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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에서는 진리와 인식이 다루어진다. 이 때는 인식이 진리와 

계있는 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한 우리의 감각 지각과 우리 이성의 

작용과 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론 이성의 두 가지 

요한 과제는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이

다. 단의 제 조건은 서로 결합하거나 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이성에 

의해 수용되거나 악된다는 것이다. 이성의 악을 근거로 단력은 비로

소 작용하기 시작한다. 인식은 지각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감각 인 지

각의 근거 에서 인간의 이성이 작용한다. 감각 인 인식은 감각 으로 

악된 상에 상응할 수 있거나 는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 감각 인 

인식이 악된 상에 상응하지 않을 때 오류가 생긴다. 이 경우에 사물은 

그것이 드러나는 상에 의해 잘못된 이성 단의 원인이 된다. 를 들어 

시각은 다양한 색을 올바로 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기만할 

수도 있다. 
 감각은 이성이 한 사물에 계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물과 계하므로 이성 

안에 진리와 오류가 존재하듯이 감각 안에도 진리와 오류가 존재한다. 인

간의 이성은 그것이 한 사물을 인식할 때 감각이 사물에 해 지각한 것

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인식은 감각 인 인식 능력과 정신 인 

인식 능력의 공동 작용의 결과이다. 우리의 정신 작용은 그러나 상에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1-A00447).



논문118

 한 악과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종 인 작용은 단이다. 단

을 해서 우리의 인식을 올바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욱

이 이성의 오류는 인식 분석과 단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단에 이르는 

길로서 인식 분석을 더 정확히 고찰하는 것이 요하다.  
 이런 이유로 진리와 인식의 오류를 다루는 이 논문에서는 우리 지각을 토

로 발생하는 인식과 인식 분석에 의해 드러나는 진리와 오류가 다루어질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진리에 한 논의는 인간의 사유 작용인 ‘철학함’과 함께 시작된 

아주 오래된 논의 주제 의 하나이다.1) 진리는 우리 지성과, 더 나

1) 이 논문에서 사용된 본은 Marietti 본으로 Quaestiones Disputatae I 

(De veritate). Ed. P. Fr. R. Spiazzi O.P., Taurini/Romae 1964 이다. 이 

밖에 지 까지 나온 Quaestiones disputatae de veritate에 한 번역서 

 주해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dith Stein, Des hl. Thomas von 

Aquin Untersuchungen über die Wahrheit, in deutscher Übertragung 

von Dr. Edith Stein, Löwen-Freiburg 1952, als Sonderausgabe der 

wissenschaftlichen Buchgemeinschaft Tübingen; 에디트 슈타인(Edith 

Stein)의 번역서의 일부는 in: H. G. Gadamer, Philosophische Lesebuch 

1, Fischer Bücherei Frankfurt 1965, S. 300-324; Karl Schulte, Das 

Wahrheits-und Erkenntnisproblem nach Thomas von Aquin, Paderborn 

1977 (이 책은 Quaestiones disputatae de veritate에 한 부분 번역서이

다) 등에 실려 있다. 진리론 에 한 어와 이탈리아어 번역본을 여기 

소개한다: 어 번역본: R. W. Mulligan, Truth. St. Thomas Aquinas, 

Translated by R. W. Mulligan Chicago 1952; 이탈리아어 번역본: S. 

Tommaso, La verita  (Q. 1 de veritate). Traduzione, introduzione, 

commento; Maurizio Mamiani, Padua 1970; A. Zimmermann, Von der 

Wahrheit, Hamburg 1986. Zimmermann의 서는 물음 1에 한 라틴어

－독일어 역본인데, 특히 요한 물음 1에 한 번역본이라는 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 스의 형이상학 과 토마스 성인

의 서 이외에 진리에 한 주제를 해 특히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

시오: 오 엘더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 , 박승찬 옮김, 가톨릭

출 사, 2003; 특히 153-178쪽; 에머리히 코 트, 통 형이상학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리론 에 따른 인간 인식의 오류 가능성 119

아가 사물과 계해서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2) 한 인간 이성이 

사물을 지각하고 참과 거짓을 밝히는 일, 이것은 우리의 인식과도 긴

한 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인식이 진리

와 오류의 문제와 어떻게 계 맺고 있는지를 인간의 지성, 이성, 감

각의 에서 그리고 감각 지각에 근거한 인간의 인식의 에서 

보다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3) 인식의 오류는 공통 감각, 타시아, 평

가 능력, 기억 등에서, 그리고 인식을 기반으로 단하는 이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이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 단에 이르는가? 
한 그 단을 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성의 오류는 

언제 생기며, 이성  이성의 작용과 진리와 오류는 어떤 계에 있

는가를 논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 이다.
이 맥락에서 요한 것이 인식 분석이다. 우리는 사물을 지각을 통

 이해 , 김진태 옮김, 가톨릭 학교출 부, 2000; 인식론과 련해서도 

수많은 문헌들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몇 가지만 소개한다: 토마스 아퀴나

스의 철학. 존재와 진리 , 장욱 지음, 동과서, 2003; 소피아 로비기, 인식

론의 역사 , 이재룡 옮김, 가톨릭 학교출 부, 2004; 쥬세뻬 잠보니, 토

마스 아퀴나스의 인식론 , 이재룡 옮김, 가톨릭 학교출 부, 1996. 이 책

은 1-3부에서 인식론을, 4부에서 진리론을 다루고 있다; 장 란, 아리스

토텔 스의 인식론 , 서 사, 2000; 이재룡, ｢토마스 아퀴나스의 추상이론｣, 

가톨릭철학 , 1999, 134-168쪽.

2) 진리론 물음 1, 11항, 답변 참조: “우리는 감각 안에 진리와 오류가 있다

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한다. 첫 째, 감각이 지성에 향해 있다는 것에 따라

서인데, 이때 우리는 감각을 사물처럼 ‘틀린’ 는 ‘맞는’이라고 한다. 이

들이 지성 안에 참된 는 틀린 평가를 야기한다는 에서 그 다. 둘째, 

감각이 사물에 향해 있는 것에 따라서인데, 이때 우리는 지성이 무엇이 

있고, 있지 않은지에 해 단하는 한 지성에 해 말하듯 감각 안에 진

리 는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3) 진리론 , 물음 15, 1항, 답변; 신학 , 1부, 물음 79, 8항, 답변: “In 

homine eadem potentia est ratio et intellectus”. 토마스에 따르면 이성은 

본래 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이외의 다른 능력이 아니다. 이 

두 용어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능력 안에서 지향하는 이 상이하기

에 다르게 사용된다. 이성은 진리를 단순히 악하고 포착하는 것이고 지

성은 진리를 결론 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감각보

다 상 의 자리에 있는 단을 장하는 역할을 서술할 때만 지성이라고, 

한 본문에서 확실히 ‘intellectus’라고 되어 있는 것만을 지성으로 번역

했고, 여타의 경우에는 ‘이성’으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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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식하며 지각은 우리 인식의 출발 이다. 인식 분석은 우리가 지

