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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가 갖는
세 가지 주요 표징들
권 혁 성

【주제분류】형이상학, 존재론
【주요어】형상, 기체, 어떤 종류의 이것, 분리되어 있는－분리될 수 있는
것, 개별성, 보편성
【요약문】 형이상학 의 Z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연구는 하나의 본격
적인 형태로 심화된다. 여기에서 그의 주요과제는 감각 가능한 복합실체들
에 있어서 그것들의 생성ㆍ존재와 인식의 원리라는 의미에서 첫째 실체라
고 불리는 형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있다. 이 실체연구를 시작하며 그는
그 전체의 기반이 될 하나의 근간논제를 도입하는데, 실체는 ‘첫째 기체’이
며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여기에
서 세 실체 표징들은 Z에서의 그의 실체 연구 전체를 통해 실체에 자명하
게 귀속되는 기본적 특징들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그의 생각
은 Z에서의 그의 실체 이해의 기반으로서 중요하게 주목될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세 실체 표징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를 연관된 텍스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추적하려 한다. 이 탐구에서 본
고는 특히 첫째 실체로서의 형상에 대한 그의 생각에 주목하려 하며, 이를
통해 본고가 궁극적으로 보이려 하는 것은 형상에 대한 그의 이해의 다음
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다: 세 실체 표징들에 따라서 그는 첫째 실체로서의
형상을 존재방식에 있어서는 개별성을 갖는 동시에 인식 가능한 내적 본성
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갖는 어떤 것으로 이중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의
이러한 이중적 형상 이해는 본고의 중심 논의들 속에서 세 실체 표징들
각각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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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범주론과 자연학적 연구들을 통해 지속된 실체(ou)si/a)에 대한 아
리스토텔레스의 숙고들은 형이상학 의 Z권에서 하나의 본격적인 실
체 연구로 심화된다. 여기에서 그의 주요과제는 이미 범주론적 논의
를 통해 실체로 간주되는 감각 가능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히
그것들의 생성ㆍ존재와 인식의 원리를 “첫째 실체”(h( prw/th ou)si/a)
라는 명칭 아래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첫째 실체”라고 불리
는 원리를 그는 그곳에서 감각 가능한 개체, 즉 개별적 복합실체에
대한 자연학적 질료－형상 분석의 전제 아래에서 “형상”(ei)=doj)이라
고 설명하거니와, 그곳의 실체 연구의 실질적인 과제는 이렇게 첫째
실체로 간주되는 형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하
는 데에 있다. 이러한 숙고의 과제는 그곳의 3장에서 거론되는 이른
바 실체의 네 후보들1)에 대한 고찰들을 통해 이행되는데, 이와 같은
고찰들 전체는 또한 3장을 통해 도입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실체
이해에 있어서의 하나의 근간 논제로서 전제한다: 실체는 첫째 기체
(to\ u(pokei/menon prw=ton)이며, 어떤 종류의 이것(to/de ti)이자, 분
리되는 것(xwristo/n)2)이다. 이 논제에서 언급되는 실체의 세 가지
표징들은－비록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 표징이 3장에서 어떤 한도
내에서 비판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근본적으로 Z의 실체
연구 전체를 통해 실체에 자명하게 귀속되는 세 가지 기본적 특징들
로 간주된다. 따라서 방금 거론된 논제는 Z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이해의 기반으로서 중요하게 주목될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 논제를 통해 표현된 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추적
1) 1028b 33ff에 따르면, 이것들은 사람들이 실체에 대해 말하는 주요한 방
식들을 대변하는 다음의 네 가지 것들이다: 본질(to\ ti/ h)=n ei)=nai), 보편자
(to\ kaqo/lou), 유(to\ ge/noj), 첫째 기체(to\ u(pokei/menon prw=ton).
2) 현재의 “xwristo/n”에 대한 “분리되는”이라는 번역은 다소간 부정확한 번
역임에도 아래에서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사용될
것이다. “xwristo/n”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각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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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Z에서의 그의 실체 이해의 기반을 드러내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탐구에 있어서 본고는 특히 첫째 실체로서의 형상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생각을 주요하게 주목하려 하거니와, 이를 통해
본고가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실체로서의 형상에 대한
그의 이해의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다: 위의 논제에서
언급된 세 가지 실체 표징들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첫째 실체로
서의 형상을 존재방식에 있어서는 개별성을 갖는 동시에 인식 가능한
내적 본성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갖는 어떤 것으로 이중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를 보이기 위한 본고의 논의는 우선 위의 논제가 어떤
방식으로 형이상학 의 Z권 3장에서 도입되어 Z 전체를 통한 아리스
토텔레스의 실체 연구의 기반이 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는 일에서 시
작하고자 한다.

Ⅱ. 첫째 기체, 어떤 종류의 이것, 분리되는 것:
세 표징들의 실체 연구에서의 지위
형이상학

Z 3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연구의 첫 주제로서

실체는 첫째 기체3)라는 논제를 다룬다. 여기에서의 그의 주요 과제는
그 논제가 실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충분하지 못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1029a 2ff에서 질료－형상 분석에 따라 첫째 기
체를 세 종류로 구분하여, 질료와 형상과 이 양자로 이루어진 복합체
가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첫째 기체라고 불린다는 것을 전제한
이후, 1029a 7ff에서 첫째 기체로서의 실체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다
3) “첫째 기체”는 모든 속성들의 기저에 놓여있는 최종적 주체(subject)로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논리적 견지에서는 이 모든 속성들이 자신에 대해
진술되는 궁극적 주어(subject)이기도 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한, 예컨대 형이상학 H 1, 1042a 26-31에서처럼, 단순히 “기체”라는 표
현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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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거론하며 주요논의를 시작한다: “이제 실체가 무엇인지는
개략적으로 말해졌다: 그것은 스스로 한 기체에 대해 술어가 되지 않
고, 다른 것들이 그것에 대해 술어가 되는 것이라고.” 뒤따르는 그의
논의는 이 설명이 실체 이해를 위해 충분하지 못함을 특히 다음의
논거에 의해 보임으로써 속행된다: 그 설명에 따르면 질료가 실체여
야 하나, 만약 질료가 실체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실체여야 할지
를 알 수 없다. 말하자면, 그 설명에 따라 첫째 기체에 도달하기 위
해 한 사물에서 다른 모든 것들－온갓 상태들, 능력들, 분량들 등－을
제거하고 나면, 아무 존재 규정도 갖고 있지 않은 질료만 남는다. 즉,
그 자체로는 어떤 특정한 것도 아니고 분량도 아니고 존재자의 규정
들 중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전적으로 무규정적인 기체만 남는다.
그러나 이것은 실체일 수 없다. 실체는 그것에 대해 다른 모든 존재
자의 규정들이 술어가 되고 그것 자신은 질료에 대해 술어가 되는
어떤 특정한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것으로서 실체는 이른바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질료보다
오히려 형상과 복합체가 실체라고 여겨질 것이다.
이 논의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기체가 실체라는 설
명에 최대한 충실하여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첫째 기체인 것을 실체
로 간주하기 위해 이 설명을 가능한 극한에까지 적용할 경우, 전적으
로 무규정적인 질료가 실체라는 결론에 이른다. 2. 그러나 이 결론은
불합리하다. 실체는 특정한 어떤 것으로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
리되는 것이라고도 간주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두 논점을 근
거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첫째 기체가 실체라는 설
명이 그것 자체로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것은 이 설명이 “불충분한” 실체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일까? 논의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사람들이 실체 이해를 위해 오직 첫째 기체가
실체라는 설명에만 의지한다면, 결국 전혀 무규정적인 질료만을 실체
로 간주하는 결과에 이르는 반면, 어떤 사물을 실체로 간주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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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이 동시에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이기도 한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오직 이런 고려가 있을 때에만 논의의 서두에
질료와 더불어 각각 다른 의미에서 첫째 기체라고 불린다고 설명된
형상과 복합체가 동시에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으로서 실
체 연구의 범위 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런 고려가 없을
경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질료 이외의 무엇이 실체여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무엇이 이미 형상과 복합체처럼 질료와
다른 의미에서 또한 첫째 기체라고 불리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논의는 첫째 기체가 실체라는 설명의 불충
분성을 보이고 있거니와,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첫째 기체라는 표징
이 실체의 특징이라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질료 대신에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이라
는 표징에 의해 실체로 간주된다고 설명된 형상과 복합체 또한 질료
와는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첫째 기체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첫
째 기체라는 표징이 실체의 특징이라는 생각은 현재의 논의 전체를
통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는 Z의 실체 연구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 H 1에서의 한 언급에서 재확인된다. 1042a 26-31에서 아리
스토텔레스는 Z에서의 실체 연구를 기체 개념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기체가 실체이다; 한 의미에서는 질료가 (나는 현실성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지 않으나 가능성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이것인 것을 질료라고 부른다),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종류의 이것이
면서 개념과 설명에 따라 분리되는 원리와 형태가; 셋째 것은 이 양
자로 이루어진 복합체인데, 오직 이것만이 생성과 소멸을 겪으며 단
적으로 분리된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기체라는 표징
을 실체의 일반적인 주요 표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Z 3과 연
속적으로 기체를 세 가지, 즉 질료, 형상, 복합체로 나누어 이해한
다.4) H 1에서의 이 언급이 Z에서 진행된 실체 연구를 정리한 논평임
4) 다만 질료는 Z 3에서와 달리 가능성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는
표징과 결합되어 어느 정도 실체의 지위를 얻고 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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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은 선행하는 Z에서의 모든 연구
를 통해 인정된 어떤 최소한의 진리의 자격을 갖고 공표되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에 따르면 기체라는 표징은 실체라고 간주되는 모든 것
에 귀속되는 하나의 주요한 표징으로서 어떤 것을 실체라고 설명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즉, 기체
인 모든 것이 실체인 것은 아니나, 무언가가 실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의 기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실체는 하나의 기체여야
하거니와, 위에서 살펴본 Z 3의 논의는 이것이 동시에 다른 조건 또
한 만족되는 한에서 실체의 표징으로서 유효함을 분명히 한다. 즉,
실체는 동시에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
은 또한 H 1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Z 3의 논의와 H 1
의 언급 양자는 기체, 어떤 종류의 이것, 분리되는 것이라는 표징들
이 실체의 세 가지 주요 표징들임을 분명히 한다. 이제 이것들에 대
해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추적해 보자.

