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에 나타난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의 구분*
－ 그 기원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 －

박 승 찬

【주제분류】중세철학, 중세언어철학
【주요어】토마스 아퀴나스, 사변적 문법학, 중세 논리학, 의미의 양태, 의미
된 대상
【요약문】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언어철학으로부터 수용하여 활용한 주요
개념 중의 하나가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과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에 대한 구분이다. 이 구분은 토마스의

신학대전 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세기 중반 이후
급속도록 이루어진 중세 언어철학의 집중적인 연구 이전에는 ‘의미의 양태’
개념이 “중세 문법이론의 정점”을 이루는 유명한 ‘사변적 문법학’(Grammatica
speculativa)의 핵심개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
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많은 토마스 철학의 전문가들조차 관련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 개념들
이 언어 철학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토마스가 이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를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토마스가 이
개념을 어디로부터 수용했는가? 하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토마스
의 텍스트와 관련 서적들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
란 개념을 직접적으로 문법학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당시 인문학부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논리학 수업으로부터 수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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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토마스 아퀴나스(1224/5～1274)가 중세 언어철학으로부터 수용하여
활용한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유비”(analogia)개념이다. 토마스의 유비 개념은 토마스 사상을
열어 줄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아 왔다.1) 이렇게 유비에 연구가 편중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토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다양한 개념들
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유비의 하위 개념으로 흡수되어
이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과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라
는 개념들이다.2) 토마스는 이 개념들을 여러 곳에서 활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 개념들이 얼마나 자주 토마
스에게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는 토마스가
신학대전 제I부 제13문제에서 신의 명칭에 대해서 논할 때, ‘유비’라
는 전문 용어보다도 바로 이 개념들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필자가 다른 논문3)에서 요약한 언어철
학적 수단의 사용 예들이다.
1) 토마스의 유비 개념에 관한 참고문헌은 박승찬 (2005) 참조.
2) 필자는 이제까지 기존의 번역에 따라 significatio를 “표시”, res significata
를 “표시된 사물”, modus significandi를 “표시의 양태” 등으로 번역해 왔다.
그렇지만 표시라는 단어가 지닌 “겉으로 드러내 보임”의 뜻만이 강조되어
언어로서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또는 의미를 지시하는 행위를 뜻하
는 significatio의 번역어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필자는 중세의 significatio가 지닌 독특함, 즉 단순히 의미(meaning)만이
아니라 ‘이해를 구성하는 특성’(intellectum constituere)을 강조하기 위해
“의미지시”, “의미지시된 대상”, “의미지시의 양태”라는 번역어를 사용하
였으나 이 또한 지나치게 번잡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본 논문에서는 각각
“의미(지시)”, “의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로 번역하도록 하겠다.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인용할 때에도 이 용어들을 새 번역어로 대체
했다. 중세 significatio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Spade (1982), p.l88,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Park (1999), pp.99-117 및 그곳에 제시된 참
고문헌 참조.
3) 참조: 박승찬 (1999), 203-204쪽.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에 나타난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의 구분 149
질문

사용된 언어철학적 수단

c. a.: 단어－관념－사물
1. 하느님께 적합한 어떤 명칭이 있는가? ad 2: 구분: [추상명사, 구체명사]
ad 3: 문법학적인 품사구분 (<의미의 양태>)
2. 하느님께 대해 어떤 명칭이 실체적
으로 사용되는가?

c. a.: 구분: 의미하다 (실체적으로, 부정적으로,
관계에 따라)
ad 2: 구분(어원, 명명대상)

3. 하느님께 대해 어떤 명칭이 고유하 c. a. & ad 1 & ad 3: 구분: 말하다(고유하게,
게 사용되는가?
비유적으로); 구분(의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
4. 하느님께 대해 사용되는 명칭은 동
c. a.: 동의어; 구분(의미된 대상, 명칭의 의미)
의어인가?
5.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해서 쓰이는 c. a: 구분(일의성, 다의성, 유비); 구분(많은 것
명칭들이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해
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일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ad 1: 구분: (<명칭의 질서>, <사물의 질서>)
c. a.: ‘선차적 내지 후차적 의미지시’; 구분: 명
6. 명칭들은 하느님께 대해서보다는 피
칭이 사용된다(비유적으로, 고유하게); 구분(의
조물에 대해 더 먼저 사용되는가?
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 명칭의 부과)
7. 피조물과 관련을 갖는 명칭들이 하느 c. a.: 구분: 질서(의미의, 사물의)
님께 대해 시간적으로 사용되는가?
ad 1: 구분: 관계성(존재에 따른, 언어에 따른)
8. 하느님이란 이 명칭은 본성에 대한
명칭인가?

c. a.: 구분(어원, 명명대상); 구분(의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
ad 2: 구분(의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

c. a.: 구분:<지칭>(<공통적>, <구별적>) ; 구분:
공통적인 것(고유하게, 유사성에 의해서)
9. 하느님이라는 이 명칭은 공통적인
ad 2: 구분: 명사(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분(존
것인가?
재의 양태, 인식의 양태)
ad 3: 구분(의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
10. 하느님이란 이 명칭은 분유에 의 c. a: 구분(일의성, 다의성, 유비)
한 하느님과, 본성에 따른 하느님 ad 1: 구분(서술, 의미지시)
과 억견에 따른 하느님께 일의적 ad 4: 구분: 다의적으로 말해짐(단순하게, 넓은
의미로)
으로 말해질 수 있는가?
11. ‘있는 자’라는 명칭은 가장 고유 c. a.: 구분(의미지시, <의미의 양태>, 동반의미)
ad 1: 구분(어원, 명명대상)
한 하느님의 명칭인가?
c. a.:
12. 긍정명제가 하느님께 대해 형성될 ad 1:
ad 2:
수 있는가?
ad 3:

구분: 서술(<내포－, 동일이론)
의미의 양태
<의미의 양태>
구분(<인식의 양태>, <존재의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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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이 개념들에 대해 관심을 보인 학자들이 있었지만, 지난
세기 중반 이후 급속도록 이루어진 중세 언어철학의 집중적인 연구
이전에는 이 구분이나 관련된 단어들 뒤에 어떠한 체계화의 노력이나
풍부한 전제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세 언어철학의 기본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 사
이의 구분(＝RS-MS구분)4)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과 그 배경이 되는 개념들이 뚜렷해지면, 토마스가 이를 자신의
작품들 안에서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독창성 및
전통과의 관련성을 진지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그 의도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구분이 어떻
게 신학적으로 적용되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유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전에 선
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다.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RS-MS 구분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개념과 구분에 대한 지식을 전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의미의 양태’라는 용어를
“신에 대해 어떤 명칭이 고유하게 사용되는가?”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제3절에서야 비로소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신에게 귀속시키는 명칭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선성(善性), 생명과 이런 종류의 것들과 같은 ‘의미된 완전성
들 자체’와 ‘의미의 양태’가 그것이다.” (STh I,13,3)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토마스는 언뜻 보기에 이 개념에 대한 설명
이나 이를 찾아 갈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분들이 사용되는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이런 혼란의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로스(J. F. Ross)에게서 발견한
4) 본 논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구분을 지칭하기 위해 지금부터 “RS-MS
구분”이란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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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여러 번 출간된 자신의 논문에서 위 인용의 병행구절(I Sent
22,1,2)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의미의 양태’
라는 구절의 두 가지 다른 사용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5) 로스에 따르면 우리 인식의 유
한하고 피조물적인 성격과 관련된 사용방식 이외에, ‘의미된 대상의
완전성들’의 위계질서에 종속되는 ‘의미의 양태’라는 다른 사용방식
이 존재한다. 그러나 토마스는 본문에서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이러
한 두 번째 의미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로스는 만테이
(F. Manthey)6)를 비롯한 중세학자들의 연구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도, 그 배경을 심도 있게 탐구하지 못했다. 특히 그는 언어와 관련된
‘의미양태’의 배경을 알지 못했고, 단지 토마스의 텍스트로부터 개념
에 대한 규정들을 재구성하려 시도했다.
이밖에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 문제에 관해 주목할 만한 저술
을 남긴 뮐러(K. Müller)7)나 토마스 철학의 전문가로 인정받던 맥키
너니(R. McInerny)8) 등의 연구자들조차도 중세 언어철학 연구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들, 특히 본 논문과 관련해서는 ‘의미의 양태’
개념이 지니고 있었던 언어철학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
확한 해석을 내 놓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S-MS 구분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토마스가 어디로부
터 수용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의미의 양태’ 개념이 매우
자주 그의 작품들에서 사용되고 있고, “중세 문법이론의 정점”9)을 이
루는 유명한 ‘사변적 문법학’(Grammatica speculativa)의 핵심개념이
5) Ross (1970), p.121.
6) 이미 만테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언어철학과 신학 문제에 대한 적용
(Manthey (1937))이란 책에서 매우 제한된 자료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
확하게 확정짓지는 못하더라도,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 등의 개념을 중세
언어철학자들로부터 수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7) 뮐러는 로스의 해석보다는 진일보했고, 사변적 문법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토마스가 이미 완전히 발전한 ‘의미의 양태 이론’을 알고 있기
라도 했다는 듯이 부정확한 해석을 내린다. Müller (1983), p.99 참조.
8) 참조: McInerny (1986), p.283.
9) Wolters (1992), p.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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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토마스의 개념사용이 중세 문법학, 특히 사변적 문법학에
서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던 핵심개념 ‘의미의 양태’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언어철학 분야에서는 ‘의미된
대상’ 개념보다 ‘의미의 양태’가 연구의 중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토마스와의 비교(3장)에 앞서 우리
는 먼저 언어철학 분야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2장)를 확
인해 보도록 하겠다.