각을 통해 얻은 인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단하는데 기여할 것

이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인식 분석을 다루는 이유다. 외 인 

실재를 재화하는 표상을 받아들이는 ‘수동 이성’과 이 상들로부터 

그 안에 구 되어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는 ‘능동 이성’, 그리고 마지

막으로 이성에 각인된 상 자체가 인식 분석의 토 이다.
우리는 인식하는 정신이 추구하는 것을 진리라고 부른다. 토마스는 

이삭 이스라엘리(Isaak Israeli)에게서 연유하는, 이성의 논리  진리에 

용되듯이 사물의 존재론  진리4)에도 용되는 ‘진리는 사물과 지

성의 일치’라는 정의에 동의한다.5) 이에 반해 무클 (J. T. Muckle)는 

철학자들이 이스라엘리에게서 연유한다고 하는 진리에 한 정의를 

그의 서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쓰고 있다.6) 무클 는 굿만

4) 우리가 어떤 존재자의 속성을, 즉 그것이 이러 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에서 이 존재자에 해 언 할 때 우리의 진술은 참되다. 이 때 언 된 

참됨을 우리는 논리  진리라고 한다. 인간 사고의 논리  진리는 당연히 

사물들의 존재론  진리에 종속되고, 존재론  진리 자체는 다시 신의 사

고에 종속한다. ‘논리  진리’는 단 안에 주어져 있고, 참된 단을 

해서는 명증성이 요구된다. ‘논리  진리’는 본질 으로 본질이나 사물들

의 가능성이 아니라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 지성의 논리  진리는 

그 진리가 근거하고 있는 존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경될 수 

있다. 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서 있을 때 ‘그가 앉아 있다’는 우리의 진

술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 이와 반 로 특정 사물들의 본질 특성들에 

한 참된 진술은 필연 으로 참인데, 어도 그 사물들이 실존하고 있는 

한 그 다. 동일한 것이 존재 원리들에 한 진술에서도 유효하다. 인간 

지성은 주어져 있는 순간 진리를 수용하기 때문에 논리  진리는 시간 

안에서 시작한다. 즉 그것은 원하지 않으며 오직 신만이 원한 진리로 

존재한다.

5) 진리론 물음 1, 1항, 답변; 신학 1부, 물음 16, 2항, ad 2; 일반덕론

13항, 답변: “우리 지성의 선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지성이 사물과 일치

할 때 생긴다” (bonum enim intellectus nostri est verum, quod quidem 

sequitur intellectus noster quando adaequatur rei).

Scholastik, IX (1934) 439 쪽 참조.

6) 무클 는 이 게 지 한다: “나는 막 이삭의 정의들에 하여 (de 

definitionibus)의 세 가지 고를 읽었는데, 이 세 고의 어느 곳에서도 

그에게 지속 으로 부여되는 진리에 한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J. 

T. Muckle, ‘Isaac Israeli’s definition of truth’, in: Archives d’his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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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tmann)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 게 고 있다: “각주에서 그(= 
굿만)는 이삭 이스라엘리의 정의를 히 리어와 라틴어 번역으로 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일치’와 같은 것에 해서는 아무 언 도 하지 

않는다.”7)

이 논문의 심에 있는 인식의 진리는 단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인식하는 이성은 오직 단 안에서만 상과의 일치를 확인하기 때문

이다. 인식되는 사물의 존재론  진리는 이 사물이 그 자체로 보아서 

‘참’이라고 지칭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서 이제 인식

과 련해서 구체 으로 우리의 문제에 근해 가도록 하자. 

Ⅱ. 본  론

1. 토마스의 진리에 한 이론 

(1) 진리에 한 다양한 정의들

진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토마스는 진리에 한 주제를 

진리론 8)에서뿐만 아니라 신학 에서, 한 그의 작품의 여러 

doctrinale et litteraire du Moyen age, Paris 1933, 7쪽; Scholastik, 

IX(1934), 439쪽 참조.

7) J. T. Muckle, ‘Isaac Israeli’s definition of truth’, in: Archives d’histoire 

doctrinale et litteraire du Moyen age, Paris 1933, 7쪽.

8) 진리론 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물음 1-물음 20까

지인데 이 부분은 월론  진리의 성격에서 시작해서 앎의 다양한 형식

들을 논의한다. 두 번째 물음은 욕구, 은총, 정당화 등을 다룬다. 1. 진리

와 선: 물음 1-2와 21; 2. 하느님의 지식: 신 인 이념과 하느님의 말 : 

물음 3-4; 3. 견과 정설: 물음 5-7; 4. 천사의 지식: 물음 8-9; 5. 인간

인 지식－정신의 자연 본성과 기능: 물음 10; 6. 인간의 교육: 물음 11; 

7. 자연 인 앎: 언, 황홀경, 신앙: 물음 12-14; 8. 상 의 이성과 하

의 이성: 물음 15; 9. 실천 인 지식－양심: 물음 16-17; 10. 인간의 앎－

타락 이 과 죽음 이후: 물음 18-19; 11. 그리스도의 혼－지식과 은총: 

물음 20-21과 29; 12.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인간의 자유 의지(선택): 

물음 22-24; 13. 인간의 감각과 열정: 물음 25-26; 14. 은총과 의로움: 물

음 27-29;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진리론 은 처음 몇 물음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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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다루고 있다.9)  
존재자와 진리 그리고 선이 사물에서 ‘ 월 인 것’으로서 동일하

다고 해도 이들은 개념 으로 구분된다. 토마스에 따르면 선과 진리

가 존재자와 치환될 수 있다고 해도, 이들은 개념상 서로 다르다. 개

념 으로 진리는 선에 앞서 있다. 진리는 인식과 그리고 선은 욕구와 

계있기 때문이다.10) 이런 우 권의 서열은 진리들 사이에도 존재하

는데, 그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신 인 지성의 진리와 인간 지성

의 진리 사이의 계이다. “여기에서 정식에 따라 지칭된 ‘존재자’와 

‘선한 것’의 교환 가능성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 두 용어는 어떤 

개별 인 범주에도 제한되어 있지 않은 동일한 외연을 갖고 있다. 따

라서 그들은 월 이라고(즉 범주 인 것을 넘어서 있다고) 지칭된

다. 월 인 것인 ‘존재자’는 다른 모든 월 인 규정들(일자, 사물, 
참됨, 선함, 아름다움 등)에 앞서 있다. 이 규정들은 그러나 ‘존재자’
에 의해 아직 명시 으로 진술되지 않은 것을 그 때마다 표 한다.”11) 

신 인 지성과 인간 지성의 진리 이외에 진리의 종류로 우리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첫 째 존재  진리가 있다. 이 진리

는 모든 존재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에서 존재 으로 참되다는 의

신학 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신학서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리’에 한 가장 심 인 논의는 물음 1에서 거의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9) 를 들면 일반덕론 (De virtutibus in communi), 12항, 답변: “비록 선

의 근거 아래에서 인식 인 선과 비교되지 않고 오히려 욕구 인 선과 

비교된다고 해도 참된 것(verum)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 인 부분의 어

떤 선이기 때문이다. 참된 것(진리)에 한 인식 자체는 욕구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에 한 인식은 모든 것의 에서 

동일한 근거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필연 인 진리와 우연 인 진리는 

다른 근거에 의해 인식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원리가 이성에 의해 인식

되듯이, 필연 인 진리는 만약 즉자 으로 자명한 것이라면 다른 이성에 

의해 인식된다. 앎과 지혜에 의해서 가장 고상한 것에 해 자명한 결론

이 생기듯이, 이 진리가 만약 다른 것에 의해 알려진 것이라면, 이때는 

다른 이성에 의해 인식된다”.

