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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법의 규범성과 강제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자연법 이론은 흄과
무어를 거치면서 영향력을 상실하다가 2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전범재판
이후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자연법 사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거 중
의 하나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은 신자연법이론(New Natural
Law Theory)에 의해 재조명받으면서 진지한 이론적 기획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논문은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론의 핵심적 문헌 근거인 『신학대전』 2
부의 1, 90문에서 94문을 집중 검토하면서 토마스 자연법론의 해석을 둘
러싼 신자연법이론가들과 전통적 토마스주의자 사이의 논쟁을 자연법과
도덕성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신자연법이론의 토마스 자연법 해석의 성취
와 한계가 무엇인지 밝힌다. 이를 통해 법 실증주의에 대비되는 진지한 이
론적 기획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다시 살리는 길이 반
드시 신자연법이론적 해석의 길을 통하는 것만은 아님을 보일 것이다.
신자연법이론은 1) 실천이성의 제1원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연법이 본
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파악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보였고, 이를
통해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를 피하는 방식으로 토마스의 자연법론을 이해
하는 한편, 자연법과 도덕성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음을, 즉 우리 행
위가 실천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 또 2) 토마스 자연법 사상에 대한 의지주의적 해석
이 함축하는 바, 본성을 그렇게 창조한 입법자로서의 하느님의 의지를 최
후의 근거로 드는 일이 오히려 본성을 알수록 자유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
래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금지와 명령 뿐 아니라 권고와 충고를 포함하
는 자연법에 대한 토마스의 더 넓은 구상에 관한 해석으로 부적합함을 보
이고, 자연법을 의지로부터 이성의 영역으로 건져왔다.
그러나 신자연법이론은 소위 자연주의적 오류를 과도하게 경계한 탓에
인간적 선들이 어떻게 인간적 완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마스에게서 도덕성은 인간의 본성이 완성을 지
향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본성은 이미 당위
를 함축한 사실로 평가할 만하다.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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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이론의 중요한 이론적 구성요소를 적절히 해석하는 데 신자연법이
론이 실패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철학사에서 비판받은 전통적 자연법 해석처럼 자연법과 도덕성을 밀접
하게 붙인 기획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이고,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토마스
자연법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신자연법이론의 기
여와 성취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주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자연
법과 도덕성의 거리를 벌리기보다, 자연주의 오류가 애당초 토마스 사유에
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단하는 것이 그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적절한 해
석이다. 자연법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해석과 기획이 신자연법이
론의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큰 설명력과 설득력을 제공하는지는 향후 연구
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토마스적 사유에 기초한 자연법 사상의 가능
성은 신자연법주의의 해석적 토대 위에서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다고 해
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자연법, 토마스 아퀴나스, 실천이성, 도덕성, 본성, 신자연법 이
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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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자연법에 관한 개관
우리의 현대사는 법과 법률전문가를 손 안에 넣고 그럼으로써 법망을
피하거나 법의 한계를 악용하거나 심지어 법을 제입맛대로 바꾸어 왔던
이들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대물림해 왔던 역사이다. 문제는 이것이 현
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박은정은 "… 법의 목표와 사람들이 실제 경험하
는 현실 사이의 간격이 … 너무 커져서, 거기에서 오는 긴장이 공동체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정도까지 이르면, 질서의 위기가 닥쳐온다."1)고 말하
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위기의 국면에 닥쳐 있다고 진단한다. 슬프게도 공
공의 복지와 안녕이라는 법치의 목표가 대통령과 그 측근에 의한 국가 체
제 자체의 사유화라는 현실에 의해 좌절되고 최고 권력자에 의해 헌법이
정한 질서가 유린된 지금의 사태만큼 이 진단에 부합하는 경우도 드물 것
이다.
박은정에 따르면 이처럼 법질서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법의 한계와 잠재력을 다시 점검"2)하는 작업이며,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점검 작업의 조회점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
법일 것이다.
1.1. 자연법과 실정법
그렇다면 자연법이 무엇이기에 법의 한계와 잠재력을 점검하는 데 자연
법이 소환되는 것인가? 또, 자연법에 비추어 그 한계와 잠재력을 점검받
아야 하는 법이란 무엇인가? 후자부터 답하자면, 그 답은 바로 실정법이
다.
실정법은 권한을 지닌 입법자나 권위를 지닌 관습에 의해 수립된 제도,
현존하여 실질적 구속력을 지니는 규칙들의 체계, 다시 말해 사실상 우리

1) 박은정(2017), 9쪽.
2) 박은정(2017),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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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이라는 단어로 일상적으로 일컫는바 거의 전부를 뜻한다. 즉, "이럴
거면 법대로 합시다" 할 때의 '법', 헌법에서 법률, 규칙, 조례에 이르는
체계로서의 '법', 굳어진 관습으로서 법의 효력을 지니게 된 관습법이나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제정법,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적 관계를 규제
하는 민법과 상법, 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분의 정도와 종류를 지정
하는 형법,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나치의 반유대주의적 뉘른베르크법이나 테러방지법까지도 모두 해당 사회
에서 국가가 수호하고 시민들이 따라야 하는 실정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실정법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법을 총칭하는
말이라면, 그와 구분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가?
답은 이미 위에서 나왔다. 자연법은 주로 실정법을 검증하는 척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연구자들3)이 지적하듯, 자연법 사유
는 실정법을 전제로, 실정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실정법은 왜 점검되고 반성되어야 하는가? 법은 무엇보다도 강제력을
지닌 규범이다. 법은 때로 철거민을 낳고 때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며 심
지어 그 생명을 앗아가는 권능을 지닌다. 더불어 인간이 수립한 것인 한
실정법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입법자는 오류를 저지를 수도, 권력에
휘둘릴 수도 있으며, 입법이 올바르게 되었을지라도 법령과 법 집행 사이
에는 거의 항상 해석의 여지가, 따라서 왜곡의 가능성이 들어선다.
이처럼 잘못될 소지를 품은 강제력이 곧 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지닌
규범성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또 그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한때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중
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오류라고 지
적하면서 그 이유로 (그 일화가 와전된 것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고) 오늘
날 헌법체계에서의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4)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당하지 않은 강제력, 잘못된 법은 준수의 대상이 아
니라 저항의 대상이다. 따라서 실정법은 그 규범성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

3) 예컨대 롬멜(1986), 박동균(2000).
4) http://news.donga.com/3//20041107/8125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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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런데 실정법 자신이 이에 답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의 실정법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헌법재판
소를 갖는다는 점, 법률과 심판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제도를 갖는다는 점은 법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실정
법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묻는다. 나머지 법들을 정당화해주는 궁극적 근거가 헌법이라
고 답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개헌을 요구하는 이들은 실정법 체계
의 최종 근거 자체를 수정하자고 요구하는 셈이 된다. 수정되어야 할 최종
근거는 더 이상 최종 근거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요컨대, 가변적 현실로서의 실정법은 그 정당성의 근거로 그 자체와는
구분되며, 또한 불변하는 이념을 요구한다. 실정법이 지닌 규범성의 근거
로서의 이 이념은 실정법이 잘못되었을 때, 검토와 수정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객관적 규범 원리이다. 그리고 "고대 희랍 이래 수천 년동안" 실정법
의 근거가 되는 이념,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규범원리에 대한 탐
구는… 자연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져 왔다."5)
1.2. 법실증주의와 자연법 사상
박동균(2000)에 따르면 아퀴나스에게서 신학적 기조 위에 종합된 체계로
나타났던 자연법은 이후 세속화 과정을 거쳐 결국 자연법 체계 자체를 부
정하는 법실증주의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는 토마스 직후에서부터
법실증주의를 잉태할 씨앗이 이미 발견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가령 그에
따르면 둔스 스코투스는 "인간 행위의 기준[이] 사물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만 있다고 파악하여 입법자의 의지를 중시했고, 그 결
과 자연법이 부정되는 단초를 제공"6)하였고, 윌리엄 오캄은 "보편적 개념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개념만 존재한다는 보편논쟁을 통해 확
립한 유명론에 입각하여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내
게 된다."7)
토마스에게서 정립된 고전적 자연법 이론은 보편적 규범 원리의 존재와
5) 박은정(2007), 1쪽.
6) 박동균(2000), 160쪽.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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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긍정하고, 이 보편적 규범 원리가 인간의 이성적
존재양식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스코투
스와 오캄에게서 각각 확인되는 것은 법과 관련하여 이성 대신 의지, 보편
성 대신 개별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고전
적 자연법 이론의 근간을 이루던 개념적 뿌리 — 보편성과 이성 — 가 흔
들림에 따라 자연법 사상 자체가 약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근대에 이르러 법이란 보편적 진리의 사항이 아니라 국가 의지
의 결정 사항으로서 "진리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8)고 주장했던
홉스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자연법 자체를 부정하는 법실증주의로
나아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법실증주의는 법 논의에서 자연법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써, 자연법이 법론에 가져오던 일련의 함축들 — 법은 이성에 기초하는 보
편적 규범원리, 그리고 도덕과 관련하며, 법이 법이기 위해서는 내용상의
제약이 따른다 — 을 부정하며, 법의 본질을 힘과 의지의 측면에서 파악한
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은 도덕과 무관하며, 법이 법이게끔 하는 데에
는 어떤 내용상의 한계도 없다. 법은 다만 권한 있는 입법자의 명령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9)도, 유스
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대전』에 등장하는 ‘군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법
의 힘을 가진다‘라는 구절도, ’악법도 법‘이라는 사고방식도 법실증주의 한
표현에 가깝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 사상 사이의 긴
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고전적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오이디푸스의 아들
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상호 전투 끝에 거의 동시에 사망한
다. 그들의 삼촌인 왕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의 경우에는 조국의 수호자로
서 호화로운 장례를 치뤄줄 것을 명하는 반면, 폴리네이케스의 경우는 국
가의 반역자라는 이유로 매장을 불허하고 그의 시체가 새떼의 밥이 되는
치욕이 되게끔 하는 포고령을 내린다. 역시 크레온의 조카이자 에테오클레
스와 폴리네이케스의 누이인 안티고네는 왕법에도 불구하고 폴리네이케스
8) 호세 욤파르트(2002), 81쪽, “Auctoritas, non veritas facit legem“
9) 플라톤, 박종현 역(2005), 『(플라톤의)국가(政體)』, 82쪽(339c), “저로서는 올바른 것(to
dikaion)이란 ‘더 강한 자(ho kreitton)의 편익(이득: to sympheron)’ 이외에 다른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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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체를 매장해 주다가 잡혀 온다.
크레온 :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포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안티고네 : 알고 있었습니다. 공지 사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
니까?
크레온 : 그런데도 너는 감히 법을 어겼단 말이냐?
안티고네 : 네. 그 포고를 나에게 알려주신 이는 제우스가 아니었으
며,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는 또 그대의 명령이,
신들의 확고부동한 불문율들을 죽게 마련인 한낱 인간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불문율들은 어제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나는 한 인간의 의
지가 두려워서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
지가 않았어요.10)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갈등에서 법의 원천에 관한 상반된 견해가 드러난
다. 크레온은 입법권을 지닌 왕으로서의 자신의 명령이 곧 온당한 의미에
서의 법이라는 법실증주의적 견해를 드러낸다. 반면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
위가 현실적 입법자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며, 따라서 크레온의 명령보다
상위에 놓이는 신들의 법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는데, 이는 실정법의 근거
가 되는 동시에 실정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
와 가치를 역설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박은정은 법의 원천과
관련하는 이 관점의 차이를 "가치/효력, 보편성/개별성, 정의/법, 정당성/
실질성, 도덕/힘"11)의 대립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안티고네가 크레온의 실정법을 한낱 '인간
의 의지'로 표현한다고 해서 자연법주의가 실정법의 존재나 의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Finnis가 지적하듯12), 법실증주의는 자
10) 소포클레스, 천병희 역(2001), 344-345쪽.
11) 박은정(2010), 97-98쪽.
12) innis(2007-onlin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natural law theories of his[Aquin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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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법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자연법주
의가 실정법의 존재나 의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주의는 실정법
의 효력과 존재가치를 인정하되, 다만 실정법이 보다 상위의 자연법에 비
추어 그 정당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역시 자신의 법체계 내에서 실정법의 자리를 분명하게
마련해 두며, 특히 법을 정의할 때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은 이에 의해
공포된, 공동선을 향하는 이성의 지시"(ST I-II, q.90. a.4, c.)13)라는 규정
을 사용하는데, 이 때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은 이에 의한 공포'라는
말은 입법자와 그의 의지의 표현이 법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자연법주의는 "가치/효력, 보편성/개별성, 정의/법,
정당성/실질성, 도덕/힘"14)의 쌍 각각에서 전자만을 인정하고 후자를 배척
하는 입장이 아니다. 박은정의 말처럼, 오히려 법의 원천이 "대립되는 것
들의 공생"15)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자연법의 기본 사상인 것이
다.
1.3. 자연법의 부활
19세기 법실증주의의 득세로 법 관련 논의에서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던
자연법 사상은 20세기 들어 다시 부흥기를 맞았는데, 이를 일컬어 '자연법
의 르네상스'라 부를 정도이다. Campodonico는 오늘날 불러일으켜진 자
연법에 대한 관심의 원인으로 "생물학, 진화 생물학, 신경윤리학이 우리가
갖는 인간이라는 관념에 미친 엄청난 영향"16)과 더불어, "인간의 계약들과
법규들(statues)이, 단지 계약상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 혹은 어떤 명령이
정부 관료에 의해 공포된 것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실제로 구속력을 갖는

kind share, or at least make no effort to deny, many or virtually all
“positivist” theses—except of course the bare thesis that natural law theories
are mistaken. Natural law theory accepts that law can be considered and
spoken of both as a sheer social fact of power and practice, and as a set of
reasons for action that can be and often are sound as reasons and therefore
normative for reasonable people addressed by them.“
13) “rationis ordinatio ad bunum commune, ab eo qui curam communitatis
habet, promulgata”
14) 박은정(2010), 97-98쪽.
15) 박은정(2010), 97쪽.
16) Campodonico(2013), 7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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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들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모든 이가 알기”17)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실정법을 넘어서는 보편적 규범, 자연법에 대한 보편적 확신과 더불
어 인간의 본성적 구조에 관한 최근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윤리학적·법적
논의에 일정한 함축을 지닐 것이라는 기대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인다. "우리는 단지 윤리학 분야에서의 보편적 규범들의 존재 뿐 아니라
규범들이 인간의 정신물리학적이고 욕구적인 차원에 기초한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갖기"18)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법의 예외적인 돌풍 현상에는 생물학 분야의 학문적 성취나
보편 규범에 대한 일반적 믿음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이 있는
데, 이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벌어진 홀로코스트와 이후의 전범
재판이다. 한나 아렌트는 『파리아로서의 유대인(The Jew as Pariah)』이라
는 평론집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중에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한참 나눈 후, 집으로 가서 가스를
틀어놓거나 마천루에서 뛰어내리는 기묘한 낙관주의자들이 있다. 우
리가 선언한 쾌활함이 죽음을 곧바로 받아들일 듯한 위험스러움과
표리일체임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우리는 생명이야말
로 최고의 선이며 죽음이 최대의 공포라는 확신 아래서 자랐는데,
생명보다 지고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음보다도 나쁜 테러의
목격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었다.19)
아렌트가 이 글을 썼을 때는 1943년으로, 이미 2년 전 그녀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상태였다. 홀로코스트가 벌어진 현장과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롯한 망명 유대인들은 '죽음보다도 나쁜 테
러의 목격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리하여 그들의 자살 충동이란 "싸우는 대신에 또는 어떻게 하면 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대신에" “누군가 죽으면 이제야 그 사람이 완전히 어깨의
짐을 벗었구나 하고 쾌활하게 생각하”곤 하여, 결국에는 “이 표면상의 쾌
활함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항상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싸우"다 "결국 일종
17) ibid.
18) 같은 논문, 717쪽
19) 서경식(2006), 2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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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본위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인간이 인간을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대량 학살 기구로서의 나치 유대인 수
용소는, 단지 그 주변부에 머무를 뿐이었던 '동료 인간'들에게 마저도 "살
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그 '어깨의 짐을 벗도록'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성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이
들로서 전후의 전범재판에서 기소된 몇몇 나치 부역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신들은 나치 제3제국의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했을 뿐이며,
따라서 자신들에게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법실증주의가 지배적이었으
며, 도덕과 법의 관련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인간성에 대
한 범죄'라는 기소 이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주기 힘들었다. Lisska가
지적하듯 의지주의 전통에 물들어 있었던 법실증주의는 여러모로 '군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법의 힘을 가진다!'라는 캐치프래이즈를 넘어서 나아가
지 못했고, 전범 재판에서 그렇게도 핵심적이었던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
는 구호를 옹호해 줄 수 없었다.20)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학자들은 자연법
사상을 다시 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가 법학계에 야기한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법 이론을
법의 본성에 관한 법적 논의들의 전면에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이 일으켜 낸 흐름으로 인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들, 특히 『신학대
전』 2-1부의 90-97문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났다. 아퀴나스의 이 여
덟 개의 물음들은 곧 서구 자연법 법학의 주요 경전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21)

20) Lisska(1996), 9쪽.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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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계획
2.1. 연구 목적과 관점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것은 『신학대전』 2-1부 94문에 등장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자연법은 실정법과 구분
되는 개념이다. 입법자의 힘과 의지에 주목하는 법실증주의와 달리 자연법
이론은 도덕과 법 사이에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며, 실정법이 지니는
강제력의 객관적 토대를 주장한다. 자연법 이론의 체계적 완성자로 여겨지
는 아퀴나스 이후 법실증주의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자연법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전범재판을 계기로 다시 학문 세계에 호출되었다.
그런데 아퀴나스 자신과 '20세기의 호출' 사이에는 대략 7세기 정도의
간격이 있다. 그 사이 논의 지평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우리는 흄(1711-76)과 무어(1873-1958)를 거치면서 사
실에서 당위를 직접 이끌어내려는 모든 시도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자연주의의 오류'로 불리는 바로 이 '
불법'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윤리학 개론서에는 이런 인상
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가톨릭교회를 제외하면 오늘날 자연법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배척당한다. 첫
째, 이 이론에는 “존재”와 “당위”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것 같다. 18
세기에 흄은 이 문제는 어떠한가와 이 문제는 어떠해야만 하는가는
논리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한 가지로부터 다른 한 가지에 대한 결
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본성적으
로 인정이 많은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은 인
정이 많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행위
의 결과 아기를 출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행위가 아기를 출산하
는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사실과 가치는 별개의 문제이다. 자연법 사상은 이 둘을 혼용하고
있는 것 같다.22)
22) 레이첼즈(2006),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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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글쓴이는 그의 자연법 이론을 종합적이고도 정합적으로 이
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물음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법과 도덕성이 어떻게 관련하는지에 있다. 그런데 레이첼즈
가 말하듯 아퀴나스에게 겨누어지는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가 정당하고 유
효하다면, 그의 자연법 이론에서 당위나 도덕성에 관해 말하는 부분은 오
류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아퀴나스의 이론은 흄과 무어를 알지
못했다는 그 시대 자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오늘날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자연법 이론을 철학적 담론으로 진지하게
다루기를 꺼려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니 지금에 이르러 그의 자연법
이론에서 도덕성이 어떻게 출현하고 설명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자연주의
의 오류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든 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탐구 과정에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토마스의 원전을 중심으로 살피되,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해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그들 사이의
논쟁이 이루고 있는 전선을 확인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식들을 점검하
고,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각각의 입장에서 자연법과 도덕성의 관계를 어
떻게 설명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것이다.
2.2. 본론의 구조
이와 같은 목표를 두고 아래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가 진
행될 것이다. 우선 본론 1장과 2장은 대부분 아퀴나스 자신의 원전을 살
피면서 그의 논의에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1장에서
는 『신학대전』 전체의 구조와 그 안에서 법론이 등장하는 맥락을 살필 것
인데. 법론 가운데서도 법에 관한 일반론에 해당하는 『신학대전』 90문에
서 92문, 그리고 영원법에 대해 다루는 93문도 예비적인 논의로서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그의 자연법 사상이 유일하게 다루어지는 『신학대전』 2-1부
94문을 살피되,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텍스트에 해당하는 94문 2항의 원전
을 중심에 놓고 현대 해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씨앗이 되는 지점들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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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할 것이다.
3장부터는 아퀴나스에 대한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먼저 3장에
서는 아퀴나스 자연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토대를 이루는 전통적 해석
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해석으로 여겨지는 의지주의적·도출주의
적 해석이 어떤 텍스트 근거를 기초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그리고 그러
한 해석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
학의 법적 구상에 대한 Anscombe의 비판은 의지주의적 해석을 겨냥하고
있으며, 도출주의적 해석은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에 시달린다는 점을 확인
하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통해 아퀴나스 자연법
의 복권을 주도한 이른바 신 자연법 이론의 해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
한 해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Germain Grisez와 John Finnis의 해석
은 실천이성과 이론이성 사이의 유비의 핵심이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자
명성 및 무도출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본다. 이들은 여기에서 실천이성
의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읽어내며, 이를 토대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
인 것의 간격을 강조하여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를 극복한다.
반면

환원주의자로

불리는

Henry

Veatch와

Anthony

Lisska는

Grisez-Finnis가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본성과 무관한 이론으로, 그
리하여 결국 그의 이론을 자연법 이론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
장한다. 우리는 5장에서 이러한 입장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Grisez-Finnis
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게서 공유되는 '성향
적 속성으로서의 본성' 내지 '역동적 본성' 개념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본성 개념은 사실-가치 이분법의 어느
한쪽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당위(ought)를 함축한 사실
(is)'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본성
개념 자체에서 자연주의의 오류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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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신학대전』과 법론
1.1. 『신학대전』의 구조23)
클레버의 『삶의 목적인 행복』에 따르면 신학대전 전체의 구조는 신에게
서 시작해서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묘사하고 있다. 신을 주제로 하
는 1부에서 인간은 다만 신이라는 주제 하에서, 즉 “신의 의지에 따라 신
의 능력으로부터 나온”24) 것인 한에서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신을 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갖게 되는 피조물인 한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2부에서
의 인간은 신의 모상으로서, 다시 말해 “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행
동과 작품의 창조자이며 주인”25)인 존재로서 다루어진다. 여기에서 인간
은 단순히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행위하는 주체로서 고찰된다.
2-1부의 물음 1에서 5까지는 인간의 궁극 목적을 행복(beatitudo)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작한다. 이어 아퀴나스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위들
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로 인해 행복에 이르게 되거나 행복에 이
르는 길이 막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 살
23) 『신학대전』에서 논의의 최소단위인 항(또는 절articulus)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
되며, 이 논문에서 토마스 원전의 인용 출처를 밝힐 때에는 다음의 약어 표기를 따른
다. 손은실. 박형국(2011) 47쪽.
“1) 이렇게 진행된다(sic proceditur): 각 절의 첫 부분에 각 절을 시작하는 문구.
2) 반론: 정답에 반대되는 입장의 논거로 토마스는 이것을 라틴어로 objectio라고 명명
한다. "…처럼 보인다"(videtur quod)로 시작되며, (…) 질문에 대한 대답과 대립되는
논거를 제시한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약어는 라틴어 명칭 첫 글자들을 취하여 obj. 1,
obj. 2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3) 반론들에 반대되는 주장: 라틴어로 sed contra(그러나 이와는 반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앞에 제시된 반론들에 반대되는 권위 있는 주장이다. 경우에 따라 성
서와 같은 권위 있는 텍스트를 단순히 인용하기도 하고 추론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 부
분의 약어 표기는 주로 sc.로 한다.
4)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교수의 대답): 라틴어로 respondeo(나는 대답한다)로 시
작하며, (…)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부분이다 .각 절의 본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틴어
로 corpus articuli라고 불린다. 이 부분의 약어 표기는 보통 c.로 한다.
5) 반론에 대한 답변: (…) 반대되는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답변한다. (…) 이 부분의 약
어 표기는 ad 1, ad 2와 같이 한다.”
24) 클레버(2006), 272쪽.
25) 같은 책,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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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아야 한다(ST I-II, q.6)"26)고 말하고, 신학대전 2부의 나머지는 모두
인간 행위에 관한 논의들로 이루어진다.
인간 행위는 다시 보편적인 것에 관한 탐구와 개별적인 것에 관한 탐구
로 나뉘는데, 전자는 2-1부의 물음 6에서 2-1부의 마지막인 물음 114까
지에서 다루며, 후자는 2-2부에서 논해진다. 행위에 관한 보편적 탐구는
행위 자체에 관한 탐구(ST I-II, qq. 6-48)와 행위 원리에 관한 탐구(I-II,
qq.49-114)로 나뉜다. 행위 자체는 인간에게 고유한 행위와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공통적인 행위로 구분되는데, 아퀴나스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선이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공통적인 행위들보다 인간에
게

고유한

행위들이

행복과

더

밀접하게

관련한다(ST

I-II,

q.6

prologue).”27)
행위 원리는 다시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로 나뉜다. 아퀴나스는 행위 내
적 원리로서 능력, 습성, 그리고 죄와 악덕 같은 것들을 먼저 다루고, 뒤
이어 행위의 외적 원리를 다룬다. 외적 원리는 악으로 이끄는 것과 선으로
이끄는 것이 구분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를 악으로 이끄는
원리는 악마인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1부(64문)에서 다루어졌다. 반대로
인간의 행위를 선으로 이끄는 것은 신인데, 신은 "법을 통해 우리를 가르
치며, 은총을 통해 돕는다(ST I-II, q.90 prologue)28)". 이런 맥락 안에서
법을 다루는 논의가 물음 9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1.2. 법론
아퀴나스의 법론은 그의 『신학대전』 2-1부 물음 90에서 108까지의 논
의를 중심으로 한다. 법론은 다시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는데, 총론은 물음
90에서 92까지에 이르며 각 물음은 법의 본질, 종류, 그리고 결과에 관해
다룬다. 각론에서는 법의 4가지 종류로 제시된 영원법(lex aeterna;
26) “Quia igitur ad beatitudinem per actus aliquos necesse est pervenire,
oportet consequenter de humanis actibus considerare, ut sciamus quibus
actibus perveniatur ad beatitudinem, vel impediatur beatitudinis via”
27) “Et quia beatitudo est proprium hominis bonum, propinquius se habent ad
beatitudinem actus qui sunt proprie humani, quam actus qui sunt homini
aliisque animalibus communes.”
28) “et nos instruit per legem, et iuvat per grat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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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rnal law), 자연법(lex naturalis; natural law), 인정법(lex humana;
human law), 그리고 신법(lex divina; divine law)을 다룬다. 영원법은
물음 93에서, 자연법은 물음 94에서, 인정법은 물음 95부터 97에서, 그리
고 신법은 물음 95에서 108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진다. 신법은 구약의 법
과 신약의 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물음 98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후자
는 물음 106에서 108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진다.
1.2.1. 법의 본질 (90문)
결론부터 말하면, 90문 1항에서 4항까지의 논의를 거친 뒤 아퀴나스는
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법이란,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은 이에 의
해 공포된, 공동선을 향하라는 이성의 지시 외에 다름 아니다.(ST I-II,
q.90, a.4, c.)29)" 이는 이성, 공동선, 입법자, 공포라는 네 가지 요소를 결
합한 정의이다. 90문의 네 항에서는 이 요소들 각각을 살펴보게 될 것이
다.
1.2.1.1. 이성 (90문 1항)
법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아퀴나스는 가장 먼저 법이 이성에 속하는 것
인지를 묻는다. 주문에서 토마스의 출발점은 법이 무엇보다 구속력을 가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법에 따라 행위하도록 이끌리거나 행위하지 않도
록

저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행위의

규칙(regula)이자

척도

(mensura)다.
법이 행위를 구속하는 규칙과 척도라는 것은 잘 이해된다. 그런데 이성
과 법은 어떻게 매개되는가? 아퀴나스가 보기에 규칙과 척도라는 개념은
기원(principium)이라는 개념에 정확히 대응한다. 예컨대 수의 유에서 '1'
이라는 숫자가 그러하다. '2'는 '1'을 두 번 더한 것이고, '3'은 거기에 다
시 '1'을 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수는 '1'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
에서 '1'은 수의 유에서 기원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모든 수는 '1'과

29) “nihil est aliud quam quaedam rationis ordinatio ad bonum commune, ab eo
qui curam communitatis habet, promulg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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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격에 의해 측정된다. '2'는 '1'과 '1' 하나만큼 떨어져 있고, ‘6’은 ‘8’
과 '1' 두 개만큼 떨어져 있고, 등등…. 그러니 '1'은 모든 수의 기원이면
서 동시에 척도이다. 토마스가 보기에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기원과 척
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늘 같이 간다.
그렇다면 인간적 행위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토마스에 따르면 모든 인
간적 행위는 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지기에 목적이 인간적 행위의
첫 번째 출발점인데, 목적을 향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바로 이성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니 이성이 인간적 행위의 출발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발점은 늘 규칙·척도와 같이 가는 개념이라 했으니, 이성이 인간적 행위
의 출발점인 이상, 이성은 인간적 행위의 규칙이자 척도이기도 하다. 결국
앞서 법이 규칙과 척도라고 규정되었으므로, 이제 법은 이성에 속하는 것
임이 따라 나온다.
아퀴나스가 이처럼 규칙 및 척도를 원리 내지 출발점과 연결함으로써
법이 이성에 속하는 것임을 논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애초에 이와 같은
물음이 제기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첫째는 법이 행위를 구속하고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라 했는
데, 이성 외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거나 혹은 이성이 아닌 다른
요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신체적 욕구가 전
자에 해당하고, 의지가 후자에 해당한다. 둘째는 법이 이성에 속한다면 구
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론 1과 3이 첫 번째 물음에 해당한다. 자연적 경향성과 의지라는 요
소가 법과 관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성과 경향성, 이성
과 의지가 서로 대립하는 한에서 법을 이성에 속하는 것으로 잘라 말하기
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이 두 물음의 요지이다. 답변에서 보이겠지만 토
마스 자신도 법에서 경향성과 의지라는 요소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는 듯하다. 오히려 답변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토마스는 자신의 법 체계
내에서 경향성과 의지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포괄해 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반론 1과 3은 완전하게 논파될 주장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에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화두를 던져 주는 물음
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반론 1에서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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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오로는 “…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음을 나는 봅니
다”(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7:23)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성에 속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지체들에 속하지 않는데, 이성은 신체 기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이성에 속하는 무언가가 아니
다. (ST q.90, a.1, obj.1)30)
사도 바오로는 이성의 법 뿐 아니라 신체적 욕구의 법이 독립적으로 있
어서, 그것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이성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요소인 욕구 자체에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어떻게 이성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토마스의 전략은 규칙과 척도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다.
법은 어떤 규칙이자 척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 안에 두 가지 의미로
있다고 말해진다. 첫째, 측정하고 규제하는 것 안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라 말해진다). 그리고 측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이성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의 법은 이성 안에만 있다. 둘째, 규제
되고 측정되는 것 안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라 말해진다). 그리고 이
런 의미에서의 법은 법으로 인해 어떤 것을 향해 기울어지는 모든
것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 나오는 어떤 경향성이든 간
에, 본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참여의 방식으로 법이라 불릴 수 있다.
이 후자의 방식으로, 욕구 작용을 하는 지체들의 경향성 자체가 지
체들의 법이라 불린다.(ST q.90, a.1, ad 1)31)
30) Dicit enim apostolus, ad Rom. VII, video aliam legem in membris meis, et
cetera. Sed nihil quod est rationis, est in membris, quia ratio non utitur
organo corporali. Ergo lex non est aliquid rationis.
31) … cum lex sit regula quaedam et mensura, dicitur dupliciter esse in aliquo.
Uno modo, sicut in mensurante et regulante. Et quia hoc est proprium
rationis, ideo per hunc modum lex est in ratione sola. Alio modo, sicut in
regulato et mensurato. Et sic lex est in omnibus quae inclinantur in aliquid
ex aliqua lege, ita quod quaelibet inclinatio proveniens ex aliqua lege, potest
dici lex, non essentialiter, sed quasi participative. Et hoc modo inclinatio ipsa
membrorum ad concupiscendum lex membrorum voc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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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인 의미에서 규제하고 측정하는 것으로서의 이성 자체가 당연히
법이라 불리지만, 이성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 이성
에 의해 규제되고 측정되는 것 또한 "참여의 방식으로" 법이라 불릴 수 있
다. 그런데 이 답변은 바오로가 던진 애초의 문제 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
변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바오로가 말하는 것은 몸의 욕구가 이성의 명
령에 맞서 그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이므로, 몸의 욕구가 이성의 명
령에 따르며 따라서 이성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이해할 여지가 없기 때문
이다.32)
그렇다면 여기에서 토마스는 반론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딴말하기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토마스에게는 반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
하는 것보다 더 긴요한 요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론은 신체적 욕구가 그 나름의 법이라 불릴만한 지시 내지 명령성을 갖
는다는 데 주목하는데 반해, 토마스는 더 넓은 관점에서 신체적 욕구 내지
자연적 경향성이 어떤 의미에서 법과 관련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서둘러 정
리해 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후 영원법과 자연법에 관
한 논의에서도 보겠지만, 자연적 경향성은 그의 법론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창조된 세계 안에서 법이 이성만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데 자연적
경향성의 중요성이 있다.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성이 규제하고 구속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규칙과 척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칙과 척
도가 적용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테면 그 규율의 대상
이나 재료가 자연적 경향성인 것이다.
영원법과 자연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로 하고, 이제 세 번째 반론을 살펴보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
다.
법은 법에 종속되는 자들을 올바르게 행위하게끔 움직인다. 그런데

32) 토마스 자연법 논고의 주석가인 Henle(1993, 120쪽)와 Budziszewski(2014, 23쪽) 역
시 이 답변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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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9문 1항) 말해진 것들로부터 분명하듯, 행위하도록 움직이는
것은 본디 의지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이성에 속하는 게 아
니라 의지에 속하며, 그에 따라 법학자도 '군주를 즐겁게 했던 법이
힘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이다.(ST I-II. q.90, a.1, obj.3)33)
앞서 반론 1이 이성에 행위를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
운데 신체적 욕구 역시 그런 힘을 갖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면, 반론
3의 경우는 행위를 인도하는 힘이 근본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의지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
토마스 자신의 법론에서 이성과 의지 중 어느 쪽에 우선성이 주어지는
지의 물음에는 앞서 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의 본질을 묻는 첫 번째
물음에서부터 이성을 꼽고 있다는 데서 사실 어느 정도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행위의 일차적인 동기로 의지를 꼽았던 반론 3
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더 직접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앞(17문 1항)에서 말했듯 이성은 의지에게서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
는데, 왜냐하면 목적과 관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성이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령
되는 것들과 관련하여 의지가 법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이성에 의
해 규제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군주의 의지가 법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도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이성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다면) 군주의 의지는 법이라기보다 차라리 불의일 것이기 때문이
다.(ST I-II, q.90, a.1, ad 3)34)

33) Praeterea, lex movet eos qui subiiciuntur legi, ad recte agendum. Sed
movere ad agendum proprie pertinet ad voluntatem, ut patet ex praemissis.
Ergo lex non pertinet ad rationem, sed magis ad voluntatem, secundum quod
etiam iurisperitus dicit, quod placuit principi, legis habet vigorem.
34) … ratio habet vim movendi a voluntate, ut supra dictum est, ex hoc enim
quod aliquis vult finem, ratio imperat de his quae sunt ad finem. Sed
voluntas de his quae imperantur, ad hoc quod legis rationem habeat, oportet
quod sit aliqua ratione regulata. Et hoc modo intelligitur quod voluntas
principis habet vigorem legis. alioquin voluntas principis magis esset iniquitas
quam 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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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도 반론의 전제는 인정된다. 먼저 목적이 의지되어야, 그 목적
에 대해 이성이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행위
를 움직이는 힘은 일차적으로 의지에 있다. 토마스의 답변 전략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욕된 목적만으로 법의 본질(legis ratio)이 충족되느냐고 묻
는 것이다. 법이 법이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다. 법은 단순히 그에 종속되는 자들을 행위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recte)” 행위하게끔 움직여야 한다. 의지 단독으로 올바
름의 계기를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에서 이성의 규제가 요구되는 것
이다. 의지는 행위 촉발 자체에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행위를 올바르
게 인도하는 데에는 충분조건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을 가진 자에
게 기꺼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법의 힘을 갖게 된다는 고전적인 명제도, 정
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35)도 토마스에 이르러서는
완강하게 거부된다. 이성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되지 않는 힘은 “법
이라기보다 차라리 불의(iniquitas)”이자 폭력인 것이다.
토마스가 법에 있어서 이성과 의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논의하지 않은 채 남겨 두었던 반론으로 돌
아가 보자. 지금까지 살펴본 반론 1과 3에서는 법이 이성 외 다른 요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면, 반론 2에서는 법이 이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단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이성에
속하는 것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성 안에는 능력, 습성, 작용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법이
이성의 능력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법은 이성의 어떤 습성도
아닌데, 이성의 습성들은 위(57문)에서 말해진 지성적 덕들이기 때
문이다. 법은 이성의 작용도 아닌데, (법이 이성의 작용이라면) 가령
잠자는 이들의 경우에게서처럼 이성의 작용이 멈출 때, 법도 멈추어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이성에 속하는 무언가가 아니
다.(ST I-II, q.90, a.1, obj.2)36)
35) 플라톤, 박종현 역(2005), 『(플라톤의)국가(政體)』, 82쪽(339c), “저로서는 올바른 것(to
dikaion)이란 ‘더 강한 자(ho kreitton)의 편익(이득: to sympheron)’ 이외에 다른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36) Praeterea, in ratione non est nisi potentia, habitus et actus. Sed lex non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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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반론은 이성에 속하는 세 가지 차원을 열거한 뒤, 소거법을 통
해 법이 능력, 습성, 작용 중 어떤 것도 아님을 보인다. 따라서 법은 이성
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한 토마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집짓기(aedificatio)와 지어진 것(aedificatum)의 경우처럼,
외적

행위들에서

작용(operatio)과

(작용

결과)

만들어진

것

(operatum)을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성의 작용들에서 이성
의 행위 자체, 즉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과 이런 식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것(constitutum)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론이성에서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 첫 번째는 정의이고; 두 번째는 명제, 셋째는,
삼단논법 혹은 논증이다. 위에서 말해진 것처럼, 실천이성도 그 작
용들에 있어서 어떤 삼단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그런 이유
로 이론이성 안에서 명제(전제)(propositio)가 결론들(conclusiones)
과 관계하듯이, 그렇게 실천이성 안에서 작용(operationes)과 관계
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행위를 향해 지시

되는 실천이성의 보편적 명제들은, 법의 성격(rationem legis)을 갖
는다. 그리고 그런 명제들은 어떤 때에는 실제로 생각되고, 어떤 때
에는 이성에 의해 습성적으로 견지된다.(ST I-II, q.90, a.1, ad
2)37)
ipsa potentia rationis. Similiter etiam non est aliquis habitus rationis, quia
habitus rationis sunt virtutes intellectuales, de quibus supra dictum est. Nec
etiam est actus rationis, quia cessante rationis actu, lex cessaret, puta in
dormientibus. Ergo lex non est aliquid rationis.
37) Ad secundum dicendum quod, sicut in actibus exterioribus est considerare
operationem et operatum, puta aedificationem et aedificatum; ita in operibus
rationis est considerare ipsum actum rationis, qui est intelligere et
ratiocinari, et aliquid per huiusmodi actum constitutum. Quod quidem in
speculativa ratione primo quidem est definitio; secundo, enunciatio[Henle
(121): enuntiatio]; tertio vero, syllogismus vel argumentatio. Et quia ratio
etiam practica utitur quodam syllogismo in operabilibus, ut supra habitum
est, secundum quod philosophus docet in VII Ethic.; ideo est invenire aliquid
in ratione practica quod ita se habeat ad operationes, sicut se habet
propositio in ratione speculativa ad conclusiones. Et huiusmodi propositiones
universales rationis practicae ordinatae ad actiones, habent rationem le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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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의 답변 전략은 이성 안에 능력, 습성, 작용 외에 제4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이성 능력, 이성적 습성, 이성 작용 외
에 이성 작용의 결과물도 이성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법은 이성
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성에 속한다.
법은 이성 능력이나 이성적 습성처럼 행위자 내부에 갖추어진 무언가도
아니며, 행위자가 수행하는 이성 작용 자체도 아니다. 우리는 작용과 작용
의 결과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집 짓는 작용과 그로 인해 지어진 집
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이성 작용과 이성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생
각할 수 있는데, 이성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 이성
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법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성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이론적 삼단논법에서 결론에 대응하는 것이 실천적 삼단논법
에서 작용이라면, 이론적 삼단논법의 전제에 대응하는 것이 실천적 삼단논
법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이 법의 개념을 갖는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해 둘 법한 것은, 여기 90문에
서 92문까지의 논의는 법 일반의 정의에 관한 것이기에, 여기에서 법의
본질이나 법의 본질과 관련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요소들은 영원법, 자연
법, 인정법, 신법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예컨대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성, 의지, 경향성이라는 개념은 영원법에
서는 신의 이성과 신의 의지 및 전체로서의 피조물의 경향성이 될 것이고,
인간에게 계시된 한에서의 영원법인 신법에 있어서는 신의 이성과 신의
의지 및 인간의 경향성이 될 것이다. 자연법의 경우에는 인간 일반의 이성
과 의지 및 경향성, 또 인정법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이성과 의지 및 피통
치자들의 경향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적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져보면 90
문에서의 설명은 영원법이나 신법보다는 인정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주문에서는 이성이 인간적 행위들의 제1원
리(priumum principium actuum humanorum)라고 말해지는데, 영원법
의 경우는 단지 인간적 행위들의 원리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운동

Quae quidem propositiones aliquando actualiter considerantur, aliquando vero
habitualiter a ratione tene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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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이기 때문이다. 또 반론 2에서는 법이 이성의 작용이라면 이성의 작
용이 멈출 때, 법도 멈출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영원법이나
신법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신의 이성이 작용을 멈추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어 이치에 닿지 않는다. 아마 아퀴나스가 영원법이나 신법, 자연법의 개
념보다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닿기 쉬운 인정법을 모델로 하여 법 일
반의 개념에 관해 설명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1.2.1.2. 공동선 (90문 2항)
90문 2항에서 아퀴나스는 법이 항상 공동선을 향해 지시되는지(Utrum
lex ordinetur semper ad bonum commune)를 묻는다. 이 항에서 문
제가 되는 것은 법이 공동선,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서 공유되는 선이
아니라 각 구성원 혹은 특수한 집단의 사적 이익(privato commodo)이나
개별적인 선들(singularia bona)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이 늘 공동선과 관련한다고, 그래서 공동선을 향하
는 지시가 법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먼저 반론을 살펴보
자.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은 법에 속하는데, 계율들은 어떤 개별적인
선들을 향하여 지시된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이 늘 공동선인 것은
아니다.(ST I-II, q.90, a.2, obj.1)38)
첫 번째 반론은 법이 지시하는 바, 즉 법규의 측면에서 법이 늘 공동선
과 관련하는지를 묻는다. 가령 법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고
지시할 때, 이는 공동체 전체의 재산, 예컨대 국고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타인의 사적 소유물을 훔치는 것도 금지
하는데, 이때 사유 재산에 관한 법률은 분명 '공동선'이 아니라 그 특수한
개인의 선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38) Ad legem enim pertinet praecipere et prohibere. Sed praecepta ordinantur
ad quaedam singularia bona. Non ergo semper finis legis est bonum
c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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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에게 행위하도록 지시한다. 그런데 인간적 행위들은 개별
적인 것들 안에 있다. 따라서 법도 어떤 개별적인 선을 향해 지시된
다.(ST I-II, q.90, a.2, obj.2)39)
두 번째 반론은 인간적 행위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동일한 문제를
끄집어낸다. 법은 인간적 행위와 관련하는데, 인간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에서 성립한다. 심지어 자선을 베풀 때도, 자선 행위가 일어
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상황이 요구된다. 자선 행위를 통해
혜택을 얻는 것 역시 특수한 개인들이다.
이시도루스는 "만약 법이 이성에 의해 성립한다면, 이성에 의해 성
립하는 것은 모두 법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동선을 향해
지시되는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선을 향해 지시되는 것도 이성에 의
해 성립한다. 따라서 법은 공동선 뿐 아니라, 각 사람의 사적 선을
향해서도 지시된다.(ST I-II, q.90, a.2, obj.3)40)
세 번째 반론은 방금 전 90문 1항에서 아퀴나스가 법을 '이성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것을 기억하고서, 그것이 법이 꼭 공동선과 관련하지는
않는다는 함축을 지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 이성은 공동선도 지시하지
만, 사적 선도 지시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의 주문은 크게 세 가지의 논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법이
행복과 관련한다는 것이다.
… 앞서 말해진 것처럼, 법은 규칙이자 척도라는 점에서 인간적 행
위들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간적 행위들의 원리가 이성인 것
처럼, 이성 자체 안에도 다른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원리에 해당하
39) Praeterea, lex dirigit hominem ad agendum. Sed actus humani sunt in
particularibus. Ergo et lex ad aliquod particulare bonum ordinatur.
40) Praeterea, Isidorus dicit, in libro Etymol., si ratione lex constat, lex erit
omne quod ratione constiterit. Sed ratione consistit non solum quod
ordinatur ad bonum commune, sed etiam quod ordinatur ad bonum
privatum. Ergo lex non ordinatur solum ad bonum commune, sed etiam ad
bonum privatum u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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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이유로 법이 최우선적으로(principaliter),
그리고 주로(maxime) 이 원리와 관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실천이성이 관련하는 것은 행위가능한 것들인데, 그것들에 있어서
제1원리는 궁극목적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해진 것처럼,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은 지복 또는 행복이다. 따라서 법은 주로 행복에 이르는
질서와 관련한다는 것이 분명하다.(ST I-II, q.90, a.2, c.)41)
앞서 90문 1항에서는 법이 인간적 행위의 원리이며, 인간적 행위의 원
리는 이성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원리의 원리, 즉 이성의 원리라 할
만한 것이 있으므로 법은 무엇보다 이 이성의 원리와 관련한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모든 인간적 행위는 목적 때문에 행해”(ST I-II, q.1, a.1, c.)42)지고,
더불어 "목적의 계열에서 어떤 면에서이든 무한히 진행하여 가는 것은 불
가능”(ST I-II, q.1, a.4, c.)43)하기에 목적의 계열의 최상위 지점에는 “욕
구를 움직이는 시원과 같은 것”(ST I-II, q.1, a.4, c.)44), 즉 궁극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와 관련하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궁극 목적이
다.
그런데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은 행복이라는 궁극목
적을 욕구하는 데서 일치한다”(ST I-II, q.1, a.7, sc.)45)는 아우구스티누
스의 진술이나, “행복은 궁극목적에의 도달을 말한다”(ST I-II, q.1, a.8,
41) … sicut dictum est, lex pertinet ad id quod est principium humanorum
actuum, ex eo quod est regula et mensura. Sicut autem ratio est principium
humanorum actuum, ita etiam in ipsa ratione est aliquid quod est principium
respectu omnium aliorum. Unde ad hoc oportet quod principaliter et maxime
pertineat lex. Primum autem principium in operativis, quorum est ratio
practica, est finis ultimus. Est autem ultimus finis humanae vitae felicitas vel
beatitudo, ut supra habitum est. Unde oportet quod lex maxime respiciat
ordinem qui est in beatitudinem.
42) “omnes actiones humanae propter finem sint” 정의채 역 『신학대전』 16권, 63
쪽.
43) “impossibile est in finibus procedere in infinitum“ 정의채 역(2000), 『신학대전』
16권, 87쪽. 이 논문에서 『신학대전』 1부 75~79문과 2부 1~5문의 번역은 정의채
(2003), (2000)를 각각 따른다. 나머지는 글쓴이가 직접 번역하였다.
44) “quasi principium movens appetitum” 정의채 역(2000), 『신학대전』 16권, 87쪽.
45) “omnes homines conveniunt in appetendo ultimum finem, qui est beatitudo“
정의채 역(2000) 『신학대전』 16권,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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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6)는 아퀴나스 자신의 진술에서 이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인간의 궁
극 목적은 행복이다. 따라서 법은 주로 행복을 향한 질서지움과 관련한다.
법이 행복을 향한 질서지움과 관련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법이 공동선을
지시한다는 이야기에는 못 미친다. 그는 여기에서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 부분과 전체,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것
이 두 번째 논지다.
게다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향해 그러하듯 모든 부분은 전
체를 향해 지시되고, 각 사람은 완전한 공동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에서 법이란 공동의 지복을 향한 질서지움과 관련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의 법에 관한 것들
의 정의에서, 지복과 정치적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우리가 “정치적 공동체를 위해 지복과 지복의 부분들을
만들고 보존하는 법들을 정의로운 것이라 부른다”47)고 말하기 때문
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공동체는 국가"(『정치학』 1권)이기 때문이
다.(ST I-II, q.90, a.2, c.)48)
인간 각자는 개별적 실체로서 그 자체가 신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 하나의 전체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 인간은 더 큰 전체의 일부분, 즉
공동체의 일부분이다. 이 점은 무리 없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그러
나 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의 관계로 이해되는
가? 왜 개별 인간은 '불완전한 것'인데 비해 공동체는 '완전한 것'인가?
더 나아가 왜 우리 자신의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공동체의 행복이
우리의 궁극 목적이 되어야하는가?
아퀴나스는 “어떤 것이든 다 자기 완성을 욕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궁극
46) “beatitudo nominat adeptionem ultimi finis” 정의채 역 『신학대전』 16권, 121쪽.
47) 강상진 외 역(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 1장 [13]
48) Rursus, cum omnis pars ordinetur ad totum sicut imperfectum ad
perfectum; unus autem homo est pars communitatis perfectae, necesse est
quod lex proprie respiciat ordinem ad felicitatem communem. Unde et
philosophus, in praemissa definitione legalium, mentionem facit et de
felicitate et communione politica. Dicit enim, in V Ethic., quod legalia iusta
dicimus factiva et conservativa felicitatis et particularum ipsius, politica
communicatione, perfecta enim communitas civitas est, ut dicitur in I Po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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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서 욕구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완전하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선으로 욕구하는 그런 것”(ST I-II, q.1, a.5, c.)49)이라고 말한다. 이를 바
탕으로 위의 물음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개인적 행복이나 선은 우리 자신
을 완성해 주는 선이 될 수 없고, 공동체의 선만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함축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왜 그러한가?
아퀴나스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의 공동선은 그 부분들 중
어떤 것의 특수한 선들로 환원될 수 없다. … 하나의 공동체가 그것
의 부분들 중 어떤 것의 존재 유형과는 구분되는 그 자신의 존재 유
형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의 공동선은 그것의 부분들
의 선들의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의 선들과
는) 구분되는 유형의 선이다. 한 공동체의 공동선과 관련하여 근본
적으로 선인 것은 그 공동선이 그 공동체가 지니는 통일성의 유형
및 존재 유형과 관련하여, 전체로서의 그 공동체를 완성시켜주는 것
이다.50)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보자면 부분 혹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 단순히 부분들의 총합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니는 통일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
있다는 것이 문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치안, 안보나 환경 보호
의 선이 그러하다. 이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내의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선도 아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인의 선까지도 위
협받으며, 따라서 우리 자신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깨끗
한 마실 물이 공공재로서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
고, 사적 폭력을 제어할 힘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외에 어떤 활동에도 관심을 두기 어렵다.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무너진다.
49) “cum unumquodque appetat suam perfectionem, illud appetit aliquis ut
ultimum finem, quod appetit, ut bonum perfectum et completivum sui
ipsius“ 정의채 역(2000)『신학대전』 16권 97쪽.
50) Baur(2012), 240-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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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정확히 말해 '다른 이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법도 단순히 특
수한 개인 A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의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 법의 주된 목적은 개별 사안들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지키고, 누군가가
남의 것을 훔치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돌려주는 것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체계 자체'를 구축하고 유
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여 법으로써 마련된 '질서 자체'는 구성원 중
누군가가 그것을 향유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른 누군가의 몫이 삭감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종류의 선을
공동선이라 부른다51).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선, 즉 공동선이 개
인적 선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불리며,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잘 이해된다.
이제 주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차례다.
법은 무엇보다도 공동선을 향한 질서지움에 따라 말해지기에, 개별
적인 것과 관련하는 다른 모든 계율은 공동선을 향한 질서지움에 따
르지 않는다면 법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공동
선을

향해

지시된다.