Ⅱ. 관련 개념의 언어철학 내에서의 정의와 활용
1. ‘의미의 양태’이론의 못자리인 ‘동반의미’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동반의미’
(consignificatio)라는 개념 및 그 기원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때문에10),
‘의미의 양태’를 본격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 ‘동반의
미’란 개념이 토마스와 다른 스콜라 학자들에게서 어떻게 사용되었는
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함께－의미하다’(consignificare)라는 표현이나 그 명사형 ‘동반의
미’는 그 개념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녔고, 중세 시대에 논
리학자들과 문법학자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함께－의미하다’라는 표현의 중요
한 사용예가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론 에서 동사를 정의

하면서 나중에 라틴어 단어 ‘consignificare(콘시그니피카레)’로 번역
되는 단어를 사용한다: 동사는 명사와는 반대로 항상 자신의 대상을
시간 안에 실존하는 어떤 것으로서 ‘함께－의미한다’.11)
2) 둘째로 논리적인 기능어들(예를 들어 모든, 어떤, 결코 ...이 아
닌, 단지 등등)은 ‘syncategoremata’(쉰카테고레마타, 共義語) 또는
10) Pinborg (1984) 등.
11) 참조: Ar-Periher 16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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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ificantia’라고 불렸다. 이 단어들은 한 진술의 맥락 안에서 자
신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술의 부
차적인 부분들로서 주어와 술어로 작용하는 단어들과 함께 사용됨으
로써만 그 의미를 지니고, 함께 사용된 명사와 동사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 공의어(syncategoremata)는 지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리학자들은 이 개념들에 큰 관심을 가졌다. 페트루스 히스파
누스는 라틴어 언어이론 안으로 이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프리스키아
누스의 구분12)을 넘겨받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syncategoremata와
consignificativa를 동일시했다.13) 토마스가 공의어를 뜻하기 위해 오
직 syncategoremata라는 개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14), 우리는 앞으로
이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겠다.
3) 우리의 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사용방식은 사변적 문
법학자들의 ‘의미의 양태’란 표현과 깊게 관련된다. 이에 따라서
consignificatio란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와 비슷하게 사용되었
지만, 동사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미지시의 변형에 대해
서도 사용되었다. consignificare의 이런 사용방식은 핀보오그에 따르면
이미 12세기에 “특히 범주론에 의해서 야기된 ‘파생근원어’(Denominativa)
에 대한 토론들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15).
‘consignificatio’는 이 세 번째 사용방식에 따라서 일차적인 의미에
포함된 것이며 그에 따라 함께 의미되는 것을 말한다. ‘동반의미’로서
의 이 부차적인 의미는 동일한 일차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들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서로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용방식에 따르면 단어들의 우유들(consignificata)은 사물의 우
유들에 상응한다. ‘동반의미’란 표현이 점점 더 자주 ‘우유들’이란 개

12) 참조: Priscian: Institutiones grammaticae Lib. Ⅱ, 15. (Roos (1952), p.110
에서 재인용).
13) 참조: Tract. I,5 (3,6-8).
14) I Sent 21,1,1; STh I,31,3; Periher 1,6,3.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는 Manthey
(1937), pp.113f. & 150ff. & 180f. 등 참조.
15) Pinborg (1967), p.31; Pinborg (1972), p.60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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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가지고 설명됨에 따라서, 핀보오그에 따르면 13세기에 “‘의미의
양태’와 ‘함께－의미하다’는 점차적으로 완전히 통합되기에 이르렀
다”16). 비록 양태론자들에게서 마침내 consignificare가 그것을 통해서
한 ‘의미의 양태’가 부가되는 행위가 되었을지라도, 13세기 전반기까
지는 이러한 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페트루
스 히스파누스는 다의성에 대한 정의에서 ‘modus consignificandi’를
‘modus significandi’로부터 구분한다.17)

２. 양태론자들에 의해 발전된‘의미의 양태’이론
나중에 ‘동반의미’라는 개념과 통합되는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은
비록 중세의 전성기에 와서야 전문용어로서 발전하지만, 이미 중세
초기 문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핀보오그는 ‘의미의 양태’라는 개
념이 최초로 언급된 것을 보에티우스에게서 발견한다.18) 보에티우스
는 한 장소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다의적인 표현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의미상의 차이들을 지칭한다. 다른 장소에서 그는 이 개념을 아
리스토텔레스가 행하는 명사와 동사 사이의 구분에 대한 해석을 표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19) 핀보오그는 보에티우스에게서 ‘의미의 양태’
란 개념이 전문용어가 아닌 단지 일상적인 언어이고 우연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용방식은 아벨라르
두스(1079-1142)와 가를란두스 콤포티스타(11세기에 활동)에게서도
발견된다.20)
콩슈의 윌리엄(1130년경에 활동)과 페트루스 헬리아스(1140-50년경
16) Pinborg (1967), p.34.
17) Tract. Ⅶ, 28 (98,30sq.). 페트루스는 여기서 consignificare를 ‘한 표현의
우유들을 함께－의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반면에, ‘의미의 양태’를
‘선차적－내지－후차적－의미지시’를 위해서 사용한다. 더 자세한 탐구에
대해서는 Park (1999), 단락 5.2.2 참조.
18) 참조: Pinborg (1967), p.30.
19) Ibid.
20) Ibid., p.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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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동)에서야 비로소 그 개념은 전문용어로서 사용되었다. 그렇지
만 이 두 사람은 그 개념을 13세기 양태론자들과 비교할 때 훨씬 드
물게 사용했다.21) 프리스키아누스를 주해했던 이 학자들은 당시에 밀
려 들어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이상에 따라 프리스키아누스의
문법적인 설명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에게 이제
문법학이란 더 이상 바르게 말하고 쓰는 기술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
들은 애초에 규범적으로 이해되었던 문법학을 보편적인 언어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언어학은 보편적이고 모든 인
간에게 동일한 규칙을 통해서 언어라는 사태의 원인을 설명하려 시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시도는 페트루스 헬리아스에게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듯이 문법학의 자립성에 대한 추구와도 관련된다.22) 소위 ‘사변
적인’(speculativa) 문법이론이라는 발상은 13세기 전반기에－예를 들
어 작센의 요르단(1220년 사망), 로베르투스 그로세테스테(1253년 사
망), 파리의 니콜라우스(1250년경 활동)와 특히 로베르투스 킬워드비
(ca. 1215-1279) 등에 의해－계속해서 추진되었다. 문법학의 학문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학의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대상은, 개별
언어의 구체적이고 소리가 나는 토대로부터 추상되어야만 했다. 그들
의 고유한 대상은 “언어로서의 언어에게 특징적인”23) 그렇게 불변하
는 언어적인 현상들일 수 있었다. 이 저자들에 따르면 언어에서 단지
의미내용(significatio specialis나 significatum)과 무엇보다도 단어의
품사들을 구성하는 의미방식(significatio generalis나 consignificatum)
만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든 인간과 각
언어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점차 이 저자들의 관심은 개별적인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significatio generalis)로
이동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적 의미’라는 새로운 개념은 이
미 널리 통용되던 개념인 ‘의미의 양태’로 대체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단어 품사들(pars orationis)의 문법학적으로 제한된 의미요소들로서
21) Fredborg (1973), p.28.
22) Markowski (1981), p.39.
23) Pinborg (1972), p.1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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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 ‘의미의 양태’란 개념은 1260년경에 문법학의 영역에서 나타
났던 새로운 ‘사변적인’ 문법학의 핵심개념이 되었다.
마침내 1270년경에 이러한 언어이론의 이론적인 기초가 다키아의
마르티누스(1270년경 활동)와 다키아의 보에티우스(1275년경 활동)가
저술한 ｢의미의 양태에 대한 토론문제집과 논고들｣에서 완전하게 놓
여졌다.24) 이 두 사람이외에 가장 중요한 양태론자들로는 다키아의
요한네스와 시몬, 마르베이의 미카엘(1280년경 활동), 오베르뉴의 페
트루스(1303년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발전의 정점은 대략 1285년에
서 1310년 사이에 저술된 라둘푸스 브리토의

