶 속에도 희미한 씨앗으로나
마 들어있는 것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된다. 인간의 삶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욕의 추구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해가
는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이라는 실천이 불완전하게나마 구현하
고 있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목적이 뚜렷하게 인식되
거나 언설로 규정될 수 없다고 하여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간
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은 좋다든가 나쁘다는 식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애
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끄는 교육도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 이론과 가능태-현실태 이론을 계승
하면서도 그것을 존재와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
물은 단지 끝없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善)이라는 목적으로 정향되어 있음
을 강조한다. 선은 무엇인가? 아퀴나스에 의하면 존재 활동 그것이 곧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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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의 목적은 존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본질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에 있다. 존재하기 전까지 사물의 본질은 가능태에 불과한 것이다. 본질이
존재를 부여받는 일을 가리켜 아퀴나스는 ‘창조’라고 규정한다. 이 세상에 존
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사물마다 각기 다르며, 하나의 종 안에 속하는 것
들끼리도 그 개별적 본성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존재를 통하여 본질을 실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사물에게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 본질의 특징은 그가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2중적 특징으로 인하여 인간이 존재를 완성
한다는 의미에는 개체보존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 정신의 능력은 인식에 있
으므로 인간의 완성은 인식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계시신학과 자연
신학의 관계 또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계시신학은 신
앙의 영역이고 자연신학은 이성의 영역이라는 식으로 양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퀴나스의 사상을 지극히 평면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신앙과 이
성 사이에 무슨 칸막이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지식을 다룰 때에는 신앙이 작
동하고 저런 지식을 다룰 때에는 이성이 작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식
의 이해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할 뿐 양자의 관계
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앙과 이성이 구분을 넘어서 분리의 방향으로 치닫게 된 것은 계몽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때, 아퀴나스가 어떤 지식을 가리켜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경우의 신앙의 의미는 현대인의 관념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신앙과 이성
은 성격이 다른 지식을 각각 떠맡고 있는 정신의 두 가지 다른 능력이라기보
다는 단일한 정신 능력의 서로 다른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 신앙은 인간의 정신 능력이 최고도로 고양된 상태요, 인식의 완성
된 경지를 나타낸다. 이성은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들을 다시 종합
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신앙은 대상을 ‘한꺼번에’
받아들인다. ‘전지전능’은 신의 인식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최고도로 완성
된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신에게 그 상태는 항상
현실태이지만 인간에게 그 상태는 가능태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는 신은 순수한 정신적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결합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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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존재자라는 것에 기인한다. 신앙과 이성을 수준의 차이로 보았을 때 신학
은 철학과 별개의 학문이라기보다는 학문의 원래의 모습, 또는 학문이 궁극적
으로 완성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학의 탐
구대상인 신은 여타의 개별학문이 다루지 않는 또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말
이 아니라 분석과 종합이라는 방법으로는 인식될 수 없는 총체로서의 세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 자신의 마
음도 포함된다. 이 점에서 보면 아퀴나스 또한 ‘모든 지식은 자기지식’이라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위와 같이 신학을 모든 학문의 결정판이라고 해석할 경우 그런 의미의 신학
은 사변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학은 존재
가 세계로 표현되는 과정과 세계가 존재를 실현하는 과정을 모두 다룬다는 점
에서 사변적이기도 하며 실천적이기도 하다. 교육이론의 의미를 학습의 기법
이나 효과를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궁극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할 때 존재
의 표현과 실현을 거론하지 않고 설명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아퀴나스의 사
상을 현대에 계승한 마리땡의 이론은 교육의 목적을 지식을 전달하고 활용하
는 것 이상으로 인격완성의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인격은 그것을 완성하는 활동과 무관하게 정형화된 틀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인격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딱딱하게 굳은 가
면’(Maritain, 1966)이지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격은 위
선(僞善) 의 탈이 아니라 ‘창조주의 신비를 닮아 있는’(Maritain, 1966)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다.
인격을 개인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고정된 목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방법은
실천을 통하여 설명하는 방법뿐이다. 지식의 가치를 그것의 가치를 정당화하
라는 요구 그 자체로 정당화하는 피터즈(R. S. Peters)의 설명방식처럼, 인격의
존재 여부는 올바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현재의 모
습은 올바른 삶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질문자의 자책감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것이다. 그러한 ‘자책감’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보다 큰 것
을 마주 대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퀴나스가 말
하는 완전한 학문으로서 신학의 현실적 대응물을 교육사태에서 찾는다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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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과이다. 신에 관한 탐구는 교과를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
이다. 교과에는 인류가 세계와 대면하여 얻은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들이 들어
있다. 학습자는 교육이라는 실천에 참여하면서 세계에 대한 인류의 다각적 경
험을 내면화하는 험난한 수고를 겪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크며 자기 자신은 얼마나 협소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자기 자신
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자기완성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오우크
쇼트가 말하듯이, 교과를 배운다는 의미는 교과를 '거울'로 삼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는 뜻이다(Oakeshott, 1967). ‘삼위일체’와 ‘육화’와 ‘부활’은 기
독교의 계시된 진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배워 마음을 완성한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 상태는 어째서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교육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 드러내는 일이 중
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 일은 지식의 내면화와 정당화 문제를
해명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퀴나스의 존재론이
어째서 교육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아퀴나스의 문제의식이 현대
교육학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퀴나
스의 사상에 들어있는 풍부한 개념들이 지식의 내면화와 정당화 문제를 해명
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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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Thomas Aquinas' Ontology
Choi, Eun-Sun
Major Adviser: Kwak, Duck-Joo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an interpretation of Thomas
Aquinas' ontology as an educational theory. As put forward in Summa
contra Gentiles and Summa Theologiae, Aquinas' ontology is generally known
to represent a dichotomic system, i.e., natural theology and revealed
theology. Apparently natural theology and revealed theology deal with
being and God respectively, as philosophy and theology, but the core of
his ontology consists of the theory of personality. The theory concretely
presents the ontological structure of human nature and the process of
self-perfection, which leads to a more complete theory of the personality.
It is evident that Aquinas' metaphysics, what is here called metaphysics of
being is quite different from metaphysics of essence of his days. The
metaphysics of being deals with the basic question of the relation between
existence and essence in a being. This question is not identical with that
dealt by metaphysics of essence, which emphasizes a contrast between
existence and essence as two aspects of a being, designating each of them
as reality and appearance.
Aquinas' answer to the problem of being is that existence and essence
cannot come into existence until they are combined to constitute a being. It
may

seem

that

Aquinas

controversy

over

the

follows

universal

in

nominalism
the

against

medieval

realism

times.

But

in

the

Aquinas

introduces a special type of being, the Creator, in which the relation
between existence and essence is different from a more common ty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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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creatures. In God essence coincides with existence, which is not the
case with creatures. In this way, the being of God amounts to the same as
"essence" or "reality" set up by realism, making Aquinas one of the great
synthesizers of nominalism and realism.
Aquinas made it his prime task of philosophy to explain how man can
reach or turn to the sacred realm from this secular world. In his view,
essence of the Creator that is completely fulfilled in His existence is the
same as essence of man that is incompletely realized in his being.
According to Aquinas, essence which man shares with God defines his
personality. And he rejects any theory of a pre-established personality. He
asserts that man's personality is a being established by man's knowing the
divine truth, and his whole salvation depends upon the knowledge of this
truth. Knowledge of the divine truth can be acquired through the inquiry
of all the things of which the existence is imparted by God.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from the Aquina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e stud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purpose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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