그런데

어떤

유에서든,

가장

그렇다고

(maxime) 말해지는 것이 다른 것들의 원리이며, 다른 것들은 바로
그것을 향하는 질서에 따라 (그 유에 속한다고) 말해진다. 마치 가장
뜨거운 것인 불이 혼합된 물질에서 열의 원인이고, 그리고 이때의
혼합된 물질들은 그것들이 불에 참여하는 만큼 뜨거운 것이라 말해
지는 것처럼 말이다.(ST I-II, q.90, a.2, c.)52)
얼핏 보기에 "법은 무엇보다도 공동선을 향한 질서지움에 따라 말해지기
에 … 모든 법은 공동선을 향해 지시된다"는 것은 얼핏 동어반복처럼 보인

51) Baur(2012), 241쪽 참고.
52) Unde oportet quod, cum lex maxime dicatur secundum ordinem ad bonum
commune, quodcumque aliud praeceptum de particulari opere non habeat
rationem legis nisi secundum ordinem ad bonum commune. Et ideo omnis
lex ad bonum commune ordinatur. In quolibet autem genere id quod maxime
dicitur, est principium aliorum, et alia dicuntur secundum ordinem ad ipsum,
sicut ignis, qui est maxime calidus, est causa caliditatis in corporibus mixtis,
quae intantum dicuntur calida, inquantum participant de 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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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90문 1항에서 말해진 바, 즉 유의 원리
는 그 유의 규칙이자 척도라는 진술을 떠올려야 한다. 원리이자 규칙이자
척도인 것은 이제 "가장 그렇다고 말해지는 것(quod maxime dicatur)"이
라는 표현으로 다시 쓰였다. 그 유에서 가장 그렇다고 말해지는 것, 즉 원
리에 해당하는 것과의 적합성에 따라 어떤 것이 그 유에 속할 수 있는 것
인지가 결정된다. 그런데 두 번째 논지에 이르기까지 법과 관련하여 일차
적으로 기술되는 것, 즉 법이 지향해야 할 원리가 공동선이라는 점이 입증
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것과 관련하는 다른 모든 계율들" 역시, 공동선
을 지시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법이라 불릴 수 없다.
1.2.1.3. 입법자 (90문 3항)
다음으로 90문 3항에서는 이성을 가진 누구든 법을 만들 수 있는지
(quod cuiuslibet ratio sit factiva legis)를 묻는다. 아퀴나스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 고유한 의미에서 법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주로 공동선을 향한
질서지움과 관련한다. 그런데 공동선을 향한 질서지움은 무리 전체
나 무리 전체를 대표하는 누군가에게 속하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 전체에 속하거나 무리 전체를 돌보는 공인
에게 속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서도 목적을
향해 질서짓는 것은 고유한 목적이 그에게 속하는 자의 일이기 때문
이다.(ST I-II, q.90, a.3, c.)53)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공동선을 향한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목적
을 향해 질서를 만드는 것은 그 목적에 속하는 자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목적에 속하는 자", 즉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는 자는 공동체 전체
53) … lex proprie, primo et principaliter respicit ordinem ad bonum commune.
Ordinare autem aliquid in bonum commune est vel totius multitudinis, vel
alicuius gerentis vicem totius multitudinis. Et ideo condere legem vel pertinet
ad totam multitudinem, vel pertinet ad personam publicam quae totius
multitudinis curam habet. Quia et in omnibus aliis ordinare in finem est eius
cuius est proprius ille f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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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 일은 일차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할 일이다. 공동체 전
체가 아니라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공인에게(ad personam publicam) 이 일이 맡겨져야 한다. 공동체를 대
표할 권리와 책임이 없는 사인(persona privata)이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반론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입법자의
의도는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이를
덕으로 이끄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성이든 법을 만들 수 있다.(ST I-II, q.90, a.3, obj.2)54)
답변에서 아퀴나스는 입법자의 의도가 사람을 덕으로 이끄는 데 있으며,
누구나 다른 이를 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전략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이 '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하는 데 있다.
… 사인(persona privata)은 효과적으로 덕을 향해 인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인은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의 권고가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 해도 강제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가 말하듯(『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효과적으로 덕을 향해 인도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가져야 하는데 말이다. 다수나 공인은 이
강제력을 가지며, 앞으로 말해질 것처럼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들에
게 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법을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만 속하는 일이다.(ST I-II, q.90, a.3, ad 2)55)
54) … sicut philosophus dicit, in libro II Ethic., intentio legislatoris est ut
inducat hominem ad virtutem. Sed quilibet homo potest alium inducere ad
virtutem. Ergo cuiuslibet hominis ratio est factiva legis.
55) … persona privata non potest inducere efficaciter ad virtutem. Potest enim
solum monere, sed si sua monitio non recipiatur, non habet vim coactivam;
quam debet habere lex, ad hoc quod efficaciter inducat ad virtutem, ut
philosophus dicit, in X Ethic. Hanc autem virtutem coactivam habet
multitudo vel persona publica, ad quam pertinet poenas infligere, ut infra
dicetur. Et ideo solius eius est leges fac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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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다른 사람을 덕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은 권고(monere)로 한정
된다. 누군가 덕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인이 때리거나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덕으로 이끌려면 처벌을 통한
강제가 요구된다. 그런데 강제력은 사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제력은 공동체 전체, 혹은 적어도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은 공인의 손
에 맡겨져야 한다. 법에서 강제력의 계기를 떼어낼 수 없는 한, 법을 제정
하는 일이 아무에게나 맡겨져서는 안 된다.
이 항에서 세 가지 측면이 눈에 띈다. 먼저 이 항에서 처음으로 법과 덕
사이의 관련이 보인다. '입법자의 의도는 사람을 덕으로 이끄는 데 있다
(intentio legislatoris est ut inducat hominem ad virtutem)'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진술은 토마스에게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우리는
자연법을 다루는 지점에서도 이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둘째, 입법의 목표가 덕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법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강제
력 내지 구속력에 있다는 점 역시 긍정한다. 이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
레스와 마찬가지로 행복과 덕을 중심으로 도덕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그 가
운데서 법의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에 일정한 답을 구성하는 것
처럼 보인다.
셋째, 법에서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는 자, 즉 입법자가 맡는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자연법 논의에서 이 점은 특별히 논쟁적인 요소가
되는데, 특히 전통적 의지주의자는 자연법에서 입법자에 해당하는 것이 신
이라고 본다. 영원법과 자연법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이 점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1.2.1.4. 공포(promulgatio) (90문 4항)
90문 4항에서는 법의 네 가지 본질 중 마지막으로 공포(promulgatio;
promulgation)를 다룬다. 이 항의 논의는 비교적 논쟁의 여지도 없고 논
지도 간결한 것처럼 보인다. 주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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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해진 것처럼, 법은 규칙과 척도라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
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규칙과 척도는 규제되고 측정되는 이들에게
적용됨으로써 부과된다. 그런 이유로 법이 법에 고유한, 따라야 할
힘을(virtutem obligandi)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런 이유로 공포는 법
이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이다.(ST I-II, q.90, a.4, c.)56)
규칙과 척도로서의 법은 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들에게 적용·부과되지 않
으면 효력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법이 구속력을 지니려면, 법은 공포되
어야만 하며, 거꾸로 공포가 없다면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두 번째 반론은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물음을 제기한다. 공포되어야
효력을 갖는다면, 공포 현장에 없었던 사람에게 법을 따를 의무가 지워지
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토마스의 답변은 “법이 공포될 때 현장
에 없었던 사람들은 공포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이들을 통해 고지가 이
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한에서 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ST
I-II, q.90, a.4, ad 2)57)"는 것이다.
우리의 탐구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 반론이다. 첫 번
째 반론은 자연법이 무엇보다도(maxime) 법의 성격을 지니는데, 자연법에
는 공포의 계기가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따라서 반론자는 자연법에는 공
포가 필요 없으니, 공포가 법의 개념이나 본질과 관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추론한다.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자연법이 공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즉, 자연법의 공포는 “신이 자연법을 사람들의 정신에 집어넣어서
자연적으로 알려지게끔 했다는 것 자체에 있다.”(ST I-II, q.90, a.4, ad
1.)58)
56) sicut dictum est, lex imponitur aliis per modum regulae et mensurae.
Regula autem et mensura imponitur per hoc quod applicatur his quae
regulantur et mensurantur. Unde ad hoc quod lex virtutem obligandi
obtineat, quod est proprium legis, oportet quod applicetur hominibus qui
secundum eam regulari debent. Talis autem applicatio fit per hoc quod in
notitiam eorum deducitur ex ipsa promulgatione. Unde promulgatio
necessaria est ad hoc quod lex habeat suam virtutem.
57) “illi coram quibus lex non promulgatur, obligantur ad legem servandam,
inquantum in eorum notitiam devenit per alios, vel devenire potest,
promulgatione f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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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는 주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법의 네
가지 본질을 포함하는 법의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앞서 말해진 네 항으로부터 법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법이란,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은 이에 의해 공포된, 공동선을 향
한 이성의 질서지움 외에 다름 아니다.(ST I-II, q.90, a.4, c.)59)
1.2.2. 91문 : 법의 종류
90문에서 법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 91문에
서 아퀴나스가 다루는 것은 법의 네 가지 종류이다. 아퀴나스는 법을 영원
법, 자연법, 인정법, 그리고 신법(lex divina]으로 나뉜다. 신법은 다시 구
약의 법과 신약의 법으로 나뉜다.
1.2.2.1. 영원한 법이 있는가(Utrum sit aliqua lex aeterna)?
(91문 1항)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항의 물음이 무엇을 겨냥하는지에 대해 정리
해 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미니코회 번역에서는 “Utrum sit aliqua
lex aeterna”를 “Whether there is an eternal law?”로 번역한다. 이는
예컨대 93문 1항에서 영원법에 관해 논의하면서 “Utrum lex aeterna sit
summa ratio in deo existens”를 “Whether the eternal law is a
sovereign type[Ratio] exisiting in God?”으로 번역한 것과 대비된다.
여기 91문의 논의에서는 ‘lex aeterna’에 불특정 지시형용사 ’aliqua’가
딸려 있는데 93문에서는 이것이 사라졌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a’와
‘the’의 차이로 표현한다.
이는 이 지점에서는 아직 영원법이 무엇인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뜻한
58) “promulgatio legis naturae est ex hoc ipso quod Deus eam mentibus
hominum inseruit naturaliter cognoscendam”
59) Et sic ex quatuor praedictis potest colligi definitio legis, quae nihil est aliud
quam quaedam rationis ordinatio ad bonum commune, ab eo qui curam
communitatis habet, promulg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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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론자들과 아퀴나스는 법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는지, 그리하여 영원
법이라고 불릴법한 것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분명 영원
법에 대해 특정한 구상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과는 다르다.
우선 91문 1항의 반론들을 살펴보자. 반론들은 법이 부과하는 대상도,
법의 공포도, 법이 지향하는 목적도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법이라는 것
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묻는다. 가령 첫 번째와 두 번째 반론을 보자.
모든 법은 누군가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법이 부과될 수 있는 자는
누구든 영원하지 않는데, 하느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
떤 법도 영원하지 않다.(ST I-II, q.91, a.1, obj.1)60)
공포는 법의 본질과 관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포는 영원할 수 없
는데, 왜냐하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어떤 법도 영원할 수 없다.(ST I-II, q.91, a.1, obj.2)61)
우선 각 반론의 결론이 “따라서 어떤 법도 영원하지 않다(Ergo nulla
lex est aeterna)” 혹은 “따라서 어떤 법도 영원할 수 없다(nulla lex
potest esse aeterna)”는 말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당신
과 내가 생각하는 그 영원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이 아니다. 영원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이해가 없다. 그래서 영원법이 무
엇인지에 대한 이해에 따라 ‘영원법은 존재할 수 없다’거나 ‘영원법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 일반의 요건을
기준으로 따져 보는 데서 그런 것 중 어떤 것도 영원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퀴나스 자신의 주문 역시 “그러니 이런 방식의 법은 영원하다고 불러
야 마땅하다”(ST I-II, q.91, a.1, c.)62)는 진술로 끝난다. 영원한 법은 없
60) Omnis enim lex aliquibus imponitur. Sed non fuit ab aeterno aliquis cui lex
posset imponi, solus enim Deus fuit ab aeterno. Ergo nulla lex est aeterna.
61) Praeterea, promulgatio est de ratione legis. Sed promulgatio non potuit esse
ab aeterno, quia non erat ab aeterno cui promulgaretur. Ergo nulla lex
potest esse aeterna.
62) “inde est quod huiusmodi legem oportet dicere aeter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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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반론자들에게 ‘이것만큼은 영원법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냐’고 답하
는 식이다.
그런데 ‘aliqua’의 유무, 혹은 ‘a’와 ‘the’의 차이는 종종 쉽게 간과되고
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항의 물음을

‘영원한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그래서 영원법이라는 규정에 부합하는 무언가
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논쟁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에 대한 구
상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영원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으로 오
해한다. 예컨대 Henle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는 이 항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는 바로 다음 91문 2항의 물음 ‘Utrum sit in nobis aliqua lex
naturalis’를 자연법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문제는 이 항들 어디에서도 영원법이나 자연법의
‘존재 증명’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아퀴나스는 어떻게 하
여 영원법과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지를 입증하는 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Henle는 90문 2항에서 자연법의 존재에 대
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아해한다. 그는 이 점을 지적하면
서 이를 단순히 아퀴나스를 포함해 그 시대에 살던 이들로서는 자연법의
존재가 자명하다고 믿었기에, 이에 대해 증명하는 작업을 불필요하게 여겼
을 것이라고 말하는 쪽으로 나아간다.63) 그러나 이는 아퀴나스가 스스로
‘영원법/자연법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놓고서 논점을 회피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특정한 구상을 바탕으로 이해된 영원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
하는 게 이 항의 과제라면 아퀴나스는 분명 실패했다. 애초에 그는 그런
작업을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퀴나스의 목적은
‘입증’이 아니라 ‘발견’에 있다. 영원한 법이 무엇인지 아직 의견일치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로써 앞
으로 ‘영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할 무언가를 규정하는 게 이 항의 목적
이다. 그러니 분명 이 항의 제목이 존재 물음처럼 보인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를테면 이름 찾기 물음으로 이해되어야 하
며, 따라서 이 항에서 영원법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기대해서는 안 된
다.
63) Henle(1993), 155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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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문을 살펴보자.
위에서 말해진 것처럼, 법은 완전한 공동체를 통치하는 군주 안에
있는 실천이성의 명령 외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한 것처
럼, 세계가 신적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면, 우주의 모든 공동체가
신적 이성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이 땅
의 군주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 안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지배의 개
념 자체가 법의 성격을 갖는다. 잠언 8:23에서 말해지듯, 신적 이성
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기 때문
에, 따라서 이런 방식의 법은 영원하다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ST
I-II, q.91, a.1, c.)64)
영원한 법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것은
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둘째, 그것은 영원해야 한다. 첫째 요건에 대한
답변으로 군주와 신의 유비가 제시된다. 국가를 다스릴 책임을 맡은 이의
실천이성이 내리는 명령이 법이듯,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신의 이성의 지
배도 법이다. 둘째 요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의 이성은 시간을 초월하므
로 영원하다고 말한다. 결국 전 우주를 지배하는 신적 이성의 통치 계획
자체가 영원한 법이라 불릴 수 있다.
주문에서도 거듭 엿보이지만 영원법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것
은 이 항의 관심사가 아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신의 이성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물을 수도
있겠지만, Henle처럼 이 지점에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서의 토마스의 논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64) Respondeo dicendum quod, sicut supra dictum est, nihil est aliud lex quam
quoddam dictamen practicae rationis in principe qui gubernat aliquam
communitatem perfectam. Manifestum est autem, supposito quod mundus
divina providentia regatur, ut in primo habitum est, quod tota communitas
universi gubernatur ratione divina. Et ideo ipsa ratio gubernationis rerum in
Deo sicut in principe universitatis existens, legis habet rationem. Et quia
divina ratio nihil concipit ex tempore, sed habet aeternum conceptum, ut
dicitur Prov. VIII; inde est quod huiusmodi legem oportet dicere aeter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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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우리 안에 자연적인 법이 있는가(Utrum Sit in Nobis
Aliqua Lex Naturalis)? (91문 2항)
지금 아퀴나스는 법의 네 가지 종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항에서
는 영원법에 이어, 그리고 영원법과의 관련 하에서 자연법을 이야기하게
될 터이다. 먼저 아퀴나스가 성경 내에서 자연법의 존재를 암시하는 구절
로서 제시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는 우리의 주제인 자연법과 보편적 도
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함축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1.2.2.2.1.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장 14절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장 12절과 13절은 다음과 같다.
율법을 모르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
법을 알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
다. (12절)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
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65)
12절에서는 죄 지은 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모르고 죄 지은 자와 알고
죄 지은 자를 구분하고, 13절에서는 율법을 듣고 알기만 하는 이와 실천
하는 이가 대비된다. 이를 종합하면 율법을 배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리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a)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따라 행위하지도 않음
b) 율법을 알지만 율법에 따라 행위하지 않음
c) 율법을 모르나 율법에 따라 행위함
d) 율법을 알고 율법에 따라 행위함
얼핏 보기에 12절에서는 율법을 알고 죄지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
65)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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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율법을 모르고 죄지은 자들은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한다고 말
하기에, 율법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즉 b)가 a)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적어도 율법을 아는 이는 무조건
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받을 기회는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의로움이 율법을 들어 아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 아
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데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도 바오로
의 진정한 의도는 a)와 b), 율법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
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이후 맥락을 살펴보아도 그렇다.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
님을 자랑하며(17절),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
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18절)…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
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20절).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
니까?(21절)

… 그대가 율법을 실천하면 할례는 유익합니다. 그러

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되
고 맙니다. (25절)66)
여기에서 비판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율법을 모르며 율법에 따르지도
않는 a)라기보다 오히려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는 '유다인', 즉 b)다. 그런데 의
외인 것은 바오로가 b)에 해당하는 유다인을 이렇게 꾸짖고서 그에게 율
법을 알기도 하고 잘 행하기도 하는 d)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할례를 받
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26절) 그리
하여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법전
66)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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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27절)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다인이 아니고, 살갗에 겉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례가 아닙니다. (28절) 오히려 속으로 유다
인인 사람이 참유다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
례가 참할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칭
찬을 받습니다. (29절)67)
여기에서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유다인과 대비되는 것은 율법의 규정들
을 알지 못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에 따라 행하는 이방인들, 즉 c)
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 d)를 가리키는 대신 c)를
긍정함으로써 바오로는 율법에 대한 앎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제 도덕성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분리되고, 그에 따라 유다인
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믿어졌던 도덕적 우월성도 파기되었다. 하느
님 앞에서의 의로움조차도 특수한 민족적 혈통이나 율법과 할례로 대표되
는 특수한 종교적 규범 체계와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바오로는 "율법의 규정들
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이방인들을 의로운 이들로 규정하기 때문이
다. 핵심은 앎이 아니라 실천에 있지만, 그럼에도 율법이 지시하는 바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인가? 설령 이방인들이 율법의 지시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치 않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라면 그것을 두고 '준수'라거나 '의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
그러나 바오로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
들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본성에 따라 율법에
서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자신
들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14절)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
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 줍니
67)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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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절)68)
율법을 배워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다. 그것은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본성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에 따라 율법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퀴나스가 이를테면 자연법에 관한 문헌학적 증거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아래에서다. 그는 91문 2항에서 우리에게 자연법이
없다는 반론들에 답하는 권위로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장 14절
에 대한 주석을 가져온다.
… 법을 갖지 않는 이방인들이 법에 속하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행할
때 그들은 비록 쓰여진 법은 갖지 않지만 그럼에도 각 사람이 그로
써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각하게 되는 자연법
은 가지는 것이다.(ST I-II, q.91, a.2 sc.)69)
유다인의 핏줄을 타고나지 않은 이방인들도 자연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
할 수 있다. 그들도 자연적으로 법에 속하는 것들, 즉 올바른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연법을 공유하고 있다. 의로움이나 올바름의 원천은 민
족적 혈통이나 그 민족의 독점적 유산이었던 성문법이나 관습에 있지 않
고, 인간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은 인간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성의 원천이다.
1.2.2.2.2 영원법과 자연법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장에서 바오로가 유다인을 비판하는
가운데 보편적 도덕성의 계기가 언급되는 것처럼 보이며, 아퀴나스가 이에
대한 주석을 『신학대전』 91문 2항의 권위로 들여오면서 논의를 출발했다

68)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2:14-15.
69) … cum gentes, quae legem non habent, naturaliter ea quae legis sunt
faciunt, dicit Glossa, etsi non habent legem scriptam, habent tamen legem
naturalem, qua quilibet intelligit et sibi conscius est quid sit bonum et quid
ma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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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91문 2항을 볼 차례다. 여기에서 아
퀴나스가 자연법이 존재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영원법이 있는 방식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점은 허수아비 때리기가
아니다. 앞서 91문 1항에서도 그러했듯, 여기에서도 그의 관심사는 자연법
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이라 불릴 만한 무엇인가를 확보
하고 그것을 자연법으로 규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반론을 살펴보자.
인간은 영원법을 통해 다스려지는 것으로 충분한데, 왜냐하면 아우
구스티누스가 “(영원법이란),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이 질서정연
해지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법이다)”70)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자연은 필요치 않은 것들에 있어서 넘치지도, 필요한 것들에 있
어 부족하지도 않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연법이 없다.(ST I-II,
q.91, a.2 obj.1)71)
영원법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은 가장 잘 질서지워진다. 그러니 영원법만
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자연법이 따로 있다면 이는 충분
을 넘어 과잉이 된다. 그리고 하느님이 굳이 필요치 않은 무언가를 만드실
리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없는 것이 맞다.
토마스는 이 반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 논증은 만약 자연법이 영원법과 다른 무언가라면 성공하였을 것
이다. 그런데 위(주문)에서 말해진 것처럼,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참여 외에 다름 아니다.(ST I-II, q.91, a.2, ad 1)72)
아퀴나스는 반론자의 논지 대부분을 받아들인다. 영원법에 의해 모든 것
70) Augustinus, 성염 역(1998), 『자유의지론』 101쪽(1권 VI,15)
71) Sufficienter enim homo gubernatur per legem aeternam, dicit enim
Augustinus, in I de Lib. Arb., quod lex aeterna est qua iustum est ut omnia
sint ordinatissima. Sed natura non abundat in superfluis, sicut nec deficit
in necessariis. Ergo non est aliqua lex homini naturalis.
72) … ratio illa procederet, si lex naturalis esset aliquid diversum a lege
aeterna. Non autem est nisi quaedam participatio eius, ut dictu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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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잘 질서지워진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도 긍정하고, 하느님이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도 동의한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자연법이 영원법에 더해 따로 있는 무언가라는 가정이다. ‘자연법이
영원법과 다른 것이라면 반론자 당신의 말이 맞지만, 사실 자연법은 영원
법과 다른 무언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참여이니
까.’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주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위(ST I-II, q.90, a.1, ad 1)에서 말해진 것처럼, 규칙이자 척도
인 한에서의 법은 어떤 것 안에 두 가지 방식으로 있을 수 있다. 첫
째로 (법은) 규제하고 측정하는 것 안에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규제되고 측정되는 것 안에 (있는 것으로서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규칙과 척도에 관련하는 무언가에 참여하는 한에서, 규제되고 측정
되기 때문이다.(ST I-II, q.91, a.2, c.)73)
법은 규제하고 측정하는 것 안에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규제되고 측
정되는 것 안에도 있다. 법은 그것이 규제하고 단속할 대상을 필요로 한
다. 판결을 내리는 이의 정신 안에도 법이 있지만, 판결을 받는 이도 그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에 참여하고 실현하며, 그 안에
도 법이 있다.
따라서 앞서(1항) 말해진 것들에서 분명하듯 신의 섭리 아래 종속되
는 모든 것들은 영원법에 의해 규제되고 측정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
이 영원법의 각인으로 인해 적절한 행동과 목적을 향하는 경향성들
을 갖는 한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는 것이 분명하
다.(ST I-II, q.91, a.2, c.)74)

73) … sicut supra dictum est, lex, cum sit regula et mensura, dupliciter potest
esse in aliquo, uno modo, sicut in regulante et mensurante; alio modo,
sicut in regulato et mensurato, quia inquantum participat aliquid de regula
vel mensura, sic regulatur vel mensuratur.
74) Unde cum omnia quae divinae providentiae subduntur, a lege aeterna
regulentur et mensurentur, ut ex dictis patet; manifestum est quod omnia
participant aliqualiter legem aeternam, inquantum scilicet ex impressione
eius habent inclinationes in proprios actus et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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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원법의 경우, 법의 대상이 되는 것, 즉 규제되고 측정되는 것
은 모든 피조물이다. 신의 섭리 아래 종속되는 모든 것은 적절한 행위와
목적을 향하는 경향성을 갖는 한에서 영원법에 참여한다. 모든 피조물에는
신의 세계 조직 원리가 깃들어 있고, 그것은 경향성을 통해 실현된다. 무
거운 돌은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성을 지니며, 불은 위를 향해 타오른다.
본능적으로 초식 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는
다. 각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지니며, 그 목적을 향하는 운동을 하는 경향
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성적 피조물은 그 스스로와 다른 것들을 위해 예비함으로
써 그 자신이 섭리의 협력자가 되는 한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우월한 방식으로 신적 섭리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이성적 피조물
자체에 영원한 이성이 분유되고, 그를 통해 마땅한 행위와 목적을
향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영원법에 대한 그러한 참여가 자연법이라 불리는 것이
다.(ST I-II, q.91, a.2, c.)75)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이성적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결정
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을 제
외한 모든 피조물은 자기 유전자에 각인된 행동 패턴을 뛰어넘지 못한다.
어쩌면 다람쥐도 겨울을 대비하여 도토리를 모은다는 점에서 “그 스스로
와 다른 것들을 위해 예비”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람쥐가
도토리를 쌓는 대신 육포를 만들고 저장하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원숭이
도 기본적인 수준의 도구를 만들고 무리 생활을 하지만, 100만 마리가 한
꺼번에 모일 수 있는 광장을 건설하지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대규모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도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75) Inter cetera autem rationalis creatura excellentiori quodam modo divinae
providentiae subiacet, inquantum et ipsa fit providentiae particeps, sibi ipsi
et aliis providens. Unde et in ipsa participatur ratio aeterna, per quam
habet naturalem inclinationem ad debitum actum et finem. Et talis
participatio legis aeternae in rationali creatura lex naturalis dic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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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된 유전적 프로그래밍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
들은 “자신의 행동과 작품의 창조자이자 주인”76)일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지니기에 다른 모든 존재와 달리 자기 행동과 작
품의 창조자와 주인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신에 더 가깝고,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우월한 방식으로 신적 섭리에 속한다.” 신에게서 나누어
받은 이성을 통해 마땅한 행위와 목적을 향하는 경향성을 지니는 한에서,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분된다. 그리고
바로 그처럼 구분되는 참여의 방식 내지 양태가 바로 자연법이라 불린다.
이제 자연법이 영원법과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는 진술이 잘 이해된다. 자
연법은 영원법과 독립하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참여된 영
원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시편의 작가는 "의로운 희생 제물을 봉헌"(시편 4:6)하
라고 말한 다음, 정의로운 일들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답하듯,
“많은 이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시편
4:7)라고 덧붙인다. 질문하는 자에게 답하면서, 그는 “주님이여, 마
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로써 판별하는 자연적 이성의 빛
(이는 자연법에 속하는데) 과 같은 당신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는 표
식이며, 이는 신적 빛이 우리 안에 찍힌 것 외에 다름 아닙니다”77)
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연법이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
외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ST I-II, q.91, a.2, c.)78)
마지막으로 자연법을 ‘자연적 이성의 빛’이라 말하는 대목에서 눈에 띄

76) 클레버(2006), 273쪽.
77) 이 부분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 번역은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소
서.”(시편 4:7)이다.
78) Unde cum Psalmista dixisset, sacrificate sacrificium iustitiae, quasi
quibusdam quaerentibus quae sunt iustitiae opera, subiungit, multi dicunt,
quis ostendit nobis bona? Cui quaestioni respondens, dicit, signatum est
super nos lumen vultus tui, domine, quasi lumen rationis naturalis, quo
discernimus quid sit bonum et malum, quod pertinet ad naturalem legem,
nihil aliud sit quam impressio divini luminis in nobis. Unde patet quod lex
naturalis nihil aliud est quam participatio legis aeternae in rationali
crea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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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 빛이 정의를 구하는 이들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다. 자연법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덕성의 차원이 열린다. 사자는 본능이 명
하는 대로 사냥을 잘 하고, 삶을 유지하고, 종의 번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자연적 목적을 다한다. 사자는 “정의로운 일들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다. 사자에게는 정의나 도덕의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마땅한 목적과 행위에는 자연적 경향성과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는 도덕적
차원까지 포함된다.
나머지 두 가지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고 이 항을 마무리하자.
먼저 두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다.
… 위(90문 2항)에서 말해진 것처럼, 인간이 목적을 향하는 자신의
행위로 지시되는 것은 법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 행동하
게 되는 것의 이유가 오직 자연적 욕구에만 있는, 이성 없는 피조물
들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적 행위들을 목적을 향해 지시하는 것은
본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인간은 목적을 위
해 행동하는 것은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인간에게는 어떤 자연법도 없다.(ST I-II, q.91, a.2, obj.2)79)
두 번째 반론자는 이성 및 의지를 본성과 분리한다. 이때 본성은 좁은
의미로서 자연적 욕구만을 가리킨다. 법은 목적을 지시하는데, 인간의 경
우 목적을 향해 지시하는 것은 자연적 욕구가 아니라 이성과 의지다. 따라
서 인간의 경우 본성(자연)과 법은 함께 묶일 수 없는 개념이다.
아퀴나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위에서 말해진 것처럼, 이성의 작용이건 의지의 작용이건 간에
모든 작용은 본성에 따라 있는 것에 의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추론(ratiocinatio)은 자연적으로 알려진 원리들에서

79) … per legem ordinatur homo in suis actibus ad finem, ut supra habitum
est. Sed ordinatio humanorum actuum ad finem non est per naturam, sicut
accidit in creaturis irrationabilibus, quae solo appetitu naturali agunt
propter finem, sed agit homo propter finem per rationem et voluntatem.
Ergo non est aliqua lex homini natu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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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하며, 목적을 향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욕구는 궁극 목적에 대
한 자연적 욕구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처럼 우리 행위들이 목적
을 향하도록 하는 최초의 지시가 자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분명하다.(ST I-II, q.91, a.2, ad 2)80)
아퀴나스의 답변은 목적을 향하라는 지시가 이성과 의지 주도의 일이긴
하더라도, 이때 이성과 의지가 어떤 재료도 없이 작동할 수는 없다고 말한
다. 이성과 의지는 출발점을 필요로 하고, 그 출발점이란 자연법이 지시하
는 자연적 경향성의 대상들에 있다. 반론자처럼 본성의 의미를 자연적 욕
구로 제한하더라도 자연적 욕구의 대상들은 출발점으로서 자연법 안에 들
어온다. 우리는 이 점을 이후 94문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반론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더 자유로운 것일수록 법에 덜 종속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
다 우선하여 자유 의지를 가지며, 자유 의지 덕분에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더 자유롭다. 따라서 다른 동물들도 자연법에 종속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역시 어떤 자연법에도 종속되지 않는다.(ST
I-II, q.91, a.2, obj.3)81)
비이성적 동물들도 이성적 피조물이 그러하듯 나름의 방식으로 영원
한 이성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에 지성적
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
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의미에서의 법이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위
에서 말해진 것처럼 법은 이성에 속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비이성적 피조물의 경우는 이성적 참여가 아니며, 그런 이유로
80) … omnis operatio, rationis et voluntatis derivatur in nobis ab eo quod est
secundum naturam, ut supra habitum est, nam omnis ratiocinatio derivatur
a principiis naturaliter notis, et omnis appetitus eorum quae sunt ad finem,
derivatur a naturali appetitu ultimi finis. Et sic etiam oportet quod prima
directio actuum nostrorum ad finem, fiat per legem naturalem.
81) … quanto aliquis est liberior, tanto minus est sub lege. Sed homo est
liberior omnibus animalibus, propter liberum arbitrium, quod prae aliis
animalibus habet. Cum igitur alia animalia non subdantur legi naturali, nec
homo alicui legi naturali subd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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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법이라고 말해질 수 없다.(ST I-II,
q.91, a.2, ad 3.)82)
세 번째 반론은 구속과 자유가 대비되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인 의견에
서 출발한다. 법은 구속이며, 동물보다 더 자유로운 인간에게 동물에게 없
는 법이, 즉 추가적인 구속이 있다는 점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답변은 법이 이성적인 것인 한에서,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가 비이성적 피조물의 참여보다 오히려 법이라 불리기에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구속과 자유의 딜레마에 대해 직접 답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뜻하는 바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인
간은 다른 비이성적 피조물처럼 기본적으로 규제되고 측정되는 것으로서
영원법에 참여하되, 자연법은 더 강한 의미에서 규제되고 측정되는 것의
자리에 인간을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의 모상으로, ‘자기 행
위의 주인이자 창조자’로,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규제하고 측정하는 것의
역할을 일정 부분 나누어 받은 존재로 만든다. 그런 점에서 자연법의 존재
가 더 큰 수동성과 더 큰 구속을 함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항에서 아퀴나스가 영원법과의 관계 아래에서 자연법을 기술하고 있
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의 영원법에 대
한 참여 외에 다름 아니”(ST I-II, q.91, a.2, c.)83)라는 구절은 해석에 있
어서 큰 논란의 씨앗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영원법과 자연법 사
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신의 존재에서 영원법과 자연법으로 이어
지는 위계적 도식을 읽어내려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인간의 이성적·능동적 참여에 있다고 본다.84)

82) … etiam animalia irrationalia participant rationem aeternam suo modo, sicut
et rationalis creatura. Sed quia rationalis creatura participat eam
intellectualiter et rationaliter, ideo participatio legis aeternae in creatura
rationali proprie lex vocatur, nam lex est aliquid rationis, ut supra dictum
est. In creatura autem irrationali non participatur rationaliter, unde non
potest dici lex nisi per similitudinem.
83) “lex naturalis nihil aliud est quam participatio legis aeternae in rationali
creatura”
84) 가령 4장에서 논의되는 Grisez-Finnis의 경우, 영원법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 인간의
이성적·능동적 참여에 있다고 보는 반면, 이진남(2007)은 이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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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인정법이 있는가(Utrum sit aliqua lex humana)? (91
문 3항)
인정법(lex humana)은 인간이 제정한 법을 일컫는다. 앞서와 마찬가지
로 이 항의 물음도 정확히 말해 인정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묻기보다 인정법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다. 앞의 논의와 연결하여 보면 이
미 세계 전체에 대한 신의 통치 계획인 영원법이 있고, 거기에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참여인 자연법도 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냐는 물음
이 된다. 첫 번째 반론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다.
위(2항)에서 말해진 것처럼,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참여이다. 그런
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 “(영원법이란),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
물들이 질서정연해지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법이다)”85). 그러므로
자연법은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인정법에 해
당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ST I-II, q.91, a.3, obj.1)86)
바로 앞항에서 영원법으로 충분한데 왜 자연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는 물음에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특수
한 양상이라고 답했었다. 영원법으로 충분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자연법과
영원법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연법은 영원법에 더해 추가적으
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법의 존재는 영원법의 완전성과 상
충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답변 방식이 달라진다. 앞에서 영원법의 한계나 불완
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법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자연법은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기에 충분"하다는 반론
자의 의견을 부정하고, 자연법의 불완전성을 긍정함으로써 인정법의 필요
성을 주장한다. 영원법-자연법의 관계에서와 달리 인정법의 필요성은 자연

85) Augustinus, 성염 역(1998), 『자유의지론』 101쪽(1권 VI,15)
86) Lex enim naturalis est participatio legis aeternae, ut dictum est. Sed per
legem aeternam omnia sunt ordinatissima, ut Augustinus dicit, in I de Lib.
Arb. Ergo lex naturalis sufficit ad omnia humana ordinanda. Non est ergo
necessarium quod sit aliqua lex hu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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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인간의 이성은 신적 이성의 명령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나름
의 방식으로 불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이론
이성의 측면에서 신적 지혜에 대한 자연적 참여를 통해 어떤 공통적
인 원리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 뿐, 무엇이 됐든 간
에 신적 지혜 안에 포함되는 것만큼 적합한 진리 인식은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실천이성의 측면에서도 인간은 어떤 공통적인 원리들
에 따라 자연적으로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것들에 대
한 개별적인 지시들에 따라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
도 개별적인 것들은 영원법에 포함된다. 그런 이유로 추가적으로 인
간의 이성이 법들의 개별 규정들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ST
I-II, q.91, a.3, ad 1)87)
신적 이성의 명령은 완전한 것으로서, 공통적 원리와 개별적인 지시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통
적 원리일 테고, 구체적 상황에서 특수한 이 행위를 이를테면 보험 사기로
판단하고,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별적 지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영원법은 원리와 개별적 적용 모두를 포괄하는 데 비해 자연법은 그렇지
않다. 자연법을 기술하는 다음의 구절을 보자. “인간은 어떤 공통적인 원
리들에 따라 자연적으로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시들에 따라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법에 대한
인간의 참여, 즉 자연법이 담보하는 것은 공통적인 원리들에 대한 인식뿐

87) Ad primum ergo dicendum quod ratio humana non potest participare ad
plenum dictamen rationis divinae, sed suo modo et imperfecte. Et ideo
sicut ex parte rationis speculativae, per naturalem participationem divinae
sapientiae, inest nobis cognitio quorundam communium principiorum, non
autem cuiuslibet veritatis propria cognitio, sicut in divina sapientia
continetur; ita etiam ex parte rationis practicae naturaliter homo participat
legem aeternam secundum quaedam communia principia, non autem
secundum particulares directiones singulorum, quae tamen in aeterna lege
continentur. Et ideo necesse est ulterius quod ratio humana procedat ad
particulares quasdam legum sancti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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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럼에도 개별적인 것들은 영원법에 포함된다.” 즉, 자연법이 포괄
하지 못하는 개별적 지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요구되고, 이는 추가적인 입
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인정법이다.
그러나 자연법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이성의 본질적인 한계를 이야기해
놓고서(“인간의 이성은 신적 이성의 명령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나
름의 방식으로 불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한계가 다시 인간
이성의 산물인 인정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그런 이유로 추가적
으로 인간의 이성이 법들의 개별 규정들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얼
핏 모순처럼 들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적 참여(naturalis participatio)'라는 표현에 주목
해야 한다. 공통적 원리에 대한 인식은 자연본성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
이다. 아퀴나스는 주문에서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것과 이성의 노력을 통해
발견되는 것 사이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 이론이성에서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증명불가능한 원리들에서 여
러 학문들의 결론들 —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아니라, 이성의 노력을 통해 발견된다 — 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
의 이성은 말하자면 어떤 공통적이며 증명불가능한 원리들에서부터,
더 개별적인 규정들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위에서 말해진 것처럼,
법의 개념에 속하는 다른 조건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에
따라 발견된 그 개별적 규정들은 인정법이라고 말해진다.(ST I-II,
q.91, a.3, c.)88)
이론이성에서 증명불가능한 원리들은 자연적으로 알려지지만, 여러 학문
들의 결론들은 이성의 노력을 통해 발견된다. 모순율은 어떤 의미에서 자