소 프리스키아누스에

대한 토론문제집 이나 1300년에서 1310년 사이에 저술된 에어푸르트
의 토마스의 사변적 문법학 에서 도달되었다고 평가된다.25)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 개념을 수용한 직접적인 원천을 찾기 위해
서는 13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사변적 문법학의 선각자들－예를 들
어 작센의 요르단, 로베르투스 그로세테스테 등－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들이 아직 충분히 편찬되지 않아서 토마스와 비교
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매
우 많이 연구된 양태론자들의 일반적인 이론, 특히 1270년대의 초기
양태론자들의 이론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 이들의 작품에
서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은, 버실－홀(Bursill-Hall)이 자신의 방대한
작품에서 잘 기술하였듯이,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고 설명되었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26)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선 ‘본질적인 의미양태’(modi significandi essentiales)
와 ‘우유적인 의미양태’(modus significandi accidentalis)를 구분한다.
‘본질적인 의미양태’는 한 단어를 라틴어 문법의 여덟 가지 근본적인
범주(명사, 대명사, 동사, 분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중에
어떤 것에 귀속시켜야 하는가를 언급한다. 이것은 또다시 대부분의
양태론자들에게서 ‘보편적 양태’(modus generalis)와 ‘특수한 양태’(modus
24) 참조: Ibid., pp.67-86.
25) 참조: Ibid., pp.95-135; Kobusch (1996).
26) Bursill-Hal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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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us)로 세분되었다. 핀보오그는 이 구분을 하나의 도표로 요약
하고 있다.
Ⅰ. ＋ 안정성 (modus habitus et quietis or modus substantiae)
1. ＋ 확정된 지칭 (modus determinatae apprehensionis or modus qualitatis)
명사 (형용사 포함)
2. － 확정된 지칭 (modus indeterminatae apprehensionis) 대명사
Ⅱ. ＋ 변화 (modus fluxus et fieri)
3. ＋ 서술가능성 또는 분리가능성 (modus distantis) 동사
4. － 서술가능성 또는 분리가능성 (modus indistantis) 분사
Ⅲ. ＋ 변형 (modus disponentis)
5. ＋ 행위－규정자 (modus determinantis actum) 부사
6. ＋ 대상을 행위에 연관시킴 (modus retorquendi substantiam ad actum)
전치사
7. ＋ 연결 (modus uniendi) 접속사
8. ＋ 감정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줌 (modus afficientis animam) 감탄사27)

사람들은 이 구분을 이미 양태론자들의 전성기 이전에 속하는 로
베르투스 킬워드비에게서 발견한다. 물론 그는 아직 ‘특수한 의미양
태’(modus significandi specialis)라는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28)
양태론자들은 ‘본질적인 의미양태’ 이외에 어형변화를 구성하는 부
차적인 어떤 것을 발견한다. 각각의 ‘우유적인 의미양태’에 하나의
‘본질적인 의미양태’가 선행한다는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29) 어떻게 ‘우유적인 양태’가 세분되는가에 대해서는
양태론자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명사에서 이 ‘우유
적인 양태’가 격, 종, 유, 수, 형태, 인칭(casus, species, genus, numerus,
figura, persona) 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양태론자

27) Pinborg (1982), p.258. 도표의 로마 숫자는 보편적 의미양태를 뜻하고 아
라비아 숫자는 특수한 의미양태를 뜻한다. 또한 ＋는 언급된 성질의 긍정
을 －는 부정을 뜻한다. 각 양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Kobusch (1996),
pp.85-89 참조.
28) 참조: Pinborg (1967), p.35f.
29) 참조: Pinborg (1967),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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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30) 동사에서는 격 대신에 시제, 태, 동사변화
(tempus, modus, coniugatio) 등이 첨가되었다. 다른 품사들에서도 ‘우
유적 양태’가 비슷하게 세분되었다. ‘우유적 양태’의 세분 중에서 한
구분은 주목할 만한데, 토마스가 유사한 표현을 자신의 작품에서 사
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격이나 수와 같이 다른 단어에 대한 관
계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구문론적인 기능을 지닌 ‘상관적인 의미양
태’(modus significandi respectivus)와 ‘의미된 대상’과의 관계를 표현
하고 진술의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의미양
태’(modus significandi absolutus)의 구분이 그것이다.31) 대부분의 세
부구분들은 계속해서 때때로 30개의 하위그룹들로 세분되었다.32)
이 양태론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12세기 선배들이 종종 주해했던
프리스키아누스의 작품들만을 수단으로 해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
스의 논리학적인 저술들은 물론 자연학과 형이상학까지도 이용해서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33) 양태론적인 이론과 연관된 인식론적인 문
제나 존재론적인 문제들의 중요한 측면들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사변적
문법학 후반부의 발전을 규정했다. 물론 그들은 처음 발전하기 시작
할 때부터 의미론적인 세 단계, 즉 ‘의미의 양태－인식의 양태－존
재의 양태’(modus significandi－modus intelligendi－modus essendi)를
전제했다. 각 양태론자들에게서 다양한 양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은 다양할지라도, 각 양태론자는 세 양태들 사이에 근본적인
병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문법학적
인 의미변수들인 ‘의미의 양태’는 ‘인식의 양태’에 상응하고, 이것은
또다시 인식된 대상의 본질 또는 ‘존재의 양태’에 상응한다. ‘존재의
양태’라 불리는 각 사물의 일반적인 특성들(proprietates communes)에
상응하여, 그 대상들이 인간의 지성에 의해 인식되었을 때, 한 개념
은 특정한 구조적인 특성들을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이 아리스
30)
31)
32)
33)

참조: Bursill-Hall (1971), pp.355-360.
참조: Bursill-Hall (1971), p.347.
Bursill-Hall (1971), p.361-391.
Park (1999), 단락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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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텔레스 의미론의 전통적인 해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식
할 수 있다.34)
이러한 병행성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의미
의 양태’는 양태론자에게서, 비록 의미된 대상이 동일하게 남아있을
지라도, ‘의미의 양태’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인식의 양태’가 상
이하다면, 상이할 수 있다. 통상적인 예는 양태론자에 의해 즐겨 사
용되었던 ‘고통, 고통스러울텐데, 고통스러운 (것), 고통스럽게 그리고
아!’(dolor, doleo, dolens, dolenter, et heu!)와 같은 고통에 대한 다양
한 표현들이다.35)
또한 양태론자에게서 ‘존재의 양태’로부터 ‘인식의 양태’를 거쳐
‘의미의 양태’로 넘어가는 질서는 가역적이지 못하다는 사실도 주목
할 만하다. 핀보오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한다:
“존재의 양태와 의미의 양태는 완전히 등가적이지 않다. 의미의 양
태는 존재의 양태와 비교해서 ‘사실상 빛이 바래있는 셈이다’. 그것들
은 물론 존재의 양태로부터 도출되었지만, 의미된 대상이 다양한 방식
으로 고찰될 수 있는 한에서 그 대상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상응할 필
요는 없다.”36)

이런 설명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의미의 양태와 존재의 양태가
상응함이나 더욱이 동일함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의미지시하는 ’능동적 의미양태’(modus significandi activus)
와 지시된 ‘수동적 의미양태’(modus significandi passivus) 사이의 구
분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그 몰락에 이르기까지 거
의 해결되지 않았다.37)
34)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계 의미론에 대해서는 박승찬 (1999) 184-186 쪽
참조. 나아가 Pinborg (1982), p.262; Pinborg (1984), p.69; Rosier (1995),
pp.147-150도 참조.
35) 참조: Wolters (1992), p.598.
36) Pinborg (1984), p.69.
37) 135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양태론적인 문법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양
태론적인 문법학의 몰락과 한계에 대해서는 Pinborg (1967),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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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토마스와 ｢의미의 양
태에 대한 논고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토마
스의 생존시기와 양태론적인 이론의 전성기를 비교한다면, 토마스가 더
후대에야 저술된 본래적인 논고들이나 ｢의미양태의 대전들(Summae
modorum significandi)｣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
하면 핀보오그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미양태론’(De
modis significandi)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발생을 1260년대라고 밝히
기 때문이다.38) 그에 따르면 다키아의 마르티누스는 추측컨대 양태론
자들의 최초의 명작을 1270년경에, 따라서 토마스가 죽기 불과 4년전
쯤에 저술했다.39)
그러나 애쉬워어스는 사변적 문법학의 발생을 로지에(Rosier)와 코
빙턴(Convington)을 근거로 삼아40) 1240년대로 잡는다.41) 비록 그녀
도 양태론자들의 가르침은 1270년에 저술된 일련의 가장 중요한 저
작들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지라도 말이다. 그밖에도 그
녀는 이미 12세기에 이 개념이 문법학에서뿐만 아니라, 철학과 신학
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애쉬워어스는 ‘의미의
양태’란 표현이 ‘12세기와 13세기 신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분명치 않
은 사용방식’과 ‘1240년대 이래로 파리에 있는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보다 더 정확한 문법학적인’ 방식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사용
방식이 존재함을 확정한다.42)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두 가지 사용방
식이 서로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두 가지
사용방식들이 토마스에게서 발견됨을 언급할 뿐이다. 로지에는 그녀의
논문에서43) 바로 이 질문을 다룬다. 그녀는 정당하게 ‘의미의 양태’

38)
39)
40)
41)
42)
43)