Ⅲ. 기체이며 어떤 종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으로서의 실체
1. 기체로서의 실체
이 주제의 고찰을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H 1의 언급을 새로운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리스
토텔레스가 그곳에서 질료와 형상과 복합체를 각각 서로 다른 의미에
서 기체라고 부를 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선 그곳에서의 질료 이해는 Z 3에서의 질료 이해와 다르
다는 것이 주목된다. Z 3에서의 질료 이해는 모든 존재자의 규정들의
한계에 놓여있는 “첫째 질료”(materia prima)에 관계되거니와,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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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첫째 질료는 실체이기는 커녕 그 어떤 존
재자로도 간주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Z의 실체 연구의 대상 영역으
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렇게 배제된 첫째 질료 대신 적어도 가능성의
견지에서 실체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것을 H 1의 언급은 질료 이해
의 기초에 갖고 있다. 이 배후에는 질료에 대한 Z의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고찰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거니와, 이에 적합하게 아리스토
텔레스는 Z 16, 1040b 5-16에서 자연에 의해 결합된 단일체, 예컨대
동물과 구별하여 그것의 신체 부분들을 질료라고 부르면서 여타의 모
든 단순한 물체들, 예컨대 흙, 불, 공기 등과 더불어 가능성에 있어서
의 실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이러한 질료 이해가 기초에 주어진 한
에서 H 1의 언급에서 질료가 한 종류의 기체라고 불린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존재론적 견지에서 볼 때, 한 복합 실체가 생성
하고 소멸할 때 하나의 질료가 자신에게서 실현되거나 자신으로부터
사라질 한 형상의 기저에 기체로서 놓여있다. 여기에서 질료는 동시
에 논리적 견지에서 볼 때 이 형상이 자신에게 실현된 경우 그것이
자신에 대해 참된 술어가 되는 진술의 주어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Z 3, 1029a 23-24에서는 아직 불명확하게, H 2,
1043a 5-6과 Q 7, 1049a 34-36에서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료에 대해서는 실체, 즉 현실태 혹은 형상이, 술어가 된다. 다른 한
편으로 H 1의 언급에서 형상과 복합실체가 또 다른 두 종류의 기체
라고 불리는 것에 연관해서는, 방금 언급된 Z 3의 구절과 Q 7,
1049a 27-34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하나의 실체 혹은
어떤 종류의 이것은 속성들의 기저에 놓여있다. 우선 이 언급이 어떻
게 복합실체에 적용되는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존재론적 견지에
서 볼 때, 개개의 복합실체, 예컨대 한 마리의 동물은 자신의 생성이
완료된 이래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 자신에게 비실체적 변화들이 일
어나는 모든 경우에 자신에게 내속하는 온갓 성질들의 기저에 기체로
서 놓여있다. 여기에서 그것은 동시에 논리적 견지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해 이 모든 속성들이 술어가 되는 진술의 주어의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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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복합실체가 자신의 속성들에 대해 갖는 이러한 기체/주어로서
의 지위는 이미 범주론 이래로 명백하다.5) 그런데 나머지 한 종류
의 기체로서의 형상의 지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위에서 살펴
본 Z 3의 논의와 H 1의 언급에 따라 복합실체와 함께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 실체인 한에서, 형상은 복합실체와 유사하게 방금 거론된
Z 3과 Q 7의 언급에 따라 그것이 자신의 속성들의 기저에 놓여있음
에 의거하여 기체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
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의 어디에서도 형상이 자신의 속성들의 기
저에 놓여있으며, 따라서 형상에 대해 속성들이 술어가 된다는 식의
직접적이거나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리스토텔
레스 연구자들 사이에는 형상 또한 속성들의 기체라고 간주되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기대된 종류
의 설명이 가장 적절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반영하리라는 것은
형이상학 외부의 몇몇 연관된 텍스트들을 함께 주목하면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형상은 빈번히 생물체의 영혼이라는 사례를
통해 이해된다.6) 그에게서 생물체의 영혼이 형상의 사례인 한에서,
영혼론 의 몇몇 구절에서 그가 영혼에 관해 말하는 방식은 그가 영
혼을 그것의 속성들의 기체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A 1에서 그는 앞으로의 영혼에 대한 탐구를 위
해 문제들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영혼의 기능들(e)/rga)과 속성들
(pa/qh)”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니와, 그의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들
이 그 사례들이다: 우선 영혼의 부분들이 아니면 영혼의 기능들이 탐
구되어야 하는가, 예컨대 우선 사유가 아니면 사유하는 정신이, 우선
지각이 아니면 지각능력이?;7) 영혼의 속성들, 예컨대 화냄, 용감함,
갈망함, 지각함 그리고 사유함은 모두 함께 영혼을 갖고 있는 신체에
도 또한 속하는가, 아니면 그것들 중에는 영혼에만 고유한 것들 또한
5) 범주론 5장 곳곳에; 형이상학 Q 7, 1049a 27-34.
6) 영혼론 B 1-2장; 형이상학 중에는 예컨대 Z의 10장, 1035b 14-18, 11
장, 1037a 5-10, 27-29.
7) 402b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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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8)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그것은
본래 영혼의 신체와의 불가분리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가운데 제기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른바 영혼 현
상들이 본래 영혼에 속하는가 아니면 영혼을 갖는 신체에 속하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영혼에 속한
다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전제한 채, 그것들이 영혼을 갖는 신체에도
또한 속하는지를 묻고 있다. 지금 거론된 모든 것들은 아리스토텔레
스에게서 영혼의 속성들이나 기능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담론방식과
사고방식이 어떤 타당성의 근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시사에 외견상 상충되어 보이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되는 영혼론 의 한 구절이 있다. A 4, 408b
1-18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운동한다는 가정을 논박하려는 목
적으로 하나의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408b 1-4에서 그는 다음과 같
은 추론 방식을 문제 삼는다: <전제 1> 우리는 영혼이 슬퍼하며, 기
뻐하며, 용감하며, 두려워하며, 화내며, 지각하며, 숙고한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한다; <전제 2> 이 모든 언급된 것들은 운동이라고 여겨진
다; <결론> 그러므로 영혼은 운동한다. 바로 이어 408b 5-18에서 그
는 이러한 추론의 필연성을 부정하며, 이를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급된 상태들이 운동이라면, 그것들은 엄밀히 말해 직물짜
기나 집짓기처럼 신체기관들의 영혼으로 인한 운동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영혼이 아니라 인간이 영혼으로 인해 연민을 느낀다, 배운
다, 생각한다는 방식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논의에 대해 몇몇 해
석자들은 현재의 마지막 진술에 주목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 전
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영
혼의 속성들로 간주되는 현상들의 주체(subject)는 형상으로서의 영혼
이 아니라, 복합실체로서의 인간이며, 형상으로서의 영혼은 그런 현상
들을 귀속시키는 진술에서 주어(subject)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9)
8) 403a 3-10. 또한 402a 9-10도 보라.
9) 이러한 해석은 대표적으로 코드에 의해 지지된다(Code 1984, pp.9-12). 유
사한 입장으로서 웨딘의 해석 또한 보라(Wedin 2000,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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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형상은 자신의 속성들
에 대한 기체/주어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
나 이것은 방금 기술된 영혼론 구절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에 대한 오해에 불과하다.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논의의 목
표는 영혼이 운동한다는 가정을 논박하는 데에 있다. 이것을 아리스
토텔레스는 논의에 앞서 408a 34-b1에서 분명히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논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미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시사된 다음
과 같은 논의 구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408b 5-18의 진술들이 408b
1-4에서 문제된 추론의 필연성을 논박함으로써 저 논의 목표가 달성
된다. 말하자면 408b 5-18의 진술들은 408b 1-4에서 문제된 추론의
전제 2가 가정될 경우, 전제 1에서 언급된 상태들이 영혼에 귀속될
수 없음이 귀결되며 이를 통해 전제 1에 대한 논박과 동시에 결론의
필연성에 대한 논박이 수반됨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으로 저 논의 목
표가 달성된다. 물론 408b 18까지 논의를 전개한 이후 아리스토텔레
스는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에서 더 이상 명시적인 방식으로
저 논의 목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408b 5-18에서의 진술
들 자체가 그가 본래 주장하고자 하던 것인 양 보일 수 있다. 이는
그러나 한갓 논의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408b 18에 이르기
까지 논의 전체를 통해 말해진 모든 것이 저 논의 목표를 위해 진술
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다. 이런 한에서 408b 18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저 논의 목표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은 이미 그곳에
이르기까지 말해진 모든 것으로부터, 별도의 명시적인 결론의 진술
없이도, 아주 쉽게 영혼이 운동한다는 가정이 거절되어야 함이 드러
나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다른 한편으로 408b 1-4에서 문제된 추론의
두 전제들에 관련하여, 그것들은 모두 그곳에서 아직은 검토의 여지
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 견해들로서 거론되고 있음이 주목되어
야 한다.10) 반면 그것들 중 어느 하나가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자