88) … sicut in ratione speculativa ex principiis indemonstrabilibus naturaliter
cognitis producuntur conclusiones diversarum scientiarum, quarum cognitio
non est nobis naturaliter indita, sed per industriam rationis inventa; ita
etiam ex praeceptis legis naturalis, quasi ex quibusdam principiis
communibus et indemonstrabilibus, necesse est quod ratio humana procedat
ad aliqua magis particulariter disponenda. Et istae particulares dispositiones
adinventae secundum rationem humanam, dicuntur leges humanae, servatis
aliis conditionibus quae pertinent ad rationem legis, ut supra dictu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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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알려지지만, 복잡한 수학적 연산의 결과는 배움을 통해서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법의 원리들은 보통 수준의 이성을 갖춘 이라면
누구나 자연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따로 배우거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모든 인간에게 분명하게 인식된다. 그러니 인간 종 전체에 적
용된다는 의미에서 이성을 말하자면, 그때 인간 이성은 적어도 보편적 원
리까지는 확실히 파악한다.
그렇지만 개별적 지시들을 마련하는 데는 단순히 공통 원리를 아는 능
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리와 개별 사안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등
이 추가로 요구되며, 여기에는 보통 수준의 이성이 아니라 탁월한 이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90문 3항에서 말했듯,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고, 법을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규
정들로 나아가는 것은 ‘탁월한 이성’의 몫이다. 개별적인 규정들은 자연적
이성의 빛에 따라 자연히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이성이 따로 ‘발
견’해야 할 몫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정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퀴나스는 인정법이 인정법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의 개념
에 속하는 다른 조건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에 따라 발견된" 것
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인정법은 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형이상학』 10권에서 말해지듯, 척도는 가장 확실한 것이어야만 한
다. 그러나 행해져야 할 일들에 관한 인간 이성의 명령은 불확실하
다. 그에 따라 "필멸자들의 생각은 두렵고, 우리의 예견은 불확실하
다"라는 말씀(지혜서 9:14)에 따르면 따라서 인간의 이성에서는 어떤
법도 나올 수 없다.(ST I-II, q.91, a.3, obj.3)89)
반론자는 이렇게 말한다. 행위와 관련하는 인간 이성, 즉 실천이성의 명
령은 확실성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이기 위해서는 척도여야 하며,
척도는 확실해야만 한다. 따라서 인간 이성이 법을 만들 수는 없다. 토마
89) … mensura debet esse certissima, ut dicitur in X Metaphys. Sed dictamen
humanae rationis de rebus gerendis est incertum; secundum illud Sap. IX,
cogitationes mortalium timidae, et incertae providentiae nostrae. Ergo ex
ratione humana nulla lex procedere p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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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실천이성은, 이론이성이 그러하듯 필연적인 것들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행해질 수 있는 것들에 관련하는데,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은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이다. 그런 이유로 인정법들은 학
문들의 논증적 결론들이 가지는 오류불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척도는 모든 점에서 오류불가능하고 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 유
에서 가능한 방식에 따라 오류불가능하고 확실(하기만 하면 된
다).(ST I-II, q.91, a.3, ad 3)90)
아퀴나스는 실천이성이 관련하는 행위는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들과
관련하기 때문에 이론이성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의 확실성이나
오류불가능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천이성의 제1원리들까지 보편적 올바름과 관련하지 않는다거나 보편적
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퀴나스는 제1원리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과 맥락의 특수성을 수용하고자 하며, 이는
자연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94문의 4항에서 6항까지의 과제가 될 것이
다.
1.2.2.4. 신정법 (91문 4-5항)
아퀴나스는 91문의 네 번째 항에서 신정법(lex divina; divine law)의
필요성을 옹호한다. 영원법이 신의 이성 자체 내지 만물에 대한 신의 통치
계획 자체를 말한다면, 신정법은 주로 성서의 말씀의 형태로 신이 인간에
게 직접 전달하는 법을 일컬으며, 이는 다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으로
나뉜다.
주문에서 그는 네 가지 논거를 드는데 그중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인간
90) Ad tertium dicendum quod ratio practica est circa operabilia, quae sunt
singularia et contingentia, non autem circa necessaria, sicut ratio
speculativa. Et ideo leges humanae non possunt illam infallibilitatem habere
quam habent conclusiones demonstrativae scientiarum. Nec oportet quod
omnis mensura sit omni modo infallibilis et certa, sed secundum quod est
possibile in genere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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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완전한 법을
수립할 수 없다거나, 인정법이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가운데 지켜져야 할
선까지 제거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논거다.
첫째, 인간은 법을 통해 궁극목적을 향하는 질서에 적합한 행위들로
지시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의 자연적 능력의 비례를 넘어서지
않는 그러한 목적만을 향해 지시된다면, 인간이 이성 측면에서 자연
법과 — 자연법에서 나오는 — 인간에 의해 상정된 법을 넘어서는
어떤 지시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지시되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의 비례를 넘어서는
것이다.91) 따라서 자연법과 인정법을 넘어서 신에 의해 주어진 법에
의해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지시되는 것도 필요했다.(ST I-II,
q.91, a.4, c.)92)
첫 번째 논거는 궁극 목적과 관련한다. 인간의 목적에는 자신의 자연적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불완전한 행복도 있지만 자연적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의 완전한 행복도 있다. 90문 2항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법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불완전한 행복의 경우 자연법과 인정법을 통해서,
즉 우리의 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 반면 완전한 행복
의 경우는 초자연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는 도달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자연법이 완전한 행복과 관련하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행복은 신정법의 관할에 맡겨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논거는 다음과 같다.
91) ST I-II, q.5, a.5
92) Primo quidem, quia per legem dirigitur homo ad actus proprios in ordine ad
ultimum finem. Et si quidem homo ordinaretur tantum ad finem qui non
excederet proportionem naturalis facultatis hominis, non oporteret quod
homo haberet aliquid directivum ex parte rationis, supra legem naturalem et
legem humanitus positam, quae ab ea derivatur. Sed quia homo ordinatur ad
finem beatitudinis aeternae, quae excedit proportionem naturalis facultatis
humanae, ut supra habitum est; ideo necessarium fuit ut supra legem
naturalem et humanam, dirigeretur etiam ad suum finem lege divinit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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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간은 판단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은 숨겨져 있는 내적 운동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오직 겉으로 드러난 외적 활동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
럼에도 덕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이 각각의(내적·외적) 행위들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 이유로 인정법은 내적 활동들을
충분히 제한하고 지시할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신정법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다.(ST I-II, q.91, a.4, c.)93)
90문 3항의 두 번째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법의
목적은 인간을 덕으로 이끄는 데 있다. 그런데 인정법만으로 덕의 완성으
로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인정법이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외적 행위들
뿐인데, 덕의 완성은 내적 행위의 올바름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이 외
적 행위를 감찰할 수 있는 데 반해, 도덕은 내적 행위까지 포괄한다는 일
반적인 이해는 이때의 법이 인정법을 가리킨다는 단서 하에서는 옳다. 그
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내면의 행위를 규제하고 단
속하는 것까지 법의 역할 안에 들어가며, 신정법이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한
다.
이후 91문의 5항에서는 신정법이 하나인지를 묻고 신정법이 구약의 법
과 신약의 법 둘로 구분된다고 답한다.
1.2.2.5. 죄를 조장하는 것의 법이 있는가(Utrum sit Aliqua lex
formitis)? (91문 6항)
이 항에서는 감각성의 경향성(sensualitatis inclinatio), 이성 이하의 본
성이 지시하는 감각적 충동이 그 자체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를 묻는
다. 분명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의 차원이 있다. 아퀴나
93) Tertio, quia de his potest homo legem ferre, de quibus potest iudicare.
Iudicium autem hominis esse non potest de interioribus motibus, qui latent,
sed solum de exterioribus actibus, qui apparent. Et tamen ad perfectionem
virtutis requiritur quod in utrisque actibus homo rectus existat. Et ideo lex
humana non potuit cohibere et ordinare sufficienter interiores actus, sed
necessarium fuit quod ad hoc superveniret lex di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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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측정되고 규제되는 것 안에서 참여의 형식으로 발견되는 것도 법인
한에서, 그리고 인간이 동물인 한에서, 동물적 경향성이 지시하는 욕구도
분명 법이라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런데 신이 이 경향성을 지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입법자가) 자신에게 예속되는 것들을 직접 무언가로, 때로 서로 다른 것
들을 서로 다른 활동으로 향하게끔 함으로써.”(ST I-II, q.91, a.6, c.)94)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종은 서로 다른 경향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어떤 것
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법인 것이, 또 다른 것에게는 법에 반하는 것이 되
고, 광포함(furibundum)이 어떤 의미에서 개의 법이지만 양이나 다른 온
순한 동물의 법에는 반대된다.”(ST I-II, q.91, a.6, c.)95)
이처럼 각 종에는 그 나름의 고유한 법이 경향성으로 제시되며, 이제 인
간의 경우에는 "이성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신적 질서로부터 정해진 인간의 법이다."(ST I-II, q.91, a.6, c.)96) 따라서
인간에게는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적절한 의미에서 그 자신의 경향성에
맞게 사는 것이며, 이성이 아닌 경향성에 따라 마치 짐승처럼 사는 것은
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즉 죄를 저지르는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즉 입법자가 자기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자에게서 어떤 지위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입법자에 종속되어 있던 자가)
또 다른 질서, 말하자면 또 다른 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수반되는”(ST I-II,
q.91, a.6, c.)97) 경우다. 예컨대 이성에서 멀어지며, 그리하여 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첫 번째 관점에서 보자면 이성의 법으로부터의 이탈이지만,
이 두 번째 방식에서 보면 그것 또한 일종의 법의 작용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신정법에서 따라 나온 것이자 인간에게서 고유한 존엄
성을 박탈하는 처벌인 한에서”(ST I-II, q.91, a.6, c.)98) 법의 의미를 지
94) “Uno modo, inquantum directe inclinat suos subditos ad aliquid; et diversos
interdum ad diversos actus.”
95) “ita ut quod uni est quodammodo lex, alteri sit contra legem, ut si dicam
quod furibundum esse est quodammodo lex canis, est autem contra legem
ovis vel alterius mansueti animalis.”
96) “Est ergo hominis lex, quam sortitur ex ordinatione divina secundum
propriam conditionem, ut secundum rationem operetur.”
97) “indirecte, inquantum scilicet per hoc quod legislator destituit aliquem sibi
subditum aliqua dignitate, sequitur quod transeat in alium ordinem et quasi
in aliam le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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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닌 경향성의 층위는 여럿이지만, 그중에서도 아퀴나스가 동물
적·신체적·감각적 욕구보다 이성적 활동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해 보인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신이 각 종에 고유한 경향성의 지시를 분
배하였고, 이때 인간이 고유한 것으로 받은 것이 이성 작용이라는 점에서
이성 활동은 일차적 의미를 얻고, 그 이성 활동이 다른 존재들과 달리 신
의 영역을 공유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얻는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성 이하의 본성과 이성적
본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논쟁거리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99)
1.2.3. 법의 결과 (92문)
92문에서는 법의 결과를 다룬다. 1항에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법의 결과인지(Utrum effectus legis sit facere homines bonos)를 묻
는다. 어떤 의미에서건 법은 인간을 선으로 이끈다. 입법자가 참된 선, 즉
신적 정의에 따라 규제된 공동선을 겨냥한다면 법을 통해 사람들은 단적
으로 선한 이들이 될 것이다. 한편 입법자가 자기에게 유용하거나 즐거운
것, 혹은 신의 정의에 반대되는 것에 이끌린다면, 그 때의 법은 사람들을
단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무엇인가에 따라서, 즉 그러한 정권
과 관련하는 한에서 선하게 만들어준다. 아퀴나스는 이 두 번째 경우를 "
악들 자체에서 선이 발견되는" 경우로 말하는데, 이때의 선은 참된 선이나
도덕적 선이 아니라 사적인 선을 의미한다.
92문 2항에서는 법의 네 가지 결과를 다룬다. 이시도루스는 “모든 법은
가령 용감한 사람이 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허락하거나, 성별된
처녀들과의 혼인을 청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
를 금지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자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처럼, 무언
가 처벌을 한다”(ST I-II, q.92, a.2, c.)100)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해진
98) “inquantum est poenalis et ex lege divina consequens, hominem destituente
propria dignitate.”
99) 이 주제는 주로 4장에서 McInerny와 Grisez-Finnis의 논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00) “omnis lex aut permittit aliquid, ut, vir fortis praemium petat. Aut v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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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금지, 처벌과 거기에 명령을 더하여 네 가지가 법의 결과로 적절하
게 언급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1.2.4. 영원법 (93문)
93문은 영원법을 주제로 다루는 곳이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영원
법이 신 안에 존재하는 최상의 헤아림(summa ratio in deo existens)이
라는 점(1항), 모든 이가 적어도 자연법의 공통 원리들만큼은 안다는 점에
서, 우리 모두는 영원법 전체를 알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영원법을
알며 그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2항), 모든 법은 올바른 이성에
참여하는 한에서 영원법에서 나온다는 점(3항),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들도
영원법에 속하지만(4항), 자연적 우유들도 영원법에 속한다는 점(비이성적
피조물들은 이성적 피조물처럼 신적 계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적 섭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한에서, 영원법에 다른 방식으로 종속된다),
그리고 선한 이들은 더 완전하게, 악인들은 더 불완전하게 영원법에 종속
된다는 점(6항)이 이야기된다. 우리는 자연법을 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므로 이 부분의 논의는 추가적으로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

ut, sacrarum virginum nuptias nulli liceat petere. Aut punit, ut, qui caedem
fecerit, capite plect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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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퀴나스의 자연법 (94문)
자연법을 이야기할 때 토마스가 기본적으로 품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다
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인간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보편적
이고도 근본적인 도덕적 앎의 차원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 보자. 이에 대
해 개인에 따라, 혹은 민족이나 국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실제로 서로 엇
갈리거나 상충하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이 즉각적인 반론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의 보편적 차원이 있
고, 그와 관련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면 왜 모두가 동일한
도덕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94문의 논의는 바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된다. 아퀴나스
의 답변은 이중적이다.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보편적 도덕성의 차원으로서
의 자연법을 설명하는 데 할애된다. 이러한 주제 아래 94문의 첫 번째 세
항이 포함된다. 먼저 1항에서는 자연법의 보편적 원리들에 대한 앎을 산
출하는 인간 정신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며,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이 인
간 영혼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습성 자체인지, 아니면 습성이 산출하는
앎인지를 탐구한다. 94문의 2항에서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계율들이 어떻
게 하여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
지에 관해 다룬다. 그리고 94문 3항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토마스에게
로 이식된 덕 윤리의 맥락 안에서 자연법이 덕과 보편적으로 관련하는지
를 물음으로써 도덕과 자연법 사이의 관련을 확정한다.
둘째는 보편적 도덕성의 원천으로서의 자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도덕적 실패를 경험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94문 4항
에서는 이 실패를 두 가지 경로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실천이성이 이론이
성과 달리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것들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즉 실천이성의
구조적 한계의 차원에서 설명되고, 다른 하나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영
역 양쪽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적 실패의 차원에서 설명된다. 전
자는 다시 94문 5항에서, 후자는 94문 6항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2.1. 자연법은 습성인가(Utrum lex naturalis sit habitus)? (94문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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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습성
94문

도입부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무엇인가(quid

sit

lex

naturalis)?'라는 물음을 첫 번째 항에서 다룰 것이라고 안내한 뒤, 이어
94문 1항에 진입하여서는 이 물음을 더 구체화하여 '자연법은 습성인가?'
라고 묻는다. 이 물음은 꽤나 당혹스럽게 들린다.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개념과 '습성 혹은 품성상태(habitus)'라는 개념의 연결이 상당히 어색하
게 들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퀴나스가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습
성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까닭 자
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우선 아퀴나스가 '습성'이라는 단어로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 항에서 토마스가 권위로 제시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습성이란 필요
할 때 그것에 의해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habitus est quo aliquid
agitur cum opus est)"이라고 말한다. 토마스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문에서 그는 "습성이란… 어떤 이가 그것으로써
행하는 것이기에(cum … habitus sit quo quis agit)"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수동과 능동의 태 차이는 있지만 뜻하고자 하는 바는 같
다. 습성이란 것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습성은 능력(potentia)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능력과 습
성은 공히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이면서, 실제로 작용을
산출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즉, 능력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일을 모두 할 수
있게 해 주는 반면, 습성은 비슷한 성격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한 가지
방향으로 굳어진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뜻한다.
예컨대 우리는 해커로서 이름을 떨친 이가 유명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
문가로 섭외되어 가는 일을 종종 보곤 한다. 단단한 사이버 방화벽을 돌파
해내는 능력은 뚫기 힘든 방화벽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예를 들자면,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도 유능하다. 인체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람을 죽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능력은 서로 반대되
는 행위를 향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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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습성의 경우 반복된 행위와 습관화를 통해 한 가지 방향으로
길이 들어 있는 성향 혹은 상태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데 길이 든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복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
남으로써 굳어진 생활 패턴은 그가 일찍 잠들거나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좌
절시키지 그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몸의 습성'이다.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굳어진 신념 체계를 '정신의 습성'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습성은 그것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형성되고, 거꾸로 일
단 그 습성이 갖추어지면 그 습성의 행위가 원활하고도 자연스럽게 일어
난다. 정의라는 덕의 습성은 정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만들어지고, 정의
의 덕을 갖춘 사람은 그 습성으로 인해 자연히 정의로운 행위를 하게 된
다. 정의의 덕을 갖춘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행위를 할지 말지를 고민
하지 않는다. 이미 정의로 기울어진 그의 마음 습성은 그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은 이를
테면 정의로운 행위가 필요할 때 정의로운 행위를 하게 해 주는 마음의
준비된 상태나 성향 같은 것을 일컫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여전히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나 마음 속에서 반복된 작용
을 통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굳어진 것이라거나 하
는 개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토마스는 왜 자
연법이 습성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만 하였을까? 반론자가 어떤 논거를
통해 자연법이 습성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2.1.2. 첫 번째 반론과 답변 : 영혼 안에 있는 것
94문 1항의 첫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다.
…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영혼 안
에는 세 가지, 즉 능력, 습성, 그리고 감정이 있다. 그러나 하나씩
열거해 봄으로써 분명하듯, 자연법은 영혼의 능력에 속하는 것도,
감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습성이다.(ST I-II,
q.94, a.1, obj.1)101)
101) … ut philosophus dicit, in II Ethic., tria sunt in anima, potentia, habitu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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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는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의 목록을 제시한 뒤, 소거법을 통해 자연
법이 능력에 속하는 것도 감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니 습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와 아주 흡사한 논증을 이미 앞에서 만난 적이 있다.
법이 이성에 속하는 것인지를 물었던 90문 1항에서 두 번째 반론은 이성
안에는 능력, 습성, 작용밖에 없는데, 법은 이 셋 중 어떤 것도 아니니 결
국 이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90문 1항에서는 법이
이성에 속하는 것인지를 물었기에 이성 안에 있는 것들을 따져보았던 것
이다. 여기서는 자연법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왜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따
져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앞서 살펴보았던 91문 2항에 있다. 거기에서 아퀴나
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대한 참여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긍정했다.
그러니 여기 94문 1항에서는 자연법 자체가 무엇인지를 묻는다기보다, 우
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자연법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자연법이 우리 안
에 있다면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에 가깝다. 인간은 신체와
영혼의 결합체이지만, 자연법이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일 리는 없는 것 같
다. 따라서 물음은 자연히 영혼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 자
연법에 대응하는 요소가 있는지 묻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90문 1항의 두 번째 반론에 대해 아퀴나스는 작용과 작용의 산물을 구
분하는 방식으로 답하였다. 법은 이성 작용 자체가 아니라 이성 작용의 결
과물인데, 작용의 산물도 어떤 의미에서 이성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니 법은 이성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답변도
비슷한 전략을 취한다.
…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는 탁월성의 유를 탐구하는 데
있는데, 왜냐하면 탁월성은 행위의 원리이며, 그가 행위의 원리들인
바, 즉, 능력들, 습성들, 그리고 감정들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그런데 영혼 안에는 이 셋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
다. 즉, 의지함이 의지하는 자 안에 있듯 작용[actus]이, 인식된 것

passio. Sed naturalis lex non est aliqua potentiarum animae, nec aliqua
passionum, ut patet enumerando per singula. Ergo lex naturalis est habitus.

- 60 -

들이 인식 주체 안에, 고유한 본성들이, 즉 불멸성 및 그러한 다른
것들이 영혼에 내재한다.(ST I-II, q.94, a.1, ad 1)102)
토마스가 보기에 반론자가 지적한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분명
한 탐구 주제가 있었고, 그 탐구 주제와 유관한 것들만을 언급한 것이다.
즉, 행위의 원리인 탁월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
에 영혼 안에서 행위 원리에 해당하는 세 가지만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며,
실제 영혼 안에는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다. 작용, 작용의 결과, 그리
고 영혼의 고유한 본성들과 같은 것들 말이다.103)
Budziszewski와 Henle는 영혼 안에는 세 가지만 있으며, 따라서 자연
법도 이 셋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는 반론자에 맞서, 토마스가 영혼 안에
그 셋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이 반론에 대한 답
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같다.104) 그러나 여기까지 말하면 반론
자의 소거법 전략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자연법이 습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가령 체육시간 동안 교실에서 총무가 수거해 둔 우유 급식비가 사라졌
다고 해 보자. 선생님은 그 시간대에 체육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던 학생이 A, B, C 셋이었는데, 확인 결과 A도 B도 범인이 아니
102) … philosophus intendit ibi investigare genus virtutis, et cum manifestum sit
quod virtus sit quoddam principium actus, illa tantum ponit quae sunt
principia humanorum actuum, scilicet potentias, habitus et passiones. Praeter
haec autem tria sunt quaedam alia in anima, sicut quidam actus, ut velle est
in volente; et etiam cognita sunt in cognoscente; et proprietates naturales
animae insunt ei, ut immortalitas et alia huiusmodi.
103) (이 때 ‘그 외의 다른 것들’에 관해 Budziszewski(2014, 235쪽)는 이렇게 말한다.
"Act, for example, are in the soul — the act of willing is in the willer, the
act of knowing is in the knower. Moreover, the soul’s own natural
properties, such as immortality, are in the soul.“
정리하자면 Budziszewski의 해석에서 ‘그 외의 것들’은 두 가지이다.
a. 작용(act) : e.g. 의지하는 자 안의 의지 작용, 아는 자 안의 알기 작용
b. 영혼 자신의 자연적 속성들 : e.g. 불멸성
그런데 “the act of willing is in the willer, the act of knowing is in the
knower”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이해이다. 원문은 “sicut quidam actus, ut velle est
in volente, et etiam cognita sunt in cognoscente”인데, “cognita”는 “the act of
knowing”이 아니라 “the known알려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velle”
와 더불어 ’actus’의 범주에 같이 넣는 것은 무리처럼 보인다.)
104) Budziszewski(2014),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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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C가 범인일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교실에 그 셋 외에도 D, E,
F 학생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지지해 줄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소거법이 잘못되
었다는 것이다. 후보자는 셋이 아니라 여섯이다. 그러니 그중 둘이 소거된
다 하더라도 범인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D, E, F도 C와 같은 수준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C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도 아니다. C는 D, E, F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혐의를
받고 있다. C가 먼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나중에 D, E, F가 동일한 이
유로 용의선상에 추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C의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혼 안에 능력, 습성, 작용 외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말하
는 것만으로 자연법이 습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습성
은 여전히 가능한 후보자 중 하나이다. 급식비 사건에서 이를테면 D를 범
인으로 특정할 만한 근거가 확보되면 C의 혐의가 풀리듯, 자연법이 습성
외 무엇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주어야 자연법이 습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문제는 토마스가 "그런데 영혼 안에는 이 셋 외에도 다른 것
들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른 것들'의 예를 드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는 것이다. 자연법이 셋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
적인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아퀴나스는 말하자면 용의자가 새롭게 추가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용의자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글쓴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아퀴나스는 영혼 안에 있는 나머지 요
소로 (1) "의지함(velle)이 의지하는 자 안에 있듯 작용(actus)이 (영혼 안
에 있고), (2) 인식된 것들(cognita)이 인식하는 자 안에(in cognoscente)
(있듯 작용의 결과가 영혼 안에 있고), (3) (영혼의) 고유한 본성들
(proprietates naturales)이, 즉 불멸성 및 그러한 다른 것들이 영혼에 내
재한다"고 말한다. 그가 이 셋 가운데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자체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 본 90문 1항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거기에서 아퀴나스는
법이 이성의 능력도, 이성적 습성도, 이성 작용도 아닌 이성 작용의 결과
로서 이성에 속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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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바로써 자연법이 셋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수 있다. 자연법이 법인 이상, 자연법도 영혼
의 작용 자체나 영혼의 고유한 본성이 아니라 작용의 산물로 이해되는 것
이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아퀴나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혼 안에는 능력과 습성, 감정 외에도 작용, 작용의
결과, 그리고 영혼의 고유한 본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연법은 그중에서
작용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습성이 아니다.
2.1.3. 두 번째 반론과 답변 : 양지양능(synderesis) 혹은 양심
(conscientia)105)
첫 번째 반론에서 자연법과 습성을 잇는 작업은 소거법을 통해서, 즉 부
정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에 반해 두 번째 반론은 자연법을 습성
으로 볼 만한 이유를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를 보면 이 항
에서 자연법을 습성과의 관련 하에서 논의하는 맥락이 조금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두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다.
… 바실리우스는 양심, 혹은 양지양능이 우리 지성의 법이라고 말하
는데, 이는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데 앞서(79문 2항) 논해진 것처럼, 양지양능은 일종의 습성이다. 따
라서 자연법은 습성이다.(ST I-II, q.94, a.1, obj.2)106)
두

번째

반론이

주목하는

것은

양지양능(synderesis)과

양심

105) synderesis와 conscientia을 어떻게 번역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의채는 synderesis를 양지(양능)로 번역하고 conscientia를 양심으로 번역한다. 『진
리론』 번역에서 이명곤은 synderesis를 양심으로, conscientia를 의식으로 번역한다.
이 논문에서는 synderesis를 양지양능으로, conscientia를 양심으로 번역한다. 양심의
번역어와 관련하여서는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과 도덕적 의식에 대한 고찰
— 'synderesis'와 'conscientia'의 개념규정과 한글 번역에 관하여— 」, 『인간연구』 제
25호 (2013), pp. 99-144.를 참조하라.
106) … Basilius dicit quod conscientia, sive synderesis, est lex intellectus nostri,
quod non potest intelligi nisi de lege naturali. Sed synderesis est habitus
quidam, ut in primo habitum est. Ergo lex naturalis est hab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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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a)이라는 개념이다. Katarzyna Stępień과 Tobias Hoffmann
은 「에제키엘 서」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주석을 고전적 참고지점으로 하
여 양지양능 개념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히에
로니무스의 텍스트에서는 양지양능이 능력인지 아니면 습성인지, 인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욕구적인 것인지, 양지양능은 오류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양지양능과 양심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107)
히에로니무스에서 보나벤투라와 알베르투스 마뉴스, 그리고 아퀴나스에
게까지 이어지는 개념 정립 과정에서 세목에 대한 조정은 있었지만, 히에
로니무스가 수립한 문제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짧은
반론만 보아도 양지양능을 욕구적인 것이 아닌 지성적인 것으로, 또 능력
이 아닌 습성으로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론자는 양지양능이 지성의 법
이라 불리고, 지성의 법이란 자연법에 다름 아닐 텐데, 양지양능이 습성이
므로 자연법 역시 습성일 것이라 말한다. 양지양능과 자연법을 이어주는
매개로 '지성의 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온다는 게 눈에 띈다. 그러나 이 매
개가 어떤 것이기에 그 둘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이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양지양능은 인간적 행위들의 제1원리인 자연법의 계율들을 담고 있
는 습성인 한에서 우리 지성의 법이라 불린다.(ST I-II, q.94, a.1,
obj.2)108)
반론에서는 양지양능이 우선 지성의 법이라는 개념과 연결되고, 그런 다
음 지성의 법과 자연법을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양지양능과 자연법이 연결
되는 그림이었다. 반면 답변에서는 양지양능과 자연법 사이의 연결 자체는
긍정하되, 구도를 달리 그린다. 즉 양지양능이 먼저 자연법과 연결되고,
그 결과 지성의 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반론에서는 양
지양능과 자연법이 동일한 것처럼 기술되었는 데 반해, 답변에서는 양지양
능이 자연법의 계율들을 담고 있는(continens) 습성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107) Hoffmann(2012), 255쪽.
108) … synderesis dicitur lex intellectus nostri, inquantum est habitus continens
praecepta legis naturalis, quae sunt prima principia operum human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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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두 개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아퀴나스가 첫 번째 반론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가 이해된다. 앞서 90문 1항에서 보았듯 법은 이성에 속하는 무언가이다.
그리고 91문 3항에서 본 것처럼 자연법은 실천이성의 보편적 제1원리들에
대한 인식이되,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이 우리 지성의 법이라 불리는 것은 잘 이해된다. 그리고 양지양능
은 자연법의 계율들을 담지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자연법에 딸린 별명을
양지양능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런 이
유로 양지양능이 우리 지성의 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법이 양지양능 자체인 것은 아니다. 자연법은
양지양능이라는 습성이 담고 있는 무언가다. 그러니 자연법은 습성 자체가
아니라 습성의 대상에 해당하는 무언가다.
여기에서 아퀴나스가 자연법의 계율들을 '인간적 행위의 제1원리'로 표
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가 94문 2항에 이르러 보게 되
겠지만 실천이성은 행위와 관련하는 이성인데, 자연법의 제1계율은 무릇
실천이성이 작동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전제 조
건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제1계율은 모든 인간적 행위의 제1원리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94문 2항에서 이루어질 테지만, 여기에서
는 그에 앞서 그러한 원리가 있다면, 그러한 원리에 대한 파악을 가능케
하는 인간 정신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그 메커니즘이
습성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양지양능의 습성을 자연적으
로 형성하며, 양지양능은 자연법의 제1계율을 포함 혹은 파악하는 습성이
다. 이성에서 양지양능으로, 양지양능에서 다시 자연법의 제1계율에 대한
파악으로 이어지는 것은 본성적이고도 자동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아퀴나
스에게 있어서 이는 보편적 도덕성을 말하기 위한 심리학적 설명에 해당
하는 것처럼 보인다.
… 만약 원리들이 단단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원리들에 의존하
는 것들 안에는 어떤 안정성도 확실성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
라서 인간 행위에 있어서 올바름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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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곧음을 갖는 영속적인 원리가, 그로써 모든 인간적 행위들이
검토되는 규준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 영속적인 원리는 모든 악에
저항하고 모든 선을 승인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양지
양능이며, 양지양능의 업무는 악을 책망하고, 선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지양능 안에는 어떤 죄도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인정한다.(QDV, q.16, a.2)109)
이제 히에로니무스가 양지양능과 관련하여 제기하였던 네 가지 물음 가
운데 양지양능이 오류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아퀴나스의 답변은 분명하
다. 양지양능은 틀릴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행위를 검토하는 규준
으로서, 불변하는 곧음을 갖는 영속적 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Hoffmann의 지적처럼 이는 과도한 낙관주의처럼 보인다는 우려
를 살 수 있다. 이 진술에서도 양지양능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그 자체
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올
바름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요청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모든 인간은 — 선하든 악하든, 서양
인이든 동양인이든,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 동일한 근본적 도덕적 인식
을 공유"110)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덕적 견해에 있어 차이가 나거나 민족과 국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도덕
적 관념이 달라진다는 것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성을 갖춘 한에서
근본적인 도덕적 인식이 필연적이라면, 도덕 판단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떻
게 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은 94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자 특히 94문 4항에서 6항에
이르기까지 주제적으로 다루어질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94문 1항의 핵심,
109) Non … posset esse aliqua firmitas vel certitudo in his quae sunt a
principiis, nisi ipsa principia essent firmiter stabilita. … Unde et in operibus
humanis, ad hoc quod aliqua rectitudo in eis esse possit, oprtet esse aliquod
principium permanens, quod rectitudinem immutabilem habeat, ad quod
omnia humana opera examinentur; ita quod illud principium permanens omni
malo resistat, et omni bono assentiat. Et haec est synderesis, cuius officium
est remurmurare malo, et inclinare ad bonum; et ideo concedimus quod in
ea peccatum esse non potest.
110) Hoffmann(2012),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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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연법에 관련한 인간의 인지적·심리학적 구조를 살피는 한에서 이 물
음에 대한 답변을 살필 것이다. 그러한 관점 아래에서 이 물음에 대해 제
시될 수 있는 답변은 동시에 히에로니무스가 제기했던 마지막 물음, 즉 양
지양능과 양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신학대전』 1부 79문 13항에서 아퀴나스는 양심(conscientia)에 관해
다룬다. 그에 따르면 양심은 그 자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식이
나 앎을", 즉 양지양능이 산출하는 자연법의 제1계율들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적용"하는 작용이다. 양심의 작용은 세 가
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양심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양심은

이런

의미에서

'증언한다

(testificari)'고 말해진다. 둘째로 양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한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의 '권고(instigare)'나 양심의 '
구속(ligare)'이 이해된다. 셋째로 양심은 우리가 행한 행위를 좋은 행위나
나쁜 행위로서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양심의 '용서(excusare)'
나 '비난(accusare)' 내지 '가책(remordere)'이라는 말이 잘 이해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오류는 원리 자체에 대한 인식, 즉 양지양능 수준에
서가 아니라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에 이르는 이행 과정, 즉
양심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이행에 있어서의 오류는 한편으로
는 인간 이성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이성이 적합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94문 4항에
서 6항에 이르러 살펴보기로 하자.
이 항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 볼 주문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습성이 아니지만, 느슨한 의미에서는 습성이라 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
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특히 양지양능이라는 습성과의 밀
접한 관련 때문에, 그리고 자연법이 양지양능이라는 습성과 개념적으로 구
분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탓에 자연법을 습성으로 이
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소개되었다면, 주문에서는 토마스 편에서 거꾸로 자
연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습성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따라서 주문을 살피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이 항에 들어서면서 최초로 제
기했던 물음, 즉 왜 아퀴나스가 자연법을 습성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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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4. 때로 자연법은 이성 안에 습성적으로만 있다.
94문 1항의 주문은 습성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첫
번째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proprie et essentialiter) 습성이
다.
자연법은 그런 의미에서는 습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명제가
이성의 산물이듯,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세워진 어떤 것이라고 말해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quod quis agit)(A)과, 그
것으로써 우리가 행위하는 것(quo quis agit)(B)은 동일한 것이 아
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문법 습성(B')을 통해 적합한 연설(A')을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습성이란 그것으로써 우리가 행위하는 것
(quo quis agit)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미에
서의 습성일 수는 없다.(ST I-II, q.94, a.1, c.)111)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습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quod quis
agit"와 "quo quis agit"의 대비가 핵심이다. 습성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
가 행위하게 되는 것, 행위를 낳는 것(quo quis agit)이지, 행위된 것
(quod quis agit)이 아니다. 문법에 대한 앎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체화된 문법은 그 행위를 낳는 데 기여하는
것(quo quis agit), 즉 습성이며, 그 결과로 산출된 좋은 연설은 행해지는
것(quod quis agit)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자연법은 습성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째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연법은
무엇보다 양지양능이라는 이성의 습성을 통해 세워진 어떤 것(aliquid
constitutum), 즉 어떤 의미에서 이성의 산물(opus rationis)이기 때문이
111) … et sic lex naturalis non est habitus. Dictum est enim supra quod lex
naturalis est aliquid per rationem constitutum, sicut etiam propositio est
quoddam opus rationis. Non est autem idem quod quis agit, et quo quis agit,
aliquis enim per habitum grammaticae agit orationem congruam. Cum igitur
habitus sit quo quis agit, non potest esse quod lex aliqua sit habitus proprie
et essentia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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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반론의 맥락을 고려하면 주문의 논의는 여기에서 끝
나도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다. 그는 고
유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느슨한 의미에서 습성이라
불릴 수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믿음에 의해(fide; by faith) 견지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경우처럼 습성에 의해(habitu; by habit) 견지되는 것이 습성이라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 의하면 자연법의 계율들은 어
떤 때에는 실제로 이성에 의해 생각되지만, 어떤 때에는 이성 안에
습성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연법은 습성이라
말해질 수 있다. 이론적인 것들에서 입증불가능한 원리들이 원리들
에 대한 습성 자체는 아니지만 (원리들에 대한) 습성이 그것들과 관
련하는, 그러한 원리들인 것처럼 말이다.(ST I-II, q.94, a.1, c.)112)
첫 번째 문장은 예컨대 신앙이 지시하는 보편적 사랑의 이념에 따라 자
선을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경우를 뜻하
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신앙 습성에 의해 견지되는 활동에도 신앙이
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성에
의해 실제로 생각되는(considerantur in actu a ratione) 경우와 이성
안에 습성적으로만 있는(sunt in ea habitualiter tantum) 경우 사이의
대비가 핵심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런 방식에 따라 자연법이
엄밀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느슨한 의미에서 습성이라고 말
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문제는 두 번째 문장의 진술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우리의 앞선 이해
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것이 습성의 현실화 내지 발현이기 때문에 습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112) Alio modo potest dici habitus id quod habitu tenetur, sicut dicitur fides id
quod fide tenetur. Et hoc modo, quia praecepta legis naturalis quandoque
considerantur in actu a ratione, quandoque autem sunt in ea habitualiter
tantum, secundum hunc modum potest dici quod lex naturalis sit habitus.
Sicut etiam principia indemonstrabilia in speculativis non sunt ipse habitus
principiorum, sed sunt principia quorum est hab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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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것이 현실화되지 않고(실제로 생각되지 않고) 다
만 잠재적으로 있다(이성 안에 습성적으로만 있다)는 점에서, 즉 습성의
고유한 양태를 닮았다는 점에서 습성이라 불린다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
이다. '습성에 의해 견지되는 것(quod habitu tenetur)'이라는 표현은 현
실태를 겨냥하고, '습성적으로 … 있다(sunt … habitualiter)'는 잠재태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룰 방법이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없고 둘 중 어느 한쪽만 옳다면 아퀴나스가 뜻하는 바는 어느 쪽일까?
여기에서 세 번째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론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아래(6항)에서 보여지게 될 것처럼, 자연법은 늘 인간 안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 인간의 이성은 법과 관계되는 것인데 —
늘 자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작용이
아니라 습성이다.(ST I-II, q.94, a.1, obj.3)113)
반론자는 주문 두 번째 문장의 논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인
간의 이성이 늘 자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이 항상 현실
화된 생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작용이 아니라 습성이
다.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가?
… 이 논증은 자연법이 습성적으로 견지된다고 논증한다. 그리고 우
리는 이를 인정한다.(ST I-II, q.94, a.1, ad 3)114)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뜻밖이다. 첫째, 굉장히 드물게도 아퀴
나스는 이 반론을 그대로 인정해버린다. 자연법은 때로는 실제 이성에 의
해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필요할 때 작용을 낳는 것으로
서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연법은 습성이다. 둘
113) … lex naturalis semper in homine manet, ut infra patebit. Sed non semper
ratio hominis, ad quam lex pertinet, cogitat de lege naturali. Ergo lex
naturalis non est actus, sed habitus.
114) … ratio illa concludit quod lex naturalis habitualiter tenetur. Et hoc
conced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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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위의 해석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였던 'quod habitu tenetur'
와 'sunt … habitualiter’가 여기에서는 부분적인 헤쳐모여를 단행하여
'habitualiter tenetur'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측면은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그 두 표현이 상충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해되지 않았다고 짐작케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측면은 이 상충처럼 보이는
것을 해소할 때 우리가 '습성에 의해 견지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 '습성
적으로 혹은 습성의 방식으로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상충을 해소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 글쓴이의 제안은 'quod
habitu tenetur'에서 탈격 'habitu'가 'tenetur'의 의미상의 주어를 가리
키는 것이라는 이해를 버리자는 것이다. 'habitu'를 방식이나 양태를 가리
키는 탈격(ablative of manner)으로, 그리하여 '습성의 방식으로'로 읽으
면 'habitu'와 'habitualiter' 사이에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
니 'quod habitu tenetur'는 '습성의 방식으로 견지되는 것'이 되어,
'sunt … habitualiter', 즉 '습성적으로/습성의 방식으로 있는' 것과 사실
상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런 해석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예
컨대 'habitu'를 'by a habit'으로 옮기는 도미니코회 번역만 보아도 그렇
다. 그러나 글쓴이가 보기에 'habitu'나 'fide'가 'tenetur'의 의미상의 주
어를 뜻하는 탈격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이해는 지금까지 논한 것처럼
'quod habitu tenetur'와