10) 신학 1부, 물음 16, 4항, 답변 참조.

11) 악론 물음 1, 1항, 답변; Schönberger, R., Thomas von Aquin. Über die 

Sittlichkeit der menschlichen Handlung. Weinheim 1990, 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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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다. 우리가 어떤 존재자에 해 물을 수 있고 알 수 있으려

면, 이 존재자 자체가 가지 인 존재자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

의 존재자들은 가지 인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의 이성은 존재자

를 인식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존재자 자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존

재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자의 속성을, 즉 그것이 

이러 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에서 이 존재자에 해 언 할 때 

우리의 진술은 참되다. 이 때 언 된 참됨을 우리는 논리  진리라고 

한다.
인간 사고의 논리  진리는 당연히 사물들의 존재론  진리에 종

속되고, 존재론  진리 자체는 다시 신의 사고에 종속한다. ‘논리  

진리’는 단 안에 주어져 있고, 참된 단을 해서는 명증성이 요

구된다. ‘논리  진리’는 본질 으로 본질이나 사물들의 가능성이 아

니라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 지성의 논리  진리는 그 진리가 

근거하고 있는 존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서 있을 때 ‘그가 앉아 있다’는 우리의 진술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 이와 반 로 특정 사물들의 본질 특성들에 한 참된 

진술은, 어도 그 사물들이 실존하고 있는 한, 필연 으로 참이다.
동일한 것이 존재 원리들에 한 진술에서도 유효하다. 인간 이성

은 주어져 있는 순간 진리를 수용하기 때문에 논리  진리는 시간 

안에서 시작한다. 즉 그것은 원하지 않으며 오직 신만이 원한 진

리로 존재한다. 명제가 진리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물들이, 그 사

물들에 해 하느님의 지성이 배정한 것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진리를 

갖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명제는 어떤 특수한 모양으로 진리

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이성의 진리를 표시하는 한에 그런 것

이다. 이런 진리는 이성과 사물의 합치에 성립된다. 이런 합치가 제

거되면 견해의 진리가 변하고 따라서 명제의 진리도 변한다. 이 게 

‘소크라테스가 앉아 있다’라는 이 명제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앉아 

있을 경우 일정한 말이 언표 인 한에서는 사물의 진리로서 진이고 

 참된 견해인 한에서는 표시의 진리로서 진인 것이다. “‘소크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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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앉아 있다’라는 문장(문구, 말들)은 그가 앉아 있는 한 참된 것

이다. 그가 설 때에는 같은 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다. ‘[…]’ 우

리의 인식은 진 (眞僞)에 따라 변동한다. 컨  사물이 변했는데도 

우리는 그 사물에 해 같은 견해를 갖는 경우다. 혹은  다른 견해

들을 따라 우리의 인식이 변동한다. 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앉

아 있다고 생각하고 후에는 그가 앉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12)

(2) 신 인 진리와 인간 지성의 진리 

방  언 했듯이 신 인 지성의 진리와 인간 지성의 진리 사이에

는 서열이 존재한다. 신 인 지성의 진리는 인간 지성 안에 있는 진

리에 앞서 우 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 지성도 한 엄 한 의미에서 

그리고 본래 인 의미에서 참되다는 것을, 물론 신 인 지성처럼 첫 

번째는 아니라고 해도 두 번째의 자리에서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창조자의 지성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반면 우

리의 지성의 진리는 변할 수 있다. 즉 우리 지성의 진리는 참(진리)
에서 거짓으로 변할 수 있다. 존재자와 진리는 환치될 수 있으므로 

존재자는 그 자체로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데 이 존재자 는 

 존재자는 소멸되고 생성되는 것이므로 존재자는 우연 으로 생성

되고 소멸된다.
인간 지성에 한 계에서 사물에 해 언 되는 진리는 사물에

게 어느 정도 우연히 주어진다. 신 인 지성에 한 계에서 사물에 

해 언 되는 진리는 분리될 수 없이 사물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다만 이 진리를 존재하게 한 신 인 지성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인 이성과의 계에서 진리는 인간의 지성과

의 계에서보다 오히려 사물에 내재한다. 신  지성의 진리는 사물

이 사라진다고 해도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수에 따라 단 으로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 안에 는 혼 안에 있는 진리는 

12) 신학 1부, 물음 14, 15항, 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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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변화에 상응해서 변한다. 지성과 사물의 일치인 진리는 본래

인 의미에서 이 둘에 있지 않고 오직 지성에만 있다.13)

“어떤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참되다’고 지칭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으로는 그것에 내재하고 있는 진리(내재 인 진리)로부터이고, 다

른 한 가지 방식으로는 외 인 진리로부터인데, 이 게 모든 사물은 

첫 번째 진리에서부터 참되다고 지칭될 수 있다. 지성 안에 있는 진

리는 사물 자체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사물의 진리뿐만 아니라, 지

성을 표시하는 지성의 진리 는 진술의 진리도 최 의 진리에 의해 

규정된다는 결론이 나온다”.14)

최 의 진리는 모든 것과 련해서 오직 하나일 수 있다. 우리 지

성 안에서 진리는 두 가지로, 즉 첫 째, 지성이 그것에 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인식된 사물의 다양성에서, 둘 째, 이해

함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부터 구분된다. 컨  소크라테스의 달림은 

통일 인 어떤 것이지만 결합(합성)하고 분리하면서 시간을 함께 이

해하는 혼은 소크라테스의 달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

서, 재의, 과거의 그리고 미래의 달림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그 안

에 서로 다른 진리가 있는 서로 다른 인식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언

된 다양함의 어떤 방식도 신 인 인식(통찰)에 있을 수 없다. 우리

는 사실 ‘하느님의 인식 방식과 인식 가능성’ 등을 알 수 없다. 그러

므로 이런 것들에 한 언 은 우리의 가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컨  하느님은 서로 다른 사물에 

해 서로 다른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의 

유일한 인식 안에서 인식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나의 유일한 자

신의 본질을 통해서 인식한다. 그의 인식은 한 어떤 시간에 매어 

13) 진리론 물음 1, 4항, ad 3 참조.

14) 진리론 물음 1, 5항, 답변 참조: “[…] unde et aliquid potest denominari 

verum dupliciter: uno modo a veritate inhaerente, alio modo ab 

extrinseca veritate, et sic denominantur omnes res verae a prima 

veritate; et, quia veritas quae est in intellectu mensuratur a rebus 

ipsis, sequitur quod non solum veritas rei sed etiam veritas intellectus 

vel enuntiationis, quae intellectum significat, a veritate prima denomine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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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다. 