참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의 요약은 Pinborg (1984), pp.70f.; Wolters (1992),
pp.596-599; Markowski (1981), p.45에서 발견할 수 있다.
Pinborg (1967), 60f.
Pinborg (1967), pp.67-69.
Rosier (1983); Covington (1984).
Ashworth (1991a), p.54.
Ashworth (1991b), p.88f.
Rosi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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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수 있는 신학적인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의미의 양태’의 문법적이고 신학적인 사용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RS-MS 구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구분의 기원을 아벨라르두스, 샤르트르의 티에리(ca. 1100-1157), 쁘
와티에의 길베르투스, 섬의 알라누스, 오세르의 윌리엄(ca. 1140-1231)
등에게서 찾고 있다. 이 구분은 로지에에 따르면 헤일즈의 알렉산더,
대 알베르투스, 보나벤투라와 같은 13세기 신학자들에게서도 종종 사
용되었다.44) 토마스와 이 신학자들 사이의 비교는 본 논문의 연구분
량을 벗어나는 방대한 과제이다. 우리는 여기서 토마스가 이 개념들
을 취했을 수 있는 다른 원천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이 토마스에게서 종종, 그러나 ‘의미된 대상’
이란 개념과 항상 대비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자주 순수한 문법적이
나 논리적인 표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지에의 훌륭한 연
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녀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토마
스 동시대의 논리학자들에게서 토마스의 사용방식이 근원을 추정해낼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이러한 질문은 사변적 문법
학이 논리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3. 논리학전서에서 발견되는‘의미의 양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논리학은 13세기 전반기에 인문학부의 수업
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교과목이었다.45) 따라서 토마스가 자신이
배웠던 논리학 수업을 통해서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배웠을 가능
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는 논리학자들에게서 ‘의미의 양태’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탐구해 보겠다.
문법학자들은 ‘제2 지향들’(intentiones secundae)을 다룬다는 점에

44) 참조: I Sent 9,1,2; 비교. Rosier (1995), pp.146-150.
45) 참조: 박승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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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논리학자들과 같지만, 특히 “언어적인 조합들의 정확성을 이루
는 조건들과 관련하여”46) 불변하는 언어 현상들을 다룬다. 그러므로
문법학자는 필요에 따라 의미지시에 대해 관심을 가질지라도, ‘의미
의 양태’에 기반한 문장론적인 구조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는 달리 중세의 논리학자는 “한 문장을 그 표면적인 형태로부
터 심층적인 형태로 환원시키는 것”47)을 자신의 과제라고 보았다. 이
심층적인 형태야말로 한 문장의 진리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확정이 문법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한 진술의 언어적인
형태’를 통해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잘못을 막으려
고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논리학은 문법학의 몇몇 중요한 요소
들을 수용하고, 이와는 반대로 문법학은 동시대의 논리학과 형이상학
의 결과들에 의존하여 작업하고 논증하게 된다.48)
우리는 무엇보다도 페트루스 히스파누스의 논고들 에서 문법학의
많은 요소들을 발견한다. 우리는 이미 ‘동반의미’와 관련해서 페트루
스가 한 구절에서 ‘의미의 양태’를 ‘동반의미’로부터 분명하게 구분한
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다의성에 의한 오류추론’에 대한 논고에
서 이러한 구분을 도입했다. 그는 ‘다의성에 대한’ 논고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 번 다의성의 세 가지 종류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그는 이 개념의 지식을 전제하고 있고,
그가 그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49) 의미
의 양태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사용을 우리는 ‘단어 형태에 의한 오
류추론’(De figura dictionis)에 관한 다른 논고에서 발견한다. 이 논고
는 우리에게 13세기 전반기에 양태론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넓게 퍼
져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람들이
페트루스의 논고를 동시대의 저명한 논리학자들인 셔우드의 윌리엄과
오셰르의 람베르투스의 동일한 논고와 비교해 보면, 페트루스가 이것
46)
47)
48)
49)

Wolters (1992), p.596.
Pinborg (1972), p.104.
참조: Fredborg (1973), p.31.
Tract. Ⅶ,39 (105,26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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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창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윌리엄에 따
르면 이러한 오류추론을 통한 착각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된 단어에서, 두 단어들의 어미들이나 그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진술방식도 또한 동일하다고 믿는데서 생겨난다.50) ‘진술방식’란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명백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들이다.51) 람베르투스는 이 오류추론의 동일한 근거를 ‘단어들
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 논박 (166b10-20)의 오류추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의
존해서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한다52): 즉 어미변화의 유사성에 따라
(1) 우유적인 유(남성, 여성, 중성)의 혼동, (2) 범주들 사이의 혼동,
(3) 보편적인 성질과 개체사이의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세분
에 따라 오류추론의 각 종류를 많은 예문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예문들은 윌리엄의 예문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53)
바로 동일한 삼분법과 유사한 예문들을 우리는 페트루스에게서도
발견한다. 첫 번째 종류를 훨씬 더 철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이
외에 그의 논고와 다른 두 학자들의 논고 사이에는 그가 이 오류추
론의 원인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단어 형태가 생성되는 원리는 한 단어와 다른 단어들 사이의 ‘우
유적 의미양태’ 안에서의 유사성이다. 그러나 결함의 원리는 이 유사
성의 불완전함과 감소이다.”(Tract. Ⅶ,91 (136,25sq.))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유적인 의미양태’라는 표현이
양태론자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
여 질문이 제기된다: 페트루스는 여기서 그 표현을 양태론자들과 정
확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만일 두 가지 사용방식을 구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50)
51)
52)
53)

참조:
참조:
참조:
참조:

Introd. 19v (188,288-193).
Introd. 19v (190,312-315).
SLamb. 110v (169,10-170,24).
SLamb. 111r-v (170-173); 비교. Introd. 19v-20r (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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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루스 자신이 우리에게 이 논고에 대한 자신의 긴 도입부에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의미의 양태’가 그 표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
안에서 ‘형상’이 전이된 방식으로 이해되며, 한 표현의 형상이 다른
표현의 형상에 대해 지닌 어떤 유사성이 오류를 불러일으키는가에 대
해 다룬다. 우선 페트루스는 자신의 논고를 ‘본질적 의미양태’와 ‘우
유적 의미양태’ 사이의 구분으로 시작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이 구분은 양태론자들에게서도 또한 근본적인 구분이다.
“단어 안에서 의미의 양태는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는 실체적
이고, 다른 것은 우유적이기 때문이다.”(Tract. Ⅶ,83 (131,31sq.))54)

이어서 그는 어떤 기준에 의해 두 의미양태들이 구분될 수 있는가
를 설명한다. 그의 기준은 ‘명칭의 성질’이 습성태에 따라(secundum
habitum) 또는 현실태에 따라(secundum actum) 하나 또는 여럿이 그
것에게 참여하는 것에 적합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55) 이 기준은 양
태론자들의 기준과 다른데, 즉 그들의 기준이란 의미의 양태들이 한
표현을 문법학의 여덟 가지 근본적인 범주에 맞추어 넣은 것에서 결
정적인가 하는 것이다. 개념 규정의 이러한 상이함을 근거로 고유명
사와 보통명사 사이의 구분은 페트루스와 양태론자들 사이에 상이하
게 해석될 수 있다. 그것들이 양태론자들에 의해 ‘우유적인 양태’의
세부구분으로 여겨지는 반면에56) 페트루스에 따르면 ‘우유적 양태’
뿐만 아니라 ‘본질적 양태’를 뜻할 수 있다. 유사한 것이 능동적 동
사와 수동적 동사 사이의 구분에서도 유효한데, 이 구분은 양태론자
들에 따르면 동사의 유로서 ‘우유적 의미양태’에 속한다.57)
54) 페트루스는 ‘실체적’(substantialis)이란 표현을 ‘본질적(essentialis)이란 표
현으로부터 구별하지 않는다. 참조: Tract. VII,85 (133,1sq.). 그는 ‘본질적
인’이란 단어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한다.
55) 참조: Tract. Ⅶ,83 (132,7-10).
56) 참조: Bursill-Hall (1971), p.355.
57) 참조: Tract. Ⅶ,86 (133,8-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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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개념규정과 개념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의 설명에서 문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양태’와의 뚜렷한 연결
을 느끼게 된다. 페트루스는 자신의 설명에서 유명한 문법학자들의
이름, 즉 프리스키아누스와 도나투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칭에
대한 정의, 즉 ‘모든 명칭은 실체를 성질과 함께 의미한다’라는 설명도
도입한다.58) 그밖에도 이미 언급된 문법적인 예들 이외에 그는 ‘우유
적 의미양태’의 다른 예로서 한 명칭의 문법학적인 유를 든다.59) 페
트루스에 따르면 한 단어의 형태는 ‘우유적 의미양태’인데, 왜냐하면
각 형태는 그 형태가 속하게 되는 바로 그것에게 우유적이기 때문이
다. 그는 한 단어의 형태가 다른 단어의 형태에 대해 가지는 어떤 유
사성이 오류추론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의미의 양태’란 개념
을 가지고 대답한다. 형태의 모든 유사성이 오류추론을 통한 속임수
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사성의 특정한 종류로부터만 그
렇게 되는 것이다.60) 마침내 우리의 토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오류추론을 세 종류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단어 형태의 양태들은 세 가지이다. (1) 왜냐하면 단어 안에는 일
종의 우유적 의미양태, 즉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과 같이 합치나 불
합치의 원리인 양태가 있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의미된 대상’에
속해야만 하는 다른 ‘우유적 의미양태’가 있는데, 그 대상이 참과 거
짓의 원리이다. 그리고 이 양태는 첫 번째 양태로부터 구분되는데, 왜
냐하면 첫 번째 양태는 합치와 불합치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그 단어
안에 실존하는 대상에게 속해야 하고, 이 두 번째 양태는 참과 거짓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대상에게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상에게’
라는 것을 마치 무엇, 어떻게, 얼마나 또는 이와 같은 다른 것들과 같
이 보편적으로 말한다. (3) 한 단어에 속하는 세 번째 의미양태는 ‘이
어떤 것’과 같이 개별적인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에 속한다. 그리고
단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의미의 양태들 또는 인식의 양태들에 따라
‘단어 형태’의 세 가지 양태들이 존재한다.”(Tract. Ⅶ,92 (136,28-137,5);
번호는 필자가 부가했음)
58) 참조: Tract. Ⅶ,83 (132).
59) 참조: Tract. Ⅶ,86 (133,5-7).
60) Tract. Ⅶ,89 (13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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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양태의 첫 번째 방식(MSP 1)에 단어 형태의 양태가 근거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문법학적인 의미양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분명하
다. 왜냐하면 ‘합치와 불합치의 원리’란 표현은 문법학의 원리를 뜻하
며, 페트루스의 설명에 등장하는 모든 예는 문법적 형태의 부정확한
사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61) 페트루스가 이렇게 철저한 설명을
수용하는 원천은 아마도 양태론적인 이론의 근원적인 성찰에 매우 가
까운 것처럼 보인다.
페트루스가 ‘의미된 대상’에게 부여되거나 개별적인 사물을 의미하
는 한 표현에 속하는 표현의 특성을 ‘의미의 양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다. 그는 오류추론의 두 번째 방식(MSP 2)을 다음과
같은 세분을 통해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단어 형태의 두 번째 양태는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뜻하는 한 단
어의 양태를 보편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의 다른 양태로 바꿀 때 생긴
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이다.
(2.1)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임의의 한 범주, 예를 들어 ‘무엇’의
범주에서 발견되는 양태가 다른 범주들, 즉 질이나 양이나 관계 등과
같은 범주들에게 고유한 양태로 변형되는 한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무엇’ 안에 있다고 언급되는 저 양태는 임의의 범주들에게서 발견되
기 때문이다. ...
(2.2) 하나의 범주에 고유한 양태가 다른 [범주의] 고유한 양태로,
예를 들어 ‘얼마나 큰’이 ‘어떠한’으로, 변화되는 때이다. ...
(2.3) 하나의 범주의 고유한 양태가 동일한 범주의 다른 양태로, 즉
‘얼마나 큰’이 ‘얼마나 많은’으로 변화될 때 그렇다.”(Tract. Ⅶ,96
(140-141); 번호는 필자가 부과)