'sunt … habitualiter' 사이에 조화되기 어려

운 긴장을 상정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그러한 이해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의미에서의 습성과 느슨한 의미에서의 습성 사이의 대비까지 흐릿하게 만
들어버린다.
본질적이고 고유한 의미에서의 습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구분
은 행위/작용된 것(quod quis agit)과 행위를 낳는 것(quo quis agit)이
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자연법은 습성이 아니다. 그런데 느슨한 의미에서
의 습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quod habitu tenetur'를 '습성에 의해 견지
되는 것'으로 읽으면, 이것은 'quo quis agit'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서의
'quod quis agit'와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본질적이
고 고유한 의미에서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습성에 의해 야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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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에서 습성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던 자연법이 느슨한 의미에
서의 습성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이유에서, 즉 습성에 의해
견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습성이라 불린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반면 글쓴이의 이해에 따르면 본질적이고 고유한 의미에서 보면 습성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은 습성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느슨
한 의미에서 보면 자연법은 습성의 방식으로, 잠재태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도 한다는 점에서 습성이라 불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인용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와 그에 대한 답
변을 살펴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습성이란 필요할 때 그에 의해 무언가가 행해지는
그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연법은 이런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없는 어린이와 영원히 단죄 받은 악인
들 안에도 자연법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습성이 아니
다.(ST I-II, q.94, a.1, sc.)115)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목하는 것은 주문에서 보았던 엄밀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습성에 해당한다. 습성은 행위가 요구될 때 행위를 낳을 수 있
는 것이다. 정의의 습성은 정의로운 행위가 요구될 때, 그것을 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 안에서 자연법이 산출할 수 있는 행위가 요구됨에도 불구
하고 그 행위가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법이 습성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 바로 어린이와 죄인이 그
렇다. 그러니 필요할 때 행위를 낳지 못하는 자연법은 습성이 아니다.
사람이 잠 때문에 앎의 습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어떤 방해 때문에 습성적으로 내재하는 만큼을 사용할 수 없다. 마
찬가지로 어린 아이는 나이가 부족해서 지성의 원리들의 습성이나
그 아이에게 습성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을 사용할 수 없다.(ST
115) Augustinus dicit … quod habitus est quo aliquid agitur cum opus est. Sed
naturalis lex non est huiusmodi, est enim in parvulis et damnatis, qui per
eam agere non possunt. Ergo lex naturalis non est hab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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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q.94, a.1, ad sc.)116)
습성이라면 응당 행위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
에 대해 아퀴나스는 습성이 방해를 받아 행위를 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 답한다. 여기에서도 자연법에 대해 '습성적으로 내재하는(habitualiter
inest)'이라는 술어가 붙고 있다. 습성을 일종의 주체로, 자연법을 그 습성
의 결과로 보는 엄밀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가 맞다. 하지만 자연법은 양지양능이라는 습성에 의해 견지되는 앎이면서
동시에 이성 안에 현실태로(in actu) 있지 않고 다만 잠재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느슨한 의미에서는 습성의 존재 방식을 따른다. 아퀴나스가
'자연법은 습성인가?'라는 이 항의 물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보하려 했던
차원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습성의 방식으로 있는 앎이라는 독특한 성격은 자연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는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구분을 통해 이해
될 수 있다117). 가령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가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는 법부터 페달을 밝고 방향을 조절하며 속도를
제어하는 법을 명제적 형태로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린 뒤 이런 앎을 적
용하여 자전거 타는 행위에 착수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자전거 타는 법은 습성적인 앎의 형태로 우리 안에 존재하며, 그러한 상태
로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든다. 실제로 사고과정에 들어오
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전거 타는 법에 관한 습성적 앎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는 우리 행위의 원리가 된다.
자연법의 계율들이 습성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이와 비슷
하다. 우리 모두 자연법을 알고 있지만 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16) Ad id vero quod in contrarium obiicitur, dicendum quod eo quod
habitualiter inest, quandoque aliquis uti non potest propter aliquod
impedimentum, sicut homo non potest uti habitu scientiae propter somnum.
Et similiter puer non potest uti habitu intellectus principiorum, vel etiam lege
naturali, quae ei habitualiter inest, propter defectum aetatis.
117)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 혹은 습성적 앎과 현실화된 앎의 차이에 대해서는
Budziszewski 25-26쪽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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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연법의 계율들을 떠올림으로써 행위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는 것
이 아니다. 심지어 제1원리인 '선은 행해지며 추구되어야 하며, 악은 피해
져야 한다'를 실제로 떠올리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자전거 타는 법을 안다
는 것과 유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다음 항인 94문 2항에서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2.2. 자연법은 여러 계율들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의 계율만
을 포함하는가? (94문 2항)
94문 2항은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텍스트로서, 그
의 자연법에 관련한 현대적 논의 중 거의 대부분이 이 항에 관한 해석에
집중된다. 이 항에서는 자연법이 복수의 계율들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단
하나의 계율만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2.2.1. 반론과 답변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자연법 계율의 수에 관한 물음이 왜 자연법에 관
한 이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자연법의 계율
이 여럿인지가 왜 문제상황이 되는지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의
법이 여러 조항을 통해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도로교통법이 '초록불에 진행하고 빨간 불
에는 멈추시오'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시오'와 같은 여러
법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
에 적용되기 위해 법은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여기에서 반론자들이 자연법의 계율들이 여럿일 수 없다고 주장
할 때, 그들이 주장이 이런 것을 뜻할 리는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반론자
들이 말하는 것은 계율의 다수성 자체라기보다 계율의 다수성이 법 자체
의 단일성을 훼손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의 목적과 관련한 규정은 법을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든다. 가령 도로교통법 제1장 제1조는 이 법이 "도로
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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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아동복지법의 제1장 제
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
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공유하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등하굣
길에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처럼 두 법이 공통으로 관계하는 영역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칙은 아동복지법에는 포함
되지만 도로교통법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처럼 서로 다른 법에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이 있으며, 이는 두 법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을 겨냥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적을 기술하는 각 법의 제
1장 제1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결국, 계율들이 법의 서로 다
른 목적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계율의 다수성이 법 자체의 다수
성과 연결되기도 한다. 거칠게 말해 반론자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런 상황들이다.
우선 첫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연법은 여러 계율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계율만을 포함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확인된 바처럼, 법은
계율의 유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만약 자연법의 계율들이 여럿이라
면, 자연법도 여럿이라는 것이 뒤따를 것이다.(ST I-II, q.94, a.2,
obj.1)118)
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법은 계율의 유에 포함된다.
(b) 그러므로 만약 자연법의 계율들이 여럿이라면 자연법도 여럿이
라는 것이 따라 나올 것이다.
(c) (그런데 자연법이 여럿일 수는 없다.)
(d) 그러므로 자연법은 여러 계율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계율만을
118) Videtur quod lex naturalis non contineat plura praecepta, sed unum
tantum. Lex enim continetur in genere praecepti, ut supra habitum est. Si
igitur essent multa praecepta legis naturalis, sequeretur quod etiam essent
multae leges natu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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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반론은 일종의 귀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 즉
자연법의 계율이 여럿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을 때 그 전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자연법이 여럿이라는 결론을 함축한다는 보임으로써 자
연법의 계율이 여럿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퀴나스가 (c), 즉 자
연법이 여럿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반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론자는 아퀴나스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실
제로 아퀴나스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법은 왜 여럿이어서
는 안 되는가?
자연법은 인간 존재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을 기초로 하여 이야기된다. 인간과 다른 본성을 지닌 피조물들도 영
원법에 참여하지만, 아퀴나스는 그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영원법에 대한 인
간 특유의 참여 방식을 자연법이라 부른다. 자연법이 여럿이라는 것은 본
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는 여러 존재가 인간으로 불린다는 것
을 뜻하게 된다. 아퀴나스에게 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연법 이론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본성의 차원을 토
대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성의 차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자연법이 여럿이라면 도덕의 뿌리가 여럿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의 차원을 이야기하려는 자연법 이론의 기획
의도 자체에 반하는 함축에 해당한다. 반론자도 아퀴나스도 이런 함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반론자와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하나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
러면서도 그들은 자연법에 속하는 계율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투고 있다. 첫 번째 반론에서 반론자는 (b)에서 보이듯 자연법
에 속하는 계율들의 다수성이 자연법의 단일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하나의 법 아래 여러 계율들이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반론자는 어떤 점을 근거로 자연법의 계율들
이 여럿이면 자연법도 여럿이 된다고 말하는가?
반론자의 근거는 (a)인 것처럼 보인다. 우선 (a)에서 '위에서 확인된 바'
가 가리키는 것은 92문 2항이다. 그곳에서 첫 번째 반론자는 "모든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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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계율(lex … omnis praeceptum commune est)"(ST I-II, q.92,
a.2, obj.1)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에서 아퀴나스는 이 말 자체에
동의하는 가운데 계율이 넓은 의미로 이해되면 “법은 모두 계율이라 말해
진다”(ST I-II, q.92, a.2, ad 1)119)고 말한 바 있다. 법은 보편적 계율이
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에서 '동물'이 유이고, '이성적'이라
는 것이 종차이고, '인간'이 종에 해당하듯, '계율'이 유이고, '보편적'이라
는 것은 종차이며, '법'은 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보편적 계율이라는 진술을 여기 94문 2항에 이르러 ‘법은 계율이라
는 유에 포함된다’(ST I-II, q.94, a.2, obj.1)120)로 바꾸어 쓴 것은 잘 이
해된다. 법은 계율 가운데 보편적인 것이다. 일회적이거나 특수 사례에만
적용되는 명령(praeceptum)121)은 법이라 불리지 않는다.
(a)를 기초로 (b)를 이해할 때 가장 쉬운 접근법은 (a)와 (b)에서 평행
구조를 읽어내는 것이다. 즉, (a)에서의 계율과 법에 대응하는 것이 (b)에
서는 각각 자연법의 계율과 자연법이라고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b)
의 논리가 잘 이해된다. 계율은 유이고 법은 종이다. 유가 여럿이면 종이
여럿일 것이다. 그러니 자연법의 계율들을 유로, 자연법을 종으로 이해하
면 자연법의 계율들이 여럿이라고 할 때 왜 자연법도 여럿이 되는지가 잘
이해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a)에서 법이 (b)의 자
연법에 대응하고 (a)의 계율이 (b)에서의 자연법의 계율들에 대응한다면
포함 관계 역시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할 것이다. 즉, (a)에서 법이 계율
에 포함된다(continetur)고 했으니 자연법이 자연법의 계율(들)에 포함된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b)의 진술에서 "Si … essent multa
praecepta legis naturalis"는 "만약 … 자연법의 계율들이 여럿이라면"
혹은 "만약 … 여러 계율들이 자연법에 속한다면"으로 번역된다. 더 나
아가 논증의 결론에 해당하는 (d)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자연법이 자
연법의 계율(들)을 포함한다(contineat)'고 쓰고 있다. 이는 (a)에서 발견
되었던 계율과 법의 관계, 즉 유와 종의 관계가 (b) 이후의 자연법의 계
119) “universaliter lex praeceptum dicitur”
120) “lex continetur in genere praecepti”
121) 라틴어 praeceptum은 '명령하다(praecipere)'의 완료수동분사 중성 단수 주격 내지
목적격의 형태로서 기본적으로는 '명해진 것' 내지 '명령'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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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자연법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일
종의 역전이 있는 것이다.
만약 반론자의 주장이 이러한 것이라면 반론자는 (a)에서 법이 계율의
유에 속한다고 말할 때의 '계율'과 (b) 이후에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을 말
할 때의 '계율"이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는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둘을 섞어버린 것이다. 전자가 법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계율'을
가리킨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한 법에 속하는 구체적 계명들을, 이를테면
도로교통법에 속하는 하위 조항들을 일컫는 것이다. 당연히 계율 일반은
보편적 계율로서의 법 일반을 포함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조항들은 도로교
통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반대로 도로교통법이 도로교통법의 조항들을 포
함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결국 반론자는 자연법의 계율들이 자연
법의 유라고 말하는 동시에 자연법이 자연법의 계율들을 포함한다고 말함
으로써 개념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론자가 이런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사
실 더 큰 문제는 아퀴나스가 이 반론에 답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쩌면 아퀴나스
에게 이해된 반론자는 계율-법의 관계와 자연법-자연법의 계율들의 관계
를 잘못 이어붙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Flannery는
첫 번째 반론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
동물은 인간의 유이고 인간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종이기 때문
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동물일 뿐 아니라, 인간이기도 하다. 마
찬가지로, 만약 계율이 자연법의 유이고 자연법이 여러 계율들의 종
이라면, 다양한 계율들은 계율일 뿐 아니라, 모두가 자연법이라는
것이 따라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상하다. 그러므로 자연
법에는 단지 하나의 계율만이 있어야 한다.122)
앞선 해석에서 계율-법의 2단 구조가 자연법-자연법의 계율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였다면, Flannery의 이해에서는 법을 포괄하는 상위
유로서의 계율과 자연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의 계율들이 구분된다. 동물122) Flannery(2001),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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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소크라테스가 유-종-개별자의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계율-자연법자연법의 계율들도 3단 위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포함 관계의 역전
과 관련한 오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b)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lannery의 예에서 동물 유와 인간 종에 속하는 소크라테스는 동물인
동시에 인간이다. 마찬가지로 이 도식 아래서는 계율의 유와 자연법의 종
에 속하는 다양한 자연법의 계율들은 계율인 동시에 "모두가 자연법"이다.
Flannery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아마 그는 반론자가 자연법의 계율
들이 여럿이면 자연법도 여럿이라고 말할 때의 상황이 바로 이를 가리키
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Flannery의 이해는 반론자가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다. 그의
그림에서 자연법이 여럿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자연법 자체가 여럿이
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이라는 종에 속하는 계율들이 여럿이라는 것이다.
인간 종에 속하는 개체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다
면 우리는 '인간이 여럿'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인간 종에 속하는 개별자들이 여럿이라는 것을 뜻할 뿐이지 종 수준에서
다수성이 발생한다는 말이 아니다. Flannery는 "여러 계율들 … 모두가
자연법”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는 여러 계율들이 그 자체로
자연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율들이 자연법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점에서 자연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인
간 종에 속하는 개별자가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종으로서의 인간은 여전
히 하나다. 상위 유의 다수성은 하위 유의 다수성으로 이어지지만, 하위
종이 여럿이라고 해서 꼭 상위 유가 여럿인 것은 아니다. 자연법이라는 종
에 속하는 계율들이 여럿이라 할지라도 자연법은 여전히 하나일 수 있다.
Flannery의 도식에서는 계율의 다수성이 자연법 자체의 다수성으로 이어
질 만한 논리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반론자가 (b)에서 말하는 것은 자연법의 계율들이 여럿이라는 점에
서 자연법 자체가 여럿이라는 점이 따라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 계율의 다
수성이 자연법의 단일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Flannery의 도식에서 자연
법에 속하는 계율들은 다수이되, 자연법은 그것들을 포함하는 종으로서 여
전히 하나임을 유지한다. 따라서 Flannery의 그림에서는 반론자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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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가 구성되지 못한다.
결국, 최초의 해석에서 <계율-법:자연법의 계율들-자연법>의 2단 도식은
(b)의 논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상위 유와 하위 종 사이의 함축관계와 관
련하여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반면 Flannery의 이해에 따른
<계율-자연법-자연법의 계율들>의 3단 도식은 상위 유와 하위 종 사이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반론의 핵심인 (b)의 논지 수립에 기여하
지 못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일반을 포함하는 상위 유로
서의 계율과 자연법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하위 계율들을 구분하는 한편,
하위 종에 속한 것의 다수성이 상위 유의 단일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발견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는 왔던 길을 상당
히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90문 1항에서 "각각의 … 유에서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그
유의 척도와 규칙123)"이라는 아퀴나스의 분석을 접한 적이 있다. 예컨대
수의 유에서 하나임(unitas)이 그러하다. 숫자 '1'은 수의 유에 속하는 다
른 모든 숫자들을 산출하는 뿌리이자, 그 숫자들을 측정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아퀴나스는 여기에 빗대어 인간적 행위의 제1원리인 이성이 동시에
인간적 행위의 규칙이자 척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떤 유에서 제1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그 유에 속하는 것인 동
시에 그 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각각의 유에서 제1원리에 해당하는 것
은 단 하나뿐이다. 거꾸로 말해, 제1원리가 여럿이라면 유도 하나일 수 없
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 즉 '유에 속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다
수성이 유의 단일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로 각 유의 제1원리다. 만약 우리
가 이런 맥락을 보충하여 읽는다면 반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
다.
(b') 자연법의 [제1원리로서의] 계율이 여럿이라면, 자연법도 여럿이
라는 게 따라 나온다.
제1원리가 여럿이면 유도 하나일 수 없다. 반론자의 핵심 논지는 자연스

123) “In unoquoque … genere id quod est principium, est mensura et regula
illius gen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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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이해된다. 더불어 이렇게 이해하면 법의 유로서의 계율과 자연법의
하위 범주로서의 (제1원리로서의) 계율 사이의 구분도 잘 이해된다. 그러
니 포함관계와 관련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반론
자는 자연법의 제1원리에 관한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 된다. 제1원리가
여럿이면 자연법도 여럿일 테고, 자연법이 여럿이면 보편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아퀴나스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제 아퀴나스의 답변을 살펴볼 차례다.
… 자연법의 그 모든 계율들은 하나의 제1계율과 관련되는 한에서,
하나의 자연법의 성격을 갖는다.(ST I-II, q.94, a.2, ad 1)124)
자연법의 모든 계율들이 제1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은 단
하나의 제1원리만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계율들은 그 각각이 제1원리로
서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1원리와 관련하는 한에서 자연법의
성격을 갖는다. 반론자는 자연법이 여러 계율들을 포함한다는 것이 곧 자
연법이 여러 제1원리들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계
율들의 다수성이 자연법의 단일성을 훼손하지 않을지 걱정한다. 이런 물음
에 대해 토마스는 자연법의 모든 계율들이 수평적으로 제1원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제1원리의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단 하
나의 제1계율(unum primum praeceptum)"뿐이며, 나머지 계율들은 이
계율과의 관련성에 따라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 된다.
글쓴이의 이러한 이해는 첫 번째 반론에 대해 가능한 앞의 두 가지 해
석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94문 2항의 주문의 기
획 의도와도 잘 연결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문에서 아퀴나스는 이론
이성과의 유비를 통해 실천이성에서의 제1원리에 해당하는 것, 즉 '자연법
의 제1계율'을 설명하고, 동시에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층위에 따른 세 가
지 경향성의 수준 각각에서 어떻게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이 형성되는지를
보이는 데 긴 지면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해는 반론자의 입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 외에 제

124) … omnia ista praecepta legis naturae, inquantum referuntur ad unum
primum praeceptum, habent rationem unius legis natu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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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리라는 추가적인 맥락을 집어넣어야 성립한다. 게다가 이렇게 읽으면
(a) '법은 계율의 유에 속한다'라는 전제를 굳이 도입한 이유가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독자가 유(genus)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각각의 유에서의 제
1원리가 갖는 성격을 자연히 떠올리게 될 것125)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반론자의 진술 자체에 충실하자면, 첫 번째 해석이
여전히 가장 그럴듯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글쓴이
의 이해는 첫 번째 반론자를 오류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의 물음이
94문 2항 전체의 맥락과 이어지는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두 번째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 역시 이 항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반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을 따른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비록 부
분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이지만, 전체에 따르면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계율들은 (본성) 전체의 단일성으로 인해 오직 하나이거나,
인간 본성의 부분들의 다수성에 따라 여럿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
연법의 계율들이 인간 본성의 부분들의 다수성에 따라 여럿이라면)
욕구(적 능력)의 경향성에 관한 것들까지도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ST I-II, q.94, a.2, obj.2)126)
주문에서도 이 점이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반론자는 인간의 본성이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한 관찰에서 자신의 주장을 시작한다. 자
연법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
지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본성의 여러 층위에 따라 자연법
의 계율들도 여럿인 경우이다. 둘째는 전체로서의 본성에 대응하는 하나의
계율만 있는 경우다.

125) Budziszewski(2014)의 경우에는 『신학대전』 의 독자들에게 이것이 상당히 자연스러
운 과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가령 그의 책 238쪽에 등장하는 진술을 참고하라.
126) … lex naturalis consequitur hominis naturam. Sed humana natura est una
secundum totum, licet sit multiplex secundum partes. Aut ergo est unum
praeceptum tantum legis naturae, propter unitatem totius, aut sunt multa,
secundum multitudinem partium humanae naturae. Et sic oportebit quod
etiam ea quae sunt de inclinatione concupiscibilis, pertineant ad legem
natur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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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우라면, 즉 인간 본성의 여러 층위 각각이 그 나름의 본성의
법을 갖는다면, 이를테면 욕구적 본성에 따른 법은 야식을 먹을 것을 지시
하고, 반대로 이성적 본성에 따른 법은 야식에 대한 절제를 지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때 그 각각이 자연법의 계율이고 그리하여 동등한 수준의 지
시라면, 자연법의 결과는 우리 육체와 정신이 서로 다투는 상황 자체 외에
다름 아니다. 이는 법의 작용이 아니라 법의 부재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
인다. 도로교통법이 좌측통행을 지시하는 동시에 우측통행을 지시한다면
그 법이 목적으로 하는 교통질서와 도로 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상충하는
지시들은 지시가 없는 것과 적어도 동일하거나 심지어 더 나쁜 상황을 야
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연법이 서로 상충하는 지시들을 포함한다면,
그것이 겨냥해야 할 질서는 확보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 번째 선택지다. 본성의 부분들 각각에 대응하는 계율이 있는 것이 아니
라 본성 전체의 단일성에 따라 계율도 하나여야만 한다.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 욕구적 부분이든 분노적 부분이든 간에 여하간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 모든 경향성들은, 이성에 의해 규제되는 한에서, 말
해진 바와 같이 자연법과 관련하며 하나의 제1계율로 환원된다. 그
리고 이에 따르면 자연법의 계율들은 그 자체로는 여럿이지만 그럼
에도 하나의 뿌리에 참여한다.(ST I-II, q.94, a.2, ad 2)127)
아퀴나스는 본성의 층위에 따라 자연법의 계율들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반론자가 우려하듯 무질서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예컨대 우리
가 생존 본능에 따라 먹을 것에 대한 경향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음식을
겨냥하는 몸의 모든 지시가 그 자체로 자연법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각각은 "이성에 의해 규제되는 한에서(secundum quod
regulantur ratione)" 자연법에 속한다. 이성의 규제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127) … omnes inclinationes quarumcumque partium humanae naturae, puta
concupiscibilis et irascibilis, secundum quod regulantur ratione, pertinent ad
legem naturalem, et reducuntur ad unum primum praeceptum, ut dictum est.
Et secundum hoc, sunt multa praecepta legis naturae in seipsis, quae tamen
communicant in una ra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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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폭식하는 습관
이 있거나 먹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자연법의 지시
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여기에서는 일
단 아퀴나스가 말하는 ‘이성에 의한 규제’를 이성적 본성을 우위에 놓고
다른 경향성들이 지시하는 선들을 이성의 지시에 따라 조직하는 것으로
읽는 McInerny의 독해를 따랐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3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성의 규제에 따라, 즉 적절한 음식을 적절한 만큼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먹을 때라야 자연법의 지시에 따른
것이 된다.
자연법의 계율들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 교집합이 없을 수 있다. 순교
자의 경우에서처럼 살아 있는 존재로서 지니게 되는 삶에 대한 욕구와 이
성적 존재로서 추구하게 되는 양심이나 진리에 대한 헌신이 양립할 수 없
는 상황이 있다. 반론자는 이러한 충돌가능성에 주목한다. 반면 아퀴나스
는 본성의 각 부분이 지시하는 것들이 자연법의 출발점이되, 그리하여 "자
연법의 계율들은 그 자체로는 여럿"이되, 그럼에도 이성의 규제라는 "하나
의 뿌리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그 계율들이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성이라는 규제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더
는 자연법의 계율이 아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이 제1
계율과 관련하는 한에서 자연법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었다. 여기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이 이성에 의해 규
제되는 한에서 자연법과 관련하며, 하나의 제1계율로 환원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퀴나스에게서 제1계율과 이성성이 겹쳐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
을 수 없다.128)
세 번째 반론이 먼저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90문 1항에서 살
펴본 것처럼 법은 이성과 관련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은 단일
한 것이니 자연법의 계율도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128) 많은 해석자들은 이를 근거로 자연법의 제1계율을 이성성에 대한 요구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때 이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가령,
Grisez-Finnis의 경우 이성성의 약한 요건과 강한 요건을 구분하여, 여기에서의 이성성
이 약한 요건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자세한 사항은 4장의 논의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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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비록 그 자체 안에서는 하나일지라도, 인간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이성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성의 법 아래에 포함된다.(ST I-II, q.94,
a.2, ad 3)129)
두 번째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이 본성에서 출발하여 이성으로 수렴하
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성에서 출발하여 본성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퀴나스가 두 방향
의 접근을 따로 떼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이해에는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우리가 90문 1항에서 보았듯 규칙과 척도로서의 법은 일차적으로 규제
하고 측정하는 것이지만, 규제되고 측정되는 것 안에도 법이 있다. 더 정
확히 말해, 규제되고 측정될 것이 없다면 법은 성립할 수 없다. 규제하고
측정하는 것으로서의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성의 규제 작용에는 언제나
대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 본성의 세 가지 차원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
는 경향성들이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
2.2.2.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사이의 유비
세 가지 반론과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계율의 다수성과
자연법의 단일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성의 여러
층위에 따라 계율들은 여럿이다. 그러나 반론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여러
계율들이 모두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제1계율은 자연법의 다
른 모든 계율들과 구분된다. 제1계율은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들이 자
연법에 속하는 것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1계율이 지니는
특수한 지위는 이성의 규제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다.
주문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계율이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이론
129) Ad tertium dicendum quod ratio, etsi in se una sit, tamen est ordinativa
omnium quae ad homines spectant. Et secundum hoc, sub lege rationis
continentur omnia ea quae ratione regulari possunt.

- 85 -

이성과 실천이성의 유비를 통해 설명한다. 논의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2.2.2.1.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우리는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1부 79문 11항에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사변적 지성과 실천적 지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
다. 즉 사변적 지성은, 그것이 파악하는 것을 행동에로 질서지어 주
지 않고 다만 진리의 고찰에로만 질서지어 주는데 실천적 지성이라
고 하는 것은 파악한 것을 행동에로 질서지어 주는 지성이다.(ST I,
q.79, a.11, c.)130)
이론이성은 다만 진리를 파악할 뿐이지만, 실천이성은 파악한 것을 행위
로 이어주는 이성이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려 이것을 목적
의 차이로 표현한다.131) "사변적 지성은 그 목적의 관점에서 실천적 지성
과 다르다(speculativus differt a practico, fine)" (『영혼론』 제3권 10장
433a 14-26에서 토마스의 재인용). 사변적 지성은 앎을 목적으로 하되,
실천이성은 파악된 것을 기초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토마스에게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서로
다른 능력인 것은 아니다. 같은 항(79문 11항)에서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실천적 지성과 사변적 지성은 각기 다른 능력이 아니다. 그 이유
는 … 어떤 능력이 관련하는 대상의 특질에 대해 우유적으로
130) Secundum hoc autem differunt intellectus speculativus et practicus. Nam
intellectus speculativus est, qui quod apprehendit, non ordinat ad opus, sed
ad solam veritatis considerationem, practicus vero intellectus dicitur, qui hoc
quod apprehendit, ordinat ad opus. (정의채 역(2003), 『신학대전』 11권, 141-142
쪽)
131) 토마스에게서 지성(intellectus)과 이성(ratio)은 같은 개념이다. 토마스는 『신학대전』
1부 79문 8항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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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aliter) 관계되는 것은 그 능력을 각기 다른 것으로 구별하
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채색된 것(색깔을 띤 것)에 있어서는 그
것이 사람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그런 것은 우유적인 것
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은 시력이라는 동일한 능력에 의해
파악된다. 그런데 지성에 의해 파악된 어떤 것이 행동에로 질서지워
지는지 않는지는 우유적인 것일 뿐이다.(ST I, q.79, a.11, c.)132)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1부 77문 3항에서 밝히듯, 능력들은 그것이 수
행하는 활동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에 의해 구분된
다133). 그런데 대상의 모든 차이가 능력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토마스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제시하는 것은 동물 종을 나누는 기
준이다. 아퀴나스의 표현에 따르면, 동물 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
그 자체로 동물에게 속하는 것(quod per se accidit animali)"에 있어서
의 차이다. 예컨대 감각적 혼(anima sensitiva)은 동물에게 그 자체로 속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감각적 혼에 있어서의 차이, 예컨대 이성을 수반하
느냐 수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동물 종을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된
다. 그러나 피부색이나 신장처럼 우리에게 우유적으로 속하는 성질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른 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동물이 우
유적으로 지니게 된 성질은 종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능력의 차이가 대상의 차이를 따른다고 할 때, 대상의 모든
차이가 능력의 차이와 관련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그 자체로 관련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 혹은 그것의 고유한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만이 능력
의 차이를 낳는다. 예컨대 감각 능력은 수동적 성질을 그 고유한 대상으로

132) … intellectus practicus et speculativus non sunt diversae potentiae. Cuius
ratio est quia … id quod accidentaliter se habet ad obiecti rationem quam
respicit aliqua potentia, non diversificat potentiam, accidit enim colorato
quod sit homo, aut magnum aut parvum; unde omnia huiusmodi eadem
visiva potentia apprehenduntur. Accidit autem alicui apprehenso per
intellectum, quod ordinetur ad opus, vel non ordinetur. (정의채 역(2003), 『신학
대전』 11권, 141쪽)
133) ST I, q.77, a.3, c., "능력은 그것이 가능태인 한 그것의 현실태인 활동으로 질서지
어진다. 그러므로 능력의 성격은 그 능력이 그것으로 질서지어지는 그런 활동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 따라서 능력의 성격은 활동의 성격이 다양화되는 데 따라 다양화된다. 그
런데 활동의 성격은 대상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다양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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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리하여 이 수동적·감각적 성질에서의 차이가 감각 능력의 차이와
연결된다. 즉, 수동적 성질은 색과 소리 등으로 나뉘는데, 이런 차이에 따
라 색을 감각하는 시각과 소리를 감각하는 청각이 나뉜다. 그리고 청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 사이의 우유적이고 개별적인 차이, 즉 소리가 아름답다
든가 추하다는 것, 혹은 소리가 크다든가 작다는 것은 그것을 파악하는 능
력을 각기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사이의 차이로 지목된 목적은 어떠한가?
우리는 단지 감상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보는 경우와 이후에 훔치기 위해
그것을 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감상과 도둑질이라는 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두 작용을 행하는 것은 모두 시각 능력이다. 이처럼
목적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를 야기하지는 못한다.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실천이성은 이론이성과 구별되는 다른 능력
이 아니라 파악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이 실천을 목적으로 할 때 취하는
한 가지 양태에 해당한다.
2.2.2.2. 자명함의 두 가지 의미
이제 토마스의 주문으로 들어가 보자. 토마스는 이론이성에서 증명의 제
1원리들과 실천이성에서 자연법의 계율들이 모두 자명한 원리들이라는 점
에서 유비가 성립한다고 말하면서 주문을 시작한다.
… 위(91문 3항)에서 말해진 것처럼, 증명의 제1원리들이 이론이성
과 관련하여 성립하듯 자연법의 계율들은 실천이성과 관련하여 성립
한다. 왜냐하면 각각은 모두 자명한(per se nota) 어떤 원리들이기
때문이다.(ST I-II, q.94, a.2 c.)134)
제1원리들이 자명하다(per se nota)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토마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명함의 의미를 분석한다.
134) … sicut supra dictum est, praecepta legis naturae hoc modo se habent ad
rationem practicam, sicut principia prima demonstrationum se habent ad
rationem speculativam, utraque enim sunt quaedam principia per se nota.

- 88 -

어떤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자명하다고 말해진다. 첫째는, 그 자체
로(secundum se) (자명하다고 말해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우리와
관련하여(quoad nos) (자명하다고 말해지는 경우이다). 그것의 술어
가 주어의 개념에 관한 것인 명제는 모두 그 자체로 자명하다고 말
해지지만, 그럼에도 주어의 정의를 모르는 이에게는 그러한 명제가
자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마치 ‘인간은 이성적이다’라는
명제는, 인간을 말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
에, 명제 자체의 본성(secundum sui naturam)에 따르면 자명하지
만, 그럼에도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명제는 자명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De Hebdomadibus에서 보
에티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공리들이나 명제들은 모두에게 공
통적으로 자명하며, 그것들을 이루는 용어들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
는 명제들, 가령 ‘모든 전체는 그것의 부분보다 더 크다’ 라든가 ‘하
나이고 동일한 것과 같은 것들은 서로 같다’와 같은 명제들이 이런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어떤 명제들은 명제들을 이루는 용어들이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식자들에게만 자명한데, 마치 천
사가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공간 상
에 제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지만,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ST I-II,
q.94, a.2 c.)135)
135) Dicitur autem aliquid per se notum dupliciter, uno modo, secundum se;
alio modo, quoad nos. Secundum se quidem quaelibet propositio dicitur per
se nota, cuius praedicatum est de ratione subiecti, contingit tamen quod
ignoranti definitionem subiecti, talis propositio non erit per se nota. Sicut
ista propositio, homo est rationale, est per se nota secundum sui naturam,
quia qui dicit hominem, dicit rationale, et tamen ignoranti quid sit homo,
haec propositio non est per se nota. Et inde est quod, sicut dicit Boetius, in
libro de Hebdomad., quaedam sunt dignitates vel propositiones per se notae
communiter omnibus, et huiusmodi sunt illae propositiones quarum termini
sunt omnibus noti, ut, omne totum est maius sua parte, et, quae uni et
eidem sunt aequalia, sibi invicem sunt aequalia. Quaedam vero propositiones
sunt per se notae solis sapientibus, qui terminos propositionum intelligunt
quid significent, sicut intelligenti quod Angelus non est corpus, per se notum
est quod non est circumscriptive in loco, quod non est manifestum rudibus,
qui hoc non capi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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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는 보에티우스의 De Hebdomadibus를 따라서 자명함의 의미
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어떤 명제의 술어가 주어의 개념에 관한 것
일 때, 그 명제는 그 자체로(secundum se) 자명하다. 그러나 명제 자체
의 성격상 그 자체 자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어의 정의를(definitionem
subiecti) 모르는 사람에게 그 명제는 자명한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가 예
로 드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이다'라는 명제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기
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성적'이라는 술어의 개념은 주어 '인간'의 개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 명제는 그 자체로 자명하다. 그러나 주어 '인간'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
에게는 '인간은 이성적이다'라는 명제가 자명하지 않다. 그 자체로 자명한
것과 누군가에게 자명한 것은 구분된다. 그 자체로 자명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의 뜻을 모르면 우리에게는 자명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명한
(quoad nos per se nota) 것은 그 자체로 자명한 것에 한 가지 조건이
더 가해진 것이다.
주문의 시작 부분에서 아퀴나스는 이론이성의 입증불가능한 제1원리들
과 자연법의 계율들이 모두 자명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아래에서 확인하
게 되겠지만 이것들의 자명함은 그 자체로 자명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
명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연법의 계율들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실제
로 알려지며, 그래서 이성을 갖춘 인간 모두가 그것에 관한 앎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94문 2항의 나머지 부분은 자연법의 계율들
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를 해명하는 데 할애된다. 그러나
이를 살피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측면들이 있다.
먼저 자연법의 계율들이 우리에게 자명하다는 것은 자연법이 법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공포(promulgatio)'의 계기를 만족한다는 것을 뜻한
다. 자연법을 공포하는 어떤 공식적인 시도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그
러나 자연법의 계율들은 이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히 파악하게
되는 것이기에, 신의 직접적인 계시나 인간의 입법 및 반포 과정이 없이도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주장
은 심지어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본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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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다는 주장보다 더 강한 주장처럼 보이며, 이는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
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앎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아퀴나스의 말에 따르면 “모든 전체는 그것의 부분보다 더 크다”라든가
“하나이고 동일한 것에 대해 같은 것들은 서로 같다(A=C, B=C, 그러므로
B=C)”와 같은 명제들은 우리에게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명제를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반례로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어찌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가 94문 1항에서 자연법이 습성의 방식으로 견지
된다는 결론을 얻어내려 했던 이유가 선명해진다. 자연법의 계율들은 이성
에 의해 실제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성 안에 습성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94문 1항을 살펴보면서(이 논문의 2.1.4절) 우리는 자전거 타
는 법을 생각하는 것과 자전거 타는 법을 아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논
의한 적이 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명제적 형태로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올
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한 우리는 그에 관한
앎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습성적 앎은 사유 과정에 들어오지 않더
라도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리로서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모든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명제를 생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유 과정 밑바탕에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
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다. ‘우리에게 자명한’ 명제에 관한 아퀴나스의 주
장은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 쯤은 그러한 명제를 머리 속에 떠올린 적
이 있다거나,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 실제로 긍정한 적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론이성의 증명불가능한 제1원리들이나 자연법의
계율들에 대해 실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
실은 아퀴나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퀴나스는 그것들이 ‘입증불가능한
제1원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을 가리켜 보일 것이다. 제1원리는 증
명불가능성을 함축한다.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 있으며, 그리하여 다른 무
언가에 기대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제1원리가 아니라는 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제1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은 불가능하며, 오직 간접
적인 혹은 변증술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형이상학』 4권에서 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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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텔레스가 모순율을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의미 있는 발화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퀴나스
는 존재 개념에서 이론이성의 제1원리로, 선 개념에서 자연법의 제1계율
로 나아가는 설명을 제시할 때 이것이 전제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엄밀
한 논리적 증명처럼 보이지 않는 데 의아해해서는 안 된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1원리이기 때문이다.
2.2.2.3. 이론이성의 제1원리
자명함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한 뒤에 아퀴나스는 먼저 이론이성의 제1
원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자명한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런데 모든 이들의 파악 안에 들어오는 것들 가운데에는 어떤 질서
가 발견된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파악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
이 파악하는 모든 것 안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는 존재(ens)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입증불가능한 제1원리는 동시에
긍정하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는 『형이상학』 4권에서
말해지듯 존재와 비존재의 개념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것
들이 이 원리에 기초한다.(ST I-II, q.94, a.2 c.)136)
인간의 파악 안에 들어오는 것에는 질서가 있고, 그중 첫째는 바로 존재
(ens)이다. 여기에서 질서(ordo)라는 말을 시간적 순서나 발생론적인 순서
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파악하는
모든 것 안에" 존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가 무엇을 파악하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서 파악한
다. 이는 존재 개념 자체가 우리 인식의 조건이자 한계라는 말처럼 들린
다. 이성은 없는 것으로서의 무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념적으로만
136) In his autem quae in apprehensione omnium cadunt, quidam ordo
invenitur. Nam illud quod primo cadit in apprehensione, est ens, cuius
intellectus includitur in omnibus quaecumque quis apprehendit. Et ideo
primum principium indemonstrabile est quod non est simul affirmare et
negare, quod fundatur supra rationem entis et non entis, et super hoc
principio omnia alia fundantur, ut dicitur in IV Metap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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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든 기억 속에 있는 것이든 이성은 무언
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도 있지 않은 것은 이성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다.
존재 파악에 관한 기술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존재와 비존
재의 개념이다. 비존재에 대한 이해는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에 대한 이해
에서 바로 따라 나오는 것 같다.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며, 없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이해는
즉각 존재와 비존재의 모순 내지 양립불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함축한다.
다음으로 이론이성의 입증불가능한 제1원리, 즉 모순율이 등장한다. 토
마스는 이것을 '동시에 긍정하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non simul est
affirmare et negare)'로 표현하며, 이것이 존재와 비존재의 개념에 기초
한다고 말한다. 다른 모든 것들, 즉 이론이성이 원리로 사용하는 다른 모
든 것들은 다시 이 모순율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아퀴나스가 말하는 기초
관계가 무엇이냐에 관한 해석은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엇갈리는데, 우리는
이후 아퀴나스에 관한 해석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
피게 될 것이다.
2.2.2.4. 실천이성의 제1원리 (1)
이제 토마스는 이론이성의 제1원리에 대한 분석을 이제 실천이성에 적
용한다.
그런데 단적으로 파악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것이 존재인 것과 마
찬가지로, 활동(opus)을 향해 지시되는 실천이성의 파악 안에 들어
오는 첫 번째 것은 선인데, 왜냐하면 모든 행위자는 선의 개념을 갖
는 목적 때문에 행위하기 때문이다.(ST I-II, q.94, a.2 c.)137)

137) Sicut autem ens est primum quod cadit in apprehensione simpliciter, ita
bonum est primum quod cadit in apprehensione practicae rationis, quae
ordinatur ad opus, omne enim agens agit propter finem, qui habet rationem
b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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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토마스가 이론이성의 파악에 대해 어떤 조건
도 없이 단적인 것으로 말한다는 데 있다. 반면 실천이성의 파악은 활동을
향해 지시되는 것으로서, ‘단적인’ 것이 아니다. 앞서 2.2.2.1.절에서 살펴
보았듯,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은 서로 다른 능력이 아니다. 여기에서 '단적
으로(simpliciter)'라는 표현은 이성의 기본적인 양상이 이론이성임을, 그
리고 실천이성은 이론이성이 취하는 한 가지 특수 양태임을 드러낸다.138)
이론이성의 파악 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존재라는 말은 존재 개
념이 시간적으로나 발생론적으로 가장 먼저 알려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실천이성의 파악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것이 선이
라는 것은 우리가 선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행위에 착수한다는 것이 아니
라, 실천이성의 파악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일종의 선으로서 파악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행위 가운데에는 선에 대한 인식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무심결에 턱을 쓰다듬거나 다리를 떠는 경우처럼 말
이다.
그러나 토마스가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단지 인간에게 귀속될 수 있
다는 의미에서의 ‘인간의 행위(actiones hominis)’가 아니라, 고유한 의미
에서의 ‘인간적 행위(actiones humanae)’이다.

『신학대전』 2-1부 1문 1

항에서 토마스는 이 둘을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자기 행위의 주인(suorum actuum dominus)이라는 점에서 이
성을 지니지 않는 피조물과 다르며, 인간에게 고유한 인간적 행위, 즉 자
기 행위의 주인으로서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이성과 의지의 공동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떠밀려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었다면, 그 작용은 내 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내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 즉 인간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행위, 즉 인
간적 행위는 아니다. 한편 적군인 줄 알고 아군에게 오인사격을 했다면 표
적을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긴 작용 자체는 내게 귀속되지만, 이때에는 이
성의 적절한 인식 작용이 결여되었으므로 온전히 인간적 행위인 것은 아
138)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근본적으로 한 가지 능력의 서로 다른 양태라는 점, 그리고
이론이성이 실천이성보다 더 기본적인 양태라는 점은 이론이성으로부터의 실천이성의
독립성이나 형이상학으로부터 윤리학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 근거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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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가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 행위에 한해서이
다. 책임 소재를 물을 때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단서 조항을 붙이
는 것도, 살인과 과실치사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도 이성과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엄밀히 말해 우리가 그 행위의 주인이라고 말하
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인간적 행위를 인간의 행위와 구분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
붙이다.
어떤 능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그 능력의 대상이 갖는 특
질에 근거하여 그 능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의
지의 대상은 목적이며 선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적 행위는 목적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ST I-II, q.1, a.1 c.)139)
인간적 행위는 의지의 작동을 전제로 하며, 의지는 일정한 목적을 겨냥
하여 작동한다. 그리고 의지의 목적이 되는 것은 늘 이성에 의해 어떤 선
으로 파악된 무언가이다. 인간적 행위가 아닌 한에서의 인간의 행위라면
선의 파악이나 겨냥된 목적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지만, 인간적 행위는 선
으로 파악된 것을 목적으로 겨냥하는 한에서 이루어진다. 거칠게 말해 이
론이성의 파악에서 이 시계는 단지 이러저러하게 있는 것으로서 파악되지
만, 실천이성의 파악에서는 그것이 선으로서, 이를테면 소유해야 할 것으
로서 파악된다.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존재는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양상 아래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메리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이를 잘 드러낸다.
자유죽음이 비록 모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에 이르는, 우
리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증은 또 있다. 자유죽음은 부
139) Manifestum est autem quod omnes actiones quae procedunt ab aliqua
potentia, causantur ab ea secundum rationem sui obiecti. Obiectum autem
voluntatis est finis et bonum. Unde oportet quod omnes actiones humanae
propter finem 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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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아니다. 자유죽음이 갖는 부조리함은 인
생의 부조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준다. 적어도 우리는 자유죽음
이 인생과 관련한 모든 거짓말을 회수하게 만든다는 점만큼은 인정
해야 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오로지 그 거짓이라는 성격 때
문에 괴롭게 만든 것을 자유죽음은 원점으로 되돌려놓는다.140)
하지만 죽는 것만 못한 삶이라면, ‘치욕스런 좌절과 냉혹한 실패 상
태에서의 인생이 더욱 추한 것이라면,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고 죽음
을 선택할 수 있다.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경우, 존엄성과
자유는 곧 율법이 된다. 주체는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다. …선택과 결정은 오로지 당사자 개인의 문제이다. 그는 자신의
독자성을 위해,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고유한 것이 아니었던 생
명이라는 고유 재산을 파괴한다. 손을 내려놓는다."141)
자살자는 악으로서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직면한 삶이
내포하는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선으로 파악된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은 비록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것이 잘못 파악된 것일 수 있을지라도, 일단 선의 양상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만 한다.
2.2.2.5. 실천이성의 제1원리 (2) : 이성과 질서
이론이성의 파악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존재 개념이었는데, 실
천이성의 파악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선이다. 이론이성의 제1원
리가 존재와 그 대립쌍인 비존재의 개념에 기초했듯, 실천이성의 제1원리
도 선과 악 개념에 기초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실천이성에서의 제1원리는 선의 개념에 기초하
는 것인데, 선의 개념이라 함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140) 장 아메리(2010) 248-249쪽,
141) 장 아메리(2010)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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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선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하며, 악은 피해져야 한다’
는 것이 법의 제1계율이다.(ST q.94, a.2, c.)142)
실천이성의 영역에서 이론이성의 제1원리에 대응하는 것, 즉 법의 제1계
율은 ‘선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하며, 악은 피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는 선의 개념에 기초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러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우선 이론이성과 실
천이성 사이의 유비에서 짝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에
관한 진술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유비 관계가 보인다.
(가) 이론이성
a) 이론이성의 파악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존재다.
b) 이론이성의 입증불가능한 제1원리는 존재(와 비존재)의 개념에
기초한다.
c) 그러므로 이론이성의 제1원리는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이다.
(나) 실천이성
a') 실천이성의 파악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선이다.
b')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선(과 악)의 개념에 기초한다.
c') 그러므로 법의 제1계율은 '선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하며, 악
은 피해져야 한다'이다.
b)와 c)는 각각 ‘이론이성의 제1원리'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그리고 그
것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공히 '이론이성의 제1원리'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실천이성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b')에서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c')에서는 법의 제1계율이 무엇인
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토마스가 유비를 제시하면서 대응해야 할
142) Et ideo primum principium in ratione practica est quod fundatur supra
rationem boni, quae est, bonum est quod omnia appetunt. Hoc est ergo
primum praeceptum legis, quod bonum est faciendum et prosequendum, et
malum vit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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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을 잘못 맞추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한다. 그러므로 실천
적 차원에서 이론이성의 제1원리에 대응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기
보다, 토마스가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법의 제1계율을 서로 교환가능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그런데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법의 제1계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게 들린다. 이는 각 사람이 행위에 착수하게 되는 이성 작동의 자연적
메커니즘과 행위를 인도·규제·평가·처벌하는 법의 작용이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퀴나스가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법이 이성에 속하는 것이고 이성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에는 선뜻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는 더 나아가 실천이성과
자연법을 겹쳐 씀으로써 실천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본
성의 법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조회해야 하는 것은 질서(ordo)라는 계기이다.
앞선 논의들에서 법의 기능이 질서짓는 데 있다는 점은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된 바 있다. 가령 91문 2항과 3항에서 아퀴나스는 영원법에 의해서
이미

"모든

것이

가장

잘

질서

잡힌

상태에

있게(omnia

sint

ordinatissima)" 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연법이나 인정법이 필요한지를 따져 보았다. 또 91문 4항 주문
에서는 "인간은 법을 통해 궁극목적을 향하는 질서에 가장 적합한 행위들
을 향해 지시되며(per legem dirigitur homo ad actus proprios in
ordine ad ultimum finem)," "정의의 질서에 따라 인간적 행위들을 지시
하는 것이 법에 속한다(ad legem pertinet dirigere humanos actus
secundum ordinem iustitiae)"고도 말한다.
그런데 질서 짓는 것은 바로 이성의 고유한 업무이다. 아퀴나스는 아리
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1권 2장(982a18)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으
로 『윤리학 주해』를 시작한다.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1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서
짓는 것(ordinare)은 현자에게 속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실천적)
지혜는 이성의 가장 강력한 완성이며, 질서를 인식하는 것은 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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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록 감각적 능력들이 어떤 사물
들을 완전하게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관련하여 갖는 질서를 인식하는 것은 오로지 지성 내지 이성의 몫이
기 때문이다.(In Eth. I, lect.1, 1.)143)
예컨대 우리의 시각 능력이 그 능력의 한계 내에서 어떤 대상을 그 색
이나 모양의 측면에서 완전하고도 빠짐없이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다른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해, 가령 둘 중 어느 것이 큰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는 일은 감각의 소관을 벗어난다. 질서를 인식하는 것은 오롯
이 이성의 몫이다.
그런데 아퀴나스에 따르면 질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사물들 안에서 두 가지의 질서가 발견된다. 하나는 어떤 전
체의 부분들이 지니는 질서, 즉 다수의 것들이 서로와 관련하여 지
니는 질서로, 예컨대 집의 부분들이 서로서로 질서지워지는 경우가
그렇다. 다른 질서는 어떤 목적을 향하는 사물들의 질서이다. 그리
고 이 후자의 질서가 첫 번째 질서보다 더 우선한다. 왜냐하면 철학
자가 『형이상학』 11권에서 말하듯, 군대 내의 부분들이 서로 간에
지니는 질서는 군대 전체가 지휘관을 향하는 질서 때문에 있기 때문
이다.(In Eth. I, lect.1, 1.)144)
두 가지 유형의 질서 중 첫째는 한 집단 내의 부분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는 것들의 질서다. 어떤 의미에
서 전자는 후자에 기인한다. 군대 조직 내에서 군사들 사이에 성립하는 계
143) Sicut philosophus dicit in principio metaphysicae, sapientis est ordinare.
Cuius ratio est, quia sapientia est potissima perfectio rationis, cuius
proprium est cognoscere ordinem. Nam etsi vires sensitivae cognoscant res
aliquas absolute, ordinem tamen unius rei ad aliam cognoscere est solius
intellectus aut rationis.
144) Invenitur autem duplex ordo in rebus. Unus quidem partium alicuius totius
seu alicuius multitudinis adinvicem, sicut partes domus ad invicem
ordinantur; alius autem est ordo rerum in finem. Et hic ordo est
principalior, quam primus. Nam, ut philosophus dicit in XI metaphysicae,
ordo partium exercitus adinvicem, est propter ordinem totius exercitus ad
du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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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질서, 가령 후임병이 선임병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고 선임병
이 후임병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군대 전체가 하나의 목적,
즉 전투에서의 승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뒤따라나오는 것이다. 우리
는 실천이성의 모든 작용이 선의 개념을 갖는 목적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실천이성의 작용 전체는 이렇게 파악된 목
적에 이르는 질서를 마련하는 데 있다. 질서가 이성과 관련하는 네 가지
방식에 관한 아퀴나스의 뒤따르는 진술은 이를 함축한다.
그런데 질서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이성과 관련한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로) 이성이 산출하지는 않고, 단지 고찰하기만 하는
질서, 예컨대 자연적 사물들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이성이 자신의
고찰에 의해 이성 고유의 작용 안에 산출하는 또 다른 질서가 있는
데, 예컨대 이성 자신의 개념들과 개념들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
을 서로 질서짓는 경우처럼 말이다. 그리고 셋째 이성이 숙고에 의
해 의지의 작용들 안에 산출하는 질서가 있다. 네 번째 질서는 이성
이 숙고에 의해 외적 사물들 안에 만들어내는 질서로서, 이성 자체
가 그 사물들, 예컨대 궤짝이나 집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다.(In

Eth. I, lect.1, 1.)145)
이성이 질서와 관련하는 네 가지 방식 각각에 아퀴나스는 네 가지 학문
분야를

할당한다.

첫

번째와

관련하는

것은

자연철학(philosophia

naturalis)이고, 두 번째는 이성철학(rationalis philosophia) 내지 논리
학,

셋째는

도덕철학(moralis

philosophia),

마지막은

제작학(artes

mechanicae)이다. 이러한 기술이 『윤리학 주해』의 가장 첫 부분에서 등
장한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아퀴나스가 이러한 분석을 제시하는 목적은 명
확하다.