2. 인식 분석

(1) 인간의 인식 작용

지  서술된 타시아와 타스마는 감각 지각과 인식 분석의 

간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인식 분석이란 우리가 인

식한 것들을 분석해 으로써 우리 인식의 ‘진리’ 는 ‘오류’에 해 

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요한 인간의 정신 인 빛은 그 

자체 원인처럼 작용하며 결과로부터 고찰되어서 인식함을 한 가장 

직 인 원인으로 나타난다.15) 이 의미에서 인간의 실제 인 모든 

인식 작용은 진리의 최 의 빛의 작용에 근거하고 있다. 능동 이성은 

감각 인 상16)에 향을 미치며 이 감각 인 상을 이해될 수 있는 

지성 인 상으로 변형한다.17)

특수한 본질과 존재에서 인식된 자연 인 존재자의 원리를 제시하

는 반성 인 인식 분석의 방법은 토마스의 형이상학의 독창 인 방식

이다.18) 토마스는 자연 인 분석을 반성 인 인식 분석의 방법으로 

간주했다. 인식된 물질  존재자의 결합을 통찰하고 존재자를 그것의 

원리에 정향해 분석하기 해서는 인간의 경험 인식에 한 반성 인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 분석을 근거로 우리의 인식 

자체를 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이를 통해 가장 보편 인 

개념, 즉 ‘존재자’의 개념을 얻기 때문이다. 

15) 진리론 물음 11, 1항, 답변; ad 4, ad 13, ad 17.

16) 진리론 물음 10, 6항, ad 1: “감각 인 형상 는 감각  사물에서 추상

된 형상들은 그것들이 능동 이성의 빛에 의해서 비 물질 인 것으로, 즉 

정신 인 것으로 될 때에만, 따라서 그들이 향을 끼치는 가능 이성, 즉 

인식 가능한 이성과 어느 면에서 동일한 종류의 것이 될 때에만 우리 정

신에 향을 끼친다”; 신학 1부, 물음 84, 3항과 6항 참조: 감각 인 

상은 보편 개념을 형성하기 한 필수 인 제 조건이다.

17) 신학 1부, 물음 84, 6항, 답변; 물음 85, 1항, ad 2.

18) L. Oeing-Hanhoff, ‘Wesen und Formen der Abstraktion nach Thomas 

von Aquin’, in: Philosophisches Jahrbuch (1963-1964), 1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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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분석은 인식된 사물로부터 정신에 의해 내 으로 구성된 명

제 는 개념에 이른다. 이성의 산물인 ‘개념’, ‘명제’ 등은 ‘내 인 

언어’ 는 ‘정신의 언어’라고 지칭된다.19) 내 인 말은 때로는 이성

의 낱말로, 는 외 인, 청취될 수 있는 말의 감각 인 표상으로 이

해될 수 있다.20) 우리 이성의 낱말은 우리의 이성의 행 가 그것에로 

향하는 바의 것이다. 즉 인식된 것이다. 이성의 구성물은 이성과 이

성에 의해 인식된 사물 사이에 있다.21) 인간 정신에 의해 인식된 것

은, 즉 그 때마다의 개별 인 상은 그것이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한에서만은 이성의 실질 인 산물은 아니다.  
인식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이성의 작용인 단이 진리에 한 물

음  오류에 한 물음과 계있다. “진리의 첫 번째 근거는 이성 

안에 있다. 모든 사물은 그것이 자기 본성의 고유한 형상을 갖고 있

는 한 참되다. 이성은 그것이 인식 주체인 한 그리고 그것이 인식된 

사물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한 참이어야 한다. 진리는 지성과 사물의 

동일한 형상성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형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성

이 단할 때 이성은 사물의 형상을 그 형상이 있는 바 로 악한

다. 이성은 먼  사물을 인식하고, 그 후 진리를 말한다.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 감각 안에 는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이성 안에 있을 

수 있다.”22)

아리스토텔 스가 우리의 인식 상을 ‘to ti estin’이라고 지칭했듯

이23) 토마스도 ‘인간 이성의 고유한 상은 물질 인 사물의 무엇임’

19) 신학 1부, 물음 14, 11항, ad 1; 물음 44, 4항, 답변; 물음 55, 2항, ad 

2; 물음 12, 13항, 답변.

20) 신학 1부, 물음 107, 1항, 답변.

21) 진리론 물음 4, 2항, ad 3.

22) 신학 1부, 물음 16, 2항, 답변 참조.

23) ‘to ti estin’은 ‘[어떤 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이며, “ 를 들어 “사람은 무

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동물’ 따 의 보편  개념이

나 이런 보편 인 개념들이 여러 개 모여 된 ‘이성 인 동물’ 따 의 정

의”( 형이상학 , 김진성 역주, 283쪽) 는 규정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

가 ‘(어떤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에 한 정의)를 찾아내려고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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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24) 따라서 인간 이성의 고유한 상이 물체들의 본질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론 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지성의 최 의 개념은 존재자 개념이다( 진리론 물음 1, 1
항).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존재자로 인식하고 처음으로 존재를 

발견하는 장소는 바로 물질 세계이기 때문이다. 토마스에 따르면 보

편 개념의 형성 과정이 해명되면 동시에 필연  진리에 한 인식도 

해명된다. 필연  진리란 보편 개념들에 근거해서 선언된 진술들이기 

때문이다. 성 토마스는 추상 이론을 통해 ‘보편 개념’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진리 인식이 단의 역에 있다면25) 단에서 어떻게 진리가 발

견될 수 있는가? 인간의 인식과 계해서 감각 기 은 사물과 직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 이다. 감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과 

외부 사물 사이의 매이며 따라서 외부 사물의 에서 감각 기

은 어떤 이성과 같은 것이며, 이성과 비교되어서는 어떤 사물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감각된 것을 이성에 비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

히 ‘있는 것’이라고, 즉 참도 거짓도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26)

(2) 인식 분석의 방법

지각된 것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면, 우리는 도 체 참(= 진리)에 

해 언 할 수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식의 내용이 참인

지 거짓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했는지 그 지 않은지 알 수 없는 

것인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해 필요한 것이 인식 분석이다. 그리

고 에서 언 했듯이 인식 분석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추론으로써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했는

데, 바로 이 ‘(어떤 것은) 무엇인가’가 추론들의 출발 이 되었다”( 형이상

학 13권, 4장, 1078b 23 이하).

24) 신학 1부, 물음 85, 5항, ad 3: “인간 이성의 고유한 상은 실존하

는 사물의 무엇임 는 본성이다”.

25) 신학 1부, 물음 16, 2항.