10) 전제 1을 위한 “fame/n”(408b 1)과 전제 2를 위한 “dokou=sin”(408b 4)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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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의해 확립된 영혼론의 근간논제로서 거론되고 있다고 가정될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곳의 전제 2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에 의해 지지되는
견해인지는 아직 확인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전제 2가 가정될 경우
무엇이 귀결될지를 이야기하는 408b 5-18의 진술들이 아리스토텔레
스의 견해를 대변하는지 또한 아직 확답될 수 없는 물음으로 남아있
다. 그러므로 지금껏 고려된

영혼론

구절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영혼이 이른바 영혼 현상들에 대해 주체/주어의 지위를 갖는
다는 것에 대한 부인의 표명으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위
에서 주목된 영혼의 속성들이나 기능들에 대해 말하는 담론방식과 사
고방식에 상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담론방식과 사고방식이 아리
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타당성의 근거를 가지리라는 위에서의 기대에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분명히 한다. 말하자면 이 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러한 담론방식과
사고방식에 의해 표현되고 고려되는 영혼 상태들이 영혼에 의한 신체
의 운동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껏 고려된 영혼론 구절
의 논의에 따라 분명히 귀결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흥미
로운 논의가 형이상학 Q 6, 1048b 18-35에서 발견되거니와, 거기
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지향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들과 그 자체
내에 자신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들 사이의 구별에 관계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의 행위들은 그것들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항상 자
신들 외부에 목적을 가지며 이런 이유로 항상 미완성이고 목적이 달
성되는 시점에 끝난다. 여기에는 살빼기, 배우기, 걸어가기, 집짓기
같은 행위들이 속한다. 반면에 후자의 행위들은 그것들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이미 항상 목적 안에 있으며 따라서 이미 항상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삶의 행위들, 예컨대 보기, 생각하기 그리고
살기 자체가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항상 그 자체로 완성된
목적 달성으로서 수행되는 삶의 행위들을 활동(e)ne/rgeiai)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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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반면, 항상 목적을 향한 도상에 있는 저 다른 행위들을 운동이
라고 부른다. 이 구별에 따라 위에서 고려된 영혼론 408b 1ff에서
언급된 상태들을 재고하면, 그것들 중에서 다음의 두 부류가 서로 구
별되어야 함이 당장 드러난다: 그것들 중에서 배우기, 직물짜기, 집짓
기는 목적－말하자면 생각하기, 살기－에 봉사하는 운동이고, 반면에
지각하기와 생각하기는 이미 항상 그 자체로 완성된 목적 달성으로서
활동이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각하기와 생각하기는 어쨌든 신체기관들이 삶의 목적에 봉사
하기 위해 영혼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의미에서 운동한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운동이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신체기관들이 스스로 도구로
서 봉사하는 바의 목적 자체에 속한다. 영혼론 B 4, 415b 15-21에
따르면,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자의 목적인인 반면, 그것의 신체는 영
혼을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삶의 행위들이 이미 항상 그것의 달성인
바의 목적은 영혼에 존립한다. 그러므로 삶의 행위들은 본래 영혼 자
체의 목적 달성들이며, 따라서 사실상 ‘영혼의 기능들’이다. 바로 이
러한 의미에서 “영혼의 기능들이나 속성들”에 대해 말하는 담론방식
과 사고방식은 좋은 타당성의 근거를 갖는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을 기능
들 혹은 속성들을 갖는 실체라고 이해하는 한에서 그것을 이 기능들
혹은 속성들의 기체로 간주하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시사
가 위에서 언급된 형이상학 Q 7, 1049a 27-36에서 발견된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그곳에서 기체를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이것인가 아닌가
의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기체가 어떤 종류
의 이것인 경우, 그것은 하나의 실체이며, 기체가 어떤 종류의 이것
이 아닌 경우, 그것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의 하나의 형상이
술어가 되거니와, 여기에서 기체는 질료이다. 우리의 현재의 관심에
연관되는 것은 첫 번째 경우이며,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1049a
29-3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컨대 속성들의 기체는 인간, 즉
신체와 영혼이며, 속성은 교양 있음과 하얌이다.” 여기에서 그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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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체의 사례로서 인간을 언급하고 나서, 이를 다시 신체와 영혼
으로 세별한다. 이에 속성에 대한 상응하는 세별이 두 사례, “교양
있음”과 “하얌”을 통해 뒤따른다. 이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한 인간이 한편으로 하나의 신체로
서 고려되는 경우, 그는 자신의 신체적 속성, 예컨대 “하얌”의 기체
이다; 그가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영혼으로서 고려되는 경우, 그는
자신의 영혼적 속성, 예컨대 “교양 있음”의 기체이다.11) 이 해석은
범주론 의 한 구절에 의해 지지된다. 2, 1a 23-b 3에서 아리스토텔
레스는 한 기체 속에 있는 존재자들에 관해 논의하면서 아주 분명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이 특정한 문법 지식은 한 기체 속
에, 즉 영혼 속에 있다”(1a 25-26); “이 특정한 흰색은 하나의 기체
속에, 즉 신체 속에 있다”(1a 27-28). 그는 범주론 에서 아직 복합실
체를 그것의 질료와 형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곳에서 속
성들의 기체로서 논의될 주요대상은 복합실체 자체이기에, 방금 거론
된 구절에서 그가 언급된 속성들의 기저에 그저 복합실체로서의 인간
이 놓여있다고만 말했어도, 그것으로 이미 범주론 에서의 그의 주요
관심사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그의 실제
의 논의방식은 그가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시
사한다: 문제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보다 정확한 설명이 영혼
적 속성과 신체적 속성 각각의 기저에 영혼과 신체가 기체로서 놓여
있다는 세별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