두 번째(MSP 2)와 세 번째(MSP 3) 방식의 사용에 따르자면 아리
스토텔레스의 10범주 모두뿐만 아니라 제1 범주인 실체의 보편적인
방식(quale quid)이나 개별적인 방식(hoc aliquid) 모두 ‘의미의 양태’
로 간주된다. 의미양태의 이런 종류들은 문법적인 어미변화나 품사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다.
61) 참조: Tract. VII,93-95 (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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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루스는 ‘의미된 대상’을 ‘참과 거짓의 원리’라고 부르고 그의
구분에서 이것에 대해 주목한다. 이를 통해서 그는 단지 한 표현의
특성일 뿐인 의미양태들을 직접적으로 정신 밖의 대상들의 특성들과
연관되는 의미양태들로부터 구별한다. 이 구분은 양태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의미지시하는 ‘능동적 의미양태’와 의미지시된 ‘수동적 의
미양태’ 사이의 구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두 개념들에 대
한 전형적인 규정은 코트레이크의 시제에게서 발견된다:
“능동적인 의미양태는, 말이 존재의 양태를 의미지시하는 한에서,
지성에 의해 말에게 허용된 어떤 내용이다. 수동적인 의미양태는 말을
통해 의미지시된 ‘존재의 양태’이다.”62)

능동적 의미양태는 존재의 양태로부터 형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
료적으로도 구별된다. 저 양태가 문법학자들에게 본래 흥미로운 것이
다. 우리가 이미 고찰했던 우유적 의미양태와 본질적 의미양태는 그
것의 가장 중요한 세부구분이다. 이와는 달리 수동적 의미양태는 존
재의 양태와 능동적 의미양태의 혼합체로서 형상적으로는 존재의 양
태와 구분되지만 질료적으로는 그것과 동일시된다. 이 양태는 문법학
의 영역에 단지 비본래적으로 속할 뿐이다. 그렇지만 이 구분은 ‘의
미양태’－이론의 발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63)
어떻게 두 개념들이 서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확정은 “1285년 이후
의미양태의 전성기”64)이래로 의미의 양태들을 다루는 모든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 구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학자뿐만 아니라 후대에 발전된 이론
을 알고 있던 양태론자들도 형이상학적인 차원(의미된 대상이나 존재
의 양태)과 언어적인 차원(의미와 의미양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65)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 사이에는
62)
63)
64)
65)

Pinborg (1967), p.110.
참조: Pinborg (1967), p.68 & p.85 & p.91.
Pinborg (1984), p.70; Pinborg (1967), pp.109-123.
참조: Kobusch (1996),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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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양태론자들을 이러한 작업으로 이끌어 온 그들의 문제
점은 어떻게 사람들이 의미양태와 존재양태의 ‘적합’이나 더 나아가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들의 본래적인 관심
대상은 항상 표현의 특성들로서, 다시 말해 표징으로서의 의미양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논리학자는 의미의 양태를 그것이 진술의 참과
거짓에 영향을 주는 한에서 고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핀보오그에 따
르면 논리학자는 그 개념을 오직 “그가 근본적의 의미문제, 예를 들어
애매모호성에 대한 질문, 용어들의 ‘제한’(restrictio)과 ‘확장’(ampliatio),
품사들에 대한 정의, 문구들에 대한 언어적 비판이나 진술 가능성에
대한 질문 등을 분석해야만 할 때”66) 사용한다. 논리학자가 문법학이
론으로부터 중요한 생각들을 수용하는 것처럼 중세의 문법학자는 끊
임없이 논리학과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능동적 의미양태’와
‘수동적 의미양태’ 사이의 구분을 가지고 작업했음은 논리적 관심으
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활용과의 비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미양태’ 개념의 원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준비가 끝난 셈이다. 우리는 이미 토마스가 127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1270년대에 일련의 ｢의미양태에 대한 논고｣들을 통
해 확정된 양태론자들의 이론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만일 그가 양태론자들의 이론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어디로부터 이 개념을 수용했을까?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그보
다 앞선 시대와 동시대에 숙고되었고, 나중에서야 대전과 논고들에
요약된 사변적 문법학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했는가?
그는 ‘의미의 양태’를 양태론자들처럼 이미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자.
66) Pinborg (1975),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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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마스 작품에서 발견되는 ‘동반의미’
토마스는 여러 곳에서 ‘의미지시’와 ‘의미의 양태’라는 표현 이외에
‘동반의미’란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는 한 구절에서 ‘donum’
(도눔, 선물)이란 단어를 ‘datum’(다툼, 주어진 것)이란 단어로부터 구
별하기 위해서 ‘동반의미’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다.67) 그는 ‘donum’
과 ‘datum’의 이러한 구별을 가지고 비록 성자도 성부로부터 주어졌
을지라도, ‘donum’이란 단어가 성령의 고유한 특성을 뜻한다는 사실
을 증명하려 했다. 여기서 그는 ‘동반의미’라는 개념을, 이미 페트루
스 히스파누스가 그렇게 했듯이, 다른 개념들, 즉 ‘의미지시’와 ‘의미
의 양태’로부터 분명히 구별하는 것처럼 보인다.68)
토마스는 ‘동반의미’란 개념을, ‘의미의 양태’에 대비시킬 때, 분명
하게 ‘시간을 함께 의미함’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동반의미’의 이러
한 사용방식이 토마스에게서 가장 자주 나타나게 된다.69)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위에서 언급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절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70)
우리가 토마스의 텍스트들을 더 정확히 고찰한다면, 우리가 위에서
구별했던 ‘동반의미’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이 토마스에게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은 무엇보다도 ‘시간을 함께 의미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구분 안에서 표현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토마스는 한 표현에
서 그 ‘근원적인 의미’와 ‘동반의미’를 구분한다. 아마도 그는 소위
‘동반의미에 따른 다의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난제(Sophismata)해결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구분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71)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개념의 사용은 ‘시간을 함께－의미함’
67) 참조: I Sent 18,1,2.
68) 참조: STh Ⅲ,3,7,ad 2.
69) 참조: I Sent 4,1,2,obj. 2; I Sent 41,1,5,obj. 3 & obj. 4 & c & ad 4; I
Sent 18,1,2; STh I,13,11; Periher 1,5,7 & 19; Quodl 4,9,2, s.c. 3.
70) 참조: I Sent 18,1,2.
71) 참조: Tract. Ⅶ,55 (113-114); Introd. 17v-18r (170-174).