26) 소피아 로비기 지음, 이재룡 옮김, 인식론의 역사 가톨릭 학교출 부, 

2004, 1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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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과정이다. 그 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가?  
자연 인 분석의 의미에서 인식된 존재자의 원리에로 소 함으로써 

우리는 본질 개념을 추상하는데 이 소 은 인식 안에서 일어나며 인

식에 의해 반성 으로 추론되는 소 이다. 이 방법은 ‘자연 인 분석’
이라고 지칭되는데, 그 이유는 이 분석에서 우리가 형성한 개념들이 

아니라 자연 인 존재자가 그것의 구성 요소로 용해되며 그것의 원리

에로 소 되기 때문이다.27) 토마스는 물질 인 존재자가 형상과 질료

로 분해되는 ‘분석’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한한 존재자가 본질과 존재

로 분석된다는 것도 언 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일

반 인 분해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 이다. 이 분해를 근거로 유한한 

사물들은 이성 안에서 무엇인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로 용해된

다. 이성의 측면에서 고찰해서 우리는 이 게 말할 수 있다: 우리 이

성은 사물이 질료를 통해 사물의 형상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합성물인 이 사물은 이성에 의해 형상과 질료로 분

해되고 이 때 이성은 형상 자체만을 고찰한다.28)

진리론 의 물음 1, 1항에 서술되어 있는 분석에 의해서 최 의 개

념인 ‘존재자’ 개념이 획득된다. 이 항목에서 토마스는 자신의 험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성에 따른 분해(resolutio secundum rationem)를 

논구하고 있다. 이성에 따른 분해에서 사물은 그것의 내 인 형상 

는 원리에로 소 된다. 이 분해는 모든 사물에 의해 서술화될 수 있

는 공통 인 것, 즉 존재자에로의 소 이다. 이성이 악하는 최 의 

것은, 그리고 이성의 모든 개념 안에서 함께 사유되는 것은 ‘존재자’
이다. 이것은 이성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성은 다른 

모든 개념들을 존재자에 추가함으로써 사유한다. 즉 존재자는 이성이 

그 자신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서 처음으로 악하는 것(최 로 

27) 근거에서 근거에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분석에서 그것의 진리가 물어지는 특정한 진술에서 나아가며 우

리가 명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비가 될 때까지 근거들과 논거들을 끌

어온다( 진리론 물음 17, 1항, 답변 참조).

28) 신학 1부, 물음 12, 4항, 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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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것)29)이고 이성은 악된 모든 것을 존재자로 분석한다.30)

이성에 따른 분해 이외에 사태에 따른 분해(resolutio secundum 
rem)가 있다. 이때 결과는 분해의 가장 마지막 원인으로 소 된다. 
우리가 최고의 원인에 도달할 때, 즉 비물질 인 실체에 도달할 때 

이 소 은 끝난다. 다시 말해서 사태에 따른 분해는 원인의 계층에서 

가장 보편 인 최 의 원인, 즉 신(Gott)에 이르는 상승이다.31)  

3. 인식의 단계에서 오류 가능성

(1) 표상( 타시아)의 오류 가능성

인간의 네 가지 내 인 감각이라고 지칭되는 것들 에서 표상(
타시아)이 인간 인식의 오류 가능성과 가장 계가 있기에 이곳에서

는 타시아의 오류 가능성만을 서술하기로 한다. 타시아는 공상, 
구상이다. 내 인 감각 기  의 하나인 공통 감각과 표상 사이의 

정확한 계와 구분은 세의 철학자에 의해서도 는 근  기의 

철학자에 의해서도 일 으로 해명되지 않았다. 를 들어 리스카

(Lisska)는 이 게 강조한다: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한 토마스 아퀴나

스는 타시아라는 용어를 결코 이미지와 분리된 다른 능력을 지칭하

기 해 사용하지 않았다”32) 표상은 감각과는 다른, 그러나 동시에 

감각과 계있는 능력이다. 토마스에 따르면 표상력은 감각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들을 보존하는 일종의 장소이다.33) 아리스토텔 스에 

29) W. Czapiewski, Das Schöne bei Thomas von Aquin, Freiburg 1964, 87쪽.

30) 존재자는 지성에 의해 가장 먼  인식되는 것이며 가장 보편 인 개념이

다. 따라서 다른 모든 개념들은 존재자로 환원된다. 이에 해서 형이상

학 주해 1권, 강의 2, 46번 참조. 

31) 이 두 가지 분석 방식에 해서 이상섭, ｢인식분석(resolutio)을 통한 신

(神) 인식－보나벤투라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심으로－｣, 철학

연구 2006, 232쪽 이하 참조: 이 논문의 필자는 신인식의 가능성과 한계

를 인식분석을 통해 다루고자 시도했다. 

32) Lisska, Anthony: ‘A Note: Aquinas’s Use of Phantasia’, in: The 

Thomist 40 (1976), 294-302쪽; 302쪽 참조.

33) 신학 1부, 물음 78, 4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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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 타시아는 마치 기억 연습이 일정한 상들을 생각해 내는 것

처럼 ‘  앞에 세움’이다. 타시아는 그것에 따라 우리 안에 하나의 

타스마(phantasma)가 생성되는 것이다”.34) 이 진술에서 타시아는 

실 인 직 (감각의 지각; α σθησι )의 의미로 악되지 않고 오히

려 감각의 재 인 자극 없이도 상들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간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 을 감았을 때에도 사물들의 상들

( ραματα)35)은 나타나기 때문이다”.36) 아리스토텔 스의 생각에 따르

면 타시아는 이미 일종의 단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오류

의 가능성이 놓여있다.37) 
토마스에 따르면 외 인 감각과 공통 감각이 감각 인 형상을 단

순히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표상력은 상이 부재할 때도 상

이 마치 하듯이 상을 악하는 능력이다.38) 따라서 우리는 기

억뿐만 아니라 타시아도 한 지각될 수 있는 상들의 시간 인 

에 무조건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표상력은 사물

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치 그것이 하듯이 사물을 악한

다”.39) 타시아가 감각 지각과 사유의 사이에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34) 타스마는 ‘표상 그림’, ‘가상의 생산물’로 번역되는데, 아래에서는 ‘ 타

스마’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에 해 혼론 427b 18-20; 토마스의 

혼론 주해 , 강의 4, 633번을 참조하시오; 428a 1 이하도 참조하시오: “Si 

igitur phantasia est, secundum quam phantasma aliquod nobis fieri 

dicimus, […]”: 토마스의 혼론 주해 는 Commentary on Aristotle’s 

De Anima, Indiana, 1994를 이용했다.

35) ραματα라는 낱말은 ‘모습’, ‘드러남’ 그리고 ‘보여진 것’이라는 뜻이다.

36) 혼론 3권, 428a 16; 토마스의 혼론 주해 , 강의 5, 648번: “he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imagination and both simple understanding 

and science […]. But images are often false”.  

37) 혼론 3권, 428b 18; 혼론 주해 , 강의 5, 660번. 

38) 아리스토텔 스에 결합해서 토마스는 타스마라는 표 을 어원학 으로 

빛의 개념과 의 행 와 결합한다. 혼론 3권, 429a 2-4; 혼론 주해

3권, 강의 6, 668번: “그(= 아리스토텔 스)는 타시아라는 명칭을 설명

한다. phos는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것에 주목하라. 그러므로 이로부터 

phanos, 즉 ‘드러남’ 는 ‘밝힘’이, 그리고 ‘ 타시아’가 나온다. […] 그러

므로 실질 인 감각 지각에서 생기는 상상(imagination)이란 명칭은 빛에

서 획득되는데, 빛 없이는 아무 것도 보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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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아가 진정한 내 인 감각이며 공통 감각의 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타시아가 가시 인 감각 존재하고만 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들의 상, 를 들면 소리, 미각 그리고 후각의 

상들도 자기의 상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를 넘어서 

타시아는 물질 인 감각 존재하고만 계있는 것이 아니라 컨  

‘유쾌’, ‘불쾌’, ‘고통’ 는 ‘희망’ 등과 같은 추상 인 것들과도 계

를 맺고 있다. 타시아의 상은 본질 으로 ‘상상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내 인 감각들의 상처럼－공통 감각의 상은 제외하

고－ 타시아의 상은 상의 으로부터 추상된 것이다. 그러므

로 타시아의 상의 존재 방식은 상의 존 방식에 상응하지 않

는다. 타시아는 인간의 정신 인 능력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행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인식 능력이다. “감각 인 것이 할 때 사

물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이 부재할 때에도 사물을 악하는 

것이 완 한 생물체의 본질을 해 필수 이다. 그 지 않다면 부재

하는 상을 추구하도록 생물체가 자극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기”40) 때문이다. 표상력은 지각된 사물을 근거로 새로운 형상을 창조

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표상된 형상들을 결합하고 분리하는 능력

이다.41) 아비첸나는 그러나 본능과 공상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상

상된 형상들을 결합하고 분리하는 다섯 번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다.42) 인간만이 갖는 이 능력은43) 특히 술가들에게 필수 일 것이

39) 진리론 물음 1, 11항, 답변.