145) Ordo autem quadrupliciter ad rationem comparatur. Est enim quidam ordo
quem ratio non facit, sed solum considerat, sicut est ordo rerum naturalium.
Alius autem est ordo, quem ratio considerando facit in proprio actu, puta
cum ordinat conceptus suos adinvicem, et signa conceptuum, quae sunt
voces significativae; tertius autem est ordo quem ratio considerando facit in
operationibus voluntatis. Quartus autem est ordo quem ratio considerando
facit in exterioribus rebus, quarum ipsa est causa, sicut in arca et d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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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재의 목적이 관련하는 도덕철학에 적합한 것은 서로서로
그리고 목적을 향해 질서 지워진 것인 한에서 인간적 작용들을 다루
는 것이다.(In Eth. book 1, lecture 1, 2.)146)
여기에서 아퀴나스가 인간적 작용들(operationes humanae)이라는 말
로 가리키는 것이 『신학대전』 2-1부 1문 1항에서 아퀴나스가 인간의 행위
들(actus

humani)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행위들(actus

humanae)로서 뜻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인간적 작용들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 안에서 의지와 이성에 종속되지
않는 발견되는 어떤 작용들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은 고유한 의미에서
의 인간적 작용이 아니라 식물적 영혼의 작용들의 경우에 그러하듯
자연적 작용이라고 불려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도덕 철학의 고려 아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 철
학의 대상이 운동 내지 운동하는 사물인 것처럼, 도덕 철학의 대상
은 목적을 향해 질서지어진 인간적 작용 내지 목적에 따라 의지적으
로 행위하는 한에서의 인간이다.(In Eth. book 1, lecture 1, 3.)147)
도덕철학의 주제가 되는 인간적 행위는 목적을 향해 질서지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적 행위를 낳는 실천이성의 작용 역시 목적을 겨냥하는 작
용이다. 실천이성은 목적에 이르는 질서를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은 거꾸
로 의지의 작용 안에 질서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의 질서지움 작

146) Sic igitur moralis philosophiae, circa quam versatur praesens intentio,
proprium est considerare operationes humanas, secundum quod sunt
ordinatae adinvicem et ad finem.
147) Dico autem operationes humanas, quae procedunt a voluntate hominis
secundum ordinem rationis. Nam si quae operationes in homine inveniuntur,
quae non subiacent voluntati et rationi, non dicuntur proprie humanae, sed
naturales, sicut patet de operationibus animae vegetabilis, quae nullo modo
cadunt sub consideratione moralis philosophiae. Sicut igitur subiectum
philosophiae naturalis est motus, vel res mobilis, ita etiam subiectum moralis
philosophiae est operatio humana ordinata in finem, vel etiam homo prout
est voluntarie agens propter fi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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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정확히 법의 작용과 일치한다. 우리는 아퀴나스가 법을 "공동체를 돌
볼 책임을 맡은 이에 의해 공포된, 공동선을 향하라는 이성의 지시"(90문
4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법은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겨냥하며,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질서를 마련하는 이성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윤리학 주해』에서 '현자'로 불렸던 이는 이제 아퀴나스의 법
론에서 "공동체를 돌볼 책임을 맡는 이"의 자리에 온다. 이성은 목적에 이
르는 질서를 산출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이성 능력의 완성에 도달한 이가
실천적 지혜를 갖춘 현자일 터이고, 다시 이는 정확히 법의 정의가 입법자
에게 요구하고 있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의 사유 안에서 실
천이성의 작용과 법의 작용은 다른 것이 아니며, 이제 우리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가 왜 법의 제1계율로 불리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148)
2.2.2.6. 실천이성의 제1원리 (3) : 자연법의 계율들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유비 마지막 부분에서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들은 이에 기초한다. 그리하여 실천
이성이 인간적 선이라고 자연히 이해하는, 행해지거나 피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자연법의 계율들과 관련하는 것이다.(ST I-II, q.94,
a.2, c.)149)
148) 한편 2-1부 90문의 서두에서 아퀴나스는 법과 은총에 관해 다루는 앞으로의 논의
(2-1부 90문-118문)가 행위의 외적 원리에 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행위
의 내적 원리는 그에 앞서 2-1부 49문에서 89문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진 바 있다. 그
런데 여기에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자연법의 제1계율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퀴나스 자신이 수립했던 행위의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 아
니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행위의 외적 원리로서 언
급했던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법과 은총이 아니라 악마와 신이었다. 외적 원리로서의
신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이 법과 은총인 것이지 법 자체가 외적 원리인 것은 아
니다. 하느님은 "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며, 은총을 통해 도우신다(qui et nos
instruit per legem, et iuvat per gratiam)." 그리고 특히 자연법의 경우에서처럼
그 작용이 창조의 결과로 인간의 본성적 구조를 통해 실현된다면, 그것을 인간 외적
인 것으로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여기에서의 기술도 그렇거니와 앞서 91
문 2항에서 아퀴나스가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 내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라고 말할
때에도 자연법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임은 명백하다.
149) Et super hoc fundantur omnia alia praecepta legis naturae, ut scili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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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성의 제1원리인 모순율에 이론이성의 다른 모든 원리들이 기초했
던 것처럼, 자연법이 포함하는 복수의 계율들은 자연법의 제1계율에 기초
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아퀴나스가 이론이성의
입증불가능한 원리들과 자연법의 계율들이 모두 자명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양쪽 모두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 이야기
되는 것이 각각의 제1원리가 아니라, 제1원리에 기초하는 추가적인 원리
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제1원리뿐 아니라, 추가적인 원리들 역시 ‘우리
에게 자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론이성의 영역에서는 "모든 전체는 그것의 부분보다 더 크다” 라든가
“하나이고 동일한 것에 대해 같은 것들은 서로 같다"와 같은 원리들이 그
러한 원리들에 해당할 것이다. 실천이성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
는가? 인용구 마지막 부분에서 토마스는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실천
이성이 인간적 선이라고 자연히 이해하는, 행해지거나 피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명한 자연법의 계율들에 속한다. 실천이성이 인간적
선으로 자연히 이해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94문 2항은 여기
에서 자연적 경향성에 관한 논의로, 제1계율 이외의 추가적인 계율들에
관한 논의로 넘어간다.
2.2.2. 자연적 경향성들
그런데 선은 목적의 개념을 가지며 악은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
기 때문에, 이성은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모든 것들을 자연
히 선으로, 그럼으로써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하며, 그에 반대
되는 것들을 악이자 피해야 할 것들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계율들의 질서는 자연적 경향성의 질서를 따른다.(ST I-II, q.94,
a.2, c.)150)
omnia illa facienda vel vitanda pertineant ad praecepta legis naturae, quae
ratio practica naturaliter apprehendit esse bona humana.
150) Quia vero bonum habet rationem finis, malum autem rationem contrarii,
inde est quod omnia illa ad quae homo habet naturalem inclinationem,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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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것들을 자연히 인간적 선으로 파
악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제1계율은 선을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할 목적으
로, 악은 피해야 할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 선으로 이해
하는 자연적 경향성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되며,
그러한 선에 반대되거나 그러한 선을 저해하는 것들은 피해야 할 것으로
서 파악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층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인 만큼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게 되는 것들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자연법 계율들의
복수성은 결국 우리 본성의 복합적인 구조에 기인한다. 토마스는 인간 본
성을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자연법의 계율들도 세 가지 수
준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인간에게는 모든 실체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향하
는 경향성이 내재한다. 말하자면 모든 실체가 자기 본성에 따라 자
기의 보존을 욕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향성에 따라, 그것들을
통해 인간의 삶이 보존되며, 그 반대(삶의 파괴)가 막아지는 것들이
자연법에 속한다. 둘째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
에 따른, (인간 자신에게) 보다 고유한 어떤 것(선들)을

향하는 경

향성이 내재한다. 이에 따라 자연이 모든 동물에 가르쳤던 것, 즉
남녀의 결합, 자녀의 양육,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라 말해진다. 세 번째 방식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의 본성에 따른 선을 향하는 경향성이 내재한다. 마치 인간이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
연적 경향성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경
향성과 관련하는 것들이 자연법에 속한다. 즉 인간은 무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 함께 살아야만 하는 다른 이들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는 이런 방식의 나머지 것들이 그러하
다.(ST I-II, q.94, a.2, c.)151)
naturaliter apprehendit ut bona, et per consequens ut opere prosequenda, et
contraria eorum ut mala et vitanda. Secundum igitur ordinem inclinationum
naturalium, est ordo praeceptorum legis natu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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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인간은 하나의 존재로서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경향성, 즉 자
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성의 대상, 즉 삶 자체
를 우리는 자연히 인간적 선으로 파악한다. 예컨대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
강이 좋은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그것은 건강이 삶이라는 본성적 욕구
의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의 차원이 있는데, 동물로서
의 인간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생존 뿐 아니라 종의 재생산, 유지와 보호
를 기본적인 선으로 파악한다. 예컨대 하나의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에 방해가 될지라도 자립하지 못하는 유아들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들을 가장 먼저 구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경향이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대신
해서 죽음의 행렬에 앞장서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이성적 본성의 차원이 있다.
아퀴나스는 진리 추구나 사회적 삶에 대한 욕구와 관련한 경향성을 이러
한 본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 이성적 존재인 한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
러싼 환경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감각적 파악을 초월하는 영역에 대해서
도 본성적 호기심을 갖고, 이해와 설명을 추구한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
의 안녕이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안전망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에 의존하여 성립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
151) Inest enim primo inclinatio homini ad bonum secundum naturam in qua
communicat cum omnibus substantiis, prout scilicet quaelibet substantia
appetit conservationem sui esse secundum suam naturam. Et secundum hanc
inclinationem, pertinent ad legem naturalem ea per quae vita hominis
conservatur, et contrarium impeditur. Secundo inest homini inclinatio ad
aliqua magis specialia, secundum naturam in qua communicat cum ceteris
animalibus. Et secundum hoc, dicuntur ea esse de lege naturali quae natura
omnia animalia docuit, ut est coniunctio maris et feminae, et educatio
liberorum, et similia. Tertio modo inest homini inclinatio ad bonum
secundum naturam rationis, quae est sibi propria, sicut homo habet
naturalem inclinationem ad hoc quod veritatem cognoscat de Deo, et ad hoc
quod in societate vivat. Et secundum hoc, ad legem naturalem pertinent ea
quae ad huiusmodi inclinationem spectant, utpote quod homo ignorantiam
vitet, quod alios non offendat cum quibus debet conversari, et cetera
huiusmodi quae ad hoc spe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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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통적으로 선으로서 파악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인간인 한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본성과 관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아퀴
나스가 모든 행위의 출발점에 선에 대한 파악이 있다고 말했던 것과 상충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자살자들에게는 죽음,
즉 삶의 파괴가 악이 아니라 선으로 파악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퀴나
스가 말하는 신에 관한 진리는 커녕 무신론적·유물론적 세계관이 득세하고
있다는 점이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꼭 추구해야 할
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추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는 아퀴나스가 말하는 기본적 선들에 관한 인식이 개인이나
사회상,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따라서 그가 말하는 선들에
관한 인식이 사실은 전혀 공통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아퀴나스에게는 이런 물음을 피해나갈 길이 있다. 우리가 94문 1항을
거치면서 반복해서 보았듯, 자연법의 계율들에 대한 앎은 이성 안에 다만
습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선들에 관한 공통적인 인식은 그
러한 인식이 늘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즉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림으로써 행위에 착수한다거나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실천
적 판단에서 항상 전제로 들어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
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실천적 판단의
토대로서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평생 아이를 낳지 않을 것으로 결심한다 하더라도 나는 갓난아기
가 탄 유모차가 차도로 빠진다면 본성적으로 그 사태를 저지해야 할 악으
로 파악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독신자의 결정이나 결
혼은 지옥이며 자식은 원수라고 말하는 유부남·유부녀의 절규는 자녀의 출
산과 양육을 그 자체로 악으로 파악해서가 아니라 여가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 자아 탐색 혹은 직업적 성공 등 추구해야 할 다른 기본적 선들이 그
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자연적 경향성에 관한 아퀴나스의 주장은 굉장히 과격한 것으
로 보이지만, 사실 꼼꼼히 뜯어보면 이해가지 않는 바 아니다. 모든 이성
적 행위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늘 어떤 목적을 겨냥하며, 그 목
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성적 구조와 관련한다. 우리의 본성적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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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신체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욕구 체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악마적 연쇄살인마에게도 실천이성의 결과물인 한 그의
행위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성적 경향성과
관련하는 선 중 하나로 환원될 수 있다. 예컨대 연쇄살인마가 살인 행위에
서야 비로소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말할 때, 그의 행위가 반드시 고
려해야 할 자연법의 계율 중 어느 하나를 누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우리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행위의 이유가 완전히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런 행위를 일종의 자아의 확인이나 실현으로서, 혹은 미적
쾌락의 극치로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이유도 댈 수 없는 행위,
인간적 행위가 아닌 행위들만이 예외다.
자연적 경향성의 대상들이 이성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들어온다는 아퀴나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도덕성과 관
련하여서는 우리는 여전히 이 구절에 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욕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도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물을 수 있다. 도덕성
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데서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받아들
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인간적 선의 다수성은 즉각 그것들 사이의 충돌가능성을 함축하
게 된다. 두 번째 반론에서 지적했던 것이 이런 물음에 가깝다. 가령 나의
생존을 대가로 거짓진술을 강요받을 때, 즉 존재 차원의 본성이 지시하는
욕구와 이성적 본성이 지시하는 욕구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
가?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아퀴나스는 자연적 경향성들의 대상들
은 이성의 규제에 따르는 한에서 자연법에 속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이성적 본성에 따르는 경향성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예컨대 종의 보존이나 생존과 관련한 경향성은 이성적 욕구 아래 언
제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성
교는 그 자체로는 아직 인간적 선인 것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누구하고 성교를 하든 선인 것이 아니라, 이성의 규제 아래 합당한 장소와
때에 마땅한 대상과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비로소 인간적
선으로, 자연법에 속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들은 이처럼 본성과 경향성의 층위가 즉각 선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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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영속적인 위계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생존의
선이 이성적 선이라는 목적 아래 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면, 그
것은 기본적인 인간적 선이 아니라 단지 이성적 삶에 기여하는 수단적 선
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의 인간적 선을 위해 또
다른 인간적 선을 기꺼이 파괴하는 데서 도덕성이 성립한다는 것 역시 아
퀴나스의 진의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후 4장에서 이러한 물음들과 관련한 논쟁을 살펴보게 될 것이
다. 우선 94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아퀴나스가 자연법에 대해 어떤 이야기
를 하는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자.
2.3. 덕의 모든 행위들이 자연법에 의해 지시되는가? (94문 3항)
94문 3항에서 아퀴나스는 덕과 자연법의 관련에 관해 묻는다. 우리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좇아 덕을 도덕성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
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신학대전』 2-1부의 구조만 보더
라도,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그러하듯, 인간의 궁
극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관한 분석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인간적 행위에
관한 논의로, 거기에서 다시 습성과 그 일종인 덕에 관한 논의로 나아간
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덕 윤리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잘 계발하는 데서 도덕성의 뿌리를 발견하는데, 이는 자연적 경향
성을 도덕의 장애물로 이해하는 칸트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칸트에게서] “선한 의지는 우리가 정념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부정
하고 극복할 때 발생합니다. 경향성(Neigung/inclincation)이란 마
음의 자연스러운 기울어짐, 이끌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참된
의미에서 도덕적 가치를 갖는 선한 일은 인간 정념의 자연적 경향성
과 대립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도덕성의 본질은 우리가 느끼는 어
떤 도덕적 강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자연적 정념이 언
제나 도덕과 합치하는 것이라면 도덕은 강제의 형태, 당위의 방식으
로 발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덕이 본질적으로 강제와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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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를 띠는 까닭은 우리의 자연적 정념이 도덕을 거부하기 때문
입니다. 칸트는 도덕의 이러한 당위적 본질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위와 강제라는 도덕의 본질을 자연적 정념과 선한 의지의 긴
장과 대립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도덕이 강제와 명령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까닭은 정념이 도덕에 저항하기 때문입니
다.”152)
칸트에게서 도덕성의 핵심인 선의지는 자연적 경향성과 긴장과 대립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 “의지와 정념이 싸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도덕과 선·
악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 싸움에서 의지가 정념을 부정하고 극복할 때,
우리의 의지와 행위는 도덕적 승인을 얻게 되는 것”(같은 면)이다. 칸트에
게서 도덕성은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눕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
적 경향성 및 욕구를 극복하는 데서 성립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도 도덕성이 우리의 자연적 욕구
를 그 자체로 승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자연적
경향성은 맞서 싸워 제압해야 할 적이 아니다. 그들이 칸트와 이 지점에서
갈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도덕성을 인간 존재 전반의 완성과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덕 윤리 내지 행복주의 윤리학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
다. 개별 행위 자체의 성격은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나쁜 사람도 어
쩌다 좋은 행위를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나쁜 일에 휘말릴 수 있다. 도
덕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생에 걸쳐 행위와 관련하는
우리의 성품을 어떤 방식으로 갈고 닦아 왔느냐에 있다. 가장 완전한 상태
로 계발된 덕은 지속적이고 거의 자동적인 방식으로 좋은 행위를 산출하
지만, 일회적인 좋은 행위가 그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도덕성을 인간 존재의 고유한 완성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는 이 완성을
향하는 운동을 위한 출발점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
들이다. 우리의 본성적 구조와 관련하는 자연적 경향성들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자 우리 행위의 재료이며, 인간 완성의 씨앗이다. 칸트에
152) 김상봉(2004),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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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자연적 경향성은 명백히 도덕성의 적이지만, 아퀴나스에게서는 적이
아니라 잘 가꾸고 질서를 부여해 주어야 할 어린아이들에 가깝다. 아리스
토텔레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아퀴나스에게서 도덕성은 자연적으로 주어
진 것들을 잘 계발하는 데 있지 그것들을 억제하거나 초월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덕과 자연법의 관계에 관한 물음은 곧 자연법과 도덕성
의 관계에 관한 물음으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반론자들의 전략은 자연법을
다시 본성 개념과 법 개념으로 나누고, 본성 개념과 덕 개념, 혹은 법 개
념과 덕 개념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반론이다. 반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든 죄는 덕 있는 행위에 반대된다. 그러므로 만약 덕의 모든
행위들이 자연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모든 죄들이 본성
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본
성에 반대되는 죄는) 특별히 어떤 죄들과 관련하여 말해진다.(ST
I-II, q.94, a.3, obj.2)153)
반론자는 본성 개념과 덕 개념 사이의 간격을 강조하되, 이는 다시 덕과
죄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죄와 덕은 대비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과 덕이 같이 가는 개념이라면 모든 죄가 본성에 반대되
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죄가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본성에 따라’ 죄를 짓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퀴나스가 이에 대해 답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성의 규제에 들어오
는 한에서 자연법에 속한다고 했던 94문 2항의 논의를 따라간다.
… 인간에게 고유한 것들을 인간의 본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죄들은, 이성에 반대되는 한에서, 본성에도 반대되는
153) … omnia peccata aliquibus virtuosis actibus opponuntur. Si igitur omnes
actus virtutum sint de lege naturae, videtur ex consequenti quod omnia
peccata sint contra naturam. Quod tamen specialiter de quibusdam peccatis
dic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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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혹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에게 공통적인 것들도 ‘인간의 본
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한 죄들이 본성에 반대되
는 것들이라 말해진다.(ST I-II, q.94, a.3, ad 2)154)
94문 2항에서 보았듯 자연법은 인간이 실체와 공유하는 본성 및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의 차원까지 모두 포괄하여 그 출발점을 얻는다. 그러나 그
러한 차원의 경향성들이 지시하는 대상들을 획득하는 것이 그 자체로 덕
이나 도덕과 관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동물적 본성에 따르는 것이 죄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은 이러한 경향성의 선을 이성의 질
서지움 안에서 추구하는 한에서 성립하며, 이때 자연법은 덕과 외연이 일
치한다.
2.4. 자연법의 실패 (94문 4항에서 6항)
94문이 3항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도덕성의 원천으로서의 자연법의 단일
성과 확실성의 차원을 논의하였다면, 94문 4항에서 6항까지에서 아퀴나스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개인이나 사회, 시대에 따
라 갈라지거나 실패하는지를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94문 4항에서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이성 자체의 구조에 기인하는 실패와 개별 이성의 실패를
구분하고, 94문 5항에서는 전자를, 94문 6항에서는 후자를 각각 더 상세
하게 살핀다. 우선 94문 4항에서 주문에서 제시하는 분석은 다음과 같다.
… 보편적인 것들에서 특수한 것들로 나아가는 것은 이성에 속하는
일이다. (『자연학』 1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이에 대해 맺는 관계는 서로 다르다.(ST I-II, q.94, a.4, c.)155)
154) … natura hominis potest dici vel illa quae est propria homini, et secundum
hoc, omnia peccata, inquantum sunt contra rationem, sunt etiam contra
naturam…. Vel illa quae est communis homini et aliis animalibus, et
secundum hoc, quaedam specialia peccata dicuntur esse contra naturam.
155) … Ad rationem autem pertinet ex communibus ad propria procedere, ut
patet ex I Physic. Aliter tamen circa hoc se habet ratio speculativa, et aliter
ratio prac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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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공히 보편 원리에서 특수한 적용으
로 나아가는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관찰하면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둘이
다루는 것들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면 이론이성은 주로 다르게 있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들을 다루
며 그 특수한 결론들에서, 공동의 원리들에서 그러하듯 어떤 결함도
없는 진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이성은 인간의 작용들
이 그 안에 있는 우연적인 것들을 다루며, 그럼으로써 비록 보편적
인 것들 안에 어떤 필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한 것들로 내려갈
수록 그만큼 더 결함이 발견된다.(ST I-II, q.94, a.4, c.)156)
이론이성은 필연적인 것들을 다룬다. 그러므로 원리의 참이 결론에 이르
러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실천이성은 우연적인 것들을 다루기에, 보
편적 원리의 차원에서는 확실성과 필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을
향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러한 확실성은 떨어진다. 이는 우연적인 것들
과 관련하는 실천이성 자체의 성격에 기인하는 구조적 한계다.
94문 5항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두 가지 양상으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더하기이고 다른 하나는 빼기다. 더하기의
경우, 구체적 사례에서 자연법 자체가 어떤 특정한 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임의의 규칙을 덧붙여 제정하는 것이 공동선에 기여하
고 그리하여 법이라 불릴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승용차의 우측
통행을 법이 규칙으로 제정하고 나면, 이전에는 올바른 것이 아니었던 우
측통행이 이제 올바른 것이 되며, 이러한 입법을 통해 도로 교통에 있어서
의 질서와 안전이라는 공동선이 확보된다.
빼기의 경우, 보편적으로는 적용되는 원리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다. 예컨대 채무를 갚는 것은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156) Quia enim ratio speculativa praecipue negotiatur circa necessaria, quae
impossibile est aliter se habere, absque aliquo defectu invenitur veritas in
conclusionibus propriis, sicut et in principiis communibus. Sed ratio practica
negotiatur circa contingentia, in quibus sunt operationes humanae, et ideo,
etsi in communibus sit aliqua necessitas, quanto magis ad propria
descenditur, tanto magis invenitur def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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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할 규칙이지만,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와
관련된 영업주와 보호 여성 간의 채무 관계는 일체 무효로 한다는 규
정157)을 담고 있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영업주
가 강제로 채무를 떠안김으로써 여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그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이러
한 부작용에 따르는 악이 원칙 적용의 선을 초과하는 경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실천이성의 경우 “개별적인 경우로 더 내려가면 갈수록,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더 실패한다는 것이 발견”되며, 원리의
적용은 “이러저러한 조건이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94문 4항으로 돌아와서 원리의 확실성이 결론의 확실성에 미치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에 관한 분석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 경우는 이론이성
과 실천이성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론이성이든, 실천이성이든 이성의 공통 원리들과 관련해
서는, 진리나 올바름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며, 똑같이 알려진다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론이성의 특수한 결론들과 관련해서, 진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지는 않
는데,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같다는 것
은,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이에
게 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이성의 특수한 결론들과 관련하여
서는, 참이나 올바름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지 않다; 더구나 모든
이들에게 (참이나 올바름이) 동일한 경우에도,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
는 것은 아니다.(ST I-II, q.94, a.4, c.)158)
157)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1961.11.9.] [법률 제771호, 1961.11.9., 제정], 2004년 폐
지) 제11조 (불법원인의 채권무효) 영업의 목적으로 제5조 또는 제6조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요보호여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조
건 대차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이를 무효로 한다.
158) Sic igitur patet quod, quantum ad communia principia rationis sive
speculativae sive practicae, est eadem veritas seu rectitudo apud omnes, et
aequaliter nota. Quantum vero ad proprias conclusiones rationis speculativae,
est eadem veritas apud omnes, non tamen aequaliter omnibus nota, apud
omnes enim verum est quod triangulus habet tres angulos aequales duobus
rectis, quamvis hoc non sit omnibus notum. Sed quantum ad proprias
conclusiones rationis practicae, nec est eadem veritas seu rectitudo apud
omnes; nec etiam apud quos est eadem, est aequaliter n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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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성과 실천이성 모두 그 구체적 진리나 올바름의 인식에 있어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분석의 핵심이다. 이론이성과 실
천이성의 영역 모두에서 원리 차원을 따지자면 진리와 올바름은 확실성을
지니며, 그에 관한 인식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원리에서 결론으로, 보편에서 특수로 나아갔을 때 이론이성과 실
천이성 양쪽 모두 진리나 올바름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완전하게 이
루어지지는 못한다. 이론이성의 영역에서는 진리 자체의 확실성이 원리에
서 결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모든 이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이성의 영역에서는 앞서 보았던 원리의 올바름과 관련한
확실성이 특수 사례로 내려갈수록 그대로 유지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심지
어 개별 사례에서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확실성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94문 6항에서는 이처럼 공통 원리에서 특수
로 내려갈 때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에서 공히 인식의 보편성이 떨어지는지
는 이유와 메커니즘에 관해 설명한다.
위에서 말해진 바 있듯, 먼저 모두에게 알려지는 가장 보편적인 계
율들이, 그리고 원리들과 가까운 결론들로서의 보다 특수한 2차적인
계율들이 자연법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보편적인 원리들과 관련하
여서는, 자연법은 보편 규칙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의 마음
에서 제거될 수 없다. 그러나 개별 작용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해진
대로 욕망이나 다른 어떤 정념 때문에 이성이 보편적 원리를 개별
작용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음에 따라 (자연법이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된다.
그런데 다른 2차적인 계율들과 관련하여서는, 이론적인 영역에서 필
연적인 결론들과 관련하여 오류가 일어나곤 하는 바로 그러한 방식
으로, 나쁜 믿음들 때문에 자연법이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될 수도
있고, 혹은 비뚤어진 생활방식이나 타락한 습성 때문에 자연법이 인
간의 마음에서 제거될 수도 있다.(ST I-II, q.94, a.6, c.)159)
159) … sicut supra dictum est, ad legem naturalem pertinent primo qu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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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의 가장 보편적인 계율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될 수 없다. 그
러나 보편원리를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인 계율들마
저도 그 작용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연쇄살인마의 경우 타인
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가장 보편적인 계율을 마땅히 고려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이나 정념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 채 자연법
의 다른 계율만을 자신의 행위 원리로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되는 2차적 계율에는 예컨대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것
이 해당할 것이다. 이 계율은 타인에게 해를 미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가
장 보편적 계율과 아주 가까운 결론에 해당한다. 아퀴나스는 이와 같은 2
차적 계율들은 나쁜 믿음이나 비뚤어진 생활 방식이나 타락한 습성 때문
에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퀴나스는 『갈리아 전기』
에서 카이사르가 보고하는 게르만인들의 경우를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들에게는 자연법에 반대되는 강도질조차 불공정한 것
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습성 혹은 믿음 체계
의 타락 때문에 ‘강도질 하지 말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타인에게 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에서 즉각적으로 따라나오는 가까운 결론이라는 점이 인
식되지 않은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2차적 계율로서의 자연법이 그들 마
음에서 제거된 것이다.
이로써 94문에서 아퀴나스가 보편적 도덕성의 원천으로서의 자연법의
특성을 묘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개별적인 도덕적 판단에서 왜 이 보편성
이 완전하게 유지될 수 없는지에 관해 두루 설명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
quaedam praecepta communissima, quae sunt omnibus nota, quaedam autem
secundaria praecepta magis propria, quae sunt quasi conclusiones
propinquae principiis. Quantum ergo ad illa principia communia, lex naturalis
nullo modo potest a cordibus hominum deleri in universali. Deletur tamen in
particulari operabili, secundum quod ratio impeditur applicare commune
principium ad particulare operabile, propter concupiscentiam vel aliquam
aliam passionem, ut supra dictum est.
Quantum vero ad alia praecepta secundaria, potest lex naturalis deleri de
cordibus hominum, vel propter malas persuasiones, eo modo quo etiam in
speculativis errores contingunt circa conclusiones necessarias; vel etiam
propter pravas consuetudines et habitus corruptos; sicut apud quosdam non
reputabantur latrocinia peccata, vel etiam vitia contra naturam, ut etiam
apostolus dicit, ad Ro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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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특히

94문 2항을 중심으로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관련하여 격렬

한 논쟁을 벌이는 해석들을 살펴볼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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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해석
이제 우리는 연구자들이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에 관해 살펴보아야 한다. 아퀴나스 자연법에 관한 현대 해석이 전환
기를 맞은 것은 1965년에 Germain Grisez의 논문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 A commentary on the Summa Theologiae,
1-2, question 94, article 2"가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0년 John
Finnis는 Grisez의 해석을 기초로 하여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를 출간하였고, 이는 즉각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Joseph Boyle, Jr., William May, Robert George, 그리고 Patrick Lee
처럼

Grisez와

Finnis의

자연법

이해에

동의하는

이들이

모여

Grisez-Finnis 학파(Grisez-Finnis School)라 불리는 일군의 집단을 형성
하기에 이르렀다.
자연법과 관련한 다른 해석 경향들이 그 해석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
는 이름으로, 예컨대 '환원주의'나 '도출주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데
비해 Grisez-Finnis 학파의 이론은 흔히 신자연법이론(New Natural Law
Theory)'으로 불린다.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구는 이들의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드러내고, 그러면
서 동시에 '자연법 이론'이라는 이름 자체를 통째로 소유하게 된 것은 이
후의 논쟁에서 이들의 이해가 차지하게 된 중심적 위상을 방증한다. 실제
로 이들의 등장 이후 토마스 자연법 연구와 관련한 논쟁 자체가 이들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해석은 하나의 준거점 내지 비판적 대화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상대자
가 되었고, 이들의 해석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들 서로 간의 의견 차이에
주목하기보다 우선적으로 Grisez-Finnis 학파를 상대하는 데 집중한다.
크게 보아 Grisez-Finnis 학파의 작업은 Alasdair MacIntyre, Alan
Donagan, Stanley Hauerwas, Elizabeth Anscombe, 그리고 Ernst
Bloch 등으로 대표되는 ‘회복주의 프로젝트(recoverist project)’에 속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회복주의 프로젝트는 “윤리학에 관한 현대적 담론에
서 공리주의와 의무론 사이의 교착 상태”160)에 환멸을 느끼고 그에 대한
160) George(1988), 1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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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근대 이전 윤리학 구상들을 단지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다시 소환
되어야 할 것, 그리하여 오늘날 윤리학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단초를 품
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연법론에

관한

현대적

논의에

있어서

Grisez-Finnis가 중심에 놓이는 것은 그들이 이 분야에서 바로 이 '소환
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통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옛 철학의 담론이 어느 순간 이후 본격적인
철학적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그것이 잊혀서가 아니라 근대
와 현대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그 한계가 이미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따라서 더는 쓸모가 없는 골동품으로 이해되어왔기 때문일
공산이 클 것이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여러 이유에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
리는 기존의 표준적 해석이 무엇이었으며, 그를 기초로 이해된 자연법론이
어떤 이유에서 거부되어 왔는지에 관해 3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반대로 Grisez-Finnis의 해석은 "옛 전통에 적합하면서도 현대 윤리학
자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자연법 이론 체계의 핵심을 되찾았다
"161)고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그들의 해석이 아
퀴나스 자연법이 오랫동안 배척되어 온 이유인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를
벗겨내는 방식으로 아퀴나스의 자연법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Grisez-Finnis 학파가 어떻게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현대에 통
용될 수 있을만한 방식으로 자연법 이론을 새롭게 구축하는지를 4장에서
볼 것이다.
연구자들은 Grisez와 Finnis의 작업을 통해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이
철학 논의의 지평에 다시 소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아
무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의 해석
에 반대한다. Grisez-Finnis와 그 반대자들 사이의 갈등에서 핵심은 우리
의 본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에 있다. 반대자들은
Grisez-Finnis가 자연주의의 오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우리의 본성에서 규범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닌 것으로,
161) George(1988), 1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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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더는 자연법 이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어버렸다고 입을 모아 비판하는데, 우리는 이 비판들을 본론의 마지막 5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3.1. 도출주의적 해석 : 자연적 선과 도덕적 선 사이의 간격
『신학대전』 2-1부 94문 2항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퀴나스는
인간이 실체이면서 동물이고, 동시에 이성적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복합적
인 본성을 갖는 존재이기에, 그에 따라 각각 개체의 보존, 종의 보존, 그
리고 이성적 활동과 관련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또
아퀴나스가 그에 앞서 "이성은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모든 것들을
자연히 선으로, … 그에 반대되는 것들을 악으로 … 파악"한다고 말하고,
거기에 더해 자연법의 제1계율은 선을 추구하고 행해야 할 것으로, 악을
피해야 할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던 점 역시 기억한다.
우리가 이러한 진술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아퀴나
스가 본성에서 도덕성으로 막힘없이 이어지는 길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일 터이다. 그의 설명에서 인간 본성이라는 존재론적 차원은 본성
적 선에 관한 자연적 인식으로 곧장 이어지고, 이러한 인식은 다시 행해야
할 것 및 피해야 할 것에 관련한 규범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다. 결국,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은 자연적 선들에 관한 인식에, 궁극적으
로는 그러한 인식을 산출하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은 도덕성의 원천이자,
그 자체로 규범적인 것이다. 본성 자체에서 도덕성의 계기를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해는 ‘자연주의적’이다.
도덕성이 결국 주어진 인간 본성에 따르는 것의 문제이기에, 거꾸로 우
리가 도덕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실천이성의 작용은 인간 본성에
관한 사변적 탐구, 즉 형이상학적 인간학과 같은 이론이성의 앎에 근본적
으로 의존하여 성립한다. 도덕적 규범들은 인간 본성에 관한 사변적 앎에
서 도출된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한 전통적 이해는 정확히 이러한 경
로를 따라 진행되어 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도출주의적’ 해석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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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해에 따라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의미나 그 원리에서 말해지
는 선과 악의 의미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일 것이다.
네오스콜라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 정식화에서 “선”은 단순히 인간
에게 고유한 목적들에 순응하는 행위들을 가리킨다; “악”은 (그 목
적들에) 따르기를 실패하는 행위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실천적인 방
식으로 작동할 때의 인간의 지성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올바
른 방식으로 행위하라는 그것의 제1원리에 따르도록 지시한다.162)
본성적 선악은 그 자체로 도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따라서 본성적
선을 추구하고 본성적 악을 피하라는 자연법 제1계율의 지시는 그 자체
도덕적 행위를 향하라는 지시로 이해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통적·도출주의적·자연주의적·네오스콜라적 이해가 본
성을 그 자체 규범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길을 택함에 따라 실천이성의 제
1원리의 의미나 이론적 앎과 실천적 앎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해에 있어
서도 해석상의 특정한 선택지들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
다.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
기에서는 본성적·자연적 선악 자체가 도덕적 선악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관련한 문제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가령 Pufendorf(1632-94)는 행위들이 자연적 선악의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선악이 도덕적 선 혹은 본질적 올바름
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적 선악과 관련한
이유들은 즐거운 것 및 이로운 것과 관련하는 것들뿐인 데 반해, “선을
올바름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들 자체를 위해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쾌락적 목적이나 수단적 목적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163)이며,
그리고 “행위들을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들을 그것들의 수단
적 이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 자체 때문에 추구할 만한 것으로 인
식하는 것”164)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162) George(1988), 1379쪽.
163) Irwin(2006), 328쪽.
1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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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선과 악은 경향성에 근거하는 즐거움이나 이로움의 추구에
기초하는 이유들을 제공하는 반면, 도덕성은 경향성과 독립적으로
필요조건들을 부과한다. 도덕적 요건들은 즐거움과 이점의 고려사항
들에 우선한다. 도덕적 요건들이 자연적 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 도덕적 요건들은 칭찬과 탓, 그리고 징벌
의 기초이다. 만약 그것들이 자연적 선에 기초한다면, 그것들은 나
의 경향성과 무관하게 그것들을 따라야 할 어떤 이유도 내게 제공하
지 못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이점에 관한 사항들을 따르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는 것을 인정할 만한 이유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그것들은 그러한
기초가 될 수 없다.165)
도덕성이 요구하는 것은 올바름인데, 자연적 선악은 오직 이로움이나 즐
거움과 관련할 수 있을 뿐이며, 올바름은 이로움이나 즐거움과는 다른 차
원에 있는 것이라는 게 Pufendorf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더운
여름 날 에어컨을 트는 것처럼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이익을 얻는 일을
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게다가 본성적 경향성에 따라 올바름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컨대
사회적 삶에 관한 본성적 경향성을 덜 갖는 사람은 타인의 선에 관해 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의 이상한 귀결을 얻게 될 것이다.166)
분명 도덕은 욕망의 체계적 만족과는 거리가 있는 무언가처럼 보인다.
따라서 도덕성은 우리 자신의 본성적·내적 경향성이나 그에 따른 선호나
취향, 욕구 체계 자체와는 구분되는 무언가에서 성립하는 것 같다. 그러니
자연적 선악이 오직 즐거움 내지 이로움과 관련한 이유만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Pufendorf의 전제가 옳다면, 자연적·본성적 선은 도덕적 선을 구
성하기에 불충분한 것처럼 보인다.167)
165) ibid.
166) Irwin(2006), 334쪽
167)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Pufendorf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
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Grisez-Finnis는 Pufendorf의 지적이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 자연적 선악에서 도덕성을 도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퀴나스의 자연법을 재구성
하려 시도한다. 반면 Veatch-Lisska는 Pufendorf의 전제를 부정할 것이다. 그들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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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endorf는 이러한 분석에 따라 도덕성과 올바름의 차원이 성립하려면
우리에게 내적인 것,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이나 선호, 취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행위할 동기를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의 입법과 명
령뿐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때때로 처벌받을만 하다는 것을 인
정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명령으로 표현된 법의 위반으로 간주해야만 한
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오직 신적 입법만이 (도덕의) 요건들을 도덕성의
고유한 엄중함으로 지지한다.”168)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한 도출주의적 해석에서 처치 곤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의 긴장은 Pufendorf의
주장처럼 신의 입법적 의지를 도입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까? 실제로 전
통적 해석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Pufendorf 식의 같은 문제제기를 직접
마주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결과만 놓고 보면 전통적 해
석은 Pufendorf와 같은 방법을 채택했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다음 절
에서 아퀴나스의 자연법 해석에 있어서 신의 입법적 의지를 강력하게 도
입하는 의지주의적 해석에 관해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해석은 본성이 어떻
게 규범성을 담보하느냐와 관련하여 도출주의적 해석이 지니고 있었던 문
제의 보완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2. 의지주의적 해석
아퀴나스가 자연법을 주제적으로 논의한 『신학대전』 2-1부 94문 자체에
서 신성한 입법자나 신의 입법 의지와 관련한 논의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예컨대 91문 1항 및 2항과 같은 곳에서 아퀴나
스가 영원법을 세계 전체의 질서지움에 관한 신적 구상 자체로 기술하고,

덕성을 인간의 잘 삶 내지 인간 존재의 실현으로 이해했을 때 자연적 선악은 그 자체로
인간 존재의 완성과 관련하기에 도덕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즐거움이나 이로움은 자
연적 선의 본질적인 측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선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Pufendorf의 논의에 관해 직접 다루고 있는 Irwin의 경우에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궁극목적으로서의 선이 단순히 우리의 욕망들의 체계적 만족이나 본성적 선호의
총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Veatch-Lisska의 편에 서는 것으로
보인다.
168) Irwin(2006),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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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자연법을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로 규정했던 것을 떠
올릴 수 있다.
의지주의적 해석에서 이는 중요한 원전 근거로 기능한다. 자연법 자체가
영원법과 구분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의해 참여된 한에서의
영원법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신의 통치 계획과 영원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자연법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자연법은 1965년 논문의 서
두에서 Grisez에 의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은 그것을 대
략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다음과 같
은 명령이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인간은 그의 양심 안에서
이 명령을 발견한다; 이 명령은 신의 손에 의해 인간의 양심에 새겨
진 것이다. 이 기본적인 계율에 대해 알고 난 이후에, 인간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의 본성을 참조한다. 인간은
그의 본질과 비교하여 어떤 행위를 점검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만약 그 행위가 본성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만약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도둑질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행위가 악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전제들 “악을 피
하라”와 “도둑질은 악이다”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이 두 전
제들의 결합인 “도둑질을 피하라”가 연역된다. 자연법의 모든 구체
적인 계율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다.169)
이러한 이해에서 자연법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신의 명령에
서 출발한다. 이 명령은 우리의 양심에 각인되어 있다. 양심의 작용을 통
해 신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기 위해 우리가 조회해
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본성이며, 본성적 질서와의 부합 여부에 따라 우
리 행위의 선악이 판별된다. 그리하여 실천적 삼단논법은 자연법의 제1계
율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를 대전제로, 본성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169) Grisez(1965),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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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저러한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는 판단을 소전제
로, 그리하여 예컨대 '이 행위를 피하라’를 결론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도출주의적 해석에서는 본성 자체에 부착된 것으로 간주되
어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도덕성이 의지주의적 해석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지가 잘 이해된다. 우리가 도덕적 올바름을 찾고자 할 때 조
회할 수 있고 조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엄밀히 말해 도덕성
의 출발점은 본성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본성을 갖
추고서 존재하게 만든 신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 이제 본성이 규범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더 근원적인 설명을
갖는다. 신은 세계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기를 의지
하며, 이를 위해 신은 구체적으로 창조 과정에서 이러한 조화와 질서를 이
루기 위한 씨앗으로서 서로 다른 피조물에게 서로 다른 본성을 주입해 두
었다. 거꾸로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각 존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서, 즉 각각의 고유한 본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에서 신의
섭리에 부합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 아래 종속되는
모든 것들은 영원법에 의해 규제되고 측정된다”(ST I-II, q.91, a.2, c
.)170)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91문 2항에서 이성적 피조물과 비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했던 아퀴나스의 진술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다른 동물은 본성에 새겨진 목적을 아무런 반성 없
이, 다만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데 반해, 인간은 자연적 이성을 통해 영원
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니 이를테면 사자가 용
맹하다거나 여우가 교활하다는 것은 단지 그것들을 의인화하는 한에서 얻
어지는 수사에 불과하다. 심지어 짝짓기 도중 암컷사마귀가 수컷사마귀를
잡아먹는다거나 어미 햄스터가 새끼를 낳은 이후 생존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보이는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잔인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엄밀히
보자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신의 DNA에 각인된 생존
과 번식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일 뿐, 자기 행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이성적 피조물들에게는 용기나 지혜나

170) “omnia quae divinae providentiae subduntur, a lege aeterna regulentur et
mensure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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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함과 같은 덕과 악덕이 귀속될 수 없다.
반면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의지에 따라 행위한다는 점에서 자기 행위
의 주인이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 행위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도
달하기 위한 수단들에 관해 심사숙고하고, 최적의 수단을 결정하고, 자유
의지에 따라 행위에 착수한다. 게다가 인간은 단순히 개체의 생존과 종의
번식 외에도 진리에 관한 탐구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일어난 행위를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
간에게 도덕의 차원이 열리는 것은 이러한 차이 때문이다. 아퀴나스의 말
로 표현하자면, “이성적 피조물은 … 그 스스로와 다른 것들을 위해 예비
함으로써"(ST I-II, q.91, a.2, c.)171) 단순히 섭리에 의해 규제되고 측정되
는 수동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섭리의 협력자”(ST I-II,
q.91, a.2, c.)

172)가

되며,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우월한

방식으로 신적 섭리에 속한다.”(ST I-II, q.91, a.2, c.)