170

논문

이란 그 원초적인 핵심의미로부터 점점 더 확장되었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동반의미’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구별될 수 있는 모든 이차
적인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다. 이 확장된 의미에서 그 개념은 동사
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적인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의미의 양태’에
대한 이론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반의미’에 대한 우리
구분의 세 번째 사용방식을 우리는 토마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 구절에서 그는 ‘동반의미’를 명사와 관련해서도 사용한다. ‘성자는
성부와 다른가’(Utrum Filius sit alius a Patre?)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토마스는 제4반대의견을 설명하며 이것을 사용한다.72) 반대자는 여기
서 “... ‘다른 이’와 ‘다른 것’은 동일한 것을 의미지시하지만 단지 동
반의미의 유에서만 서로 다르다”라고 말함으로써 ‘남성’과 ‘중성’과
같은 단어의 성을 위해 ‘동반의미’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73) 우리
가 이 구절을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병행구절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와 ‘다른 것’은 오직 의미의 양태에 따라서만 구
별된다. ‘다른 이’는 남성에 따라, ‘다른 것’은 중성적으로 의미지시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의 양태는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한 ‘다른 이’도 성부에 대해 언급될 수 없다.”(I Sent 9,1,1,obj. 2)

이 맥락에서 그는 ‘동반의미’ 대신에 다른 개념인 ‘의미의 양태’라
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는 이를 통해 두 개념을 크게 주의를 기울이
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비슷하게 동일시하고 있는 다
른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74) ‘동반의미’와 ‘의미의 양태’에 대한 이
런 동일시는 ‘의미의 양태’와 병행하는 독립적인 기준으로서 ‘동반의
미’를 사용하는 경우와 일정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애매모
호함은 토마스가 ‘동반의미’의 사용으로부터 ‘의미의 양태’를 사용하
는 것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72) 참조: STh I,31,2,obj. 4.
73) 참조: STh I,31,2,ad 4.
74) 참조: I Sent 22,1,2,ad 2; Quodl 4,9,2,c & ad 3; I Sent 41,1,5,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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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보오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새로운 작품들( 영혼론 ,

형이

상학 )을 통해서 얻게 된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무게가 동반
의미로부터 의미의 양태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함께－의미하다’가 항상 원초적인 의미에다 의미를 첨가하는 좀
더 질료적인 관점을 강조했던 반면에, ‘의미의 양태’라는 용어에서는
형상적인 사정이 관건이다.”75)

토마스가 몇몇 구절에서 명시적으로 말하듯이 ‘시간을 함께－의미함’
이란 ‘동반의미’는 그에게 ‘의미의 양태’의 특정한 종류인 셈이다.76)
그러나 그는 시간의 동반의미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는데, ‘인식의
양태’의 차이가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러했다.77)
비록 그가 때때로 ‘동반의미’란 개념을 사용할지라도, 그는 일반적으
로 ‘의미의 양태’란 표현을 선호한다. 이것에 대해 이제부터 더 상세
하게 다루어 보자.

2. ‘의미의 양태’개념의 다양한 활용 예
토마스는

신학대전 제13문제에서 ‘의미의 양태’라는 전문 용어를

제3절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고찰해
온 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미 제1절에서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
라는 개념의 근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앞의 단락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과 ‘동반표시’라는 개
념은 13세기에 점진적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우리는 이 제
1절에서 두 개념이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3반대의견(obj. 3)에서 우리는 토마스도 자기 답변에서 사용하고 있

75) Pinborg (1967), p.39.
76) 참조: I Sent 9,2,2,ad 2; I Sent 22,1,1,ad 3.
77) 참조: Quodl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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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품사를 규정하는 짧게 요약된 관용구를 발견하게 된다:
“명사는 질과 더불어 실체를 의미지시하고, 동사와 분사는 [그 실체
를] 시간과 더불어 의미하고 대명사는 [그것을] 지시 혹은 관계와 더
불어 의미한다”(STh I,13,1,obj. 3).

‘함께－의미지시하다(consignificare)’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를 지니
고 있는 이 관용구 ‘～과 더불어 의미지시하다(significare ... cum)’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단지 동사를 명사로
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품사들
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관용구에서 우리는 양태론자들이 사
용하고 있는 전문적인 의미인 ‘의미의 양태를 부과하는 행위’78)라는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관용구는 일차적인 의미와 더불어
또한 이차적인 의미들을 함께 표시하는 ‘동반표시’라는 개념의 일반
적인 뜻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 맥락에서는 단어들이 다양한 ‘2차
적 의미들’(consignificationes)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1차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79) 본래 문법학에서 사용되
고 있던 이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 사이의 분리는 신학자들에 의
해서 도입되었고, 단지 조금 변화되어서 RS-MS 구분에서 신에 대한
진술 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토마스는 신에 대해 모든 종류의 품사들이 사용되는 것을 배제하
는 이 반대의견에 대한 해답(ad 3)에서 신에게 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답변을 시작한다:
“질(質)과 더불어 실체를 의미지시한다는 것은 특정한 본성 혹은
형상과 함께 자주체(自主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본성이나 형상
안에 자주체가 자립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78) 참조: Pinborg (1967), p.33.
79)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요 동일한 명칭의 다양한 2차적 의미들이 다양한
우유적인 차이만을 지닌 동일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다. 참조: Pinborg
(196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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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마치 신의 자립성과 완전성을 의미하기 위하여 어떤 [명칭들]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듯이, 그렇게 질과 함께 실체를 의미지시하는 명칭
들이 신에게 사용된다”(STh I,13,1,ad 3).

토마스는 이 답변에서 유명한 프리스키아누스의 관용구 “명사의 고
유함은 실체와 질을 의미지시하는 것이다”80)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우리는 똑 같은 질문을 다루는 명제집 주
해 의 한 병행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명사는 질과 함께 실체를 의미지시한다라고 말할 때, 질과 실체는
논리학자가 범주들을 구분하면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고유한 의미
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법학자는 실체를 의미의 양태와
관련해서 받아들이고, 질도 이와 유사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의미되
는 바로 그것이, 비록 ‘하양’과 같이 실체로는 자립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어떤 것이 서술될 수 있는 한에서, 자립하는 어떤 것으로
서 명칭을 통해서 의미지시되기 때문에, 자립하는 어떤 것으로서 의미
지시하지 못하는 동사와의 구별을 위해 ‘실체를 의미지시한다’고 말하
는 것이다.”(I Sent 22,1,1,ad 3)

이 관용구를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에 이어서 토마스는 계속해서
‘한 명칭이 그것으로부터 부가되는 것’(id a quo)과 ‘그것에게 부가되
는 것’(id cui nomen imponitur) 사이에 대한 구분의 도움으로 한 명
칭은 신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81) 그는 또한 지시대
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는 대명사도 특정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 그것이 신을 정신적인 인식의 대상으로서 언급하는 한에서, 신
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마침내 우리는 비슷한 이유
로 신을 동사나 분사를 가지고 의미할 수 있다.82)
이 해답에서 우리는 우리의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다. 토마스는 ‘실체’와 ‘성질’ 개념의 해석에서 문법학자와 논
80) 이 관용구에 대해서는 LM Ⅱ-1, pp.522ff.; 527; 556ff; de Rijk (1982),
p.163 등 참조.
81) 이 구분에 대해서는 Park (1999), 단락 4.1.2.2 참조.
82) 참조: I Sent 22,1,1,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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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자를 대립시키고, ‘의미의 양태’를 문법학자에게 귀속시킨다. 실
제로 프리스키아누스의 문법학 교육 (Institutiones)에서 발견되는 품사
들의 입문적인 설명은 양태론자들의 이론의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이다.
또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하양’(albedo)이라는 예가 토마
스가 이 개념의 기원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 또는 동시대의 문법학자
들의 토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파생근원어(denominativa,
예를 들어 albus)와 파생된 단어(denominata, 예를 들어 albedo) 사이
의 관계는 12세기에 논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문법학자들에게서도 격
렬하게 토론되었다. 양태론적 이론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콩슈의 윌리엄은 이 문제를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결하
려 노력했다.83) 우리는 토마스가 콩슈의 윌리엄이나 다른 동시대 문
법학자들의 이런 시도를 알고 있었는가를 확정할 수 없다. 프레드보
오그에 따르면 ‘의미의 양태’의 이런 사용방식은 12세기 콩슈의 윌리
엄에게서 아직 후대 양태론자들에게서와 같은 전문용어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84) 따라서 토마스는 이 개념을 12세기의 문법학자들로부
터 직접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단어의 품사들을 정의하기 위해 이미
종종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사용하던 동시대인들에게서 넘겨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양태론적 이론의 원초적인 시도들을 알
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명제집 주해 인용의 반대자뿐만 아니라 토마스 자신도 네 품사들,
즉 명사, 대명사, 동사, 분사 등을 나열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양태
론자들의 ‘본질적인 의미양태’를 회상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답변과 프리스키아누스가 이 관용구를 사용하는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토마스와 프리스키아누스 사이에 명백한
관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마스는 결코 문
법학의 여덟 가지 근본적인 범주를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때때로 단지 몇몇 근본적인 품사

83) 참조: LM Ⅱ-1, p.224.
84) 참조: Fredborg (1973),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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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예로서 도입할 뿐이다.85)
토마스가 이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그가 양태론이 본격
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
편으로 그가 같은 사태를 위해서 ‘～과 더불어 의미지시하다’와 ‘의
미의 양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시대에 이미 ‘동반
의미’와 ‘의미의 양태’ 사이에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는 품사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양태론자들
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품사

토마스 아퀴나스
(STh I,13,1,ad 3)

(구체) 명사 per modum compositorum

대명사

양태론자들 (Martinus de Dacia)86)
per modum habitus et quietis / per modum
determinate apprehensionis