40) 신학 1부, 물음 78, 4항, 답변.

41) 같은 곳 참조.

42) 토마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 스(Albertus Magnus)는 때때로 내

인 감각의 다섯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다섯 가지  하나

가 타시아이다. (大) 알베르투스는 그의 혼론 의 3권에서 내 인 

감각의 다섯 가지 종류를 나열하는데, 이에는 공통감각, 공상(imaginatio), 

평가능력, 기억 그리고 타시아가 속한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 주장에 

해 네 가지 내 인 감각 능력이외에 다른 것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Et sic non est necesse ponere nisi quatuor vires interiores 

sensitivae partis, scilicet sensum communem et imaginationem, 

aestimativam et memorativam”( 신학 1부, 물음 78, 4항, 답변). 이것

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토마스는 공상에 기억의 기능과 구성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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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특히 술가들이 그들의 구상을 실 하기 해서 타

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

들에 한 는 실 으로 존재하지 않는 괴물에 한 상을 상상할 

수 있다. 그들은 를 들면 ‘ ’이라는 낱말과 ‘산’이라는 낱말로부터 

우리가 결코 본 이 없는 ‘ 으로 된 산’이라는 표상을 만들어 낸

다.44) 건축가 는 화가는 그들의 경험을 근거로 지어져야 하는 집의 

부여한다. 그러나 아비첸나와 알베르투스는 이 두 기능을 서로 다른 능력

에 부여했다. 아비첸나와 알베르투스가 비록 타시아를 공상과 다른 내

인 감각 능력으로 상정했다 해도, 이 두 사람은 이것에 서로 다른 기능

을 부여했다. 많은 맥락에서 알베르투스는 타시아에 상들(images)을 

‘합성하고 분리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반면 아비첸나는 구성하는 기능을 

공상에 부여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내 인 감각인 공상, 평가 능력 그리

고 감각 인 기억만이 타스마를 필요로 한다. 공통감각은 그것이 비록 

내 인 감각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외 인 감각 기 의 일부이다. 이것은 

타스마 없이 기능한다. 한 아베로에즈는 다섯 번째 능력의 기능을 공

상에 부여한다(Lisska, Anthony, J., ‘A note: Aquinas’s use of 

phantasia’, in: The Thomist  40, 294-302 쪽 참조).

43) 신학 1부, 물음 78, 4항, 답변: 상상된 형상들을 결합하고 분리하는 

작용은 상상력이 풍부한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

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 스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

들은 감각지각을 가질 수 있으나 모든 동물이 타시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론 3권, 428a 9-11; 혼론 주해 3권, 강의 5, 

644번: “Considerandum est autem quod omnia animalia habent 

quodammodo phantasiam; sed animalia imperfecta habent phantasiam 

indeterminatam, […]”(모든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시아를 갖는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그러나 불완 한 동물(= 하 의 동물)은 규정되지 

않은 타시아를 갖는다); 혼론 3권, 428a 6 이하도 참조하시오.

44) 공상은 우선 상상 는 표상을 의미한다. 이 의미에서 그것은 타시아와 

동의어이다. 둘째, 그것은 한 상상력 는 표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때도 그것은 타시아와 동의어이다. 공상이 ‘산’과 ‘ ’이라는 주어져 있

는 상들로부터 ‘ 으로 된 산’이라는 표상을 만들어 낼 때 감각 인 상상

력이 의미되어 있다( 신학 1부, 물음 12, 9항, ad 2 참조). 공상은 상

들을 분리하는 능력에 의해서 감각－기억과 다르다. 기억은 체 형상을 

붙잡고 있다. 기억이 상의 맥락을 상실하는 듯이 보일 때 상상은 이 상들

을 떠맡는다. 상상은 어떤 한 맥락에서 물고기의 형상을,  한 맥락에서 

소녀의 형상을 꺼내서 ‘물의 요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다. 인간 안에 있

는 이 능력은 그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지성 인 능력에 종속할 때 

조형 술의 근원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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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는 그려져야 하는 그림의 형상을 만들어 낸다.45) 이성과 마

찬가지로 타시아도 개별 인 상들의 유사성에 힘입어 종과 류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성이 다만 실 인 것들하고만 계하는 반

면46) 타시아는 경험에서 끌어내어진 형상들을 임의로 정돈한다는 

에서 이들은 서로 다르다. 표상력의 표상들, 즉 타스마들은 이성

의 생산 인 부분(능동 이성)의 질료이다. 능동 이성은 수용하는 이

성, 즉 가능 이성을 해서 보편 인 형상(지성 인 상)을 가시 으로 

만든다.47) 인식된 존재에서 결과로 나오는 지성 인 상에 의해서 

는 본질의 가장 보편 인 추상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감각 이고 

개별 인 형상을 본질로 인식할 수 있다. 
타시아는 기만을 쉽게 야기한다.48) 타시아의 오류는 타시아

가 우리의 표상력에서 생성되거나 는 생성될 수 있다는 에, 그리

고 이 표상력 자체는 오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에 근거하고 있

다. 이것은 타시아가 혼의 외부 세계에 간 으로만 근한다는 

뜻이다. 타시아는 지각된 는 표상된 형상들을 결합하고 분리함으

로써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시아의 

본래 인 특징이다. 

(2) 인식의 오류 가능성

사물에서 출발하는 우리 인식은 먼  감각 지각에서 시작하고 이

성에서 완성된다. 이로써 감각은 어 든 이성과 사물 사이에 간자

로 있다. 만약 우리가 감각을 사물과 비교하는 에서 고찰한다면, 

45) Speer, A., ‘Kunst und Schönheit’, in: Misc. Mediae., Bd. 22-2, 957쪽 

참조.

46) 물론 아래에서 보게 되듯이 가능 이성의 경우에는 능동 이성이 해  

감각 자료를 갖고 작용하므로 이성이 실 인 것하고만 계있다는 것

은 능동 이성에만 해당된다.

47) 신학 1부, 물음 1, 9항, 답변; 물음 84, 7항, 답변; 물음 17, 3항, 답변 

참조.