173)

이성과 법의 일이 그 지배 아래 들어오는 것들을 질서짓는 것이라고 했
던 것을 떠올린다면, 의지주의적 해석에서 우리 자신이 ‘섭리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을 신이 제시한 목적에 맞게 우리의 본성적 경향성들을 질서짓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계에 대한 신의 섭리와 의
지라는 계기가 추가되긴 했지만, 우리가 신의 의도를 그 자체로 파악할 수
는 없으므로 인식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위해 조회해야 할
것은 여전히 신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 즉
우리의 본성이다. 그러니 의지주의적 해석은 신이 우리 본성에 새겨놓은
목적론적 구조를 읽어냄으로써 도덕적 행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여전히 본성에서 행위 규범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결국
도출주의적 해석과 만난다.
자연법에 관한 통상적인 이해나 그리스도교 규범 체계의 대부분은 오랫
동안 표준적인 것으로 굳어진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예컨대 성교와 관련한 규범은 우리의 모든 성행위가 출산을 겨
냥하여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며, 그래서 그밖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 가령 자위나 혼외정사, 동성 간 성행위, 그리고 피임까지 악으로
171) “rationalis creatura … sibi ipsi et aliis providens”
172) “ipsa fit providentiae particeps“
173) “excellentiori quodam modo divinae providentiae subia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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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게 될텐데, 왜냐하면 성기관은 종의 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창조된 것이며 성기관을 사용하는 우리의 행위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
하는 한에서만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교황 중 동성애에 관해 가장
전향적이고 동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적 취향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 등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성애자
들의 결합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신의 계획과 비슷하다는 어떤 근거도
없”174)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판단 아래에서 신의 계획과 그가 우리의
본성적 구조 안에 심어놓은 목적과 우리 행위의 올바름 사이의 관련에 관
한 도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
3.3. 전통적 해석의 문제
그러나 토마스의 자연법 사상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어 온 탓에
오랫동안 진지한 철학적 담론으로 간주되기를 거부당했다. 우선 토마스의
자연법 사상이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 이해 안에 그것이 수반
하는 신학적 함축이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
가 신의 존재나 신이 우리 본성 안에 수립해 놓은 목적론적 질서의 존재
를 거부한다면, 인식론적 차원에서 윤리 자체의 작동도 멈추는 것으로 보
인다. 결국 윤리는 신앙의 일부가 되고, 비신앙은 비도덕을 함축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레이첼
즈가 "가톨릭교회를 제외하면 오늘날 자연법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175)고 말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근대 이전 히브리-기독교 윤리학의 특징인 이른바 ‘윤리학에 관한 법적
구상’이 현대 윤리학에 남긴 나쁜 유산을 논하면서 Anscombe(1958)이
가한 비판 역시 이러한 측면을 겨냥한다. 그녀는 히브리-기독교 윤리학과
더불어 출현한 ‘도덕적 의무’와 같은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왜냐하면 그 개념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사

고의 체계”176)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고, 이는 다시 이미 흄의 시대에서도
그러한 사고 체계를 지탱해주던 “신성한 법에 대한 믿음이 폐기된 지 오
174)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09/story_n_9648034.html
175) 레이첼즈(2006), 119쪽.
176) Anscombe(1958),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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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177)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비판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윤리학에
서 도덕적 당위나 도덕적 책임의 개념을 퇴출하고, 고대 윤리학의 통찰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지만, 그 비판의 기초에는 입법자로서의 신과 신이 세운
법에 대한 의무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설명하는 윤리학적 시도, 즉 우
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자연법에 대한 의지주의적 해석과 같은
시도가 이미 그 생명을 다한 지 오래라는 확신이 놓여 있다. 이미 수 세기
동안이나 세속주의와 무신론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신과
신성한 법에 대한 믿음과 분리하여 성립할 수 없는 윤리학은 시대착오적
인 것으로 보인다.
철학적 담론 자체의 성격을 놓고 보아도 흄과 무어를 거치면서 윤리학
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되었던 자연주의의 오류와 관련한 혐의는
자연법 사상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당위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 명제에서 당위를 끌어내는 것을 오류로 이해하는데, 전통적 해석에
따른 자연법 사상은 우리의 본성에 관한 사실에서 행위 규범과 당위를 이
끌어내려는 불법적인 시도의 전형으로 보이니 말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고대철학자들 편에 서고자 하더라도 상황
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이성과 의지
사이에 무언가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는 것 같다. 예컨대 Westberg(1994)
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연법 해석에서 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은 신에
의해 주어진 명령으로부터 개별적인 상황에 관한 구체적 계명에 이르기까
지 이성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적이고 빈약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
한 해석에서 올바른 이성은 주어진 원리들에 추론 규칙을 사용하여 결론
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맡을 뿐이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목적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시작하며 무제약적인 것이었던 ‘phronesis’"178)가 토
마스에 이르러서는 "이미 수립된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앎에 의해 제공된)
원리들이라는 틀 내에서 작동하며, 그것의 기능이 단순히 선택하고 적용하
는 것인 제한적 prudentia"179)로 축소되어버렸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서는 도덕에 있어서 이성과 실천적 지혜가 누렸던 폭넓은
역할은 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명령과 그에 따를 의무라는 도식으로 대체
177) ibid.
178) Westberg(1994), 32쪽.
17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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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의지주의적 해석은 경직된 법률주의, 엄격한 규
칙-준수 모델과 이어진다. 앞에 언급한 논문에서 Anscombe(1958)은 이
처럼 입법자로서의 신과 법 개념에 의존하는 법률주의적 윤리학 구상을
그리스 윤리학으로부터 이후 윤리학이 결정적으로 이탈하게 된 계기로 지
목한다. 그렇게 보면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 사
이에 위대한 종합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명령, 의무, 책임,
그리고 양심과 같은 신학적 개념을 수용하는 대가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훼
손하는 데 이른 것이다.
결국, 도출주의적·의지주의적 해석에 따른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은 세
속주의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의무론적 윤리학이나 공리주의 윤리학과 경
쟁할 만한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덕 윤리의
관점에서도 그 연속선상에서의 체계적 보완이나 종합의 결과물로 이해되
지 않고, 오히려 이후 모든 윤리학을 망친 주범으로 내몰린다.
1965년 Grisez의 논문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다. Grisez는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겨누어진 이런저런 혐의들이 사실 아퀴나스에게 유
효한 비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아퀴나스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가 그의 자연법 사상을 받아들일만한
철학 이론으로 간주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
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오독의 역사이다. 그가 보기에 아퀴
나스의 자연법 사상은 기본적으로 신에 관한 언급 없이도 이해될 수 있으
며, 신의 명령이나 의지, 본성의 구조 자체에서 도덕성을 발견하는 이론도
아니고, 따라서 의지주의적인 것도 경직된 법률주의적 규칙-준수 모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도 않다.
Grisez의 해석은 주로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절
에서 우리가 살펴본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은 그것을 표준적인 이해로
간주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따라나오는 함축과 귀결에 관한 외적 비판이었
다면, 다음에 살펴볼 Grisez의 비판은 전통적 해석이 애초부터 토마스 자
연법에 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내적 비판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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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자연법 이론의 해석
4.1. Germain Grisez,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
A Commentary on the Summa Theologiae, 1-2, question
94, article 2"
1965년에

발표된

Germain

Grisez의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 Commentary on the Summa Theologiae, 1-2,
question 94, article 2”는 아퀴나스 자연법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전방
위적 비판을 담고 있다. 그의 비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통적

해석이

자연법에

있어서의

내지

목적

구상(the

conception of end) 내지 목적인과(final causality)가 갖는 중요성을 간
과함으로써 당위와 의무 중심의 법률주의적 해석으로 흘렀다는 것이다. 둘
째로 전통적 해석은 자신의 법률주의적 구상에 따라 자연법을 명령문들의
집합으로 보고 자연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이성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 사이의 간격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성과 자유
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통적 해석이 자연주의
의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실천적 성
격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는 점이다. 넷째, 전통적 해석에서는 자연법의
제1계율이 자연법의 나머지 계율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복잡한 본성의 다양한 측면들에 상응하는 자
명한 원리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아퀴나스의 구상이 갖는 함축을 제대
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보기에 Grisez의 이 모든 비판을 관통하는 것은 전통적 해석
이 아퀴나스의 실천이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데 있다. 따
라서 우리는 먼저 Grisez가 실천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후 그의 비판과 대안적 해석을 살펴볼 것이다.
4.1.1. 실천이성
실천이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아퀴나스는 늘 이론이성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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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한다. 이는 우리가 앞서 2.1.1.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천이성이 근본적으로 이론이성과 다른 능력이 아니며, 파악하는
능력으로서의 이론이성이 행위를 겨냥할 때, 즉 파악된 것을 기초로 실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취하는 한 가지 특수 양태로서, 이론이성의 연
장(extensio)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는 점에, 즉
그 둘의 공통점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Grisez는 그 둘의 차이를 더 섬세
하게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다. 특히 그가 주제적으로 다루는 『신학대전』
2-1부 94문 2항에서 아퀴나스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각각의 제1원리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Grisez에게 그 둘 사이의 근본적 차이 내지 이
론이성에 대한 실천이성의 독립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읽힌다.
Grisez가 실천이성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우선 주목하는 것은 아
퀴나스에게 있어서 앎이 기본적으로 "앎을 가진 주체와 그가 아는 것 사이
의 통일"180), 혹은 "알려진 세계의 성격과 실재를 정신적인 방식으로 공유
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발전에 의해 도달하게 되는 성취"181)라는 점이다.
그 자신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진리론』 1문 1항인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서 토마스는 참(veritas)이 존
재(ens)와 같은 것인지를 묻는데, 토마스의 답변은 존재가 취하는 한 가지
양상이 참이라는 것이다.
지성이 처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모
든 개념들이 그것으로 환원되는 것은 존재이다…. 그러니 지성의 다
른 모든 개념들은 존재에 덧붙여진 것으로서 파악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유에 종차가 덧붙거나, 기체에 우유가 덧붙는 그런 방식으
로, 즉 어떤 것이 존재에 외적인 것으로서 존재에 덧붙여질 수는 없
는데, 왜냐하면 모든 실재는 본질적으로 존재이기 때문이다. 형이상
학 3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는 유(genus)일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존재라는 이름 자체로는 표
현될 수 없는 존재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인 한에서, 그것은 존재에

180) Grisez(1965), 176쪽.
181) Grisez(1965), 17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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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지는 것이라 말해질 수 있다.(De ver. q.1 a.1, c.)182)
모든 것은 존재이기에, 어떤 것도 존재 외적인 무언가일 수는 없다. 따
라서 어떤 것이 존재에 외적인 것으로서 존재에 덧붙여질 수는 없다. 그러
나 어떤 개념이 존재 개념에 덧붙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바로 그것이 “존재라는 이름 자체로는 표현될 수 없는 존재의 양상을 표
현하는 것”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어지는 진술에서 토마스는 존재가 취하는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존재의 특수한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양상(modus expressus sit
aliquis specialis modus entis)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존재에 뒤따르는
공통적인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양상(modus expressus sit modus
generalis consequens omne ens)이다. 두 번째 양상은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단적으로 고려된 모든 존재에서 파악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서 고려되는 한에서 모든 존재에서 파악되는 존재 양상이다. 여기에
서 다시 후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것인 한에서 성립하며, 이때 존재는 어떤 것
(aliquid)으로 불린다. 둘째는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 대해 갖는 일치
에 따라 성립한다. 그리고 다시 이 두 번째 양상은
… 본성적으로 모든 존재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이 영혼인데, 『영혼론』 3권
에서 말해지듯, 어떤 점에서 영혼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혼 안에는 인지능력과 욕구능력이 있다. 따라서 『니코마코스 윤리
학』 1권에서 선은 모든 것이 욕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듯, 욕구에 대

182) Illud autem quod primo intellectus concipit quasi notissimum, et in quod
conceptiones omnes resolvit, est ens…. Unde oportet quod omnes aliae
conceptiones intellectus accipiantur ex additione ad ens. Sed enti non
possunt addi aliqua quasi extranea per modum quo differentia additur
generi, vel accidens subiecto, quia quaelibet natura est essentialiter ens;
unde probat etiam philosophus in III Metaphys., quod ens non potest esse
genus, sed secundum hoc aliqua dicuntur addere super ens, in quantum
exprimunt modum ipsius entis qui nomine entis non exprim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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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의 일치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반면 지성에 대한
존재의 일치는 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모든 앎은 알려
진 것에 대한 아는 자의 동화를 통해 성취되므로, 그러한 동화가 앎
의 원인이라 말해진다.(QDV, q.1 a.1, c.)183)
하나의 존재와 다른 존재의 일치는 오직 영혼 안에서만 일어난다. 영혼
은 인지능력과 욕구능력을 지니므로, 이 일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존재가 욕구와 일치할 때는 선(bonum)이라 불리고, 지성과 일치
할 때는 참(verum)이라 불린다. 이로써 토마스에게서 참이 무엇인지는 확
정된다. 그것은 존재가 지성과 일치하는 것, 혹은 “지성과 사물의 부합
(adaequatio intellectus et rei)”이다.
조금 전에 보았듯 Grisez가 토마스에게서 앎은 “앎을 가진 주체와 그가
아는 것 사이의 통일”이라 말했을 때, 그가 여기의 “모든 … 앎은 알려진
것에

대한

아는

자의

동화를

통해

성취된다(omnis

…

cognitio

perficitur per assimilationem cognoscentis ad rem cognitam)”는 구
절을 떠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흥미롭게도 Grisez는 아퀴나스의 존재와 영혼 사이의 일치 내지 통일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차이
와 연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아는 자와 알려진 것 사이의 통일을 겨
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를테면 이론이성은 지성능력과 존
재의 일치, 즉 참을 겨냥하는 반면 실천이성은 욕구능력과 존재의 일치,
즉 선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론적 지식의 경우, 알려진 것은 아는 사람이 그것을 공유하기 이
전에 미리 공유되는 실재를 갖는다 — 즉, 이론에서 마음은 사실과

183) … non potest esse nisi accipiatur aliquid quod natum sit convenire cum
omni ente: hoc autem est anima, quae quodammodo est omnia, ut dicitur in
III de anima. In anima autem est vis cognitiva et appetitiva. Convenientiam
ergo entis ad appetitum exprimit hoc nomen bonum, ut in principio Ethic.
dicitur quod bonum est quod omnia appetunt. Convenientiam vero entis ad
intellectum exprimit hoc nomen verum. Omnis autem cognitio perficitur per
assimilationem cognoscentis ad rem cognitam, ita quod assimilatio dicta est
causa cogniti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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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따라야 한다. 사실과 세계가 (마음을) 결정한다. 반면, 실천
적 지식에서 아는 사람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며, 알려진 것은 생
각되어진 것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것인데, 왜냐하면 알려진 것은
아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실천적) 마음은 알려진
것이 그것에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는 사람의 능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실천적 지식에서는) 마음이 결정한다.184)
실재와 정신 사이의 통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론적 앎에서
앎은 먼저 결정되어 있는 사실 세계를 정신이 그대로 따르는 데서, 즉 실
재를 정신이 포착하는 데서 성립한다. 반면 실천적 앎에서는 정신이 우선
권을 지니며, 앎은 정신 안에 먼저 있는 것이 세계 안에 구현될 때 성립한
다. "실천이성은 행위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마음이며, 단지 객관적 실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작동하는 마음이 아니다. (실천적) 마음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게 할지 계획하는 것이다."185)
그런 의미에서 "실천이성에 있어 아는 것은 지시하는 것이다."186)
실천이성에 있어 아는 것이 지시하는 것이라는 말은 상당히 낯설게 들
리는데, 이는 우리가 그간 ‘앎’이라는 단어에 부착된 것으로 이해해왔던
수동성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존재하는 세계를 정신이
추적하는 것이 앎이고, 마음 안에 먼저 있는 의도나 구상을 세계 안에 실
현하는 것이 실천이라는 점은 잘 이해된다. 그러나 마음이 세계 안에 실현
되는 것 역시 일종의 ‘앎’이며, 앎인 한에서 그것 역시 이성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꽤나 어색하게 들린다. 우리에게 이성은 단지 파악하거나 계
산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고, 행위를 향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의
지 쪽에 있다고 말하는 편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해석은 이런 관점
에 서서 엄격한 역할 분리를 주장한다. 실천이성은 존재를 선의 양상 아래
에서 파악하지만 단지 그뿐이며, 실제로 행위에 착수하는 것은 이성에 의
해 이러한 인식 내용을 전달받은 의지의 역할로 귀속된다.
그러나 Grisez는 실천적 앎을 이론적 앎에 의지의 힘을 더한 것이라고
보는 구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행위 원리가 지니는 실천성을 욕구나
184) Grisez(1965) 176쪽.
185) Grisez(1965), 175쪽.
186) Grisez(1965),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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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아니라 실천이성 쪽에 옮겨놓기를 원한다. 실천이성은 단지 행위에
앞서 실현가능한 행위들의 목록을 제시하거나, 각각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는다. Grisez가 다음과 같이 말하듯, 행위를 향하게끔 하
는 지시 자체가 실천이성의 역할에 속한다.
내가 자연법의 특정한 이론들의 기초에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만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판단은 실천적 지식인데, 왜냐하면 마
음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 그 판단의 요구에 맞추어 변하기를
요구하며, 마음이 상황의 요구에 맞추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
천이성은 그것이 아는 것에 순응함으로써 그것의 진리를 갖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실천적 지식이 아는 것은 (외부 실재로부터 오는)
정보이기 위한 조건, 즉 존재와 한정성(definiteness)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실천이성이 생각한 이후에야 그 사고의 대상은 실재
가 되기 시작한다. 실천이성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실현가능한 것이
이성에 순응하는 지점을 예측하고, 그 지점을 향한 노력을 지시함으
로써 그것의 진리를 갖게 된다.187)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는 Grisez의 기획에 있어서 핵심이며, 이
후 모든 해석상의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로
는 이후에 등장할 다른 논점들이 실천이성의 실천성 논제를 지지하는 근
거가 되어주기도 하며, 때로는 실천이성의 실천성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
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4.1.2. 자명성과 무도출성
실천이성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Grisez의 독해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유비에 대한 독특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첫째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자명
성이라는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퀴나스는 94문 2항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187) Grisez(1965),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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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해진 것처럼, 증명의 제1원리들이 이론이성과 관련하여 성
립하듯 자연법의 계율들은 실천이성과 관련하여 성립하는데, 왜냐하
면 각각은 모두 자명한 어떤 원리들이기 때문이다.(ST I-II, q.94,
a.2, c.)188)
이후에 그는 자명함의 의미를 그 자체로 자명한 것과 우리에게 자명한
것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을 도입하는 아퀴나스의 목적은 여기에서
언급된 증명의 원리들과 자연법의 계율들이 모두 그 자체로 자명할 뿐 아
니라, 우리에게 자명하다는 점을 말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risez는 자명성에서 무도출성을 읽어낸다.
자명함은 사실 두 측면을 갖는다. 한편으로, 하나의 원리는 만약 그
것이 그것에 토대를 제공하는 이전의 다른 원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
다면 자명한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 하나의 원리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사실(무도출성, underivability)
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탐구의 시작점으로서, 그리고 입증의 한계로
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자명성의 객관적 측면인 무도
출성이란 원리의 주어와 술부를 연결하고 그럼으로써 그 원리가 참
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중항(middle term)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명한 원리가 참된 이유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의해 직접적으
로 보여진다. 자명성의 주관적 측면인 무도출성의 인식은 그것이 의
미하는 바를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하여서 그것에 대한 증명을 제시
하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189)
아퀴나스 자신이 무도출성에 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Grisez의 이러한 추론은 상당히 타당하게 들린다.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
여 그것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명한 것일 수 없으며, ‘원리’라는
188) … sicut supra dictum est, praecepta legis naturae hoc modo se habent ad
rationem practicam, sicut principia prima demonstrationum se habent ad
rationem speculativam, utraque enim sunt quaedam principia per se nota.
189) Grisez(1965),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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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불리는 것 역시 이상하다. 어떤 분야의 원리는 다른 모든 것이
그에 의존하는 것이자, 그 자신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어
야 한다.
따라서 Grisez가 보기에 이 유비에서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이성에서 입증불가능한 원리들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성에도 다른 어
떤 것으로부터도 도출되지 않는 앎 내지 원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다른 어떤 것’에는 이론적 앎 일체, 특히 우리 본성에 관한 사변적 앎까
지도 포함된다. 결국, 실천적 앎의 토대가 되는 원리들은 사변적 앎에 의
존하지 않으며, 사변적 앎에서 도출되지도 않는다.
전통적 해석에서는 설령 그 설명과정에서 신의 의지를 도입할지라도 결
국 우리의 실천적 앎과 우리 행위의 규범은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적 앎
에 의존하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즉각
적으로 자연주의의 오류와 관련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Grisez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 Grisez는 실천적 앎
의 토대가 되는 원리들이 다시 그에 “토대를 제공하는 이전의 다른 원리
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자명한 것으로 불리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지적
한다. 실천적 원리들은 자명하고 따라서 무도출적이다. 그것들은 어떤 것
에도 의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천적 앎이 지니는 실천성 내지 규범성
역시 본성에 관한 이론적 앎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실천적 앎이 이론적 앎에 대해 갖는 독립성에 대해 반론자들
은 이론적 앎 없이 어떻게 실천적 앎이 가능한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컨대 눈앞에 절벽이 있으며, 그 절벽이 매우 높고 가파르다는 사실에 관련
한 앎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멈추거나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실천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Grisez가 말하는 것은 실천적 앎이 이론적 앎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거나, 실천적 앎 일반이 이론적 앎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는 것이 아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원리’의 차원에 속하는 것
들이며, 따라서 그의 말은 실천적 앎의 원리가 되는 자연법의 계율들이 인
간 본성에 관한 사변적 앎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하여 자연법 계율들이 갖
는 근본적인 지시성이나 실천성 역시 이론적 앎에서 따라 나오지 않는다
는 것이다. 물론 절벽에 관한 이론이성의 앎이 없으면 절벽 앞에서 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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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실천적 판단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Grisez가 묻고 있는
것은 절벽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끌어 모은다고 해
서 그로부터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는 당위 판단이 도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Grisez는 그럴 수 없다고 답한다. 그러한 판단은 비록 암묵적인 방식으
로라 하더라도, 예컨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와 같은 실천적 원
리가 작동하고 있는 한에서만 성립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본적인 실천
적 원리들, 즉 자연법의 계율들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도출되지 않는다.
아퀴나스가 자연법의 계율들이 자명하다고 말하고, 또 그가 자연법의 계율
들을 설명하면서 이성이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모든 것들”, 가령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선이자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하는 일이 “자연
적으로(naturaliter)”190)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실천이성의 원리들
이 무도출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Grisez는 실천이성이 이론이성의 원리들과 구분되는 그 자신의
고유한 원리들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이
자연주의의 오류를 빠져나갈 만한 길을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가 『신학대
전』 2-1부 94문 1항을 읽으면서 얻었던 결론을 기억한다. 자연법의 계율
들은 양지양능의 습성에 의해 견지되는 일종의 앎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즉 우리 마음이 갖추고 있는 것들에 관한 계통도 상에서는 습
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법의 계율들은 습성의 방
식으로 존재하고 습성처럼 기능한다는 점에서 느슨한 의미에서 자연법의
계율들 역시 습성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명제적 형
태로 순서대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
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사유 과정에 표면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전거 타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찬가지로 자연법의 계율들은
때로 이성에 의해 직접 생각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성 안에 다만 습성의
방식으로 잠재적으로 있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quo quis
agit”191), 즉 ‘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기능한다. 그런 의미에
서 자연법의 계율들은 실천을 낳는 것으로서, 그 안에 고유한 실천성 내지

190) 이상 ST I-II, q.94, a.2, c.
191) ST I-Ii, q.94, a.1, sed co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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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실천적 앎으로서 자연법의 계율들은 자명하며, 다른 어떤 것에서
도 도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행위에서 자연법의 계율들이 가장 근본적
인 수준의 원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요악하자면, 자연
법의 계율들이 지니는 습성적·지시적 앎으로서의 성격은 그것이 지니는 근
본적인 실천성과 연결되며, 동시에 자연법의 계율들이 자명하다는 것은 그
것들이 무도출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자연주의의
오류를 피할 길을 마련해준다. 이런 설명에서 우리의 인간적 행위는 그 자
체 ‘실천적인 것’을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천적인 것에 이르는 것이지, 본성에 관한 사실에서 당위를 끌어냄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1.3. 이론이성의 제1원리
Grisez에게 있어 실천이성은 이론이성의 제1원리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제1원리들을 가지며, 바로 이 제1원리들의 도출불가능성은 실천적 앎이
지니는 실천적 성격이 그 외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한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간격은 그 둘 사이의 유비에 관한 아퀴나스의 기술에 있어서 내내 유지된
다.
특히 우리는 아퀴나스가 이론이성이 처음으로 파악하는 것은 존재이지
만, 실천이성의 파악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선이라고 말했다는 점
을 기억한다. 이론이성은 자신의 파악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무언가 있
는 것으로서 파악하는 반면, 실천이성은 자신의 파악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선의 양상 아래에서, 무언가 좋은 것으로서, 우리 행위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서 파악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각의 제1원리 사이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론이성의
제1원리는 존재와 비존재의 개념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하는 것은 배제된다”라는 정식화로 표현되
는데, 이 원리가 바로 때로는 “모순율”, 때로는 “무모순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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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것이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때에 동일한 측면에서 존재하면
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더 친숙한 정식화에서 제1원
리가 존재와 비존재에 기초한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냐
하면 그 원리가 배제하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를 동일시하는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192)
Grisez는 이론이성의 제1원리인 무모순율이 배제하는 것이 “존재와 비
존재를 동일시하는 것”, 즉 비일관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론이성의 제1원리를 규명하고 나서 “[이론이성
의] 다른 모든 [원리들은] 이 [제1]원리에 기초한다”(ST I-II, q.94, a.2 c
.)193)고 말하는 아퀴나스의 진술을 Grisez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있다.
Grisez에 따르면
다른 모든 원리들이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이 원리로부터
다른 모든 원리들이 연역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
이다. 사실 모순율은 귀류법 논증들(arguments ad absurdum)에서
전제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
는다. 오히려, 이 원리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이해에 의해 우리에
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것이다.194)
귀류법을 사용한 논증들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순
율은 다른 원리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
서 이론이성의 여러 원리들이 제1원리인 모순율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연역적인 도출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론이성의 제1원리
는 이론이성이 얻게 되는 모든 결론에서 명시적인 전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모순율은 어떤 의미에서 제1원리인 것인가? 강
상진(2013)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모순율과 기하학의 공리는 도출관계가 아니다. 기하학은 ‘직선은
192) Grisez(1965), 175쪽.
193) “super hoc principio omnia alia fundantur”
194) Grisez(1965),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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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라는 명제가 다른 것으로부터 증명할 수 없
는 그 자체 자명한 명제라고 하고 이것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증명
하지만, 모순율에서 도출되는 명제는 아니다. … 기초(근거)를 제공
하는 것과 기초(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정식할 수 있을
것이다. 모순율은 이론 이성의 사유로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갖추
어야 할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이론적 사유의 제일
원리이다. 모순율을 위배한 사유나 명제는 더 이상 이론 이성의 작
품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순율은 정확히 이론 이성의 한계인
셈이며, 다른 자명한 원리들은 이 제일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한계의 지배를
받는다. 이론 이성이 이론 이성이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
는 의미에서 모순율의 ‘율’도 무모순의 ‘원리’라는 말도 잘 이해된
다.195)
모순율은 우리의 앎이 이론이성의 작품이기 위해 지켜야 할 일종의 한
계이다.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때로 우리가 짜증난
다고 말해놓고 누군가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곧장 아무 것도 아니라고, 짜
증나지 않는다고 말할 때도 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감정은 때로 모순과
극단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의 일, 이성적 사유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내가 논문을 다 썼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논문을 다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
할 것이며, 그중 어느 한쪽만이 참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순율은 우리의 이성적 사유가 이성적 사유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
이다. 우리가 실제로 모순율을 마음속에 떠올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이성
적 사유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순율은 아퀴나스가 『신
학대전』 2-1부 94문 1항에서 묘사하였던 방식 그대로, 즉 실제로 이성
에 의해 생각되지 않을 때에도 이성 안에 단지 습성적으로만 있으면서,
이성적 사유가 진행되는 "내내 눈에 띄지 않는 조절을 수행"196)하며, "마
195) 강상진(2013), 94쪽.
196) Grisez(1965),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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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비일관성이라는 진창에 자리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판단으로
나아가게 인도"197)한다는 점에서 이론이성의 제1원리인 것이다.
이어 Grisez는 이론이성의 사유가 이론이성의 것이기 위한 조건이자 한
계로서의 모순율은 이론이성의 모든 작용을 포괄할 정도로 보편적인 대신,
이론이성의 모든 작용에서의 완전한 성공을 담보할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라는 함축을 발견한다. 강상진은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모순율은 내용적으로 참인 사유나 명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적으로 거짓인 사유나 명제조차도 모순율에 근거해있다. 틀린
답이지만 체계적으로 사유할 수 있지 않은가? 개념 하나를 잘못 이
해하거나, 잘못된 전제를 수용하는 바람에 결론은 틀렸지만, 논증과
정은 정합적이고 일관된 사유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198)
이론이성의 제1원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사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뿐이다. 여기에
서 Grisez는 '일관성'과 '참' 사이의 간격에 주목한다. 이는 도핑테스트의
통과와 시합에서의 승리 사이의 간격과 비슷하다. 도핑테스트를 통과한 마
라톤 선수는 마라톤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지만, 이는 그
가 골인지점에 도착했다거나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만약 눈에 띄게 모순율을 범하는 사람
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아직 이성이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거나,
이성 능력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심신미약자일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를 이성적 사유의 출발점에 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할 것이다. 모순율이 요구하는 일관성을 벗어나는 것은 그의 사유를
이론이성의 작품이 아니게 만드는 근본적인 오류이지만, 일관성을 유지한
다고 하여서 곧장 참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답안이 정합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증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7) ibid.
198) 강상진(2013),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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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실천이성의 제1원리
이제 Grisez는 이론이성의 구조에서 발견되었던 이와 같은 함축을 실천
이성에 그대로 적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 모든 인간적 행위는 목적
을 겨냥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론적 사유의 출발점이 그 파악 안에 들어오
는 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실천적 사유의 출발
점은 그 파악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서, 선으로서, 그리하여 추구해
야 할 무언가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 선은 목적의
개념을 가지며 악은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성은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모든 것들을 자연히 선으로, 그럼으로써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하며, 그에 반대되는 것들을 악이자 피해야 할 것들로 파악
한다“(ST I-II, q.94, a.2, c.)199)고 말한다. 실천이성은 우리 이성이 자연
히 선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본래적 조건에 따
라 우리 인간에게 인간적 선으로 파악되는 것들을 기초로 하여 작동을 시
작한다. 그리하여 단순히 인식의 원리로서 작동할 때와 달리,
행위원리로서의 역할을 할 때 마음은 무엇이 경향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해야만 한다. 마음은 (선 외의) 다른 것들에 대
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마음은 그것이 생각하는 것을 야
기하는데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마음이 알려진 것에 그 자신
이 따르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알려진 것을 그 자신에게 맞춤으로써
이루어지는, 그것과 아는 것 사이의 통일을 향한 작동이라면, 마음
은 선의 개념 아래에서 알려진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알려진 것은 단지 경향성의 대상으로서, 행위의 가능한 대상으로서,
실천이성을 통해 어떠한 실재성을 가지게 될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제약되지 않는 마음의 이해에 속하듯이 선은 실천
이성의 파악에 속하게 된다.200)

199) Quia … bonum habet rationem finis, malum autem rationem contrarii, inde
est quod omnia illa ad quae homo habet naturalem inclinationem, ratio
naturaliter apprehendit ut bona, et per consequens ut opere prosequenda, et
contraria eorum ut mala et vitanda
200) Grisez(1965),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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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율이 이론이성이 이론이성이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처럼, 실천
이성의 제1원리는 실천이성이 실천이성이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주지하
듯, 실천이성은 행위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이다. 그리고 인
간적 행위에 관한 아퀴나스의 기술은 “행위 원리 사이에서의 목적의 우선
성”201)을 드러낸다. 가장 먼저 무언가를 선으로서, 그리하여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실천이성이 갖는 추구의 동력 내지 실천
성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적 행위는 출발점을 잃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론이성의 제1원리가 존재와 비존재 개념에 기초하여 '긍정하면
서 동시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부과하였던 것처럼,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목적으로서의 선의 개념에 기초하여 '선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하며, 악은 피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는 Grisez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다.
… 모든 긍정(assent)이 전제하는 앎(awareness)이 이론이성의 제1
원리인 것처럼,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모든 계율은 지시를 내려한다
는 요건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모순율에 대해 의식하게 되면 그 이
후로는 일관성이 요구된다. 일관성은 긍정에서 반드시 상정되어야하
는 것이며, 생각은 (모순율에 따라) 긍정이 지정하는 위치를 피할 수
없다. 유사하게, 실천이성의 첫째 계율을 수립하는 것은 그 이후로
따라야 할 방향을 결정한다. 지시에 있어서, 우리는 명령을 내려야
만 하며, 그리고 이성이 상상했던 개념을 실재에서 수행하는 것을
합리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202)
이론이성의 제1원리가 존재와 비존재의 개념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였다면,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선과 추구의 계기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론이성에서 존재에 대한 파악과 모순율 내지
일관성에 따르는 일이 같이 가는 것이듯, 실천이성에서 선에 대한 파악과
그것을 추구하는 일 내지 추구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

201) Grisez(1965), 181쪽.
202) Grisez(1965),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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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일이다.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그 사유나 말을 이성의
산물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무언가를 선으로 파악해놓고 동시에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실천적 사유를
전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 결국,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우리에게 목적으로서 파악된 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 외에 다름 아니다.
실천이성의 대상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대상은 오직 이성 안에서만
그리고 이성이 지향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제
실천이성의 어떠한 대상도 첫째로는 경향성의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만 하므로, 실천이성이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따르도록 하는
첫 단계는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다. … 실
천이성의 제1원리는 이성의 자기객관화의 첫째 조건인 경향성의 도
입, 그리고 작동과 목적들이 마음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첫째 조건
인 지시됨 또는 의도성을 표현한다. 의도성 혹은 지시됨이 실천적
이성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그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행위했다”에서처럼 책임을 묻는[탓을 돌리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203)
이론이성의 제1원리가 존재와 비존재를 동일시하는 것을 배제한다면, 실
천이성의

제1원리는

목적을

향한

의도와

지향이

없는

행위,

Grisez-Finnis 학파의 표현에 따르면 ‘무의미함(pointlessness)’을 배제한
다. 다시 말해,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우리 행위가 이성적 행위로 불리기
위한 요건, 즉 목적을 향한 방향 설정과 그 목적을 향해 실제로 지시가 내
려질 것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실천이성이 작동한 모든 인간적 행위는
다만 아무 목적 없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어진 사태가 아니라 나의
이성이 선으로 파악한 무언가를 위해 착수한 행위, 그리하여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앞서 Grisez가 이론이성의 입증불가능한 원리들과 이론이성의 제1관계
가 도출관계가 아님을 강조하였던 것이 여기에서 실천이성에도 적용되어
203) Grisez(1965), 178-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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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론이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의 계율들은 실천이성의
제1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자연법의 계율
들을 위한 조건이자 한계 개념으로서, 그것들이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선
들과 관련한 지시일 것을 요구한다. “실천이성은 정확히 목적들을 고려해
서 지시를 내린다. 첫 번째 계율은 이후의 모든 지시가 가지적(可知的;
intelligible) 선들, 다시 말해 이성이 지시할 수 있는 목적들에 관한 것이
어야 한다는 것”204)이다. 우리는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이 자명하다는 점을
Grisez가 그것들의 도출불가능성으로 이해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3.2.1.2
절의 자명성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하였듯, 자연법의 계율들은 심지어 실천
이성의 제1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실천적 원리로서 갖
는 지시성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 유비가 갖는 또 다른 함축은 우리가 Grisez가 이론이성에서 일관성
과 참 사이에서 발견하였던 간격을 떠올림으로써 이해된다. 실천이성의 제
1원리는 우리의 행위를 이성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요건이다. 목적으로
서의 선에 대한 이성의 파악과 그것에 대한 의도적인 추구가 누락되어 있
다면 그것은 실천이성으로부터 연유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이유를 댈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과 그것이 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 사이에는 간
격이 있다. 가령 우리는 합리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주어진 사회 체제 내에서 종교적 억압이나 경제적 불평등
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모든 시도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합리적으로 판
단한 뒤,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로서 민간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아마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도덕적이
지 못하다고 말할 텐데, 그렇다고 그들의 행위가 이성을 완전히 벗어난 행
위라고, 그들의 테러 행위는 이성의 작동이 멈춘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관적이라는 것이 아직 참을 보증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듯, 우리 행위
가 목적을 향하는 의도성을 지니며, 그리하여 이성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그 행위를 도덕적인 것으로 확증해주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Grisez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가 도덕성의 원리가 아니라고 주
204) Grisez(1965),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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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여기에 더해 자연법의 계율들 자체도 아직 도덕적 행위를 낳는 데 이르
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연법의 계율들이 언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본성적 구조에 따라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
리는 Pufendorf가 자연적 선과 도덕적 선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
임을 지적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Grisez과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 아래에는 Pufendorf의 구분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말한 바로 그 텍스트에서 아퀴나스가 선을 실천 이성의 대상으
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1원리의 “선”
이라는 단어에 의해 표현되는 선들은 인간적 선들일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실천이성에 의해 추구되는 선은
인간적 행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의 선을 도덕적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왜냐하면
이 특정한 범주의 가치는 결코 인간적 선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
다. 인간이 삶을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인간적인 선이다. 삶을 보존
하는 행위는 보존된 삶 자체가 아니다. 사실, 삶을 보존하는 행위와
보존된 삶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보존된 삶은 인간적
선이면서 동시에 삶을 보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될 가
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205)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적 선들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선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아직 도덕적 행위가 되지 못한다. 연쇄살인
마가 경찰을 죽임으로써 수사망을 뚫고 달아나는 데 성공하였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면, 어찌되었건 보존된 살인마
의 삶 자체는 인간적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는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벌인 행위, 즉 경찰을 살해하는 행위
가 분명 도덕적 악이라고 말할 것이다. 더 단순히 보면, Pufendorf가 말
하듯 우리는 그것이 삶 자체에 관한 것이든 성적인 것과 관련하는 것이든
우리의 자연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만족시키는 일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
205) Grisez(1965),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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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적 선들에 관한 지시를 담고 있는 자연법의 계
율들은 도덕적 계율들이 아니다.
실천이성의 제1원리도 자연법의 계율들도 도덕적 지시가 아니라는
Grisez의 주장이 갖는 함축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가령 Ralph
McInerny(1980)가 실천이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적 선의 의미를 확정
하는 데서 출발한다.
경향성들의 질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다음이다: 몇몇
선들은 인간이 모든 창조물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다른 선들은 오직
몇몇 다른 창조물들과만 공유하는 것이며, 어떤 선들은 오직 인간에
게만 고유한 것들이라는 것. 만약 인간적 선이 인간에게만 고유하고
적절한 선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종의 행위자로서의 그를 완
성시켜주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인 행위자이다. 그러
므로 이성적 활동의 선이나 완성은 인간의 목적이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들에 공통적이며 따라서 인간에게도 공통적인 자기-보존을 향
하는 경향성과 같은 것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 공통적이며, 따라
서 인간에게도 공통적인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양육
하는 것을 향하는 경향성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경
향성들에 의해 겨냥되는 목적들이나 선들은 인간적 선의 어떤 부분
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인가?206)
McInerny에게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적 선은
인간에게 고유한 선, 즉 이성적 활동의 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퀴나스가 말하는 자기 보존이나 종의 보존의 경향성과 관련한 선은 인
간적 선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단서가 있다.
그러나 오직 그것들이 인간답게 이루어지는 한에서, 다시 말해, 단
순히 본능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의 목적이나
목표로서 추구되는 한에서, 인간적 선의 일부이다. 인간적 행위들로
206) McInerny(1980),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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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행위들의 추구는 합리적이고, 숙고되는 것이고, 책임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선들과 관계되는 자연법 계율들은 그것들을
인간적 선들로 상정해야만 한다: 그 계율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선들을 추구할지에 관한, 이성의 지시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닌 선들은 그것들이 인간 행위자의 특징적 표시인 이성의 지
배 아래에 들어오는 한에서, 인간적 선의 구성요소로 들어오게 된
다. 성교는 그냥 그 자체로 인간적 선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는 한에서 인간적 선이 된
다. 이는 성교가 어떻게 인간적 악도 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인
간이 의식적이지 않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동물적” 부분이 언제나 하나의 층이며 절대 자율
적이지 않은 이유이다.207)
우리는 아퀴나스가 94문 2항의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욕구적
부분이든 분노적 부분이든 간에 여하간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
모든 경향성들은 이성에 의해 규제되는 한에서, 말해진 바와 같이 자연법
과 관련하며 하나의 제1계율로 환원된다”208)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McInerny가 보기에 이는 우리 본성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이성적 차원
이 나머지 영역들에 비해 갖는 우월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실체로서 갖는 본성이나 동물로서 갖는 본성에서 나오는 경향성들이 가리
키는 선들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선도, 도덕적 악도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한에서 비로소 자연법 안에 들어오며, 추구되어야
할 인간적 선이라 불릴 수 있다.
자연법은 이성의 명령이다. 자연법의 계율들은 인간을 위한 선을 겨
냥하는 이성의 지시들이다. 인간적 선, 인간의 궁극목적은 복잡하지
만, (그 복잡한 것들을) 하나로 꿰는 실이 인간의 특징적 표시인 이

207) McInerny(1980), 4-5쪽.
208) “omnes inclinationes quarumcumque partium humanae naturae, puta
concupiscibilis et irascibilis, secundum quod regulantur ratione, pertinent ad
legem naturalem, et reducuntur ad unum primum praeceptum, ut dictu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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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따라서 법도 이성의 작업이다. 인간은 단순히 자기-보존에
대한 본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선으로 인식하
며,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들과 수단들을 고
안해낸다. 인간은 단순히 성적 본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성적인 동
반자 관계, 재생산, 자손이 바랄만한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그것들 없이는 그가 완전해질 수 없을, 그러한 선들로서, 그 선들을
향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지시한다.209)
그리고 McInerny에게 있어 인간적 선들 사이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중
심적 역할 내지 우월성은 실천이성의 제1원리나 자연법의 계율들의 의미
에 관한 그의 이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신학대전』의 이 부분을 시작하는 논의들, 즉 인간적 선과 인간의
궁극 목적에 관한 논의들에 친숙한 사람은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이
인간적 선 또는 궁극 목적을 구성하는 것들을 겨냥하는 지시들이라
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 계율들이 첫 번째이다: 너의 선,
너의 궁극 목적을 추구하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라.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을 구성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계율들 안에는 이것(첫
번째 계율)에 대한 표현들이 있다: 자기보존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라;
성교, 재생산, 자손의 선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라; 이성 자체, 진리의
선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되, 그것의 모든 측면들에서, 특히 가장 중
요한 것들에 관한 진리의 선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라.210)

McInerny에게 있어서 자연법의 계율들은 단순히 자연적 경향성이 가
리 는 선들을 아무렇게나 추구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성의
우위 아 에서, '이성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라는 구이다. 그에게 있어
자연법의 계율들은 "인 의
적 시인 이성"211)에 따라 인 이 갖는
여러 위의 선들을 조직하라고 구한다. 비 자연적 선들 자체가 도
덕적 선은 아 지라도, 그것은 이성의 질서지 작용 안에 들어 는 한

키

래

층

닐

간 특징 표
요

209) McInerny(1980), 5쪽.
210) ibid.
2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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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록
움

간

오

간

될

간

에서 인 적 선이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인 적 선은 도덕적 선이
고, 자연법의 계율들은 도덕적 원리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실 적 추론
의 제1원리들, 즉 자연법의 자명한 원리들이 정확히 도덕성의 원리 자체
라기 다는 도덕-이전의(pre-moral) 원리라는 rise 의
이 이상"212)
하다고 말한다.

보

천

G z 주장

그러나 Grisez 입장에서 보자면 실천이성의 제1원리나 자연법의 계율들
자체를 이해할 때 '이성의 우위'나 '이성적 방식'이라는 맥락을 집어넣은
것, 결과적으로 인간적 선들 사이의 위계구조를 상정하는 것은 McInerny
의 분명한 오독이다.
토마스가 말하는 바는 “인간이 그를 향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모든 것들을, 이성은 자연적으로 선들로서 파악하며, 그 결과, 활동
에 의해 추구되어야-할-것들로 파악하며,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악들로, 피해져야-할-것들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토마스에
게서 McInerny가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것 — 인간에게 고유하지 않
은 선들은 오직 그것들이 인간 행위자의 독특한 표지인 이성의 지배
아래 들어오는 한에서만 인간적 선을 구성하는 것들이 된다 — 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토마스의 원전이 McInerny의 추가적인 해
석을 지지해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연법의 계율들은 인간을
위한 선을 겨냥하는 이성적 지시들이다. 인간적 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복잡하지만, 그것을 통합하는 실은 인간의 특징적 표지인 이
성이다.” 첫 번째 문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토마스의 입장을 표현하
지만,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이 아니며, 토마
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아리
스토텔레스주의를 읽어내는 사람들에게만 토마스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토마스는 자연법의 주요 계율들을 인간을 위한 (복수의) 선들이라
여긴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선들 가운데 이성에 따라 행위하
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에 대응하는 선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
분히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경향성은 여러 경향성들 중의 하나일 뿐
212) McInerny(1980),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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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모든 경향성들은 이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해가능한 선들에
대한 것이다. 토마스가 어디에서 자연법의 주요 계율들을 McInerny
식으로 — “자기-보존의 이성적인 추구”, “성교, 재생산, 자녀의 선
을 합리적으로 추구” 등등 — 표현하는가?213)
Grisez가 보기에, 인간적 선이 된다는 것은 자연적 경향성이 가리키는
대상들이

단지

이성에

의해

선으로

'파악'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McInerny의 해석과 달리, 이를테면 성교의 선은 이성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적 선으로서 '파악'된다. McInerny의 표현을
가지고 McInerny를 반박하자면, 자연적 선들은 이성의 실에 꿰어지기 전
부터 이미 인간적 선들이다.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단지 우리 행위가 이해 가능한 목적을 갖는 것이
되도록 요구할 뿐이다. 이는 ‘이성에 따라’ 행위하라는 명령과는 다르다.
예컨대 내가 이성적 질서지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양을 게걸스럽게 먹는다 하더라
도, 사람들은 이를 단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을 것이
며, 이를테면 며칠을 굶었다든가 폭식과 관련하는 병을 앓고 있다든가 하
는 사정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것이다.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
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능한 행위의 이유이며, 그래서 인간
적 선이고, 자연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아퀴나스가 자연법에 반하는 것
이라 말하게 될 경우는 이를테면 내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이 먹
는 경우일 텐데, 이때의 폭식은 McInerny 식으로 이성의 규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라기보다, 일차적으로 일정한 양이
넘으면 배부름을 느끼고 추가적인 음식을 악으로 파악하는 몸의 욕구 체
계가 붕괴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존재의 보존이라는 자연적 선의 차
원을 위반하게 이끌었다는 점에서 자연법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의

규제

안에

들어오는

한에서

인간적

선이

된다는

McInerny의 주장과 달리 이성의 질서지움을 고려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도 이해가능한 선과 이해할 수 없는 추구에 관해 말할 여지가 있다는 것
213) Grisez-Finnis(1981),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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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법의 제1계율이 이성 활동을 위계의 최우선에 놓는 가치 체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우리가 반복하여 확인한 것처럼,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이해가능
한 선을 이유로 하여 행위하라는 것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자연적 경향성의 대상들은 우리 이성에 의해 자연히 선으로 파악되는 데
열려 있다. 그러한 선들 가운데 하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선택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합리적 행위이며, 실천이성의 원리들은 바로 이 수준
에서의 합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McInerny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가 그보다 더 강하고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이성을 우위에 두고 이성 중심으로 나머지 경향성들을
조직하는 것 역시 합리적 행위라 불리겠지만, Grisez가 보기에 이것은 실
천이성의 제1원리가 지시하는 바를 넘어선다.
더 나아가 Grisez는 McInerny와 같은 이해가 실천 원리로서의 자연법
의 계율들을 도덕 원리와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생길 문제에 대해 염려한
다.
역사 전체에 걸쳐 인간은 잘못된 행위란 전적으로 합리성의 영역 지
배 밖에 있는 것, 실천이성의 원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혹받았다. 오늘날 결정론에 기초한 사회학적·심리학적 이론들 일
부가 그러하듯이, 자연주의는 흔히 악행에 대한 설명을 얼버무렸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는 똑같이 이성적이
며, 어떤 쪽을 선택하든 동일하게 이성의 범위 밖에 놓인 임의성의
문제로 간주하는 실존주의적 개념 역시 목적을 지닌 ― 그리고, 그
러므로, 이성적인 ― 행위자에 기초하는 인간의 책임을 전복시켜버
린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만약 실천이성의 제1원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들을 하라’라면, 그러면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들은 실천이
성의 명령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도덕적
으로 선한 행위들을 하라’가 자연법의 첫째 원리라면, 그리고 도덕
적으로 악한 행위가 실천이성의 명령에 속한다면, 자연법에서 벗어
나는 이성의 영역이 존재할 것이다.214)
214) Grisez(1965),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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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석은 실천이성의 제1원리를 도덕적 명령으로 이해하는데, 이처
럼 실천이성의 작동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정확히 겹친다면 우리는 도덕
적이지 않은 행위는 실천이성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해야 할
터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든 행위를 실천이성의 작동 범주 밖
으로 밀어내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
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함축과 연결된다. 행위가 잘못된 것은 단순히
이성이 작동하지 않은 탓일 뿐이며, 도덕적 책임은 이성을 지닌 존재에게
만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핵심은 Grisez가 실천이성의 제1원리도 자연법
의 계율들도 그 자체가 도덕적 명령은 아니며, 인간적 선은 도덕적 선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데 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대해 잘못 해석하
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계율에서 등장하는 “선”이라는 단어가 오직 도덕
적인 선만을 언급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도덕적 가치에
한정되지 않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215) 그러나 그렇다면 자연법에서 도
덕성이 출현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여기에서 Grisez는 다음과 같이 답한
다.
『신학대전』 94문 2항에서 아퀴나스의 실제적 목적은 도덕적 추론이 어
디에서 출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고, 이는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초월적(transmoral) 원리를 보임으로써 시작한다.216) 실천이성
의 제1원리나 자연법의 계율들 자체의 수준에서는 아직 도덕적으로 올바
른 행위를 산출할 수 없다. 인간적 선들은 단지 우리의 인간적 행위가 행
해지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나타내어 줄 뿐이다. 우리의 삶을 보존
하는 것이나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적 구조와 관련
하며, 추가적인 이유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이해가능한 목적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선들 자체가 도덕성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
서 실천이성의 작용에 따른 인간적 행위, 그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의 원리라는 점에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도덕성의 ‘출현’을 위한 제
1요건이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 원리인 것은 아니다.