범주론 의 이 구절과 앞서 고

려된 형이상학 Q 7의 구절 양자가 문제되는 대상과 그에 관한 사

11) 여기에서 인간이 신체로서 고려된다고 할 때 신체라는 국면은 이미 현실
성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신체로서 한갓 형상화 직전 단계의
질료(materia proxima)가 아니라, 이미 형상을 얻어서 현실성에 있어서
하나의 복합실체로서의 개별적 인간, 즉 어떤 종류의 이것을 이루고 있는
질료이다(이런 상태의 질료에 관하여, 형이상학 Q 8, 1050a 15-16을 보
라).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은 그것의 형상으로서, 이미 Z
3과 H 1에서 언급되었듯이, 어떤 종류의 이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신체
와 영혼은 각각 신체적 속성과 영혼적 속성의 기체로서 어떤 종류의 이
것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속성들의 기저에 놓여있는 방식을 세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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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선택을 포함한 진술방식에 있어서 갖는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논의는 후자의 논의에 유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도 좋을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형이상학 Q 7의 구절은, 기체와 속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바로 저 범주론 구절의 의미에서의 세별을 제공함으로
써,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영혼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된 형상이 자신
의 속성들의 기체로 여겨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좋은 전거가 된다.
그에게서 형상은 영혼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또한 빈번히 형태
(morfh/), 즉 한 복합체의 구조라는 의미에서 이해된다.12) 형상이 이
렇게 형태라는 의미에서 이해되는 경우, 속성들의 기체로서의 형상의
지위는 아주 분명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 설명은 생성소
멸론 의 한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성장에 대한 한 논의 가운데
발견된다. A 5, 321b 16-322a 4에서 그는, 우선 같은 성분으로 이루
어진 생체 조직의 부분들－예컨대 뼈와 살－과 질료에 묶인 형상(e)n
u(/l$ ei)=doj)을 갖는 여타의 사물들이 질료와 형상이라는 이중적 본
성을 가짐을 주목하게 한 이후, 살의 성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흥미로
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살이 형상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경
우, 살의 모든 부분이 자란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12) 우리는 빈번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을 어떤 때에는 영혼의 의미에서,
어떤 때에는 형태의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본문에서 고려
되는 구절들 이외에, 예컨대 형이상학 Z에 나오는 사례들을 거론하자
면, 형태의 의미의 형상 이해는 Z 3, 1029a 2-7, Z 8 1033b 5-7에서, 영혼
의 의미의 형상 이해는 Z 10, 1035b 14-18, Z 11, 1037a 5-10, 27-29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 형상 이해에 직면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형상들이 아니라, 하나이자 동일한 형상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국면들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다. 예컨대 한 생물체에
있어서 그것의 영혼은 그것의 생명기능의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의
형상의 한 국면이며, 그것의 형태는 그것의 신체구조라는 의미에서 그것
의 형상의 다른 한 국면이다. 이와 같은 차이 속에서 그것의 영혼과 형태
는 서로가 함께 하나의 전체로서의 그것의 형상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룬다: 그것의 영혼은 그것의 구조화된 신체에 깃든 생명기능의 능력이
다( 영혼론 B 1, 412a 19-b 9). 따라서 영혼과 이것의 기능은 항상 오직
생물체의 신체에서, 이것의 구조화 혹은 형태화가 전제된 한에서, 실현된
다. 그러므로 신체의 형태는 영혼을 위한 필요조건이고 기반인 반면, 영
혼은 신체의 형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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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질료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경우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살
의 질료는 질료 교체를 통해, 말하자면 질료의 어느 부분들이 흘러
나가고 다른 부분들이 새로이 흘러 들어옴을 통해 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질료 부분들은 질료를 이루던 본래의 모든 부분들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형태 혹은 형상의 모든 부분에는 유입
된 영양분이 해당되는 형태 혹은 형상으로 변환됨으로써 추가된다.
이런 방식으로 질료로서가 아니라 형상으로서 고려되는 한에서 살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논의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어렵
지 않게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무언가의 성장을 엄밀한 의미
에서 이 무언가의 전체로서의 성장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질료에 묶
인 형태 혹은 형상을 갖는 모든 것, 예컨대 살의 성장은 본래 질료가
아닌 형상의 성장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언가가 성장할 때 그것에
서 일어나는 질료 교체 때문에 질료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라
는 것이 아니나, 반면에 형상은 스스로 그 전체 구조로서 자신의 수
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런 한에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란다.
하나의 자명한 사실로서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점이 암묵적으로 전제되
어 있다: 형상은 그것을 갖는 무언가가 자랄 때 그 전체 구조로서 자
신의 수적 동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본질적 성질에
있어서도 동일성을 유지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사례에서
보면, 살이 자랄 때 항상 살의 형상인 채로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성장, 즉 분량에 관련된 하나의 우유적 변화를 겪는 동안에도, 항상
자신의 본질적 성질은 유지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의 생각이 명백히 드러난다: 구조로서 이해된 형상은 스스로가 분량
과 관계된 우유적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런 저런 양적 속성의
기저에 기체로서 놓여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형상이 일
종의 기체라는 Z 3과 H 1에서의 생각을 입증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형상이 일종의 기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형상이 구체적으로 형태이자 영혼으로서 양적이고 영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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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의 기체라는 사실에 의거함이 확인되었다.13) 그런데 지금껏 고
려된 양적이고 영혼적인 속성들의 기체로서의 형상의 지위는 본래 그
것의 개별성의 징표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형상의 속성들로서의 양적
이고 영혼적인 속성들은 또한 이 형상을 갖는 개별적 복합실체의 속
성들이기도 하며, 이 형상은 근본적으로 이 개별적 복합실체의 질료
에 묶여 존재하는 개별적 영혼과 형태이다. 이것은 방금 고려된 생
성소멸론 구절에서의 형태의 의미의 형상의 경우 이미 분명하다.14)
그곳에서는 하나의 변화 가능한 개별적 복합체의 질료에 묶인 형태가
겪는 양적 변화가 문제의 중심에 있었거니와, 하나의 개별적 복합체
의 질료에 묶인 형태는 하나의 개별적 형상이다. 유사한 이야기를 또
한 보다 이전에 다루어진 영혼적 속성들의 기체로서의 영혼에 대해
할 수 있다: 영혼은 운동 가능한 신체기관들을 갖는 개별적 생명체에
서의 목적인이며 이 신체기관들의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다; 따라서 영혼은 개별적 생명체에서 그것의 신체에 스스로 묶여있
는 한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개별적 형상이다. 이러한 방식으
로 지금껏 영혼과 형태 양자의 측면에서 고려된 속성들의 기체로서의
형상의 지위는 그것의 개별성의 징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려는 위에서 거론된 형이상학 Q 7, 1049a 35-36에서의
“형상은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 질료에 대해 술어가 된다”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논제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진술
에서 술어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보통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몇몇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이