48) 신학 1부, 물음 17, 2항, ad 2 참조; 혼론 428a 11: “감각들은 항

상 참된 반면에, 상상은 부분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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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거짓; falsitas)와 진리(참; veritas)는 이성 안에 있는 방식에 따라 

감각 안에 있다. 그런데 이성에서 참과 거짓은 무엇보다도 그리고 본

래 으로 결합(합성)하고 분리하는 단에 있지만, 무엇임의 악에서

는 이것의 악에서 결과로 나오는 것( 악의 결과)인 단에 향할 

때에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이 감각될 수 있는 것에 해서 

단하는 것에 따라서 감각 안에 진리와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이성의 오류는 정신 인 인식이 감각 인 지각과 피할 수 없는 

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지각 상과 계해서 우리가 

지각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여기에

서 제기된다. 인간의 인식 작용의 시작은 감각 지각이며 따라서 감각

인 지각은 이성과 외부의 사물 사이에 있다.49) 외부 사물과 직  

계하고 있는 것은 감각이므로 감각은 이성에게 잘못된 생각에 한 

동기를 제시할 수 있다. 이성은 이로써 외 인 사물에 해서 잘못된 

인상을 얻는다.  
토마스는 인식의 근본 인 작용이 사유의 제일 원리에 한 직

인 통찰이라고 본다. 감각과 표상력이 다만 사물의 외 인 우유성

만을 악하는 반면 이성만은 사물의 본질을 악한다.50) 이성은 

악된 사물의 본질을 근거로 작용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형상은 ‘단 인 무엇임’이다. 우리가 이성의 본래

인 상인 ‘사물의 무엇임’을 악할 때 우리는 본래 인 의미에서

의 인식을 얻게 된다. “이성이 한 사물의 형상 는 무엇임을 인식하

는 한, 이성은 이들, 즉 형상 는 무엇임을 단 으로 인식하며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51) 말하자면 이성이 타스

마에서 추론해 낸 사물의 무엇임의 에서 이성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52) 그러나 이성이 형상들을 결합하거나 개별 인 사물로 소

49) 진리론 물음 1, 11항, 답변 참조.

50) 진리론 물음 1, 12항, 답변 참조.

51) 신학 1부, 물음 58, 5항, 답변 참조.

52) 진리론 물음 1, 12항, 답변: “마치 감각이 그것에게 고유한 지각 가능한 

것의 지각에서 항상 참이듯이 이성도 무엇임의 인식에서 이러하다(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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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로 그 시 에서 이성의 잘못은 시작된다.53) 이성 안에서 진리

와 오류는 정과 부정의 단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먼  그리고 

본래 으로 드러난다. 토마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定義)
할 때 ‘우연히’ 오류가 생긴다. 오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

로 생긴다. 오류는 첫째, 합하지 않은 개념의 계열에서 어떤 것을 

정의하기 해서 한 개념이 끄집어내어질 때 생긴다. 를 들면 동물

들을 분류할 때 척추 동물을 무척추 동물의 부류에 넣을 때 는 이

와 반 로 무척추 동물을 척추 동물의 부류에 넣을 때 오류가 발생

한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그 정의에 상응하지 않는 사물에 련될 

때, 즉 이성이 한 사물에 한 정의를 다른 사물에 부여할 때 오류가 

생긴다. 는 원의 정의 는 하나의 둥근 것의 정의가 인간 는 어

떤 삼각형의 사물에 한 정의에 부여될 때 첫 번째 정의에서 두 번

째 정의가 생겼고, 이로써 정의는 틀린 것이 된다. 둘째, 서로 결합될 

수 없는 본질 부분들이 한 단일체로 설정될 때, 다시 말해서 서로 결

합될 수 없는 정의의 부분들을 이성이 서로 결합할 때 오류가 생긴

다. 우리가 당나귀는 비이성 인 동물이면서 불멸한다고 말한다면,54) 
이 때 이 정의는 어떤 한 상의 에서만 틀린 정의가 아니라, 정

의 그 자체도 틀린 것이 된다.55)

4. 단에서 진리와 오류

감각은 악의 방식에 의해서 물질 인 사물과 결합하고 있다. 반

면 우리 이성은 단의 길에 의해서 이 사물에 해 단하는 한에

서만 물질 인 사물들과 결합하고 있다.56) 성 토마스에 따르면 우리

는 인식에서 두 가지 을, 즉 상을 ‘받아들임’과 ‘받아들여진 

참이다)”.

53) 신학 1부, 물음 58, 5항, 답변.

54) 진리론 물음 1, 12항, 답변.

55) 신학 1부, 물음 17, 3항, 답변.

56) 진리론 물음 13, 3항, a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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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한 단을 생각해야 한다.57) 이미 언 했듯이 단 작용은 

감각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 인식의 최 의 

출발 은 감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 우리가 단하는 모든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감각으로 소 되어야 한다.”58) 단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그것에로 소 하는 것이 가장 최 의 것이다.
이미 언 했듯이 외 인 감각은 직 인 상을 그 상이 존재

하는 그 로 지각한다. 그러므로 외 인 감각에서 기본 인 오류는 

배제되어 있다. 외 인 감각에 의한 감각 지각의 단이 항상 올바른 

반면, 타시아와 이성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 외

인 사물의 감각 지각은 우선 감각 기 에 각인되고 표상을 일깨운다. 
그 다음 이성은 이 표상에 계할 수 있다.59) 이성은 우선 표상 안에 

직  주어져 있는 사물의 형상에서 추상해야 하며, 거기에서 본질, 
특성 는 복잡한 사태까지도 진술의 형태로 표 될 수 있는 합한 

단을 형성해야 한다. 체 인 이 과정이 합하게 진행될 때, 그

리고 형성된 단이 결국 참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 인식은 비

로소 참된 것이 된다.
그런데 이성이 정확한 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를 들

면 수면 에 이성의 단은 방해받는다. “수면 에는 이성의 완

한 단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식의 출발 인 감각이 수

면 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60) “마치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기만당하듯 사물의 상을 마치 사물 자체인 듯이 우리가 간주할 때 

우리는 기만당한다.”61) 그러므로 우리는 단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임을 악하는 이성의 작용과 단 작용 사이에는 무엇임에 

한 단순한 악이 참이라고 는 틀렸다고 지칭될 수 없는 한, 

57) 진리론 물음 12, 3항, ad 1 참조.

58) 진리론 물음 12, 3항, ad 2 참조.

59) 진리론 물음 1, 10항, 답변.

60) 진리론 물음 28, 3항, ad 6.

61) 진리론 물음 12, 3항, ad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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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차이가 있다: 무엇임에 한 단순한 악은 이루어지거나 이루

어지지 않는다. 일차 인 의미에서는 오직 단만이 참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들 는 표상들이 참된 진술을 야기할 

수 있기에 합한 한, 다만 참된 단의 에서만 이 상들 는 

표상들을 참이라고 지칭한다.62)

감각은 악의 방식에 의해서 물질 인 사물과 계하고 있다. 반

면 우리 이성은 단의 길에 의해서 그 사물에 해 단하는 한에

서만 물질 인 사물들과 계하고 있다.63) 토마스는 이성의 두 가지 

작용을 구분하는데 이 두 가지 작용은 에서 언 했듯이 개별 인 

내용의 단 인 악,64) 그리고 단함이다. 개념을 단순히 악함에

서는 하나의 본질을 악하는 것이 건이고 이에 반해 단에서는 

한 진술의 진리를 악하는 것이 건이다. 토마스 성인에 따르면 확

실히 통찰될 수 있는 제일 원리가 있을 때에만 이론 인 단에서 

확실함이 있을 수 있듯이,65) 실천 인 단도 오직 이런 제일 원리가 

있을 때에만 그 실천 단이 그것에로 소 되는 원리처럼 확실하고 

오류에서 벗어나 있으며 확고할 수 있다.66) 

Ⅲ. 결  론

우리의 인식은 지각에 의해 형성되며 지각상은 이성 안에 보존된

다. 이성이 감각 지각에 의한 인식을 기반으로 감각 으로 지각 가능

한 사물을 악하는 것에서 단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감각－지각 

상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단하는 것은 지성의 본래 과제이

62) 진리론 물음 1, 2항, 답변; 10항, 답변; 11항, 답변.