215) Grisez(1965), 185-186쪽.
216) Grisez(1965),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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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의 제1원리는 모든 인간적 행위의 제1원
리이지만, 악한 행위는 선한 행위보다 덜 완전하게 첫째 원리의 요건을 만
족시킨다”217)는 Grisez의 진술은 오해되기 쉽지만, 이를 실천이성의 제1
원리가 곧 도덕성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
적 행위의 제1원리, 즉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
위를 직접 명령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도덕적 평가를 물을 수 있는 행위
일반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의 제1원리’다. 일관성
이 확보된 이후에도 참에 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듯, 실천이성이 이해
가능한 목적을 겨냥하는 행위를 산출한다는 것과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Grisez는 이 논문에서 단지 선
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완전하게 제1원리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말
함으로써 도덕적 선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관련하여 단지 암시만 주고
있는데, 도덕성의 제1원리에 관련하여서는 이후에 Grisez-Finnis의 보다
성숙한 입장을 살피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4.1.5. 자연법의 범위
Grisez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연법 자체에 대
한 잘못된 구상으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비판한다. 우선 앞서 보았듯 의지
주의적 해석에서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를 신의 명령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아퀴나스가 실천이성의 제1원리로서 언급했던 "bonum est faciendum
et prosequendum, et malum vitandum"이 의지주의적 해석의 영향 아
래에서 명령형으로,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do good and avoid
evil)"로 번역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결국, 자연법은 신의 명령
으로, 자연법의 계율들은 명령문들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Grisez가 보기에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함축한다. 우
선 'faciendum', 'prosequendum', 그리고 'vitandum'은 라틴어의 동사
상 형용사(gerundive; 미래수동당위분사) 형태로서 아퀴나스의 용법에서
는 엄격한 당위보다 영어 'be to' 용법에 가까운 느슨한 당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확히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do good and avoid evil)"가
217) Grisez(1965),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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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선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하며, 악은 피해져야 한다(good is to
be done and pursued, and evil is to be avoided)"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
게다가 Grisez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지주의적 해석은 단지 번역의 정
확성과 관련한 것 외에도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함축한다. 이러한 해
석에서는 자연법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명령형으로 표
현된 자연법의 계율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의
목록만을 언급하며, 이때 명령문들은 "다양한 계율들에 부착되는 효력의
강도를 구별할 여지를 주지 않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모든 계율들은 동일
하게 절대적이다. 계율들 중 어떤 것에 대한 위반도 똑같이 법에 대한 위
반이다."218)
일차적으로 Grisez는 이것이 아퀴나스의 자연법 구상이 아니며, 아퀴나
스는 자연법에 더 넓은 범위를 할당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Grisez의 이
러한 주장에 동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 아퀴나스가 말하는
법의 결과는 단지 행위를 명령하고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
용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Grisez는 자연법의 계율들은 인간
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할 것들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을 포
함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행하기에 적절한 것들이나 반드
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들까지도
포괄하는 조언(counsel)들 역시 포함한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 원
전 근거를 드는데, 그것들 가운데에는 예컨대 롬바루두스의 『명제집』에 대
한 아퀴나스의 주석이 있다. 거기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대해 논의하
면서 목적에 대한 성취를 완전히 가로막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과 그것의 성취에 대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제한된 행위들을 조심스
럽게 구분"219)한다.
Lottin은 "오늘날 우리가 법 개념을 엄격한 의무 개념으로 제한해서 사
용”220)한다고 말하며, 앞서 보았듯 Anscombe은 이후 모든 윤리학의 문
제가 이와 같은 윤리학 개념의 법적 구상에서 출발하였고, 그 발단이 히브
리-기독교 철학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Grisez에 따르면 우리는 그
218) Grise(1965), 186쪽.
219) Grisez(1965), 186쪽.
220) 같은 곳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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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아퀴나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아
퀴나스에게서 자연법의 계율들은 그 자체로 엄격한 의무를 나타내는 개념
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법 개념에 더 넓은 관점을 채택하였으
며, 그는 법을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는 대상들 전반을 포괄하는 질
서의 원리로 이해하였다.”221)
거꾸로 보면 우리가 아퀴나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법 개념의 틀, 즉 의무 개념을 통해 그의 자연법을 이해하려는 시
도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아퀴나스가 법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는 대상들 전반"을 논의 안에 들여온 이유가
보다 더 잘 이해된다. 자연법은 우리의 본성적 경향성이 지시하는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그러니 예컨대 우리가 꼭 아이를 낳기 위해 성행
위를 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도덕적 선이라고 말하
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이해는
Grisez-Finnis의 해석에서 인간적 선과 도덕적 선의 구분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지금까지 의지주의적 해석이 자연법의 계율들을 신의 명령으로 이해하
였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한 이해에 따라 자연법의
계율들을 명령문들의 집합으로 번역하게 되었을 때 일차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아니게 되며, 둘째로 아퀴나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법 개념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즉 의무 개념을 중심으로 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였을 때 실천이성의 제
1원리와 자연법의 제1계율을 같은 것으로 놓았던 아퀴나스의 기획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무와 강제를 나타내는 규범 집합으로서의 자연
법의 계율들은 행위의 원천이 아니라 제약이 될 것이며, 그렇게 보면 아퀴
나스가 자연법의 제1계율을 행위 원리인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겹쳐 쓰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자연법이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라고 할 때, 의지주의자들
은 자연법이 신에게서부터 연유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Grisez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원법에 대한 비이성적 피조물의 참여와 대비된다는
2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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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할 것이다. 비이성적 피조물이 단지 수동적인 방식으로 법에 의
해 규제되고 측정되기만 하는 것과 달리, 우리 인간은 영원법에 능동적으
로, 규제와 측정의 주체로서, 자기 행위의 주인으로서 참여한다. 아퀴나스
가 자연법으로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러한 의미다.
따라서 자연법은 위에서부터 이미 주어져 우리 본성에 각인된 규범들이
아니다. 앞서 보았지만 Grisez의 해석에서 자연법의 계율들이 가리켜 보이
는 인간적 선들은 우리의 본성적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해가능한
선으로 파악되는 것들, 우리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로 이해되는 것들로서
행위의 원천이다. 그러니 자연법의 제1계율이 곧 실천이성의 제1원리라는
것은 실천이성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폐기하고, 그것을 규칙과 준수라는 틀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매
몰되어 있는 의무중심적 법적 구상을 떨쳐버린 후에 이해되어야 할 것이
다.
Grisez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결국 의지주의적·법률주의적 해석이 아퀴
나스의 이성 중심적 자연법 구상 자체를 훼손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제1의 실천적 원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면서, 이성이 등장하기 전에는 행위 전체
의 넓은 영역이 끝없이 풍부하고 삶을 만족시키는 그의 즐거움에 어
떠한 장애도 주지 않고 인간에게 열려 있고,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자발성에 유혹당해 행위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가능성을 자유롭게
아우르지만, 반면 냉정한 이성은 그것의 관념적인 계율들을 갖고 계
속해서 고분고분한 주체를 영원히 오그라드는 우리 속에 가두면서
출입이 금지된 영역에 부문별로 표시를 한다고 제안한다.222)
자연법의 계율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과 꼭 피해야 할 것들에 관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항들이라면, 이성이 자연법의 계율들을 발견하면 할수
록 우리의 행위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이성을 더
발휘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유가 더 줄어든다는 역설을 피할 수 없다. 결
222) Grisez(1965),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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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의지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자유와 이성이 공존하지 못한다. 그러나
Grisez에 따르면 아퀴나스가 자연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정반
대의 상황이다. 자연적 경향성들은 그 자체 규범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
위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나타낸다.
결국,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한 의지주의적 해석은 문헌학적으로도 철
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Grisez는 자연법이 지니는 규범성을 신의 의지
나 명령의 소관에 넘기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지주의적 해석의 실패 원인
을 찾는다. 그렇다면 Grisez의 대안은 무엇인가? 앞서 보았듯, Grisez가
보기에 자연법의 규범성 내지 실천성은 실천이성 자체의 구조에 숨어있다.
4.1.6. 자연주의의 오류에 기초한 비판
우리는 앞서 Pufendorf가 자연적 선과 도덕적 선 사이의 간격을 주장하
면서 본성에서 도덕적 의미를 바로 읽어내려는 시도를 비판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입법자로서의 신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음을 살펴본 적
이 있다. Grisez 역시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완전히 동의한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다음부터다. 의지주의적 해석에서 Pufendorf와 입
장을 같이 하면서 신의 입법적 의지를 도입할 때, 이것은 사실 본성의 규
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어떤 의미에서 규범성을 지니
는 것인지에 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쪽에 가깝다. 의지주의적 해
석에서 신의 창조계획과 우리 본성의 구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
국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본성의 도덕성이 신을 도입함
으로써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Grisez는 어떤 의미에서든 본성 자체의 도덕성을 긍정하지 않으며,
본성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주의자들처럼 신의 입법 의지에
기대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자연법의 원리들이란 행위의 종류들을 인간의 본성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그것들이 서로 부합하는지 않는지에 주목함으로
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형이상학적 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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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규범적 판단들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답변
해야만 할 것이다. 신적 인과와 신적 섭리라는 형이상학에 호소하는
것은 여기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형이상학
은 이성이 어떠한 실천적 결과들 없이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진
리들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만약 인간이 신이
인정한 방식으로 행위하지 않으면 신이 그를 벌할 것임을 알고 있다
면 사실들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이 도출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신
으로부터 오든, 아니면 사회나 자연으로부터 오든, 그러한 위협은
우리가 그것을 ‘끔찍한 결과들은 피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계율에
적용하지 않는 한 명령적이지 않다. 나는 적나라한 위협이 어떠한
실천적 원리와 관계없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
는 것이 아니다. 선택을 우회하여 비합리적인 충동으로 나아간다면
위협은 실질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도출은 “의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은 “사실”의 영역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간
다.223)
여기에서 Grisez는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를 기초로 순수한 도출주의적
입장이든, 아니면 “신적 인과와 신적 섭리라는 형이상학에 호소”하는 의지
주의적 해석이든 문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인다. 먼저 순수한 도
출주의의 문제는 자연적 선과 도덕적 선 사이의 간격에 관한 Pufendorf
의 비판을 통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Grisez 자신의 말로 하자면, 도출
주의적 해석은 “형이상학적 사변들로부터 규범적 판단들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론”224)에 답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의지주의적 해석의
경우에도 신에 대한 호소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Grisez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신의 명령과 그가 내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이성의 작용을 우회하여 비합리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아퀴나스가 다루고 있는 것이 실천적 원리로서의 실
천이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 위와 같은 상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223) Grisez(1965), 196쪽.
224) Grisez(1965),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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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듯 “그 단초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면서, 강제를 당한 사람이 그
단초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225) 강제적 행위에 가깝다.
만약 신의 위협이 우리의 이성 작용을 압도할 만큼 실제적인 것이라면,
그때 일어난 행위는 엄밀히 말해 인간적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적인 본성을 뛰어넘으며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라면, 칭찬은 주어지지 않지만 용서를
받을 수는 있다”226)고 말한다. 인간적 행위의 원리로서의 실천이성이 완전
히 마비된 경우, 우리는 그에 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인과는 우리 자신
의 행위 원리를 경유하지 않고, 위협이라는 사실에서 마치 외력이 가해 밀
쳐지듯 위협에 떠밀려 행해진 행위로 이어진다. 의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당위’에 관한 의식은 전적으로 부재한다.
다른 경우로 우리는 신의 명령이 우리 행위의 원리 안에 포섭되는 경우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신의 명령 자체가 인간적 행위에
필수적인 실천성을 구성해주지는 못한다. “신으로부터 오든, 아니면 사회
나 자연으로부터 오든, 그러한 위협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인
간적 행위’로의 어떤 이행도 이끌지 못한다. 신의 위협이 인간적 행위와
관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끔찍한 결과들은 피해져야만 한다’”는
실천적 원리에 적용해야만 하며, 오직 그럴 때에만 신의 명령은 실천적 당
위의 형성과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인간적 행위를 만드는 힘은 실천이성
자신의 원리 자체에 있으며, 신의 명령에 귀속될 수 없다. 결국, 신의 명
령에서 규범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역시 행위 원리가 가져야 할 실천성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다.

요약하자면, “Grisez가 ‘스콜라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자연법 이론의 형
태들은 ‘여기에 네가 있다 — 여기에 네 본성이 있다 — 이제 네 자신이
되어라’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들이며, 그러한 이론들
은 도덕성을 “내 된
에 대한 부 이나 부 하지 않음의 관점에서
명한다.”227)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자연 의의
에 직접 발목이 잡
히거나, 인 적 행위의 원리가 가 야 할 실 성을 해명하지 하며, “법
에 무 이 관 을 두고 사람들에게는 무 적게 관 을 ”으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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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강상진 외 역(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 1장 [12] 1110b16.
226) 강상진 외 역(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 1장 [7] 1110a25-6.
227) Black(201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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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법을 인 적 행위의 원 이 아 제약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이
들에 종하는 것은
들이 사람들을 참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으로 인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에 대한 공포나 상에 대한
약속 때문”228)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 을-부인하는(life-denying) 법
의의 제약들에
”229)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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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sez는 이 모든 이해를 부정하면서,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인간의
본성적 구조와 관련하며, 그리하여 인간적 완성의 재료가 되는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법을 도덕적 행위를 명령하는 규범들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안녕과 좋은 삶, 그리고 도덕성이 가능하기 위한 원
천으로 이해한다.
4.2. Grisez-Finnis의 성숙한 이론
우리는 Grisez의 논문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 A
Commentary on the Summa Theologiae, 1-2, question 94, article
2”를 살펴봄으로써 Grisez-Finnis 학파가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개략적인 그림을 얻었다. 여기에서는 Grisez의
논문에서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단지 간략하게 암시만 되고 넘어간 논점들
이 이후의 Grisez-Finnis 학파의 논의에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추가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2.1.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basic human goods)
Grisez-Finnis는 아퀴나스의 자연적 경향성의 대상들에 해당하는 것들
을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basic human goods)’이라고 부른다. 아퀴나스
가 자연적 경향성의 대상들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선으로 파악하는 모든
것’이라고 불렀다면, Grisez-Finnis에게서 이것은 “행위의 이유이되, 그것
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 행위를 위한 이
유”230), 즉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basic human goods)로 다시 쓰인다.
228) Black(2010), 3쪽.
229) Grisez, Boyle, and Finnis(1987), 106쪽.
230) Black(2000),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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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리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숙고하기를 끝내고 행위하기를 시작하며, 행위를 위한 이유
들인 선들에는 무한퇴행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추
가적인 이유도 있을 필요가 없는 <행위를 위한 이유들>이 있을 것
이다; 이것들이 어떤 목적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선
들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본적 선들이라 부른다.231)
아퀴나스에게서 인간적 행위는 이성에 의해 목적으로 파악된 선을 겨냥
하는 행위이다. 다시 Grisez-Finnis에게서 이러한 행위는 이해가능한 이
유를 갖는 행위, 즉 그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왜?”라는 물음이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다. Grisez-Finnis에 따르면, 그와 같은 “왜?” 물음을 계속
해서 밀어붙였을 때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답이 바로 기본적 선들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동료에게 “왜 그렇게 서
둘러서 밥을 먹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시간이 다 되어서요.”라고 답하면서 식사를 서두른다. 나는 “왜 친구
를 만나려고 하는가요?”라고 마음 바쁜 그에게 다시 묻는다. 그는 다시
“친구를 오랫동안 못 만나서 그간 못 나눈 이야기라도 나눌까 해서요.” 라
고 답한다. 나는 다시 “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요?”라고 묻고,
그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우정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
습니까?”하고 답한다. 나는 “왜 우정을 지속하려고 하지요?”라고 묻는다.
우리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1장의 논의에
서 이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만날 것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리스토
텔레스에게서는 이 문답의 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요”라는 답이 얻어지
겠지만, Grisez-Finnis에게 있어서는 위의 경우 “우정은 그 자체로 소중
하니까요”와 같은 답이 나올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단 하나
의 궁극 목적, 즉 행복이 우리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인 반면
Grisez-Finnis는 기본적 선들이 여럿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에서 Finnis는 그와 같은 기
본적 선들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그가 제시하는 목
231) Grisez, Finnis, and Boyle(1987),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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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다음과 같다. (1) 삶 자체(의 유지와 전달)과 관련하는 건강과 안전,
(2) 앎과 미학적 경험, (3) 일과 놀이에서의 어느 정도의 탁월성, (4) 가령
우정과 같은, 개인들 사이의 조화, (5) 한 사람 내부의 여러 차원들(감정,
선택, 판단 등)의 조화, 즉 자기-통합, (6) 한 사람 내부의 차원들과 행위
사이의 조화, 즉 양심의 평화나 신념과 표현 사이의 일관성, 즉 실천적 합
당성 내지 진실성이라 불릴만한 것, (7) 인간을 넘어서는 의미와 가치의
원천과의 조화, 즉 종교232). 아퀴나스 자신이 언급한 자연적 경향성들의
대상들의 목록과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덧붙여진 부분도 있다. 그러
나 아퀴나스의 관심이 "이 선들을 모두 규명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233)을
고려하면, 이 목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Grisez 학파는 서로 다른 선들이 인간 본성의 서로 다른 차원들에
대응하기(correspond to)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른 어떤 목록이 아
니라 바로 이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도출되기(derivation

from)’가

아니라

‘대응하기

(correspondence to)’라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예컨대, 우리 감정
들과 우리 선택들 사이의 조화가 갖는 선은 사람들이 감정들을 …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도덕적
추론의 토대들이 인간적 본성의 실재에 기초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이 토대들을 확인하는 논리적인 절차는 그것(토대)들이 대응하
는 인간적 본성에 관한 사실들로부터 그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포
함하지 않지만 말이다. 만약 인간적 본성이 다르다고 가정할 때, 기
본적인 인간적 선들이 달라지게 될 방식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인간
적 본성이라는 실재 안에 실천적 추론이 ‘근거를 둔다’는 것의 본성
은 특히 분명하다. 예컨대, 만약 인간이 실제로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 스타트렉에 나오는 Vulcan들처럼! — ‘내적인 조화’는 우
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행하는지를 정당화 해주는 이유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234)
232) Black(2000), 6-7쪽.
233) Finnis(1987), 43쪽.
234) Black(200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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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가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선의 개념에 기초하며(fundatur), 다
시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은 실천이성의 제1원리에 기초한다(fundantur)고
말했을 때, Grisez가 이 기초 관계를 도출관계로 읽지 않았던 것을 기억
할 것이다. Grisez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자연법의 계율들을 아퀴나스
가 자명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기술 방식이
그것들의 무도출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자연법의 계율들의 무
도출성은 우리가 자연법의 제1계율들을 아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
적 선들을 추구해야 할 선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관한 선행하
는 앎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작동하며, 이
로써 Grisez는 자연주의의 오류를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실천적 원리로서의 기본적인 선들에 관한 앎은 다른 어떤 앎에서
도 도출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 본성의 구조가 달라졌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인간적 선들의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런 점에서 기본적 선들은 우리 본성의 구조에 ‘대응’한다. 그러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본적인 것으로, 추가적인 이유를 요구하
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로 파악하는 것 자체, 그리하여 그것들이 실천적 원
리들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론적 앎으로부터의 도출과정을 포
함하지 않는다. “자연법의 기본적인 계율들은 이론적 지식의 자명한 원리
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래적인 장비 중의 일부이다.”235)
기본적 선들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아퀴나스가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모든 것들을 이성은 자연히 선으로, 그럼으로써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236)한다고 말하듯, 기본적 선은 자명하다. “이는 모든 사
람들이 실제로 특정 대상들(목표들)의 목록을 선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 대신 오히려, 일단 어떤 사람이 어떤 선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형의 반성에 비추어, 그 선에 의해 의미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선을,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기본적인 이유로
인식할 것이라는 것이다.”237)
235) Grisez(1965), 195쪽.
236) ST I-II, q.94, a.2, c.
237) Black(2000),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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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선들은 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이유가 된다. 이유를 밝힐 수 있다
는 점에서 그것들은 감정적인 동기로 인해 추구되는 선이 아니라 지성적
인 선이다. 또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는 행위들, 즉 인간적 행위들은 인
간의 완성에 기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탁월성이라는 품성 상태는
자발적인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구축되는 것이다. 강제로 시켜서 한 행위나
의도치 않게, 혹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나의 인간됨이나 나의
인간적 완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는 인간적 행위와 덕, 그리고 인간적
완성이라는 도식으로 아퀴나스에게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Grisez-Finnis
가 기본적 선들이 인간적 완성에 기여한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맥락
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risez-Finnis의 기본적 선들에 관한 설명은 아퀴나스의 자연적
경향성들의 대상에 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제부터이다.
3.2.1.4절에서 우리는 McInerny가 자연적 경향성들 사이에서 위계를 읽
어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욕구적 부분이든 분노적 부분이든
간에 여하간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 모든 경향성들은, 이성에 의
해 규제되는 한에서, 말해진 바와 같이 자연법과 관련하며 하나의 제1계
율로 환원된다”(ST I-II, q.94, a.2, ad 2)238)거나 “자연법의 계율들의 질
서는 자연적 경향성들의 질서를 따른다.”(ST I-II, q.94, a.2, c.)239)는 아
퀴나스의 진술은 이 해석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McInerny는 자연
적 경향성들의 대상 사이에는 우선순위 내지 우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며,
더 열등한 것을 위해 더 우선하는 것을, 예컨대 종의 보존과 관련하는 선
을 위해 이성적 선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향성의 대상들을 추구하
는 것이 도덕성이라고 말한다.
그런 McInerny에게서 기본적 선들 사이의 위계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Grisez-Finnis는 토마스의 원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innis는 자연법의 계율들의 “질서”에 관한 토마스의 언급 “전부가 너무
238) “omnes inclinationes quarumcumque partium humanae naturae, puta
concupiscibilis et irascibilis, secundum quod regulantur ratione, pertinent ad
legem naturalem, et reducuntur ad unum primum praeceptum, ut dictum
est.”
239) “Secundum … ordinem inclinationum naturalium, est ordo praeceptorum
legis natu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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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서열로 해석된다”240)고 반박한다.
모든 질서가 위계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독단적이며, 토마스에 의
해 『신학대전』 2-1부 94문 2항에서 언급된 자연법과 자연적 경향성
의 계율들에 대응하는 질서가 가치의 위계라고 가정하는 것은 훨씬
더 독단적이다. 토마스에 의해 그 곳에서 언급된 질서의 원리는 단
지 다음과 같다: 인간이 “모든 실체들과 공통으로 가지는” 것, “모
든 동물들과 공통으로 가지는” 것,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가지는 것. 왜 이 질서지움의 형이상학적 원리가 가치들의
서열로 해석되어야만 하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선이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선이라는 논증을 펼친다. 그
러나 어디에서 토마스가 이 논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는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신적인 위격들과의
함께함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적인 위격들 자신들
에게만 본성적으로 고유한 것이며, 그 함께함이 그들의 초자연적인
은사에 의해 인간들 뿐 아니라 천사들과도 공유되는 것일 때, 인간
의 최상위 선이 신과 함께함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자에게
는 재앙이 되지는 않을까?241)
Grisez-Finnis에 따르면 아퀴나스에게서는 고유함의 질서가 곧장 가치
의 서열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것에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지만, Finnis는 이는 그 자체로
틀렸을 뿐 아니라, 아퀴나스에게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
다.242)

말하자면 McInerny는 그러지 말아야 할 곳에서조차 아리스토텔

레스의 안경을 쓰고 아퀴나스를 읽는 것이다. 그러한 논증은 토마스에게
적용될 수 없다. 토마스처럼 인간 최고의 선이 신과의 합일이라 믿는 그리
스도교 신학자에게는 최고선과 가장 고유한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최고선인 신과의 합일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240) Finnis(1980), 94쪽.
241) Finnis and Grisez(1981), 29쪽.
242) Finnis(2005), ‘1.1 Is the notion of “distinctive human function” foundational
for Aquinas?’ 항목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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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 일부와 천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Grisez-Finnis가 기본적 선들 사이에 위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
전 해석에 관한 논쟁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기본적 선들은 그 각각이
행위를 위한 궁극적인 이유, 다른 어떤 것에서도 도출불가능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통약불가능하다. 이는 예컨대 “우리가 우정이나 앎의 상대적인 가
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정이나 앎보다 더 기본적인 이유들
은 없다”243)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선들을 구현하는 두 가지 선택지들 — 예컨대, 공부를 함
으로써 앎을 추구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는 것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외출하는 것 —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러한 통약불가능성을 알아채게 된다. 우리는 어떤 선을 선
택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선들 자체) 밖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 선들
만 고려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244)
서로 다른 선들도 통약불가능하지만 동일한 선의 서로 다른 예화들도
통약불가능하다.
내가 두 친구 모두를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해 보자. 우정 자
체만 고려만으로 그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친구는 오늘만 우리 동네에 와 있는데 다른
친구는 바로 근처에 산다는 것과 같은 선택의 이유를 아마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자
체가, 우정의 가치가 단독으로 나에게 나의 선택을 할 토대를 제공
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245)
기본적 선들이 통약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들이 위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즉각 따라 나온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것들을 영속적인 위계 안에
정리할 수 없다.”246) 우리는 늘 하나의 선을 다른 선보다 더 선호할 수 있
243) Black(2000), 9쪽.
244) Black(2000), 8쪽.
245) Black(2000),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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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예컨대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삶이 다른 선들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혹은 진리
나 정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칭
송한다. 나의 생명과 타인과의 관계 내지 진리나 정의는 늘 영속적인 위계
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심지어 놀이나 일에서의 탁월성, 그
리고 미학적 경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산악 클라이밍에 있어서의 탁월
성이 주는 기쁨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미학적으로 더 나은 사진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종군 기자들도 있다247). 그러니 선들 사이의 위계
구조를 거부하는 Grisez-Finnis로서는 선들 사이의 위계 구조에 도덕성이
의존한다는 McInerny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Grisez-Finnis에게서

기본적

선들은

도덕-이전의

(pre-moral) 선이다. 기본적 선들은 우리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이다. 그
런데 우리가 “왜?”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것과 우리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Grisez가 실천이성의 제1원리나 자연
법의 계율들이 그 자체로는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McInerny처럼 기본적 선들 사이에 위계를 상정하고 자연적 경향성이
제시하는 여러 선들을 이성 중심으로 질서 짓는 것을 도덕성으로 이해하
는 것 역시 Grisez-Finnis에게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테러리스트의 예를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현실을 부조리로 파악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민간인
들을 학살하기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테러리스트에 관해, 그리고 그러한
이성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적 욕구들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관
한 욕구까지도 완전히 억누르는 훈련을 하는 테러리스트에 관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Grisez-Finnis는 토마스의 자연적 경향성들이 ‘이
성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서 즉각 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도덕성은 어디에서 성립하는가?
앞서 65년 논문에서 Grisez는 제1원리의 요건을 더 완전하게 만족시키

246) Black(2000), 9쪽.
247) 같은 곳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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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도덕적 선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도덕적 악이라는 간략한 암시
만을 제공했다. 이후 Grisez-Finnis는 이를 도덕성의 제1원리라는 이름으
로 다시 정리하였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를 통해 Grisez-Finnis 학파가
도덕성의 성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관해 드디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4.2.2. 도덕성의 제1원리
지금까지 살펴 본 Grisez-Finnis 학파의 작업에서 도덕성은 끊임없이
논의 주제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우리가 앞서 보았듯, Grisez는 자신의
65년 논문에서 전통적인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법에 관한 논의에 부
당하게 도덕성의 개념을 덧입혔는지, 어찌해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나 자연
법의 계율들이 그 자체로 도덕성을 지시하는 원리들이 아닌지, 그리고 인
간적 선들은 왜 도덕적 선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말하자면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신학대전』 2-1부 94문 2
항의 논의 전체를 도덕 이전의(pre-moral) 것으로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들에 의해 이해된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단지 이성에 의해 목적으로
파악된 선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즉 무의미한(pointless)
행위 내지 지향 없음(pointlessness)만을 배제한다. 따라서 실천이성의 제
1원리는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본적 선들에 대응하는 원리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전제로 취하고 행위를 통해 그 선을 당신이 예화하
게 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를 따르라. 이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며 우리
를 어떤 이익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할 여지를
열어둔다."248)

능

그런데 "서로 다른 기본적 선들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가 성들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구를 한다."249) 따라서 히 기본적 선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우리를 어
으로써 이 선들이 구하는 바가
상충하거나 상충하는 것 럼 이는 경우"250)는 분명 문제 럼 인다.
eorge(1988)는 다음과 은 예를 든다.

요

G

밀 붙임
처 보
같

248) Grisez, Boyle, and Finnis(1987).
249) Chappell(2000), 29쪽.
250) Chappell(2000),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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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요
처 보

예컨대, 러시안 룰렛(“놀이”)을 할 만한 이해가능한 이유와 그것을
하지 않을 만한 이해가능한 이유(“삶” 및 삶으로 인해 얻어질 수 있
는 다른 선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놀이를 하고자 하는 선택
이 그 놀이가 지닌 이해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유들이 있
는가?251)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McInerny와 같은 입장에 선 사람이라면
“사변적 탐구가 선들 사이의 객관적인 위계를 확인해줄 수 있다”252)고 가
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네오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및 네오스콜라적
도덕학자들에게 사변적 탐구를 통해 얻어진 자연법의 원리가 “적어도 어
떤 갈등상황에서는, 보다 상위의 선을 위해 행위하라고 선택자에게 지
시”253)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Grisez는 자연법의 계율
들의 자명성을 무도출성으로 이해하며, 기본적 선들의 무도출성은 그것들
각각이 행위를 위한 궁극적인 이유이며, 그런 한에서 그것들 사이에 영속
적인 위계가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선들 사
이의 객관적 위계를 통해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자연법의 계율들은 우리의 완성을 위한 재료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우
리 앞에 거의 무한히 펼쳐져 있는 상황을 열어 보여주지만, 동시에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는 단지 행위의 무의미함(pointlessness)을 막을
것을 요구하기에, 그리고 그렇지만, "제1원리 단독으로는 모든 무의미함)을
— 따라서 실천적 추론의 핵심으로부터의 이탈을 — 막지 못할 것"254)이
다. "왜냐하면 인간적 완성의 한 양상을 추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불필요
하게도 인간적 완성의 다른 차원(들)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55)
Black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251)
252)
253)
254)
255)

George(1988), 1394쪽.
George(1988), 1396쪽.
ibid.
Black(2000), 14쪽.
Black(2000),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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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집을 짓고 있는 — 이로써 적어도 삶이라는 선을 추구하고
있는 — 사람은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녀가 더 효율적이었다면, 그녀는 인간적 완성을 주는
다른 행위들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것들에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들을 남겨둘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 안
전을 추구 — 그럼으로써 다른 무엇보다도, 삶 및 (불안이라는 감정
들을 극복함으로써) 그 자신의 서로 다른 차원들 간의 조화라는 선
을 추구 —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강도짓을 함으로써 그것을 추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간적 완성을 불필요하게 해칠 것이다.256)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이 도덕적인 것을 인간의 총체적인 완성으로서
이해하고, 그리하여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제2의 본성으로 불
리는 품성상태를 얼마나, 어떻게 갖추느냐를 도덕성의 지표로 이해하는 아
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 전통에 서 있음을 고려한다면, 인간적 완성을 위
한 가능성을 펼쳐 보이긴 하지만 그것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력
한 것처럼 보이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자연법의 계율들로는 도덕성을
설명할 수 없다. 결국, Robert George의 말처럼 "실천 원리들이 이해가능
한 측면을 결여하는 선택지의 가능성들만을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성
적 동기에 반대되는 한낱 감정적 동기의 대상들만을) 배제하기 때문"257)에
가장 기본적인 실천 원리들에 더해 추가적인 도덕 규범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Grisez-Finnis 학파는 도덕성의 성립을 위해, "그 자체로 기본적
선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행위를 위한 궁극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
나이기도" 하지만, 또한 도덕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기본적 선
들을 서로 연관 짓고 ‘통합하는’ 능력으로서의 ‘실천적 합당성(practical
reasonableness)’이 요구된다는 점을 긍정한다.258) 기본적 선들을 조직하
는 능력으로서의 실천적 합당성은 Finnis가 Natural Law and Natural
256) Black(2000), 15쪽.
257) George(2010), 593쪽.
258) Chappell(2000), 30쪽의 진술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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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에서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들”이라 부르고 이후 Grisez와의 공동
작업에서는 "책임의 양상들(the modes of responsibility)"이라 부르는 도
덕 원리들을 형성하는데, 그것들은 "사람들이나 선들 가운데 어떤 것을 임
의적으로 더 선호하지 말 것, 부적절한 감정들이 밀고 당기는 데에 이성적
으로 저항하고, 감정들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긴 충동들이 결여
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저항할 것, 개인주의보다는 연대와 공동체를 선호
할 것"259)과 같은 구체적인 규범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이것들을 참조
함으로써 인간적 선들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성
(unreasonableness)이 규명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들의 집합으로서 제
시"260)된다.
George가 인정하듯 이 단계에서 Grisez-Finnis가 '불합리성'의 기준이
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그들의 초기 저작에서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표현된 그대로 보자면, 책임의 양상들이란 것은, 한편으로 여러 독
자들에게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고 다양한 비판에 대해 변증적으로
옹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보였다. 특히 기본적 선에 직접 반대되게 행위하는 것, 즉,
“그것의 결과로 선이 나올 수 있는 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양
상은 몇몇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심지어 결과주의와 네오스콜라주의에 대한 Grisez와 Finnis의 비판에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몇몇 독자들조차도 겉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도덕적 규범들이 절대적 도덕들(moral absolutes)(가령, 직접적인
살인 금지, 고문 금지)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
다.261)
이후의 작업에서 Grisez-Finnis는 그들이 도덕성의 제1원리(the first
principle of morality)라고 부르는 원리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 이 원리는
259) Chappell(2000), 30쪽.
260) George(1988), 1396쪽.
26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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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인간적 선들을 위해 행위하고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통합적인 인간적
완성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와 양립가능한, 그러한 가능성들을, 그리
고 오직 그러한 가능성들만을 선택하거나 의지해야만 한다.262)
로 규정된다. 실천이성의 기본 원리에 "Grisez의 도덕 원리가 덧붙이는
것은 기본적 선들을 추구하는 정책(the measure)으로서의 “통합적인 인
간적 완성(integral human fulfillment)”이다."263) “책임감의 양상들은 이
원리의 구체화”264)로서 “모든 인간적 선들을 향하도록 질서가 잘 잡힌
(well-disposed) 의지에 정합적이지 않은 여러 유형의 의지함을 실천적으
로 불합리한 것으로서(즉, 비도덕적인 것으로서) 배제시킨다.”265)
글쓴이는

여기에서

도덕성의

제1원리와

책임감의

양상들에

관한

Grisez-Finnis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지는 않
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이렇게 보았을 때 Grisez-Finnis 역
시 도덕적인 것을 결국 인간 완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 선들을 연관 짓
고 통합하는 이성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테
간

간

형

이는 이를 면 McInerny가 자연법의 제1계율은 “인 이성에 의해
성되며, 인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된다. 수신자는 인 행위자이
며 지시 내용은 성,
,
목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선은 추구되어야
하며 그 목적과
할 수 없는 것은 무 이든 해 야 한다는 것이
다”266)고 말하고, 더불어 자연법의 계율들을 “자기
을 리적으로 추
구하라 성 , 생 , 자 의 선을 리적으로 추구하라 이성 자체, 진
리의 선을 리적으로 추구하되, 그것의 모든 면들에서, 히 가 중
한 것들에 관한 진리의 선을 리적으로 추구하라”267)와 은 방식으
로 이해했을 때와 결과만 고 면 다르지 않은 것 럼 인다. 즉, 도
덕성이 인 적 선들을
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인
성을 추구하는

요

262)
263)
264)
265)
266)
267)

완 완료 궁극
양립

; 교 재 산 손
합
간

간주

엇

합

합
놓 보
통합

Grisez, Boyle, and Finnis(1987), 128쪽.
McInerny(2000), 68쪽.
George(1988) 1396쪽.
ibid.
McInerny(1980), 4쪽.
McInerny(198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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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피 져
보존 합
;
측
특
같
처 보
간완

장

달

양

영
통합

같

처

데 려 있다는 점 자체에 있어서는 쪽 진 모두 의견이 은 것 럼
인다. 단, McInerny에게서 인 적 선들을
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실 이성의 제1원리와 자연법의 계율들 자체에 내 되어 있는 지시였다
면, rise - innis에게 있어서는 추가적인 도덕성의 제1원리가 그와 동일
한 것을 지시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이는 조 모사가 아 가

보
천
G zF

간

장

삼

닌 ?

그러나 우리는 Grisez가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자연법의 계율들, 기본적
인 인간적 선들에서 직접적인 도덕적 함축을 떼어내려 노력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한다. 실천이성의 제1원리가 그 자체 도덕적 원리가
되었을 때 비도덕적 행위는 이성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행위, 따라서 책임
을 물을 수 없는 행위가 되고 만다. 또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대상
들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이 그 자체 도덕적 선들이라면, 본성적인
것이 어떻게 그 자체로 규범적인 것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4.2.3. 아퀴나스 자연법 해석에서 신자연법 이론의 기여
지금까지 살펴 본 Grisez-Finnis 학파의 해석은 이전까지 철학사적 측
면에서나 그리스도교 전통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아퀴나스
의 자연법 사상을 오래된 잿더미에서 끄집어내어 근현대 철학의 요구에,
특히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에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되살려냈다
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닐 것이다. 심지어 Grisez-Finnis 학파의 해
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조차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가령
McInerny는 겸손한 목소리로 “법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고에서 핵
심 텍스트인 I-II, q.94, a.2에 대한 Germain Grisez의 해석이 많은 이들
에게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이 되어왔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다”268)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판을 시작하며, 그보다 더 날선 목소리로
Grisez-Finnis는 대하는 Veatch조차도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에서 거둔 John Finnis의 성취
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주목할 만하고 이름 높은 윤리학자
268) McInerny(1980),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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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철학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법 교설들을 철학적
으로는 완전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오직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으로서만 생존할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보고 고려 대상에서 제외
시키지 않았던 법철학자나 정치철학자를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기 위
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녔어야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전에는
과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특히 Finnis의
책이 출판된 이후로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확실히, 철학적
의견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전벽해는 Finnis가 거의 혼자 손으로 초
래한 것으로 보인다.269)
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아퀴나스 자연법 이론의 복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
다는 이론 외적 측면 뿐 아니라,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논쟁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Grisez-Finnis의 해석이 우리가 받아들일만 윤리학
이론을 구성하는 동시에 아퀴나스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르는 데 도움
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
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전통적인 도출주의적·의무주의적·법률주의적 해석
과 우리에게 익숙한 의무 중심의 법 구상에서 분리해내고, 자연법이 행위
의 제약이 아니라 행위의 원천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가리켜 보
이며, 그리하여 실천이성의 제1원리와 자연법의 제1계율을 겹쳐 쓰는 것
으로 표현되었던 아퀴나스의 법 구상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McInerny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Grisez의 해석은 부정적 계율보다는 긍정적 계율에 강조점을 둔다.
자연법을 일련의 금지규정들(shalt nots)로 보는 것은 실로 자연법
에 대한 캐리커처일 뿐인데, 왜냐하면 자연법 계율들은 인간을 완전
하게 해주고 완성시켜주는 것을 가리키지, 단지 피해야 할 것들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후자는 전자를 전제하며 도덕적 금지들을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건 간에, 거의, 오직 금지들만을 다루는 도
269) Veatch(1990),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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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삶에 관한 논의는 그 어떤 것도 도덕적 이상이 자유를 주는 것
이며 포괄적인 것이라는 감각을 제공할 수 없다. 확실히 부정적인
쪽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과 거의 관계도
갖지 않거나 아무런 관계도 없다.270)
전통적 이해에서 자연법은 명령과 의무의 도식 아래 경직된 규칙들의
집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Grisez-Finnis 학파의 해석이 등장하면서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적 선의 고취 및 인간 존재의 완성
에 관련하는 아퀴나스의 구상을 드러내는 논의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전
통적 해석에서 부정적 계율들과 금지들은 그 자체로 자연법의 중심에 놓
이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Grisez-Finnis의 해석에서는 자연법이 인간
완성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하는 풍부하고 포괄적인 인간적 가능성들이
전면에 오며, 의무와 금지는 그러한 목적에 따라 파생된 것이지 그 자체가
핵심인 것은 아니다.
더불어 Grisez-Finnis 학파는 자연법의 계율들의 다수성에서 인간 완성
에 기여하는 것들로서의 기본적 선들이 여럿이라는 점을 읽어냄으로써, 도
덕적 삶의 보편적 이상으로서 인간 완성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러한 인간적 완성에 도달하는 길이 획일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그 나름의
고유한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함축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
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Grisez 학파는 서로 욕구의 다른 기본적 대상들 혹은 서로 다른
기본적 선들의 복수성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흄과 비슷하며, 아리스
토텔레스나 밀과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제대로 된 방
향인 것처럼 보인다. 분별 있는 인간들이 무엇을 하건 간에 늘 추구
하고 있는 목표가 하나라거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단일한 목표가 즐거움으로 여겨지든, 유용
성, eudaimonia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여겨지든 간에 말이다.271)

270) McInerny(1980), 7쪽,
271) Chappell(2000),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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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까지 Grisez-Finnis 학파가 어떤 방식으로 전통적 해석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까지 이야기하였다. 이제는 Grisez-Finnis 학파에 관한 비판들에 관해 살
펴볼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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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적 해석
우리는 이제 본론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 Grisez-Finnis 학파의 아퀴
나스 자연법 해석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하
지만, 글쓴이가 보기에 이 모든 문제제기를 관통하는 것이자, 자연법과 도
덕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본성과 도덕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에 있을 것
이다.
먼저 Veatch의 비판을 통해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Grisez-Finnis
학파의 해석에 물음을 제기하는지를 살펴보자.
5.1. Veatch의 비판
1981년 논문 "Natural Law and the 'Is'-'Ought' Question: Queries
to Finnis and Grisez"에서 Veatch는 Finnis의 책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의 2부 4장 "The illicit inference from facts to
norms"을 주로 겨냥하여 매우 날선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한다.
Veatch는 먼저 본성과 도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Finnis가 자신의 책
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는 우리가 지
금까지 줄곧 확인한 내용이다.
(1) "'도덕에 관한 모든 형태의 자연법 이론은 인간의 의무들과 당위
들에 관한 명제들이 그의 본성에 관한 명제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는 믿음을 수반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참이 아니다."272)
(2) 자연법과 관련하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에 대해 말하면서,
Finnis는 아퀴나스가 "가능한 한 분명하게, 선과 악의 기본적인 형
태들을 명시해 주는 자연법의 제1원리들이… 사변적 원리들로부터
추론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사실들에서 추론되지 않는
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이나 선과 악의 본성, 또는 '인간의 기능'
에 관한 형이상학적 명제들에서 추론되지 않으며, 본성에 관한 목적
272) Veatch(1990),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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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구상이나 본성에 관한 다른 어떤 구상으로부터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기록한다.273)
(3) 마지막으로, 자연법을 옹호하는 이들이 "'is'로부터 'ought'를 이
끌어내는 불법적인 추론"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오류들에 실제로 빠
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Finnis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오해의 한 가지 원인은 "'자연법'이라
는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관련 규범들이, 어떤 자연법 이론에서
든, 본성(인간의 본성 그리고/혹은 다른 것들의 본성)에 관한 판단들
에 기초한다고 가정하도록 이끈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274)
Pufendorf에게서 자연적 선과 도덕적 선 사이의 간격으로 지목되었던
문제는 Grisez-Finnis에 이르러서 자연주의의 오류 논제의 형태로 다시
쓰인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해석 전반에 걸쳐 본성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의 긴장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Veatch는 "자연법 윤리학이라는 사업이 본성 자체 안에서, 그러
니까 본성에 관한 사실들 안에서 도덕과 윤리학을 위한 일종의 기초를 확
보하려는 시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고 단언하며, 그러한 시도를
자연법론 자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그는 사실
에서 규범으로의 이행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연법론자이
기를 자처하는 Finnis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기획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한
다.
그는 어떤 점에서 Finnis가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뉘
앙스를 보면 이는 대인논증처럼 보인다.
… Finnis가 옥스포드 교수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옥스포드에
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아마 도덕적 규범들이 사실에 기초를 가질
거라고, 혹은 아마 "의무"가 "사실"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하

273) Veatch(1990) 294쪽.
2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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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드는 자, —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옥스포드인들 뿐만 아니
라 영국 철학회 전체가 "그를 파문하라!"라고 외칠 것이다.275)
Veatch는 영국 철학계 전반을 지배하는 풍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Finnis가 오늘날 영국에서 "확실히 철학적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
하는 것, 다시 말해 사실들에서 규범들을, 혹은 본성에서 의무들을, 혹은
"is"에서 "ought" 뽑아내려 시도하는 것과 연루되기를 원치 않을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가 자연법 철학자
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규범이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영국 철학계에서 파문당하지 않는 것과 자연법 철학자
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다.
이처럼 날선 비판은 보기 드물다. Veatch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슬아슬
하게 느껴질 정도로 날선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우리는 Grisez-Finnis
학파가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를 피하는 방식으로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을 읽어내는 데 들인 노력과 거기에서 발휘된 통찰과 논리가 어떤 수준의
것인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사실과 규범의 관련성을 인
정하지 않으면 자연법 이론 자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일축하는 것은 일견
대단히 교조적인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Veatch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는 크게
보아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철학사적 근거이고, 두 번째
는 사실과 당위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아리스토텔
레스-아퀴나스의 본성 개념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넷째는 선 개념에 관
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두 가지 논지와 마지막 네 번째 논지를 먼저 살펴
보고, 세 번째 논지는 따로 떼어서 이후에 살펴볼 것인데, 왜냐하면 다른
세 가지 논지가 주로 Grisez-Finnis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갖는
다면, 세 번째 논지는 그 문제에 대한 Veatch 자신의 긍정적인 답변의 성
격을 갖기 때문이다.
5.1.1. 철학사적 고려

275) Veatch(1990), 294-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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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atch가 Finnis에게 첫 번째로 제기하는 물음은 Veatch 자신이 인정
하듯 Finnis에 대한 본격적인 논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그는
다만 사실에서 당위로의 어떠한 이행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자연법 윤리학을 주장하는 것이 철학사적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스
로를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그의 문제제기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사이의 대립, 즉 도덕과 윤리를
nomos와 physis 중 무엇을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냐를 두고 싼 논쟁을
살핌으로써 시작된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도덕과 윤리가
단지 인간의 선택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에 — 일차적으
로는 인간의 본성에, 그러나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물들의
본성에 — 근거하며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 외에 다름 아니"지만, 그에 반
하여 예컨대 『고르기아스』 편의 칼리클레스와 같은 소피스트의 입장은, 일
반적으로 이해된 도덕과 윤리가 physis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nomos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일 터이다.
고대의 논쟁에서는 선택지가 nomos와 physis로 양분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그 이후에는 어떨까? Veatch가 보기에 근대 자연과학의 성공 이
후 소크라테스 편에 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거부된다.
어떤 학파에 속해있든 간에 현대 도덕학자들이 도덕성을 위한 가능
한 기초로서 본성 — 인간의 본성, 사물들의 본성, 혹은 어떤 것이든
— 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든 물리치는 데 그렇게도 의견이 일치하
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물들의 본성들이건 인간의
본성이건 간에, 근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자격을 인정받은 근대 자연과학에 대한 거의 의심할 수 없는 인식을
고려해보면, 결과적으로, 증거는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학적인 연구나 자연에 대한 탐구는 자연의 사실들 안에서
실제적인 규범들이나 가치들의 존재의 증거를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276)