(cum demonstratione vel relatione) per modum habitus et quietis

동사

per modum temporalium rerum per modum fieri / distantis a substantia

분사

per modum temporalium rerum per modum fieri / indistantis a substantia

부사

per modum determinantis alterum sive
adiacentis

접속사

per modum connectentis sive coniungentis

전치사

per modum rotorquentis casuale ad actum

감탄사

per modum adiacentis alteri significantis
per modum fieri afficientis subiectum in
quo estille actus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개념들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는 토마스
가 도대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문법학자들로부터
전수받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우리가 위에
서 암시한 것처럼, 그가 인문학부의 논리학 수업으로부터 이 개념을
취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토마스에게서는 양태론자들에 의해 추구된 극단적인 체계화
85) 참조: I Sent 9,1,2; I,13,1,ad 3.
86) Vgl. Pinborg 1967,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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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여기서 제시된 ‘본질적인
의미양태’ 보다, 이와 대비되는 다음과 같은 ‘우유적인 의미양태’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A) 명사에서 다양한 유들 사이의 구별 (남성, 여성, 중성masculinum,
femininum, neutrum87)):
B) 동사에서 능동적인 동사와 수동적인 동사88):
이러한 ‘의미의 양태’가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은 토마스가 이런 종
류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토마스
가 문법학적인 ‘의미양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문에서 자기 스스
로 사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개별적인 의미양태들을 계속해서 정
확하게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는 결코 ‘본질적 / 우유적 의미양태’라는 전문용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 그가 ‘의미의 양태들’에 대한 문법적인 예들을 오직 반
대의견들에 대한 해답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토마스 자신
의 논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다. 반대자들이 토론에
서 문법학적인 요소들을 도입했을 때, 토마스도 또한 문법학적인 구
분에 의지하여 대답한다. 그의 사용이 몇몇 ‘의미의 양태’, 예를 들어
명사와 동사의 유(genus)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제까지의 설명에서 이미 알아 볼 수 있는 것처럼, 토마스는 ‘의
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문법학과 논리학으로부터 오직 꼭
필요한 요소들만을 취한다. 그에게는 물론 언어철학적 이론의 전체
내용이 한 표현을 신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학자인 토마스뿐만 아니라 문법학자들도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을 확정할 수 있다. 만일 ‘의미의 양태’가 의미론
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면, 그것들은 ‘의미의 양태－인식의 양태－존
재의 양태’라는 세 요소가 함께 묘사된다. 토마스 자신은 그의 명제
론 주해 에서 이와 비슷한 삼단계를 ‘소리의 측면에서－지성의 측면
87) I Sent 9,1,1,ad 2; STh I,31,2,ad 4; I Sent 41,1,5,ad 3: STh Ⅲ,17,1.
88) I Sent 40,1,1,ad 1; Ⅱ Sent 35,1,1,ad 5; Ⅳ Sent 38,2,3,1,ad 2; STh
I,41,1,ad 3; STh I,54,1,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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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사물의 측면에서’(ex parte vocis-ex parte intellectus-ex parte rei)
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한다.89)
우리는 더욱이 ‘의미의 양태’와 ‘인식의 양태’ 사이의 매우 유사한
관계를 토마스가 ‘신’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이라는 이 명칭이 보통명사이고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
런 명사가 신적 본성을 소유자 안에 있는 대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신 자신은 그 실체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특수적인 것도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다. 사실 명사는 사물 안에 실재하는 존재의 양
태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한에서의 존재의 양태를 따
른다. 그러나 사물의 진리에 의하면 [신이라는 명칭은] 공통적으로 사
용될 수 없다.’ 이것은 ‘태양’이라는 명칭에 대해 벌써 말한 바와 같
다.”(STh I,13,9,ad 2)

비록 토마스가 여기서 ‘인식의 양태’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의 인
식 안에 있는 한에서의 존재의 양태’라는 문구를 사용할지라도, 그는
여기서 그 문구를 가지고 분명히 ‘인식의 양태’를 의미한다.90) 토마
스에게서는 이 ‘인식의 양태’가 인간의 지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인
반면에, “지성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제한했던”91) 양태론자들은 ‘인식
의 양태가 지성을 통해 실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취해진다’라는 견해를
주장했다.
신의 명칭들이 ‘존재의 양태’가 아니라 ‘인식의 양태’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RS-MS 구분을 사용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92) 그밖에도 토마스는 ‘의미의 양태’와 ‘인식의
양태’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간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

89)
90)
91)
92)

참조: Periher 1,8,90.
참조: Met 7,1,1253; Pot 7,2,ad 7.
참조: Markowski (1981).
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박승찬 (1999), 190-192쪽; Nissing (2006),
pp.257-288, 409-410 참조.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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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종 사태적인 차원에서의 동일성을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의
미의 양태들’로부터 ‘사태 상으로는 [전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의
미의 양태에 따라서는’(... secundum rem / re [omnino idem sunt]...
quantum ad modum significandi / secundum modum significandi ...)93)
과 같은 관용구를 통해서 구분한다.

3. 토마스가 사용한 개념의 원천에 대한 고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찰들을 바탕으로 토마스가 사용한 개념들의
원천을 확정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명제집 주해 에서 발견할 수 있다. 토마스는 명사와
형용사 사이의 구분을 ‘성부와 성자가 영원한 다수라고 불릴 수 있는
가?’ 하는 질문(I Sent 9,1,2)과 관련해서 매우 상세하게 다룬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것은 형용사와 명사 사이의 차
이이다. 왜냐하면 명사들은 실체의 양태를 통해서 의미지시한다. 따라
서 그것들은 한편으로 그 대상들을 절대적으로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
로 그 형상화가 세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수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용사는 우유의 양태를 통해서 의미지시한다. 그런데 우유는
절대적 존재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일성도 가지지 않는다. 오
히려 그것의 존재와 단일성은 그것이 내재하는 것에 의존한다”(I Sent
9,1,2).

여기서 토마스는 본래 문법적인 개념들인 명사와 형용사를 근본적
인 품사인 명사의 세부구분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체와 우유
사이의 논리적 구분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룬다. 이러한 시도는 문법
학적인 의미의 양태(MSP 1)로부터 논리적인 의미양태(MSP 2 & 3)
로 넘어가는 페트루스 히스파누스의 시도와 특정한 유사점을 지닌다.
93) 이 관용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석되는 개념쌍들의 예는 매우 많다. I
Sent 33,1,4,ad 4; Ver 23,4,obj. 7; STh I,13,12; STh I,41,4,ad 3외의 여러
구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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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입부를 구성하는 구분 다음에 토마스는 동일한 절에서 명사
로서 사용된 본질적 용어들(termini essentiales)의 단수나 다수는 의미
지시된 형상에 따라 취해지고, 형용사적으로 사용된 용어들의 다수성
은 그 형상의 담지자들에 따라 취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실체를 형용사적으로(adjective) 의미하는 용어들의 다양한 질서
들을 구분한다.
“ⅰ) 즉 어떤 것들은 ‘명사는 질과 함께 의미지시한다’라고 말하는
문법학자들이 고찰하는 ‘의미의 양태’라는 관점에서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재하는 것처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사와 분사
들이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코 개별자에게 서술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직 내재하는 것처럼 의미되는 행위의 양태
를 통해서 의미지시하기 때문이다. ⅱ) 그러나 어떤 것들은 문법학자
들에 의해서 고찰되는 양태라는 관점에서 실체를 의미하는데, 형용사
적인 명칭들이 그러하다. 즉 모든 명칭은 실체와 성질을 의미지시한
다. 그러나 성질인 형상을 마치 내재하는 것처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러한 것들은 명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주로 개별적으
로 서술된다. 예를 들어 ‘영원한’과 이런 종류의 것들이 그렇다.”(I
Sent 9,1,2; 번호는 필자가 부과한 것임)

이 단락에서 우리는 토마스가 문법학자들에게서 의미의 양태가 사
용되는 방식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다. 우리가 이미 살
펴 본 바와 같이 형용사적인 명사, 동사와 분사들 사이의 구분과 ‘모
든 명칭은 실체와 성질을 뜻한다’라는 관용구는 ‘본질적 의미양태들’
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그렇지만 문법학자의 고찰방식은 근본적인 구
분으로서가 아니라, 토마스의 논증에서 보조수단으로 도입된다. 그밖
에도 그는 동사와 분사의 의미양태들을 문법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흐름과 되어감의 양태를 통해서’라는 표현 대신에 논리적인 범주에
가까운 ‘행위의 양태를 통해 의미지시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
한다. 무엇보다도 이 단락을 통해서 문법적인 의미양태의 질서가 논
리적인 의미양태의 질서(실체의 양태를 통해서와 우유적 양태를 통해

서나 형용사적으로; MSP 2.1 참조)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180

논문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 나아가 토마스는 명사와 형용사의 구분을 위
해 ‘지칭’(suppositio)과 ‘연결’(copulatio) 사이의 다른 구분을 사용하
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든 논리학－전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94)
문법적인 형태들과 논리적인 의미양태들 사이의 다른 명백한 연결
을 우리는 구체적 의미양태와 추상적 의미양태의 구분에서 발견한다.
토마스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구분을 표현한다.95) 문구의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들은 두 가지 형태로, 즉 ‘기체 안에 있는
것처럼 의미지시하다’(significare ut in supposito (habente))와 ‘형상의
양태를 통해 의미지시하다’(significare per modum formae)로 집약될 수
있다. 토마스가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페트루스가 그의
‘단어 형태에 의한 오류추론’의 세 번째 방식(MSP 3)에서 사용하는
‘이 어떤 것’과 ‘어떠한 무엇’ 사이의 구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 안에서 토마스가 문법적인 형태와 어떻게든
연결되는 방식으로 의미의 양태를 사용하는 예들을 탐구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매우 자주 자신의 논증에서 문법학과 어떠한 연결도 없
이 그 개념을 도입한다. 토마스는