13)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형상은 이러한 두 종류의 속성들의 기체로 간주되
는 반면에, 그것이 복합실체에 내속하는 다른 모든 속성들의 기체라고 간
주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컨대 색의 기
체는 오히려 질료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복합실체에 내속하는 모든 속
성들의 기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합실체 자신 뿐이다. 이와 같
이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 속성들의 기체로 간주되는 복합실체와 형상
양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속성들의 기체이다.
14) 이 구절의 살의 성장에 대한 설명은 아무 어려움 없이 한 마리의 말과
같은 실체의 단계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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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에서 형상은 그것의 술어적 본성에 따라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고 있
다고 해석한다.15) 술어의 보편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에서,
이러한 해석은 어느 정도 거절하기 어려운 힘을 갖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이 해석을 진지하게 여기는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
형상은 다른 종류의 한 기체의 술어가 된다는 자신의 지위로 인하여
동시에 스스로가 속성들의 기체이기도 하다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보
편적인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나의 보편적 형상 규정을 하나의 질
료에 대해 술어로서 진술하는 경우 항상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말하자면 이 경우, 이 진술이 참이라면, 질료는 이미 진술 외부의 존
재의 지평에서 하나의 형태 혹은 하나의 영혼으로서 질료 자신에 실
현되어 존재하는 바로 그 형상에 의해 형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
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 형상규정을 질료에 대해 술어로
서 진술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형상이 한편으로는 이미 진
술 외부의 존재의 지평에서 질료에 묶인 형태 혹은 영혼으로서 질료
자체 내에 개별적으로 실현되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보편적 규정이 질료로부터 추상되어 파악되는 한에서 질료에 대해 술
어로 진술된다는 방식의 이중적 형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의 형상이 질료에 대해 술어가 된다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논제는 사실상 술어적으로 진술될 수 있는 보편적 규정을
내적으로 가지면서 주어진 질료에 묶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형상에
관한 논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사태 자
체에 적합하게 이해될 수 있다: 형상은 본래 질료에 묶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 그것의 보편적 규정이 언급됨을 통
해 해당되는 질료에 술어적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하여 그것이 위에

15) Loux 1979, p.13 & fn 2, p.20 & fn 3; 1991, pp.143-145. Rapp 1996,
p.175 또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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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속성들의 기체로서의 형상의 개별성에 대해 가지는 것처럼
보인 대립은 해소된다. 자신의 보편적 규정이 질료에 대해 술어로서
진술됨에도 불구하고 형상은 항상 진술 외부의 존재의 지평에서 질료
에 묶여 개별성을 갖고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 자신의 속
성들의 기체이다.

2.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의 실체
방금 우리는 이미 형상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실체는
개별성을 갖는 어떤 종류의 이것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떤 종류
의 이것”(to/de ti)은 그의 범주론 에서 그곳의 첫째 실체, 즉 한 개
별적 인간 혹은 한 개별적 말과 같은 개별적 복합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표현으로서 실체 연구에 도입되었다.16) 말하자면

범주론

5,

3b 10ff에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분할 불가능하며
수적으로 하나인 기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개별자로
서 자신의 속성들에 대해 기체가 되는 실체이거니와, 그것이 이러한
실체로서 갖는 본질적 특성은 그것의 종과 유에 의해 규정된다. 이에
많은 해석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는 명
칭은 하나의 보편적 실체 종류의 한 개별사례에 대한 표현이라는 생
각을 공유한다.17) 이러한 해석은 그 명칭이 범주론 에서와 같이 한
개별실체를 하나의 보편적 실체 종류의 한 개별 사례로 표현하는 경
우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 명칭을 개별실체, 즉 개별적 복합실체

16) 5, 3b 10ff. 2a 11-14 또한 보라: 여기에서는 첫째 실체의 사례들로서 개
별적 인간과 개별적 말이 “o( ti\j a)/nqrwpoj”와 “o( ti\j i(/ppoj”라는 표현으
로 언급되거니와, 이 표현들은 근본적으로 “to/de ti”라는 일반적 명칭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들이다.
17) 예컨대 Sellars 1957, p.696, Frede-Patzig 1988, Vol. 2, p.15, Loux 1991,
pp.29-33을 보라. 본고 또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는 명칭이 한 실체
종류의 개별사례를 위한 표현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아리스토
텔레스에게서 이 명칭으로 불리는 개별적 복합실체 뿐만 아니라 형상 또
한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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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에서도 또한 분명히 확인될 수

그런데 지금껏 보았듯이, 그 명칭은

형이상학 에서 형상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련하여 많은 해석자들은 그
명칭이 이른바 개별적 형상을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명칭이 형상을 위해 사용되는 경
우에 대해, 그것이

범주론 에서 개별적 복합실체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와 같은 그러한 명백한 방식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
은 개별적 기체라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데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이 그 명칭 자체에 대한
고려와는 별도로 오랜 해석의 전통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에
관한 이른바 “보편주의”(universalist) 해석을 지지하여 그것을 하나의
종적 보편자라고 가정해 왔음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많은 해
석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형상
은 하나의 종적－보편자라고 가정해 왔으며, 이러한 공통적 가정 아
래에서 종적 보편자로서의 형상이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것
은 어떤 의미에서인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19) 그러나 이
러한 설명들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공통적 기본전
18) 예컨대 형이상학 Z에서 명백한 전거가 되는 구절들로서 Z 8, 1033a
31-32, 1033b 21-24, Z 11, 1037a 2를 들 수 있다.
19) 이 해석들 중 세 가지 입장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1. 그 명칭은 형상을
위해, 개별적 복합실체를 위한 경우와 달리, 오직 다음과 같은 파생적 의
미에서 사용된다: 형상은 그것이 본래 다른 어떤 것, 즉 개별적 복합실체
가 한 종의 개별사례라는 본래적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
는 근거로서의 하나의 종적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
고 불린다-Ross (1953, Vol.1, cxix & p.310), Kirwan (1971, p.149), Loux
(1979, pp.12-14, 1991, pp.132-135, 145-146); 2. 그 명칭은 개별적 복합실
체 뿐만 아니라 형상을 위해서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규정성
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개별적 복합실체가 한 종의 한 개별사례로서 하나
의 개별적 규정성을 갖는 것처럼, 형상은 한 유의 한 종적 분할로서 하나
의 종적 규정성을 갖는다－Gill (1989, pp.31-34), Rapp (1996, pp.174-176);
3. 그 명칭은 종적－보편적 형상을 정의 가능한 개별적 경우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적－보편적 형상 또한, 비록 개별적 복합실체와는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하나의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된
다－Code (198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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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형상은
종적 보편자라는 가정이 적절히 지지되지 못한다면, 그들의 모든 해
석적 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본고가 지금부터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들의 공통적 기본전제는 지지되기 어려우며, 아리스
토텔레스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형상의 경우
에도 항상 개별자라는 사실이다.20)
이와 같은 본고의 논지는 위에서 이미 형상은 어떤 종류의 이것으
로서 질료에 대해 술어로서 진술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제를 다
루는 동안 이 논제의 근저에 놓여 있는 다음과 같은 그의 이중적 형
상 이해를 언급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사되었다: 형상은 본래 개별적
복합실체의 질료에 묶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
서 동시에 질료에 대해 술어로서 진술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적 규
정을 갖는다. 이러한 형상 이해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 간주되는 형상은 개별적 형상이며, 다른 한편으로
형상이 갖는 보편성은 그것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의 내적 규정이라
는 한 국면을 이룰 뿐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해석이 주장하는 형상의
종적 보편성은 사실상 그것의 한 국면으로서의 내적 규정의 특성일
뿐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에서 형상의 종적－보편
적 규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것”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그
러그러한 것”(poio/n ti; toio/nde)이라고 불린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
어서 한 실체의 종적－보편적 규정은 그것의 정의(definition)를 위한
규정이다. 그는 형이상학 에서 한 실체의 정의를 위한 모든 보편적
규정을 그러그러한 것이라고 부르거니와, 이는 그가 이미 범주론 에
서 개별실체의 종과 유를 그것의 본질규정(ti/ e)stin)으로서 그러그러
20) 이 점은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에 대한 이른바 “개별주의”(individualist)
해석자들 사이에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되고 있다: 예컨대 Lloyd
1981, pp.38-40, Frede 1987a, p.65, 1987b, p.77, Frede-Patzig 1988, Vol.1,
p.52, Irwin 1988, pp.248-252를 보라; 또한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조
대호 2007, pp.5-11을 보라. 본고는 아래에서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통
해 제시되지 않은 한 가지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형상이 개별적 형상임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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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부른 것과 같다.21) 이는 형이상학 D 14, 1020a 33f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한 의미에서는 실체의
종차(diafora/)가 그러그러한 것이라고 불린다. 예컨대 인간은 하나
의 그러그러한 동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발을 가진 동물이기 때
문이다, 말이 그러그러한 동물인 것은 그것이 네발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다.” “두 발을 가진”은 그에게서 인간의 정의에서 언급되는 마
지막 종차들의 대표적 사례들 중 하나이다.22) 마지막 종차는 하나의
종적 규정에 고유한 최종 규정이기에, 마지막 종차와 더불어 하나의
종적 규정 자체도 하나의 그러그러한 것이다. 정의에 있어서의 보편
적 규정들의 최하 단계를 이루는 종적 규정이 하나의 그러그러한 것
인 한, 정의에 있어서의 모든 보편적 규정은 그러그러한 것이다. 이
와 같이 그러그러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할 모든 보편적 규정은 형
이상학 M 10, 1087a 15-21에서 그곳에서 개별자를 가리킴에 틀림없
는 “어떤 종류의 이것”에 대조되며, 이런 한에서 또한 하나의 “비규
정적인 것”(a)o/riston)이라고 불린다.23) 이를 통해 모든 보편적 규정
은 그러그러한 것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한 개별자가 어떤 종류의 이
것으로서 갖는 특별한 종류의 규정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 이래로 형이상학 에서도 개별
적 복합실체를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한
만큼, 이와의 대조 속에서 개별적 복합실체의 모든 보편적 규정은 그
에게서 항상,