276) Veatch(1990),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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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과학주의의 맥락 아래 서서 이를테면 홉스는 "본성의 법
에 관한 학적인 앎은 실제로 옳은 것이나 그른 것과 관련하여 본성 자체
의 측면에서 단 하나의 지침도 줄 수 없으며, 대신 … “가난하며, 위험하
고, 짐승 같고, 짧”은 것 외에 다름 아닐 인간의 자연적 상황이라 불릴 것
에 직면하여, 인간은 오직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그 자신들을 보존할 필
요의 측면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지침만을 줄 수 있다"277)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대 윤리학자들이 "도덕과 윤리가 nomos가 아
니라 physis의 문제로 보여질 수 있는 방식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스스로
를 소크라테스에 반대하여 소피스트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할 것
"278)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공리주의자들이 도덕성이 사회적 관습의 문제이지, 본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도덕적 상대주의나 심지어 고
대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에 연루되고 있다고 생각하길 원치 않는다
는 것은 참이다. 대신,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아마 보편화가능성
(universalizability)에 대한 고려와 같은 특정한 언어적 혹은 논리적
고려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이

윤리학에서

순수한

관습주의

(conventionalism)와 비-상대주의(nonrelativism)을 결합할 수 있
다고 생각할 것이다. … 심지어 의무론자들도, 틀림없이 단순한 사
회적 관습이라는 의미에서 도덕성은 nomos의 문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
에서 본성이나 physis의 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것이
다. …

우리의 의무들과 당위들이 의무나 당위로 인식되는 것은 본

성에 대한 어떤 탐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당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직관 때문이거나, 혹은 우리가 정언명령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부인하려 애쓸 때마다 그 자신을 드러낼, 아마 피할 수 없는
논리적 비일관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279)
본성과 규범성을 관련짓는 입장에서 상황을 요약해 보자. 도덕성을 본성
277) ibid.
278) 같은 책, 296쪽.
279) Veatch(1990), 296-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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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소크라테스의 시도는 우선적으로 소피스트들에 의
해 거부되며, 근대의 홉스나 현대의 공리주의자들과 의무론자들은 소피스
트적 견해에 동의하진 않겠지만, 소크라테스적 입장은 더더욱 거부할 것이
다. 본성과 도덕성을 관련지으려는 시도는 반소피스트적이며, 근대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들에 반하며, 반홉스적이며, 반공리주의적이고, 반의
무론적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현대 철학계에서 자연법 교설들을 옹호한다
는 것은 그 사람이 고대 소피스트와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홉스적 계약설과도, 칸트적 의무주의와도, 근대 과학의 이른바 자연주의와
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적어도, 옥스브릿지 철학에서 지금 유행하
고 있는 모든 것과도 결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
임이 틀림없다!"280)
Veatch는 Finnis에게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
리하여 Veatch는 다시 한 번 Finnis는 자연법 이론가이기를 포기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Veatch가 보이는 것은 본성과 규범을 연결짓고자 하는
시도가 소크라테스 전통을 배제하면 거의 모든 이론적 입장에서 거부된다
는 것이며, 그러므로 본성과 규범을 연결짓고자 하는 시도에 가담한다면
그 모든 입장으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뿐이다.
Finnis에게는 여전히 본성과 규범을 연결짓고자 하는 시도가 환영받지 못
하는 것은 맞지만 자연법 이론은 그러한 시도와 무관하다고 말함으로써
Veatch의 비판을 빠져나갈 길이 있다. 아마 Veatch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이 우리의 본성과 도덕적 규범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는 긍정적인 논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했
던 역동적 존재 개념에 관한 이야기에서야 비로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거
기에 이르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추가적인 두 가지 논거는
Grisez-Finnis 해석의 약한 고리를 지적해 보이고, Veatch 자신의 주장
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
5.1.2. 연역적 도출관계 vs. 근본적 의존 관계
280) Veatch(1990), 297-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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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Grisez는 자연법 계율들의 자명성 논제
로부터 기본적 선들에 관한 앎이 무도출적이라는 점을 끌어냈다. 이는 우
리 실천적 앎의 첫째 원리가 다른 어떤 사변적 원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는 것, 다시 말해 윤리학이 형이상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 궁극적으로 Grisez-Finnis 학파는 실천적 원리의 무도출성과 그 자
체의 실천성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행위에 이르러 종료되는 운동을 그림
으로써 자연법 이론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실천
적 원리의 실천성은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이지 본성에 관한 앎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실에서 당위로의 불법적인 이행은 없다.
Veatch는 우선 "윤리학이 그 자신의 원리들을 가지며, 그 자신의 독특
한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281), 그리고 그러므로 "윤리적 원리들이 어쨌거
나 원리들이려면 … 형이상학적 원리로부터 단순히 연역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전혀 없다"282)는 점에 있어서 Grisez-Finnis 학파에 동의한다.
그러나 Veatch와 Grisez-Finnis 사이의 의견일치는 여기까지다. 윤리학
의 원리들이 형이상학의 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윤리학은 어떤 방식으로도, 형이상학에 기초하는 것
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형이상학적 고려들은 심지어 윤리적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과도 대개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될 필
요가 있다는 Finnis의 다소 과도한 결론"283)까지도 함축하는가? Grisez와
Finnis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천적 원리들이 자명한 것이라고, 즉 "적어도
그 자체로 알려진 것(per se notum)으로 무언가를 의미할 때의 그 용어
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연역되거나
추론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어떤 것"284)이라고 하는 것이 곧 형이상학적
원리들과 실천적 원리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틀렸다는 것을 뜻하는가? Veatch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Veatch는 우선 '연역'과 '도출'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다소 빈약하고
과도하게 기술적인 의미"285)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281)
282)
283)
284)

Veatch(1990), 298쪽.
ibid.
Veatch(1990), 299쪽.
Veatch(1990), 299-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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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의미에서 보자면 형이상학의 원리에서 윤리학의 원리가 연역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연역의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학이
형이상학으로부터, 혹은 도덕이 인간학으로부터 연역되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286) 그러나 Veatc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제1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A는 B에 근본적으로 의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그의 형이상학에 대해 갖는 의존성을 가리켜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의 제1원리들 역시 Grisez-Finnis가 제1의 실천
적 원리들에서 발견하는 자명성과 도출불가능을 지닌다.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이 그 자신의 제1원리들을 갖고 있
으며, 제1원리들로서, 전자가 후자의 단순한 재진술 이상의 것에 이
르지 않는 것처럼, 자연학의 원리들은 형이상학의 원리들에서 단순
하게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아리스
토텔레스의 자연학의 그 유명한 변화의 세 가지 원리들 — 질료, 형
상, 그리고 결여 — 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연히 이것들이 물리적
세계 내에서 하나의 단일한 변화의 제1원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는 반드시 무언가로부터(결여의 원
리) 무언가 다른 것이 되는(형상적 원리) 무언가의 (질료적 원인) 변
화이어야만 한다. 제1원리로서, 이 원리는 확실히 자명한 것으로 간
주될 수 있을 것이다…28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학의 원리가 기술하는 변화하는
존재(ens mobile)에 관한 이해는 형이상학의 대상인 존재로서의 존재, 즉
ens 자체에 관한 이해에 근본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Veatch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의 자명함에 관한 한, 그러한 [자연학의] 원리는 ens
mobile와 관련하여 그것의 고유한 이해가능성을 ens에 대한 여러
285) Veatch(1990), 299쪽.
286) ibid.
287) Veatch(1990),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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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원리들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가? 가령, 그의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실체여야만 한다
고(혹은 적어도 실체로 질서지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존재이기 위해서, 어떤 것은 규정된 것이어야만 한다 — 즉, 그것은
본질을, 혹은 고유한 형상적 규정(proper formal determination)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형이상학』 1권의 3-10장
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제대로 된 일부분이라면, 존재가 되
려 하는 존재는, 질료의 원리나 잠재성의 원리를 지녀야만 한다는
형이상학의 추가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다.288)
존재로서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하는 존재(ens mobile)
에 관해 알 필요가 있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즉 자연학의 원리들이
담고 있는 고려들을 완전히 드러내 주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자연학은 확
실히 그 나름의 고유한 제1원리들을 가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자
연학의 제1원리들은 형이상학의 제1원리들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Veatch는 자연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이러한 '근본적 의존' 관계가 윤리학
과 형이상학 사이에도 성립할 것이라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 그리고 확실히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 윤리학은 확실히 형이상학(혹은 철학적 인간학)과 관련하여 자율
적인 학문이고, 따라서 그 자신의 제1원리들을 갖는 한편으로, 도덕
철학자가 bonum으로 간주된 ens에 관심을 가지면서 ens 및 그와
같은 것의 원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코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말할 수 없나289)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Veatch는 윤리학이 형이상학에 대해 갖는 도출불
가능성이나 자율성은 긍정되지만 그것이 윤리학이 형이상학에 대해, 도덕
이 본성에 대해 절대적인 독립성을 갖는다는 견해를 부정하며, Finnis에게
자연법 철학자가 되려면 "is"를 "ought"로부터, 사실들을 가치들로부터 나

288) Veatch(1990), 300쪽.
28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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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놓는 분리의 장벽에 관한 그의 옥스브릿지 신화들을 폐기"(Veatch
1981)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Grisez-Finnis는 자신들이 사실과 가치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
는 것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 3.2.1.2절에서 본 것처럼,
Grisez-Finnis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절벽이 있다는 사
실에 관한 앎이 요구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말
하는 것은 사실로부터의 당위로의 '모든' 이행이 불법적이라는 것도 아니
다. 예컨대 Grisez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봄의 어느 때에 우리는 계절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장
미가 곧 피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전
제들의 참과 추론의 타당성으로부터 우리는 결론이 참이어야만 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질의 독특한 속성들과 고유한
공학적 필요조건들로부터 우리는 티타늄이 초음속 항공기를 만드는
데에 유용해야만 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290)
가령 우리는 전제들이 참이며, 추론이 타당하다는 사실로부터, 결론이
참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적법하게 허용되는 사실
-가치 추론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이상학으로부터 도덕적 원리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본성에 대한 사실로부터 본성에 대한 당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가 윤리적 평가의 “사실”로부터 도덕적 판단
의 “당위”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
다. “이 행위는 도덕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행해져야만 한다.” 흄
조차도 그러한 연역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제에 대한 요점
은, 우리는 행위들이 인간 본성이나 신성한 의지의 법령에 부합한다
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은 행해져야만 한다”는 규범적 문장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291)

290) Grisez(1965), 194쪽.
2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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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sez는 흄조차도 '이 행위는 도덕적'이라는 사실에서 '이 행위는 행해
져야 한다'는 판단을 도출하는 데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사실로부터의 당위의 도출 가운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역시 분명 있다. 우
리의 주제가 되는 것, 즉 "본성이나 신성한 의지의 법령에 부합한다"는 사
실에서 "그것들은 행해져야만 한다"는 규범적 문장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Finnis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어쨌거나, 나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거나 욕구된다
는 사실로부터, 그(기본적 가치들)에 대응하는 욕구들이 정신의 심오
한 구조를 드러낸다는 사실로부터, 혹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확신
을 느낀다는 것으로부터, 기본적 가치들이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
며(ineradicable), 모든 동물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라거나,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갔다.292)
Finnis가 특별히 본성에서 당위를 도출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러한 도출이 "본성과 관련하는 기본적 가치들이 보편적으로 인정
되거나 욕구된다는 사실"이나 "기본적 가치들에 대응하는 욕구들이 정신의
심오한 구조를 드러낸다는 사실"이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확신을 느낀
다"는 사실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메커니즘은 4계절 중 특
수한 때에 장미가 꽃을 피우도록 한다. 이에 관련한 앎은 우리로 하여금
이때쯤이면

꽃이

피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Grisez-Finnis는 우리의 본성과 관련한 사실은 당위 판단을 만들어 줄 만
한 계기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그들에게 본성에서 당위를
도출하는 것은 오히려 인류 역사 내내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도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당위를 도출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후에 보겠지만, Veatch는 바로 여기에서 Grisez-Finnis에 대해 대립
각을 세울 것이다. 우리 본성의 is는 당위와 완전히 무관한 is가 아니라
292) Finnis(1981),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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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ought를 함축한 is다. 무수히 많았던 전쟁에 관한 사실에서 전
쟁에 관한 당위를 도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절과 자연의 구조 자체에 관
한 사실이 때가 되면 꽃이 피어야 한다는 당위와 이어지는 경우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성이 어떤 점에서 ought를 함축한 is인지
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전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선 개념에 관한 탐구가 필요하다.
5.1.3. 에우티프론 테스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Veatch는 Grisez가 아퀴나스의 원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는 쪽으로 되돌아간다. Veatch는 Grisez가
아퀴나스를 읽는 방식 대부분에 동의한다. 우선 윤리학의 과제에 관하여,
Grisez는
윤리학은 실천학이기 때문에, 윤리학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본성적 인간적 목적 또는 목표를 — 혹은,
Grisez가 더 선호하는 표현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선들을 — 얻
어야만 한다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과 수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고293)
말하는데, Veatch는 이것이 완전히 정당한 입장이라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 “객관적 실재를 수령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행위의 원리로서 작동
하는 정신”으로서의 실천이성 개념 자체에 관해서도, 행위 원리로서 실천
이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목적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도, 무언
가를 “초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활동적 원리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점도, 행위 원리 수준에서 실천이성에게는 “이것이나 저것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그리고 토마스가 말하는 실천이성의 제1
원리 “선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악은 피해져야 할 것이다”가
Grisez의 이러한 진술들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도 긍정한다.
윤리학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실천이성 개념, 실천적 원리의 요건으로서의
293) Veatch(1990),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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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개념과 그리하여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Veatch
는 Grisez의 해석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Veatch는 실천이성의 제
1원리에 등장하는 ‘선’ 개념을 Grisez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서는 질문을 제기한다.
실천이성의 제1원리 안에서 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 Grisez 편이 취하는 조치는 선 개념이
목적 개념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선
이 목적의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을 가지며”(p.345) 선한 존재란
단지 “각각의 것이 그를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게
다가, 만약 우리가 “~을 향하는 경향이 있음”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Grisez는 “경향성”이라는 개념,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
성들”(p.345)이라는 개념을 언급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서 인용된
Grisez의 문장을 다시 인용하자면, “이성은 자연적으로 …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들의 모든 대상들을… 선들로 파악한다.”294)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분명 토마스도 선 개념을 목적 개념과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말하였고, 모든 것이 욕구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성은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 모든 것들을 자연히 선이자 추구해
야 할 대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Veatch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서 Grisez는 단순히 아퀴나스를 따라 그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
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올바르게 하고 있다.”295)고 평가한다.
그러나 Veatch는 우리가 토마스의 표면적인 진술만 그대로 따라가다가
다 보면 일종의 문제 상황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마스의 진술처럼 “만약 선이 단순히 목적으로, 혹은 경향성이나
욕구의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면”296)
위험천만한 모호성 — 내가 “에우티프론 테스트”라고 부르기를 좋아
294) Veatch(1990), 307쪽.
295) ibid.
29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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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의해 가장 잘 끌어내질 수 있다고 내가 믿는 모호성 —
이 즉각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에우티프론』에서 소
크라테스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라고(또는 목적이라고) 말해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떠올려보자. 그것은 신들
에 의해 사랑받기 때문에 선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선하
기 때문에 신들에 의해 사랑받는 것인가?297)
현재의 논의에 맞추어 수정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될 것이다.
“사물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욕구하거나, 그것
들을 택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향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 때문에 선한 것
인가?”298) 아니면 선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욕구하고, 그것들을 향
하는 경향을 갖는 것인가?
Grisez가 만약 전자를 선택한다면,
즉각적으로, 어떤 것도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니며, 대신 욕구함(혹은
관심, 성향, 또는 그것을 향하는 경향)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퀴
나스를 따라 Grisez가 그렇게도 주장하는 실천이성의 제1원리를 완
전히 박살내버리는 것 아닌가? 왜냐면 만약 좋음과 가치가 취향과
경향성들에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면, 선이 행해져야 될 것이고 추
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혹은 악이 피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
장할 일말의 근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아퀴나스의 라
틴어 정식화, ‘Bonum est faciendum et prosequendum’에서, 동
사들은 동사적 형용사(gerundive)의 힘을 가지며, 따라서 그 정식화
가 영어에서 갖는 힘은 좋음이 필연적으로 혹은 자명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며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만약
좋음이 “어떤 관심의 어떤 대상” 그 이상이 아니라면, 좋음은 어떤
의무적 힘이나 도덕적으로 강제하는 힘도 전혀 갖지 않을 것이다.
실천이성의 제1원리가 갖는 논리적으로 자명하다는 성격을 갖는다는

297) ibid.
29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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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관련해서도, 왜 우리가 단순히 좋아하거나 욕구하거나 그를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가 행하고, 추구하고, 선택해야하는
종류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근거를 갖지 못할 것
이다.299)
Grisez-Finnis는 이러한 선택지를 택할 수 없다. 이는 Grisez-Finnis가
그토록 피하고자 원하는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Grisez-Finnis에게 선택가능한 것은 나머지 한 가지 선택지다.
선들은 단지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욕구되거나, 우리가 그것들에 관한 경향
성을 지니기 때문에 선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향성이 작동하기 전부터
실제로 선이어야만 한다.
이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러든 그러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야 마땅하거나, 그러한 경향을 갖
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들이 경향성의 대상
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거꾸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좋음들은 객관적으로 좋은
것, 혹은 실제로 좋은 것, 혹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인 것들이며 그것
들이 욕구되는지나 인간이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와
관련해서만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300)
욕구된다는 사실에서 선이라는 가치로 인과의 방향이 흐르는 것이 아니
라, 그 반대로, 즉 선이 먼저 바랄만한 것이기에 그에 따라 실제로 욕구가
뒤따르는 것이다.
문제는 Grisez-Finnis의 해석에서 선이 왜 그 자체 바랄만한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그들의 이해에서 기본적 선들의 자명성은 도
출불가능성을 뜻하며, 이는 곧 기본적 선들에 관한 앎이 어떤 사변적 앎에

299) Veatch(1990), 307-308쪽.
300) Veatch(1990),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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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존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자연히 인식
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들에 따르면 실천적 원리로서 기본적
선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Veatch는

Grisez-Finnis가 이처럼 실천적 원리들을 우리 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인간학적 앎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기본적 선들이 왜 우리의 실
제적 욕구나 경향과 무관하게, 그것들이 작동하기 전부터 선한 것인지에
관해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Grisez-Finnis 학파는 기본적
선들의 자명성만을, 즉 그것들이 단지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라는 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자체로는 왜 그것들이 선이며, 우리에게 선으
로 알려지는지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
여 여러 연구자들은 기본적 선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에 관련한
Grisez-Finnis이 직관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한다.
이런 맥락에서 Chappell의 경우, 기본적 선들의 선성을 설명하면서
Grisez-Finnis가 "보통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사람들" 개념에 호소
하여, "제정신이며 특정 정신 연령을 넘어선 모든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알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치는데, 이는 이를테면 "모든 인간 사회들에서,
‘종조부(great-uncle)’이라는 단어가 세 음절로 되어 있다는 주장" — 이
주장은 실제로는 아마 거짓일텐데 — 과 다름 없다고 말한다. 설령 모든
사회에서 종조부라는 단어가 세 음절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기가 막힌 우연적 보편성일 뿐이며, 이와 같은 보편성은 아무런 의미를 지
니지 못한다. 그러나 에우티프론 테스트가 묻고 있는 것은 기본적 선들에
욕구되어야

마땅한

필연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Grisez-Finnis는 이에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Grisez-Finnis가 이런 문제를 겪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퀴나스 자신
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에우티
프론 테스트는 선을 모든 것들이 욕구하는 것으로 규정한 아퀴나스 자신
의 진술을 Grisez가 그대로 쫓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러니
아퀴나스에게도 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아퀴나스에
게 있어서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원전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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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퀴나스에게 있어서의 선 개념
우리는 『신학대전』 2-1부 94문 2항에서 아퀴나스가 선의 개념을 '모든
것이 욕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시작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곳에서 아
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예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
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 왔다.301)
그런데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규정은 선의 정의라기에는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에서처럼 대개의 정의는 어떤
것을 더 보편적인 무언가, 즉 유로 환원하고 유에 종차를 더함으로써 그것
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단지 이렇게 언
급하고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만, 이에 대한 주석에서 아퀴나스는 선에
관한 정의가 유와 종차로 구성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 선은 제1자들(prima)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며, 플라톤주의자들은
선이 존재에 앞서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사실 선은
(존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고) 존재와 교환가능한 것(으로서 제1자)
이다. 그런데 제1자들은 그것들에 앞서는 것들을 통해서는 알려질
수 없고, 그것들에 뒤따르는 것들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고유
한 결과들을 통해 원인들이 알려지는 것처럼 말이다.(In NE, lec.
1)302)
선은 존재(ens), 하나임(unitas), 참(veritas)과 더불어 제1자에 해당한

301) 강상진 외 옮김(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1장
302) … bonum numeratur inter prima: adeo quod secundum Platonicos, bonum
est prius ente. Sed secundum rei veritatem bonum cum ente convertitur.
Prima autem non possunt notificari per aliqua priora, sed notificantur per
posteriora, sicut causae per proprios eff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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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이미 존재와 선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파악하는 모든 것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살펴본 적이 있으며, 제1자들 모두 이러한 특성을 공유
한다. 이러한 인지적 선행성으로 인해 그것들은 제1의 가지적인 것들 내
지 제1자라 불린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선행성은 그것들의 공통성에
기인한다. … 그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미친다. 그것들은 아리스토
텔레스가 "범주들"이라 부르는, 존재가 지니는 특수한 양상들을 초월하며,
따라서 초월자들(transcendentia)이라 불린다.”303) 인지적 선행성에 따라
제1자라는 이름이, 존재론적 초월성에 따라 초월자라는 이름이 할당되는
것이다.
선의 이러한 특성은 선의 정의가 왜 유와 종차로 구성되지 않는지, 그리
고 그럴 수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선은 제1자들에 속하며, 존재와 공외연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보
편적인 무언가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보다 더 앞선 무언가에 의해
드러날 수도 없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인용된 정의에서
선은 그 결과에 의해 알려진다. 토마스에 따르면, 이 정의가 지니는
특이한 성격은 그것이 뒤따르는 것들을 통해(선의 결과들을 통해 선
을) [정의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 정의는 어떤 것이 욕구되기
때문에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의미한다: 어떤 것
은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욕구된다. 결과를 통해, 이 경우에는 욕구
를 통해 원인, 즉 선이 드러난다. 선의 본성은 그것이 욕구될만한[바
랄만한(appetible)] 것이라는 데 있다. 선의 인과적 영향력은 그것이
끌어당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그 정의는 목적이자
목적인으로서의 선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304)
선은 가장 공통적인 것으로서 그것보다 더 보편적인 것을 통해 규정될
수 없고, 가장 먼저 알려지는 것이기에 그에 뒤따르는 결과를 통해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선의 정의는 불가피하게, 선의 결과를 통해 선
을 정의하게 된 것이다. 선의 결과가 욕구이고, 욕구의 원인이 선이다.

303) Aertsen(1999), 239쪽.
304) Aertsen(1999), 238-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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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에우티프론』에 등장하는 물음에 아퀴나스가 어떻게 답하고 있
는지는 분명하다. 신들에 의해 사랑받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기
때문에 신들에 의해 사랑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은 그것이 욕구
된다는 사실 때문에 선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랄만한 선이기 때
문에 욕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바랄만함이 먼저 오는 원인이고 실제 바
람은 그 결과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진술 역시 모든 것이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가치와 무관한
진술에서 가치를 도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해 아퀴나스가 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선은 바랄만한 것이며, 그 결과 모든 것은 선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연법의 제1계율, 즉 ‘선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하며,
악은 피해져야 하는 것이다’는 이러한 선 개념에 기초한다.’
선이 왜 바랄만한 것으로 이해되는지와 관련하여 우리가 추가적인 도움
을 받을 만한 구절이 있다. 『신학대전』 1부 5문 1항에서 아퀴나스는 선이
존재와 실재에 있어서 다른 것인지 묻는다. 그의 답변은 선과 존재가 “실
재에 있어서는(secundum rem)” 동일하고, 개념 내지 양상에 있어서만
(secundum rationem tantum) 다르다는 것이다. 선과 존재의 동일성 내
지 교환가능성에 관한 그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의 개념은 이 점에서, 즉 어떤 것이 바랄만하다는 점에서 성립하
며, 그런 이유로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에서 선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각의 것은 그것이 완전하다는 점에 따라 바랄만한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각의 것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한에 있어서 완전하며, 따라서 어떤 것이 존재인
한에서 선하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앞의 논의들에서 분명하
듯 존재는 모든 것의 현실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과 존재가
실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이 분명한데, 그러나 선은 바랄만함
의 양상으로 말해지고, 존재는 그렇지 않을 뿐이다.(ST I, q.5, a.5,
c.)305)
305) Ratio … boni in hoc consistit, quod aliquid sit appetibile, unde philosophus,
in I Ethic., dicit quod bonum est quod omnia appetunt. Manifestum est
autem quod unumquodque est appetibile secundum quod est perfectum,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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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토마스는 우리가 살펴보
았던 대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첫 구절을 인용하면서 선의 개념이 바
랄만함에서 성립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둘째, 바랄만함은 완전성과 연결
된다. 모든 것은 각자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며, 그러므로 완성은 단적으로
바랄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어서 완전성은 현실성과 연결된다. 완
성은 잠재력의 실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은 존재와
연결된다. 아퀴나스는 바랄만함, 완성, 현실성이라는 연결고리들을 통해
결국 선과 존재를 연결한다.
그러나 이 항의 첫 번째 반론에서는 보에티우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인용된다. “나는 자연 안에서 사물들이 선하다는 것과, 그것들이 존재하다
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intueor in rebus aliud esse
quod sunt bona, et aliud esse quod sunt). 반론자는 이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존재와 선은 실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Ergo bonum et ens differunt secundum rem)."
이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토마스는 그의 앞선 논증의 결론을 반복한다.
존재와 선은 실제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와 '선'이 동의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둘 사이에는 개념적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
면 '선' 개념은 '존재'에 무언가를, 즉 “바랄만함”이라는 양상을 덧붙여주
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부터 또 다른, 실제적인 차이가 나온
다. 단적인 존재(ens simpliciter)과 단적인 선(bonum simpliciter) 사이
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토마스가 이 차이로써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존재"의 고유한 의미는 현실태에 있는(in actu) 무언가라는 것이다. 작
용은 능력과 관련한다. 따라서 어떤 것은 그것이 우선 단순히 잠재성 안에
있는 것과 구분되는 한에서 단적인 존재(ens simpliciter)이다. 이 일차적
인 작용은 각 사물의 실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어떤 것은 그것의 실체적
존재 — 예컨대, 인간 존재(human being) — 에 의해 ens simpliciter이

omnia appetunt suam perfectionem. Intantum est autem perfectum
unumquodque, inquantum est actu, unde manifestum est quod intantum est
aliquid bonum, inquantum est ens, esse enim est actualitas omnis rei, ut ex
superioribus patet. Unde manifestum est quod bonum et ens sunt idem
secundum rem, sed bonum dicit rationem appetibilis, quam non dicit 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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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얀 존재'처럼 실체에 덧붙은 현실태들에 의해 어떤 것은 "특정한 측
면에서의 존재"(ens secundum quid)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
태들은 이미 작용 중인 무언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과 관련하여서는 상황이 역전된다. '선 개념은 무언가 완전한 것, 따
라서 궁극적 존재의 측면(rationem ultimi)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것은 그것이 실체적 존재에 덧붙은 현실태들을 통해 자신의 궁극적
완성을 소유할 때 단적인 선(bonum simpliciter)이라 불린다. 실체적 존
재를 지니지만 그것이 지녀야 하는 궁극적 완성은 지니지 않은 것은 "특정
한 측면에서의 선(bonum secundum quid)"이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
것은 그것이 존재인 한에서 특정한 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라
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선,

즉

특정한

측면에서의

선(bonum

secundum quid)이지만, 이것은 그 존재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좋은
인간 존재, 즉 단적인 선(bonum simpliciter)과 동일하지 않다.
존재한다는 것과 선하게 된다는 것의 비동일성에 관한 보에티우스의 진
술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단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단적으로 선한 것
사이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둘 사이에는 정반대의 질서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ns simpliciter인 것은 오직 최초의 선, 즉
bonum secundum quid이다. bonum simpliciter인 것은 존재론적 측면
에서 우연적인 것, 즉 ens secundum quid이다. 이러한 귀결은 존재와
선의 상호교환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축으로 이끈다. 교환가능성 논
제는 일반적으로 이해된 존재와 선에 적용된다. 존재로서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ens simpliciter인지 ens secundum quid이든 관계없이 선이다.
이 논제에서 이 선이 bonum simpliciter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bonum
secundum quid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논
제가 “단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단적으로 선한 것”과 관련하게 되면, 그
논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일차적인 의미에서의 선은 일차적인
의미에서의 존재와 상호교환가능하지 않다. 반대로 이 선은 존재를 구분한
다. 모든 존재가 단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기까지 논의는 '단적으로 선한 것'과 '어떤 측면에서 선한 것'만을 논
의했다. Aertsen은 '완전한 선'에 대해서는 아퀴나스가 다른 곳에서 추가
적인 논의를 덧붙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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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전』 1부 5문 1항에서 토마스는 어떤 사물의 완전한 선이 어
디에서 성립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그는 이 완
성이 현실태 안의(in act) 존재의 능력이나 기능들의 현실화와 관련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의 욕구가 그것을 향해 지시되는 완성은
작용인데, 왜냐하면 활동을 통해 그것의 실체 안에 내재하는 능력과
기능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스콜라 철학에서 이 현실태는 “2차 작
용(the second act)”이라 불린다. 1차 작용은 그로써 어떤 것이 존
재를 가지는 구체적 형상이다(The first act is the specific form
whereby a thing has being): 2차 작용은 그것의 작용(operating)
이다. 자신의 1차 작용, 즉 실체적 존재에 의해 어떤 것은 “단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것의 이차적 작용, 즉 그것의 활동에 의
해 그것은 “단적으로 선한 것”이 된다. 그러나 “1차” 작용과 “2차”
작용이라는 용어를 보면 특정한 측면에서의 선과 단적으로 선인 것
사이의 차이는 존재와 선의 질서가 역전되어 있다는 모델을 통해서
만 기술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용과 2차 작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1차 작용은 2차 작용을 위해서 일
어난다; 그 둘은 모두 현실태(actualitas)이다. 현실태는 늘 존재의
현실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절대적인 선 역시 그것의 완전하고
완성된 존재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306)
이제 Grisez-Finnis의 해석에서 다만 부분적으로만 편입되어 있었던 선
과 바랄만함과 완전성의 계기가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
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우선 그것의 실체적 형상을 가
짐으로써, 즉 존재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미 선이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하여 이것이 완전한 선인 것은 아니다. 완전한 선은 존재가 자신의
활동을 통해 그 능력과 기능을 완전히 현실화하는 데서 성립한다. 그리고
존재하기 시작함(1차 작용)은 완전한 현실화를 통해 완전한 선에 이르기(2
차 작용) 위해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 단적인 의미에서 존재인 것, 즉 존
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활동을 향해 그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306) Aertsen(1999), 242-3면.

- 199 -

목적으로 한다. 그 자신의 고유한 잠재태에서 현실태로서의 이행을 완수하
는 것이 모든 존재의 목적이다.
5.3. 본성의 역동성
그리고 Veatch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때, 그는 아퀴나스의 바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본성 자체에 의해, 그리고 그의 본성 자체 안에 발전하기로 되
어 있는 피조물, 잠재성들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하
자면 … 그의 현재의 조건 혹은 실제적 조건이 그가 될 것이거나 될
수 있는 것과 늘 비교가 될 필요가 있는 창조물이 아니라면, 사람이
란, 혹은 인간이란 무엇이겠는가? … 인간은 단지 본성적으로 변화
와 발전에 종속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자신이 될 것이거나 될 수
있는 것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책임을 지니는, 그
러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그러한 능력들이
지향하게 되는 인간의 잠재성과 현실성들을 설명하지 않고서 — 인
간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로, 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언급하지 않고서 — 즉, 어떤 인간
에 (본성에 의해) 이거나 되어야 할 것으로서, 의무로 지워져 있는
자연적 목적 혹은 완성 혹은 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 — 인간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 혹은 심지어 적절하게 실제로 언급하는 것
도 불가능하다.307)
잠재태에서 출발하여 완전한 현실태, 완전한 선, 완전한 존재로의 이행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자체의 구조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리
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인간 완성에서 성립하며,
Grisez-Finnis 역시 그러한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기억한다. 이때 도
덕성은 칸트식으로, 자연적 경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성 단독의 역량
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연적 경향성의 지시들, 기본적 선들
307) Veatch(1990), 302-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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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떼어놓고 도덕성을 말할 수 없다.
Timothy Chappell은 자연법이 지니는 이러한 성격을 칸트 및 흄과 대
조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한 쪽 끝에, 우리는 칸트의 상의하달식(top-down) 반자연주의를 갖
고 있다. 칸트의 “순수한 실천적 합당성”은 그 단독으로 도덕적 이
유들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이유들을 제공한다. 도덕적 동
기 부여와 도덕적 행위의 발생에 있어서, 자연적 이유들(“경향성들”)
은 어떤 역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끝에, 우리는 흄의 하의상
달식(down-top) 자연주의를 가지고 있다. 흄의 이성 기능은, 단독으
로 고려되었을 때, “전적으로 무능력(inert)하다”: 따라서 도덕적이
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행위를 위한 동기 유발의 유일하게 가능
한 원천은 “지성적 기능에 대해 전혀 의존하지 않고서, 인간의 감정
들과 정서들”에 있다 — 그러한 “감정들과 정서들”이 실제로 무엇이
되든 간에 말이다.
이제 Grisez 학파는 흄과 칸트가 동일한 매개념에서(ex eodem
medio) 반대되는 결론들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둘은 모두 논증 없이 우리이 자연적 경향성들의 지시가 … 잡다
하게 뒤섞여 있으며, 임의적이고, 우연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무리임
에 틀림없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으로부터, 흄은 윤리학 자체가 임
의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반면 칸트는 윤리학이 임의적
인 것일 수도, 우연적인 것일 수도 없기 때문에, 윤리학이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기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308)
그러나 자연법 이론에서는 흄과 칸트가 공유하는 전제, 즉, 자연적 경향
성들이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에우티프론 테스트는
Grisez-Finnis 아래 포섭된 자연법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 선들이
필연적으로 욕구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Grisez-Finnis의 해석에서는 본성과 규범이 연결되는 맥락
을 발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하고, 기본적 선들을 도덕적 의미를 갖
308) Chappell(2000),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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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위한 설명에서 공백이 생기게 된다.
거꾸로 우리가 토마스 자신의 논의를 좇아서, 그리고 본성 자체에 숨어
있는 역동적 구조를 강조하는 Veatch의 해석을 좇아서 나아갔을 때 우리
가 자연적 경향성들의 형태로 갖게 되는 기본적 선들의 의미는 인간 완성
을 위한 자료로서 적절히 이해된다.
Grisez와 Finnis는 사실에서 가치로의 이행 가운데 특히 본성에 관한
사실에서 출발하는 이행을 불법적으로 규정하지만, Veatch는 오히려 그
반대를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본성 자체의 역동적인 구조를 보기만 하면,
우리 본성은 "그 자신의 완성을 위한 특정한 규범들이나 기준들을 향해 명
령되는 본성"이며, "본성에서 규범들로의 추론들은 이미 'ought'를 포함하
는 'is'로부터 이미 'is'를 함축하는 'ought'로의 추론들"이라는 점을 즉각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사실로의 가치로의 어떠한
불법적인 이행도 없다.
Veatch와 Lisska는 Grisez-Finnis 편의 오류가 "데카르트의 시대 이래
로, 본질은 주로 속성들이 이루는 정적인 무리(static collection of
properties)"309)라는 견해에 영향을 받아 아퀴나스 자신의 본성 내지 본질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있다고 본다. "본질에 대
한 성향적 견해를 취하면, 가치는 성향적 속성들의 발전이다. 가치는 사실
에 결합하는 외적 속성이 아니다. 따라서, 성향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적으
로 취하는 본질에 대한 성향적 견해는 자연주의의 오류를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310)
그러니 Grisez-Finnis는 근대의 영향 아래에서 인간의 본성을 마치 순수
하게 정적이며, 어떤 종류의 변화나 발전도 허용하지 않는 수학적 대상들
의 본성과도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에 대한 답변이
아퀴나스 자신의 논의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극
적으로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 본성에서 도덕성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보지 못한 것이다.

309) Lisska(1991), 69쪽.
310) Lisska(1991),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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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우리는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원전에
서부터 시작하여 전통적 해석과 Grisez-Finnis의 해석, 그리고 Veatch의
해석을 따라 여기에 이르렀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자연법 사상의 체계적 완성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지한 철학적 담론으로 간주되지 못했다. 특히 자연
주의의 오류 혐의와 관련하여 이 이론은 제1의 용의자로 꼽혔으며, 심지
어 고대 덕 윤리학의 부활이 요청되는 가운데에서도 고대 이후 모든 윤리
학의 타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Grisez-Finnis 학파의 해석은 이것이 아퀴나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후기 스콜라 의지주의 전통의 해석에 기초하는 것이
라는 점을 보임으로써 아퀴나스의 현대적 부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
로 이해된다. 그들은 실천이성의 실천적 원리들이 갖는 자명성과 무도출
성,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주의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
할 뿐 아니라,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 행위의 제약이 아니라 행위의 원
천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의지주의와 실증주의의 오랜 영향 아래에
서 엄격한 의무 개념을 중심으로 법을 이해하는 것이 상식으로 굳어졌던
우리에게 우리 사고방식의 한계를 넘어 아퀴나스의 법 개념 자체가 담고
있는 풍부한 구상을 제대로 보고, 비로소 그에 대해 철학적 평가를 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Veatch와 Lisska가 보기에 우리가 아퀴나스를 올바르게 이해하
기 위해서는 Grisez-Finnis의 해석을 최종적이고 완결된 것으로서 이해해
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를 지나치게 의식하였던 한편
으로, 본성을 단지 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근대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의
본성 자체 안에 숨어 있는 목적론적 구조를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자연

주의의 오류 혐의를 피하기 위해 토마스를 왜곡하지 않아도 된다. 'ought'
를 함축한 'is'로서의 본성은 본성에서 규범성을 끌어내는 시도가 불법적
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써 우리는 두 단계에 거쳐 Grisez와 Finnis, Veatch와 Lisska 등
여러 연구자들의 안내에 따라 조금씩 아퀴나스와 관련하여 잘못 덧씌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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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들을 해소하고, 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방법을 손에 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해 충분한 이
해에 도달하였다거나,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충분
히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글쓴이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다만
Veatch-Lisska처럼 목적론적 관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토마스를 읽는
것이 토마스 자신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것이며, 실제
로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서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Chappell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기술적 생물학의 is에서 목
적론적 생물학의 should 사이의 구분과 이행"과 같은 측면을 논의함으로
써 Veatch-Lisska가 말하는 본성의 역동성이나 이진남이 말하는 목적론
적 형이상학을 지지해 줄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Chappell에 따르면
그러한

이행을

중재하는

핵심

개념은

본질적

기능(essential

function) 혹은 성향(tendency)이라는 개념이다. 생물학적 유형의
어떤 것 X에게 있어서, ‘X의 본질적 기능(들)과 경향(들)’이라는 것
은 X가 특징적으로 수행하거나 X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정자의 본질적인 기능은 수정란을 만들기 위해 난자와 융합하
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정자가 있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이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311)
그는

목적론적

생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을

Grisez-Finnis의 자연법 이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를 묻고서, 이렇게
답한다.
그에 대한 답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 본질적인 어떤 기능들이나
성향들이 있는지를 묻게 한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위
311) Chappell(2000),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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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자 및 무거운 물체들에 관해 이루어졌던 것과 동일한 형식의
추론을 인간에 대해서도 적용할 자격을 얻을 것이다. F를 특정한 무
언가로 채운다고 가정할 때, 기술적 인간학에서의 ‘X는 인간이다’라
는 형식의 범주적 주장은 목적론적 인간학에서의 ‘S는 F여야만 한
다 (다시 말해, F일 성향이나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라는 무효화할
수 있는 주장을 수반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인간에게 필수적인
기능들이나 성향들이 특정한 종류의 것들을 욕구의 기본적 대상들로
두고 그를 향하는 성향들을 포함한다면, Grisez 학파가 말하는 의미
에서 기본적인 선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
명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X는 인간이다’로부터 따라 나올 것은 ‘X
는 삶이라는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다시 말해, 삶이라는 가치
에 관심을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어떤 규범적 주장들이 인간에 관해 참이라면,
그러한 주장들에 관한 위의 세 가지 논점들에 대해 주목하라. 첫째,
그러한 주장들은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앎을 포함하여) 우리의 이해에서 핵심적인 부
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둘째, 그러한 주장들은 단순히 통계적인 주
장도 예측을 표현하는(predictive) 주장들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보
다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셋째, 그것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나 특성들을 짚어 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
들은 만약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을 이해하
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정확한 의미에서의 ‘보통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인 바 안에서), 흄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인간 존재와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것들을 짚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있어서의 특징
(salience)은 예컨대 인원수 조사나 여론조사, 혹은 어떤 다른 종류
의 단순 실험의 기계적 반복이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어떤 하층
(lower-order) 기술에서의 특징이 갖는 기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삶이라는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다시 말해, 삶이
라는 가치에 관심을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가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달갑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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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여전히 참일 수 있다.312)
우리는 흔히 과학이 실재에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목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늘 목적론적 관점에서 이탈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이해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를 넘어서는 논
의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전히, 예컨대 이진남이나 Steven Long과 같은 연구자들은
Grisez나 Finnis 뿐 아니라, Veatch와 Lisska 역시 토마스에게서 멀어져
갔다고 판단하며, 그들이 "토마스에서 멀어져간 것이 아퀴나스에 대해 제
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신학과 목적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근대의 알러지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이제 토미스
트들에게 남은 일은 현대인들에게 그 치유책으로서 신과 목적론적 세계관
에 대한 면역체를 형성케 하는 일일 것"313)이라고 말한다.
그는 목적론적 세계관 뿐 아니라 신학적 함축 역시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우리가 이에 대해 보이는 것은 다만 근대의 "알러
지 반응", 즉, 근거 없는 거부반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지점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나, 다만 글쓴이 자신 역시 그러
한 알러지 반응에 잠정적으로 가담한 채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글쓴이
는 토마스의 체계 내에서 신학적 요소만을 배제하고서 그를 읽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논문 자체가 말하고 있듯. 아퀴나스
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당한 오해를 받아 왔고, 우리 안에 이미 오랫동
안 누적되어 그러한 오해를 야기하는 우리 사고의 습관에서 벗어나 토마
스 아퀴나스의 발자취를 가능한 한 정확히 따라 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의 일차적인 과제라는 것에도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는 동시에, 그의
가르침 가운데 650년 가량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효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편에서 그에
게 무엇을 배울지에 관해서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앞으
로 글쓴이의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다.

312) Chappel(2000), 46-47쪽.
313) 이진남(2007),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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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Natural law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normativity and coercive force of law had been discarded
especially after Hume and Moore’s argument about is/ought
distinction dominated the field of moral philosophy. But natural
law theory has reclaimed the spotlight after the 2nd World War
and

ensuing

war-crime

trials.

Among

the

others,

Thomas

Aquinas’ natural law theory, which had bee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orks in the natural law tradition, has recovered its
status as a serious theoretical project by the work of New
Natural Law Theory(NNLT).
My thesis starts from 1) an intensive examination of ST I-II,
qq.90-94, the salient literary source of Thomas Aquinas’ natural
law, and 2) summarizes the debate on the interpretation of his
theory between NNLT and traditional Thomists, while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natural law and morality. And then I 3)
disclose the accomplishment and weakness of the interpretation
of NNLT. Conclusively, I argue that 4) to thoroughly adhere to
the interpretation of NNLT is not the only way for reanimating

- 215 -

Aquinas’ natural law theory.
NNLT suggested that 1) a new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nd thereby showed that natural law
is not deduced or inferred from the metaphysical knowledge
about our nature.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quinas’

natural law theory succeeds in explaining the gap between
natural

law

and

morality,

i.e.,

the

possibility

of

practically

reasonable but non-moral act. Furthermore, NNLT revealed that
2) the voluntaristic interpretation is not

a proper one for

understanding Thomas’ natural law. Because it regards God’s will
as a final ground for morality, it leads to an unwelcoming
implication that the more we know about our nature, the less
freedom we have. Through this criticism, NNLT retrieved the
position of natural law from the domain of will to that of reason.
NNLT, however, due to the excessive wariness of naturalistic
fallacy, has in trouble with explaining how human goods be
constitutive of human perfection. According to Thomas, morality
is

not

irrelevant

to

the

fact

that

human

nature

aims

at

perfection, and this nature can be called as an ‘is’ that already
involves an ‘ought.’ At least in this point, it is inevitable to
evaluate that NNLT fails to interpret an important theoretical
component of Thomas Aquinas’ natural law theory properly.
The achievement of NNLT is acknowledgeable for it showing
that

direct

deduction

of

morality

from

natural

law

—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 is not acceptable and suggesting that
a plausible model of natural law theory. However, the proper way
to understand Thomas’ natural law theory is not broadening the
gap between natural law and morality to avoid the charge, but
affirming

that

naturalistic

Thomas’

thinking.

Even

fallacy
though

is

not

morality

a
is

valid

attack

neither

on

directly

deducible from nature, as NNLT asserts, nor is Thoma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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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o

abandon the teleological

conception

of

our

nature,

namely, of the ‘is’ that already implies ‘ought,’ unlike NNLT
maintains.
To declare which is more plausible and persuasive as a
theoretical project among the two conceptions ― namely, the one
of NNLT and the other that is closer to Thomas himself ― is
beyond my present capability. So I leave it as a subject to
succeeding research. Nevertheless, a possibility of natural law
project based on Thomas’ thinking seems positive by accepting
the interpretational foundation of NNLT and adjusting some
details where i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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