명제집 주해 의 한 구절(I Sent

32,2,1)에서 “성부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발설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 출생된 지혜를 통해 지혜롭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말씀’(verbum)과 ‘지혜’(sapientia)라는 두 표현들이 소유하고 있
는 상이한 의미의 양태들을 근거로 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
다. 즉 ‘말씀’은 ‘작용의 양태를 통해서’ 의미하지만, ‘지혜’는 ‘(실체
적이든 우유적이든) 그것이 속하는 것 안에 남아 있는 형상의 양태’
를 통해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가 여기서 의미의 양태라고 부르는 것
은 더 이상 문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언어적인 상부구조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논리학자나 사물들을 다루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층구조에 속한다. 그는 때때로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들의
94)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Park (1999), 단락 4.2.2.6 참조.
95)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I Sent 4,1,2; I Sent 33,1,2; Ⅲ Sent 4,2,2,ad 2;
CG I, 30; STh I,13,1,ad 2; STh I,39,5; STh Ⅲ,4,3,ad 2; Met 7,1,125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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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으로 해당되는 표현들을 구분하려고 시도한다.96)
토마스가 양태론자와 달리 의미의 양태를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시
키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절대적으로 의미지시하다’(significare
absolute)97)나 ‘절대의 양태를 통해 의미지시하다’(significare per
modum absoluti)98)라는 표현을 양태론자들의 ‘절대적 의미양태’와 혼
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절대적 의
미양태는 ‘우유적 의미양태’에 속하는 하나의 종으로서 ‘상관적 의미
양태’와 쌍을 이루는 것이며, 토마스가 사용하는 표현들은 ‘관계적으
로’ 또는 ‘관계의 양태를 통해 의미지시하다’(significare relative /per
modum relationis)와 반대로 ‘실체의 양태를 통해 의미지시하다’의 다
른 표현이다.99) 그러므로 토마스는 ‘절대의 양태를 통해’와 ‘관계의
양태를 통해 의미지시하다’라는 구분을 가지고 실체라는 제1 범주와
‘관계’(ad aliquid)라는 범주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토마스는 ‘단어 형태에 의한 오류추론’의 두 번째와 세 번
째 방식(MSP 2 & MSP 3)을 ‘의미의 양태’란 개념으로 설명하려 시
도하는 페트루스와 매우 큰 유사성을 가진다.

Ⅳ. 나가는 말
본 연구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연구의 중요한 점들
을 되돌아 보면서 요약하고자 한다.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란 개념으
로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일 없이 항상 이 개념을 아는 것을 전제하
고 있고, 각각의 논증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
96) 그러한 사용방식의 몇몇 예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발견한다:
STh I,40,2,ad 3; Pot 8,2,ad 4; Pot 8,2; STh I,40,2.
97) I Sent 32,1,1,ad 1
98) I Sent 23,1,3,ad s.c.
99) 참조: .Pot 9,6,ad 2; I Sent 23,1,3,a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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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개념의 몇몇 특징들을 탐구하여 밝혀냈다.
‘동반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때때로 치환된다는 사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에게는 ‘의미의 양태’가 한 표현의 근원적인 의미를 계
속해서 규정하는 일종의 의미론적인 변형요소이다.
토마스는 이 개념의 문법학적인 기원을 알고 있고, 종종 문법학적
인 의미요소들을 자신의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는 문
법학자들과 달리 결코 문법학의 여덟 가지 근본적인 범주들을 완전히
규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밖에도 그는 문법학적인 형태들로부
터 매우 제한된 예들만을, 즉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용어, 명사적 표
현과 형용사적 표현, 명사의 유(남성/여성/중성)와 동사의 유(능동적/
수동적) 등만을 사용하고 있다. 문법적인 예들은 이를 넘어서 몇몇
개념들에 제한되어 있다. 이 예들은 거의 항상 논리적인 개념들, 예
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 등을 통해서 설명된다. 이렇게 토
마스가 의미의 양태를 사용하는 방법을 페트루스 및 양태론자들과 비
교해 보면, 우리는 양태론자들 보다는 논리학자인 페트루스와 더욱
큰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문법학으로부터 도입된 위의 모든 예들
은 또한 페트루스 히스파누스의

논고들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들이

셔우드의 윌리엄이나 람베르투스 등의 다른 논리학－요약집들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미 13세기 전반기에 문
법적인 ‘의미지시의 양태’에 대한 고찰과 사용이 논리학자들에게서도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 그 안
에서 페트루스가 ‘의미의 양태’를 철저하게 다루는 ‘단어 형태에 의
한 오류추론’은 13세기 이래로 인문학부의 논리학 수업에서 확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훌륭한 근거를 바탕으로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직접적으로 문법학자들로부터가 아
니라, 논리학 수업, 예를 들어 ‘단어 형태에 의한 오류추론’과 같은
수업으로부터 수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는 논리학자들과 같이
‘의미된 대상’이나 ‘의미된 것’과 ‘의미의 양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반면에, 문법학자들은 ‘의미의 양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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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구문론적인 기능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토마스는 사
태 자체를 다루어야 하는 신학자로서 문법학자들의 순수하게 언어적
인 분석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신학적인 진술의 언어학적인 형태를
통한 오류를 막기 위해, 그는 논증에서 문법학적인 의미양태들 사이
의 구분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그는 거의 항상 페트루스가
참과 거짓의 원리라고 부르는 의미의 양태와 의미된 대상 사이의 관
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논리적인 범주로 넘어간다
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를 필
요로 하지만, ‘의미의 양태’ 개념과 RS-MS 구분은 신에 대한 진술에
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00) 그러나 그가 ‘의미의 양태’를 자주 사용
하고 그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어떠한 불명료함이 남아 있
고, 토마스의 작품들로부터 본래적인 의미에서 더욱이 완전한 형태의
‘의미의 양태에 대한 논고’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학자요 형이상학자로서 그는 몇몇 신학적이
고 철학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에서 그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상응하게 우리의 논의에
서 ‘의미의 양태’에 어떤 개념이 대비되는가와 그 토론 맥락에 주의
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토마스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용된 개
념에 대한 체계화된 설명을 재구성하기보다 그가 사용했던 원천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0)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토마스가 의도하는 바를 본 연
구에서 도달한 개념사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탐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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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약어표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들 (약어표)
I, I-II, II-II, III

신학대전 (제1부, 제2부1권, 제2부2권, 제3부).

CG

Summa contra Gentiles (대이교도 대전)

deT

Super librum Boethii de Trinitate expositio (보
에티우스의 ‘삼위일체론’ 주해)

Met

In Aristotelis libros Metaphysicorum expositio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주해)

Pot

Quaestiones disputate de potentia (능력론 혹은
신의 능력에 대한 [정기]문제 토론)

Quodl

Quaestiones Quodlibetales (자유 토론 문제집)

Sent

Scriptum super libros Sententiarum (페트루스 롬
바르두스의 ‘명제집’ 주해)

Ver

Quaestiones disputate de veritate (진리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헌은 각각 최신의 비판본을 참조했다. 토마
스의 비판본에 대해서는 J.P.Torrell, Magister Thomas. Leben und
Werk des Thomas von Aquin, Freiburg, Herder, 1995의 부록 참조.)
2. 자주 인용된 작품들의 약어표.
Cat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론

Ar-Periher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론 , 보에티우스 번역

Ar-Met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Introd.

Wilhelm von Shyreswood,

Introductiones

in

Logicam. Einführung in die Logik, Textkritisch
herausgegeben,

übersetzt,

eingeleitet

und

kommentiert von Hartmut Brands und Christ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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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n. Hamburg, Meiner, 1995.
SLamb.

Lamberto, d’Auxerre, Logica (Summa Lamberti),
a cura di F.Alessio, Florence, 1971.

Tract.

Petrus Hispanus Portugalensis, Tractatus. Called
Afterwards

Summulae

logicales,

ed.

L.M.de

Rijk, Assen, Van Gorcum, 1972.
LM

L. M. de Rijk, Logica Modern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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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inction between a ‘signified thing’ and a

‘mode of signifying’ in works of Thomas Aquinas

Park, Seung-Chan

One of the main concepts Thomas Aquinas accepted from
medieval language philosophy is the distinction between a ‘signified
thing’ and a ‘mode of signifying’. He used this distinction often in
his works. But before the existence of intensive studies of medieval
language philosophy in the last half of the 20th century, very few
scholars knew that an effort to systematize lies hidden behind this
distinction of relevant concepts. Because of their ignorance of this
background, some Thomists falsely interpreted his texts. Therefore,
in this paper, I investigate where Thomas accepted theseconcepts
from. Especially because the concept of ‘mode of signifying’ was a
key

word

of

speculative grammar,

which Wolters

calls ‘the

culmination of medieval grammar theory’, I focus on the question
of what relation Thomas’ use has to this speculative grammar. On
the

ground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omas’

texts

and

contemporary books, I suppose that Thomas accepted these concepts
from the work of medieval log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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