범주론 5, 3b 10ff에서 명백히 설명된 바와 같이, 어

떤 종류의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그러한 것으로 간주됨에 틀림없
다. 유사한 귀결을 그러나 위에서 거론된 보편주의 해석자들은 형상
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질(Gill)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해석을 통해 종적－보편적
21) 5, 2b 29-34, 3b 10ff.
22) 형이상학 Z 12, 1037b 27ff. 분석론 후서 B 5, 91b 39-92a 1, 변증론
E 3, 132a 2 또한 보라.
23) 형이상학 Z 8, 1033b 19-22에서는 플라톤적 보편자가 이와 유사한 방
식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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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형상임
을 주장한다: “어떤 종류의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종에 속하는
개별사례를 위한 표현으로서 개별적 복합실체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
으로는 하나의 보다 넓은, 즉 유적인, 보편적 규정의 종적 분할을 위
한 표현으로서 형상을 특정한 종으로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24) 이
해석은 보편주의 해석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가정에 따라 아리스토텔
레스의 형상이 종적 보편자임을 전제하거니와,25) 이에 따라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개별적 형상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으며, 그에게
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형상은 종적－보편적 형상이라고
단정한다. 따라서 질은 위의 귀결에 직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주장으
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별적 복합실체에 비
하여 종적－보편적 형상은 개별적 규정성을 갖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서 그러그러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동시에 유에 비하여
이것의 특정한 분할로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다; 이 경우 바로 이 유
가 하나의 그러그러한 것이자 비규정적인 어떤 것으로서 종적 보편적
형상에 대조된다.26)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그것의 기본 전제,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개별적 형상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으며, 종
적－보편적 형상이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형상이
라는 생각이 지지될 수 없는 견해로 밝혀진다면 더 이상 설득력을 가
질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실제로 하나의 개
별적 형상이 어떤 종류의 이것 혹은 이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지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형이상학 의 몇몇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

다. Z 11, 1037a 9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하나의 개별적 영혼
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것”(to/de ti)에 상응하는 표현인
“이 영혼”(h( yuxh\ h(/d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1037a 5-10에
서의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된다: “분명히 영혼은 첫째 실
24) Gill 1989, pp.31, 34.
25) Ibid., pp.32-33.
26) 랍의 유사한 설명과 비교해 보라(Rapp 1996, pp.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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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며, 신체는 질료이다; 인간이나 동물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된
양자의 복합체이다(to\ e)c a)mfoi=n w(j kaqo/lou): 그리고 소크라테
스와 코리스코스의 경우, 만약 소크라테스의 영혼 또한 소크라테스라
고 불린다면, 그들은 이중적 존재자들이다(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영혼으로 이해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복합체로 이
해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 영혼(h(yuxh\ h(/de)과 이 신체(to\
sw=ma to/de)가 그렇게 불린다면, 개별자는 보편자와 같은 사정에 있
다.” 여기에서 분명히 소크라테스의 영혼이 “이 영혼”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의 영혼은 여기에서 신체에 묶인 개별적 영혼으로서 그것이
동시에 첫째 실체로서 질료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신체와 구별되어 고
려되는 한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어떤 종류의 이것”에 상응하는
표현으로서 “이 영혼”은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개별적 영혼을 나타
내고 있거니와, 이는 바로

범주론

5, 2a 13-14에서 “그 인간”(o(

ti\j a)/nqrwpoj)과 “그 말”(o( ti\j i(/ppoj)이 각각 한 개별적 인간과
한 개별적 말을 나타내는 방식과 같다.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인용된
구절 중 “인간이나 동물은 보편적으로 파악된 양자의 복합체이다”라
는 문장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이 문장은 종으로서의
인간이나 유로서의 동물이라는 복합체의 질료－형상적 구성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구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 질료와 형상으로서의 신체
와 영혼의 결합이 인간이라는 종이나 동물이라는 유에 부합되게 보편
적인 것으로 파악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체와 영혼의 결
합이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언급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양자의 결합이 현재 이미 종적이거나 유적인
보편자로 표상되어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양자의 결합이
사실상 아직 개별자로 주어져서 이제 비로소 보편적인 견지에서 고려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언급이 이 두 가지 중의 어떤 의미에서 이
해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단서는 현재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저
언급이 만약 후자의 의미에서 이해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
나 있다. 말하자면 그것을 후자의 의미에서 이해할 경우 개별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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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져서 이제 보편적인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신체와
영혼 양자 모두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프레데와 팟찌히는－후자의
의미에서 저 언급을 이해하는 한에서－“양자”(a)mfoi=n)라는 표현을
근거로 지지하고 있으나,27) 이에 대해 루는－마찬가지로 저 언급을
후자의 의미에서 이해하면서－다음과 같은 반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개별적인 것으로 주어져서 보편적인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은 양자로 이루어진 전체(to\ e)c a)mfoi=n)이지, 양자 모두가 아니다;
양자 가운데 오직 신체만이 개별자로 주어져 있으며, 이런 한에서 양
자로 이루어진 전체가 개별자로 주어져 있다.28) 루의 이러한 생각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
레스에게서 영혼은 근본적으로 신체에 묶인 실체이다.29) 따라서 영혼
과 이것을 가짐으로써 복합실체로서의 생물체를 이루는 신체는 항상
동등한 개별성/보편성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주어진 개별적 복합체 전체에 대한 보편적 고려가 문제되는 경우, 신
체가 개별자로 주어져 보편적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 이는 영
혼 또한 개별자로 주어져 보편적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수반한다.
근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상황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Z 10,
1035b 27-30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과 말과 이런 방식으
로 개별자들에 대해 보편적으로 진술되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이
원리와 이 질료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이것이 보편적 견지에서 고
려되는 한에서(su/nolo/n ti e)k toudi\ tou= lo/gou kai\ thsdi\ th=j
u(/lhj w(j kaqo/lou).” 이것은 1034b 20ff의 선행하는 논의에서 아
리스토텔레스가 정의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이라는 의미의 실체30)와
그것의 부분들을 복합체의 질료적 부분들과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된
것들 사이의 상위와 하위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에 뒤따르는 논점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언급에서 “실체가 아니라”는 표현은 정
27)
28)
29)
30)