63) 진리론 물음 13, 3항, ad 7.

64) 그것에 의해서 이성이 단순한 본질을 형성하거나 는 단순한 형상을 주

시하는 행 로 규정한 개념 인 악의 행 를 토마스는 ‘단 인 악’, 

는 ‘단순한 악’(simplex apprehensio)이라고 지칭한다. 

65) 진리론 물음 11, 1항, ad 13.

66) 진리론 물음 16, 2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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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성의 고유한 작용이 단의 근거에 놓여 있는 곳에 오류 가능

성 역시 놓여 있다. 왜냐하면 단함에서 지성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67)

사물이 이성과 감각의 단순한 악에 의해서건 는 지성의 단

에 의해서건 그것인 바와 다르게 우리에게 제시될 때 기본 인 오류

가 야기된다. 두 번째 경우에 본래 인 인식의 잘못은 낱말의 엄 한 

의미에서 오류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 스는 형이상학 에서 진리에 

한 고 인 정의에 오류에 한 정의를 결합해 서술하고 있다: 
““있음”과 “있지 않음”은 […] ‘참임’이나 ‘거짓임’을 뜻한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뜻은 (사물들이) ‘결합되어 있음’과 ‘분리되어 있음’으로

써 성립된다. 그래서 […] 사물들이 있는 상태와 반 로 생각하는 사

람은 틀렸다”68) 
오류는 사물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인식되지 않을 때 생

긴다. 이 오류는 그러므로 본래 어떤 잘못이 아니라 다만 불완 한 

인식이다. 불완 한 인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오류를 이해한

다: 우선 이 인식은 자연에 상응하는 제한으로서 순 히 부정 인 오

류라고 불린다. 불완 한 인식은 한 자연에 상응하는 완 함의 결

여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결여 인 오류라고 부른다. 순 히 부

정 인 오류는, 즉 자연 인 불완 함은 인식 상에 속하는 어떤 것

이 인식에서 제시되지 않을 때 존재한다. 
언 했듯이 타시아는 기만을 쉽게 야기하기 때문에 오류는 타

시아와 단에 의해 생기지 외 인 감각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부

재하는 상들을 제시하는 것이 타시아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물들은 그것들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들로부터 나

온 인상이 ‘있지 않은 것’들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다”.69)

67) 신학 1부, 물음 17, 3항, 답변.

68) 형이상학 9권, 10장, 1051a 35-b 5.

69) 형이상학 5권, 29장, 1024b 24-5; 한 진리론 물음 1, 10항, ad 6과 답

변 참조; “illa dicuntur falsa quae nata sunt videri aut qualia non sunt 

aut quae non sunt, sicut dicitur aurum falsum in quo exterius appa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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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존재자는 서로 치환될 수 있고 언 했듯이 존재자는 가장 

보편 인 것이기에 우리는 진리가 가장 보편 인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사물이 임의 인 모든 변화에도 존재자로 남아 있듯이, 그

것이 다른 형상에 따라 －이 형상에 의해 그것이 존재(esse)를 갖는－ 
다른 사물이 된다고 해도, 이 사물은 다른 진리의 근거 에서라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의 참된 사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한 사물의 진리를 인간의 이성의 질서에서 

는 한 사물의 에서 고찰한다면, 어떤 때는 진리가 오류로 변하고, 
어떤 때는 진리가 다른 진리로 변한다. 언 한 로 진리는 지성과 

사물의 일치이다. 그러므로 지성과 사물의 변화가 서로 상응한다면, 
진리는 남아 있다. 그런데 만약 지성이 참이라고 단했던 사물이 변

했음에도 지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는 이와 반 의 일이 생긴다면, 
는 지성과 지성이 이해한 사물이 변하되 서로 상응하지 않는 방식

으로 변한다면, 오류가 생기고, 이로써 진리는 오류가 된다. 를 들

어 소크라테스의 피부색이 희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부색이 희다

고 단한다면 지성은 참이지만 소크라테스는 변함없이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데도 지성이 소크라테스의 피부를 검다고 이해한다면, 이 

때 지성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70) 
우리의 정신 인 인식 능력인 이성은 인식 작용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첫 번째 근거가 지성 안

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은 그것이 자기 본성의 고유한 형

상을 갖고 있는 한 참되다. 지성은 그것이 인식 주체인 한 그리고 그

것이 인식된 사물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한 참이어야 한다. 

color auri et alia huiusmodi accidentia cum tamen interius natura auri 

non subsit”. 

70) 진리론 물음 1, 6항, 답변 참조: “진리와 존재자는 서로 치환될 수 있으

므로 진리는 가장 보편 인 형상이다”; 한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각 사물은 있음에 계하는 방식으로 한 진리에 계한다”( 형이상학

2권, 1장, 993b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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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Über die Wahrheit bei Thomas von Aquin
－ Die Wahrheit der menschlichen Erkenntnis －

Park, Joo-Young

In dieser Abhandlung wurde das behandelt, was die Wahrheit ist 
und die Erkenntnis, insofern diese mit der Wahrheit zu tun hat. 
Dazu auch das, was zu unserer Wahrnehmung und damit auch der 
Tätigkeit des Verstandes in Beziehung steht. Die zwei wichtigsten 
Aufgaben des Verstandes sind die Erfassung von etwas und das 
Urteil. Voraussetzung für das Urteilen ist, daß das, was 
zusammengesetzt oder voneinander getrennt wird, vom Verstand 
aufgenommen oder erfaßt ist. Die Erkenntnis fängt mit der 
Wahrnehmung an, und aufgrund der Sinneserkenntnis betätigt sich 
der menschliche Intellekt. Das sinnliche Erkennen kann dem sinnlich 
erfaßten Gegenstand entsprechen oder eben nicht entsprechen. Der 
Fehler in der Erkenntnis entsteht dann, wenn die Vernunft beim 
Zusammensetzen und Trennen des Wahrgenommenen nicht richtig 
funktioniert. Weil der Fehler in der Erkenntnis erst im Urteil 
auftritt, ist es nützlich, die Erkenntnisanalyse als Weg zum Urteil 
genauer zu betrachten. Aus diesem Grunde wurden im Zusammenhang 
mit der Fehlerhaftigkeit der Vernunft, die Sinne, die Funktion des 
Verstandes und die Abstraktion dargestellt, und die Erkenntnisanalyse 
und das Urteil beh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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