Frede-Patzig 1988, Vol.1, pp.53, 56-57.
Loux 1991, p.233 fn 57.
영혼론 B 1, 412b 4-9, B 2, 414a 19-22.
1035a 20, 1035b 13, 15-16, 21, 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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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말해 “정의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이라는 의미의 실체가 아니라”
의 축약 표현이다. 따라서 이 언급은 형상과의 대조 속에서 말과 인
간 같은 그러한 종적 보편자로서의 복합체를 그것의 질료－형상적 구
성에 관련하여 거론하고 있거니와, 이를 통해 다시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에 대한 보편적 고려의 논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
다. 이러한 고려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의 언급은
개별자로서의 복합체가 이제 비로소 보편적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말하자면 여
기에서 “이 질료”(thsdi\ th=j u(/lhj)라는 표현은 의심할 여지없이 Z
11, 1037a 9에서의 “이 신체”(to\ sw=ma to/de)라는 표현처럼, 하나의
개별적 질료를 나타낸다. 현재의 언급에서 “이 원리”(toudi\ tou=
lo/gou)라는 표현은 Z 10의 선행하는 논의를 통해 특히 정의의 대상
으로 주목되어 온 형상을 나타낸다. 선행하는 논의 중에 특히 1035b
14ff에서 이러한 형상의 사례로서 생명체의 영혼이 거론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혼이라는 의미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영혼은 “이 질료”라는 표현이 나타내는
신체에 묶인 실체로서 바로 이 신체와 동등한 개별성/보편성의 단계
에 있는 것이어야 하기에, 그것은 이 신체에 묶인 개별적 영혼이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언급에서 “이 원리”라는 표현은 다시, Z 11,
1037a 9에서의 “이 영혼”(h( yuxh\ h(/de)이라는 표현처럼, 소크라테스
의 영혼과 같은 그러한 질료에 묶인 개별적 영혼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이 개별적 영혼은 그것이 동시에 정의의 대상으
로서 “이 질료”라고 표현되는 개별적 질료와 구별하는 한에서 “이 원
리”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언급에서 “이 원리”라는
표현은, Z 11, 1037a 9에서의 “이 영혼”이라는 표현처럼, “어떤 종류
의 이것”에 상응하는 표현으로서 질료에 묶인 개별적 형상을 나타낸
다. 이를 통해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료에 묶인 개별적 형상을 어
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위에서 거론된 보편주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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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인 것으로 판명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별적 형상을 어
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그가 개별적 형
상의 종적－보편적 규정 혹은 종적 보편적 형상을 어떤 종류의 이것
으로 간주한다고 가정할 길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
자면 누군가가 보편주의 해석을 위해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주장을
아무 문제없이 할 수는 없다: 종적 보편적 형상은 한편으로는 개별적
규정성을 갖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라고 간주되
는 개별적 형상에 비하여 하나의 어떠어떠한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어떠어떠한 것이자 비규정적인 것으로서의
연관된 유에 비하여 하나의 특정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이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개별적 형상 이외에 종적－보편적 형상
또한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 가정하려 하거니와, 이러한 가정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플라톤 비판의 문맥 속에서 이른바 “세 번
째 인간”이라는 명칭의 논의를 통해 거절하는 “어떤 종류의 이것의
불합리한 증식”이 될 뿐이다.31) 이렇게 하여 보편주의 해석은 더 이
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
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 형상을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 간주하며, 반면에 종적－보편적 형상 규정을 어떤
종류의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러그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물
론 또한 모든 보편적 형상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그의
이해 방식은 위에서 거론된 범주론 이래의 복합실체에 대한 그의 다
음과 같은 이해 방식과 일치한다: 개별적 복합실체는 어떤 종류의 이
것이며, 그것의 모든 보편적 본질규정은 어떤 종류의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러그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 속에서 복합실체와
형상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 표현으로서의 “어떤 종류의 이것”은 근본
적으로 실체의 개별성을 위한 표현이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되었듯
이, 하나의 실체를 어떤 보편적 규정의 한 개별 사례로서 특징화하는

31) 소피스트적 논박 178b 36－179a 10과 형이상학 Z 13, 1038b 34-1039a
3을 보라. 형이상학 B 6, 1003a 8-12 또한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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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며, 이에 따라 복합 실체의 경우이든 형상의 경우이든 그것에
의해 지칭되는 실체가 어떤 보편적인 내용적 속성을 갖는 한에서 특
정한 질료적 위치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분리되는 것으로서의 실체
이제 위에서 언급된 실체의 세 표징들 중에서 한 가지, 즉 분리됨
이라는 표징이 남아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형이상학

Z 3, 1029a

27-30과 H 1, 1042a 28-31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껏 논의된 두
표징들 이외에 분리됨이라는 표징을 실체의 표징으로서 언급하고 있
거니와,32) 특히 H의 구절에서 이 표징은 다른 구절들에서보다 세밀
하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되며 실체에 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원리 혹은 형태, 즉 형상으로서의 실체는 “개념과 설명에
따라 분리되며”(t%= lo/g% xwristo/n), 다른 한편으로 복합실체는
“단적으로 분리된다”(xwristo\n a(plw=j).33) 이 중에서 후자, 즉 복
합실체가 단적으로 분리된다는 생각은 범주론 이래로 아리스토텔레
스의 존재론의 지속적 기반을 이루는 실체의 존재론적 자립성에 대한
그의 생각의 표현이다. 형이상학 Z 1, 1028a 20ff에 따르면, 실체는
비실체적 범주의 존재자들과는 달리 분리되어 있다. 말하자면 비실체
적 범주의 존재자들은 자신들의 기저에 특정한 기체로서 놓여있는 실
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나, 실체는 그러한 특정한 기체로서의 다른
모든 것으부터 분리되어 있다. 실체가 그러한 특정한 기체로서의 다
32) 형이상학 D 8, 1017b 24-26 또한 보라.
33) 여기에서 “분리된다”로 번역된 희랍어 낱말 “xwristo/n”은 본래 “분리될
수 있는”과 “분리되어 있는”의 두 의미를 갖는다. 아래에서 분명해지겠지
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두 의미를 갖는 “xwristo/n”이라는 낱말을
형상과 복합체 양자에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낱말이
“t%= lo/g%”와 함께 형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분리될 수 있는”
의 의미를 갖고, 그것이 “a(plw=j”와 함께 복합실체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분리되어 있는”의 의미를 갖는다. 이 두 의미를 함께 포괄하는 적절한
한국어 번역어가 없기에, 본고는 다만 표현 사용의 편의를 얻기 위해 지
금껏 “분리되는”이라는 다소간 모호한 번역어를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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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러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함을 의미하는 반면, 비실체적 범주의 존재
자들이 특정한 기체로서의 실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들
이 이러한 기체로서의 실체에 의존하여 존재함을 의미한다. 비실체적
범주의 존재자들이 기체로서의 실체에 존재론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이미

범주론

5, 2b 3-6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기체로서의 첫째 실체에 대해 진술되
는 것이거나 기체로서의 그것 속에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첫째 실체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다. 여기에는 물론 첫째 실체 스스로는 자신과 같은 기체로서의 다
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것이 자명하게 전제되어 있
다.34) 존재론적 독립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범주론 에서 그곳의

첫째 실체인 개별적 복합실체에 대해 자명하게 전제되는 것처럼, 같
은 생각이 앞에서 언급된 형이상학 H의 구절에서 “세 번째 종류의
기체로서 오직 그것만이 생성과 소멸을 겪는 바의 복합체”(1042a
29-30), 즉 다시 개별적 복합실체에 대해 “단적으로 분리되어 있
다”(1042a 30-31)는 표현에 의해 단언된다. 이와 같이

범주론 에서

도 형이상학 에서도 개별적 복합실체는 스스로 하나의 기체로서 그
러한 기체로서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의미에
서 단적으로 분리된 것이라는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형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분리되는 것이라는 지위는 위에
서 언급되었듯이, “개념과 설명에 따라”라는 수식어에 의해 제한된다.
말하자면 형상에게는 존재론적 독립성이라는 의미에서 단적으로 분리
된 것이라는 지위가 주어지지 않고, 개념적－설명적 독립성이라는 의
미에서 제한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지위가 주어진다. 형상
은 본래 그것과 더불어 복합실체를 이루는 질료로부터 분리될 수 없
는 방식으로 존재하거니와,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 질료로부터 분
리되어 그것 자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 말하자면 형상은 복합실체에
34) 형이상학 L 5, 1070b 36-1071a 2에서의 유사한 언급과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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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것의 실체적 규정 자체를 이루며, 바로 이 실체적 규정에 의거
하여 질료는 복합실체를 이룬다. 따라서 형상은 본래 질료와 복합실
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이 복합실체의 실체적 규정 자체를 이룬다. 그
러한 실체적 규정 자체로서 형상은 질료와 복합실체로부터 독립되어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양자로부터 분리되어 정의
적 설명 가운데 서술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형상이 개념과
설명에 따라 분리될 수 있다는 H 구절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
은 적절히 이해될 수 있거니와,35) 그것은 또한 형이상학 Z 10-11
에서의 정의에 관한 논의 중의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복합실체에서 형상은 본질(to\ ti/ h)=n ei)=nai)
이며, 본질에 대한 정의적 설명은 주어진 복합실체의 질료의 부분들
이 아니라, 형상의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36) 복합실체는, 질
료의 비규정성과 인식불가능성 때문에, 그것이 복합실체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의 형상에 따라 고려되는 한에서, 하나의 설명 혹
은 정의를 갖는다.37) 정의에 관한 이러한 논제에 따르면, 형상은 하
나의 주어진 복합실체의 본질로서 질료와 무관하게 정의될 수 있으
며, 따라서 질료와 복합실체로부터 개념적－설명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껏 고려된 H 구절의 언급에서 형상은 결국 어떤 존재
자로 이해되고 있는가? 하나의 가능한 오해로서 우선적으로 배제되어
야 할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이 H 구절에서 형상이 질료로부터의
추상을 통해 파악되고 정의적 설명 속에서 보편적으로 서술되는 개념
자체로 간주된다는 해석이다.38) 이러한 해석은 형상을 사유나 언어
속의 추상적 존재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H 구절에서 형상에 대해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무시하는 오류를

35) 유사한 해석으로서 Frede-Patzig 1988, Vol.2, pp.51-52, Gill 1989, p.36을
보라.
36) Z 10, 1035b 32-34, Z 11, 1037a 22-26.
37) Z 10, 1036a 2-7, 8-9, Z 11, 1037a 26-29.
38) 보스톡이 이러한 해석에 근접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Bostock 1994,
p.250). 또한 Albritton 1957, pp.702, 706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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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H 구절에서 형상이 개념과 설명
에 따라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다른 한편으로 형상이 그것을 갖
는 개별적 복합실체의 질료에 묶여 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
로 존재함 또한 함의한다. 이것은 “분리될 수 있다”는 표현에 “개념
과 설명에 따라”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시사되어 있다. 이러한 시
사는

자연학 에서 유례가 되는 한 구절을 통해 분명히 확증될 수

있다. B 1, 193b 4-5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
상은 분리될 수 없다. 개념과 설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연학 의 구절에서도 형상은 운동 가능한 자연물, 즉 개별적 복합
실체의 형상으로서 거론되거니와, 여기에서 개별적 복합실체로서의
운동 가능한 자연물이 운동 가능한 질료를 갖는다는 것은 자명한 것
으로 전제된다. 따라서 형상은 양자의 구절에서 본래 개별적 복합실
체에서 질료에 묶여 분리 불가능하게 존재하는 형상으로서 동시에 그
것이 개념과 설명에 따라 분리될 수 있음에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된 해석에서처럼 형상이 사유나 언어 속의 추상적
존재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것이 어떻게 다시 대상으로 주어진 개별
적 복합실체에 그것의 질료에 묶여 분리 불가능하게 존재한다고 생각
될 수 있을까? 사유 속의 개념도 이에 대한 언어 속의 표현도 질료
에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존재한다고 설명되기에 적합한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되기에 적합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개념과 표현
이 나타내는 바의 질료 자체 내의 어떤 특정한 형상화된 국면이거니
와, 따라서 그것은 본래 사유와 언어 외부에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하
는 개별적 복합실체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과
설명에 따라 분리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형상은 그 어떤 정의적 설명
가운데 보편적으로 서술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보편적 개념에
상응하는 내적 성질을 갖고, 객관적 대상으로 주어진 개별적 복합실
체에 그것의 질료에 묶여 분리 불가능하게 존재하는 개별적 형상이
다. 이와 같이 형상이 개념과 설명에 따라 분리 가능하다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논제는 위에서 고려된 다른 모든 그의 논제들, 즉 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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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체이며 동시에 어떤 종류의 이것으로서 질료에 대해 술어가
된다는 논제들이 함께 대변하는 저 이중적 형상이해를 근저에 갖는
다: 한 개별적 복합실체의 형상은 한편으로는 이 복합실체의 질료에
묶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질료로부터 추상됨을
통해 개념적으로 파악되고 정의적 설명에서 보편적으로 서술될 수 있
는 내적 성질을 갖는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실체가 첫째 기체이며 어떤 종
류의 이것이자 분리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제가 그의 형
이상학 Z에서의 실체 연구의 기반으로서 특히 첫째 실체로서의 형
상에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이해 방식을 근저에 갖고 있음
을 살펴보았다: 한 개별적 복합실체의 형상은 이 복합실체의 질료에
묶여 존재하는 개별자로서 동시에 이 질료로부터 추상되어 파악ㆍ서
술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적 성질을 갖는다. 형상을 이와 같이 존재
론적 개별성과 인식론적 보편성의 두 가지 국면 아래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위의 논제에서 언급되는 실체의 세 가지 표징들에 대한 아리
스토텔레스의 생각의 근저에 놓여있음을 본고는 지금껏 주요주제로서
자세히 논구해 왔거니와, 이와 같은 이중적 형상 이해는 사실상 형
이상학 Z에서의 이른바 실체의 후보들에 따른 다양한 논의들을 통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연구 전체에 있어서 첫째 실체로서의 형상
에 대한 그의 이해의 주요 골격을 이룬다. 이는 물론 지금까지의 본
고의 논의를 넘어 형이상학 Z에서의 그의 실체 연구 전체에 대한
일련의 본격적인 논의들을 속행함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본격적인 논의들을 예비하는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다만 관련된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스케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
무리하고자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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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체는 개별적 복합실체의 생성ㆍ존재와 인식의 원리라는 의미
에서 첫째 실체라고 불리는 형상을 주요주제로 삼는다. 그곳에서 형
상에 부여되는 이러한 원리로서의 역할은 오직 형상이 존재론적 개별
성과 인식론적 보편성의 두 가지 국면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이해되
는 한에서만 그것에 모순 없이 부여될 수 있다. 말하자면, 개별적 복
합실체가 한 특정한 개체로서 생성ㆍ존재하기 위한 원리이자 동시에
그것이 보편적인 내적 규정에 따라 인식되기 위한 원리로서의 역할이
형상에 부여되는 것은 오로지 형상이 한편으로는 존재론적 개별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론적 보편성을 자신의 양립 가능한 두 국면으로
서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에서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 형상
이해가

형이상학

Z의 실체 연구 전체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첫째 실체로서의 형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주요 골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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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Principal Features of the
Substance in Aristotle

Kwon, Hyeock-Seong

In the Metaphysics Z Aristotle’s reflections on the substance are
developed into an intensive investigation of the theme. He is there
primarily occupied w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the form that is
called primary substance in the sense of the principle for coming-to-be
and existence as well as cognition of sensible composite substances.
In the whole of this inquiry he has as a foundational thesis the
thought that the substance is a primary substratum, a this of some
kind, and a separate or separable. The present work aims at an
inquiry into his concrete thought about the three substance features
in the thesis as a basis of his substance understanding in Z, above
all with regard to the form as the primary substance, so that it will
ultimately show the important character of his form understanding:
Under the three substance features he understands the form in a
double way as something that is individual in its way of existence
and at the same time universal in its cognizable inner nature.

Keywords: Form, Substratum, This of Some Kind, Separate-Separable,
Individuality, Univers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