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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아리스토텔 스 자연학 의 탐구주제는 ‘자연’(phusis)이다(200b13). 
자연은 ‘운동(kin sis)과 정지의 원리’(192b20-23)이기 때문에, 자연을 

올바로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200b13-15). 그리고 운동이란 무엇보다 연속 인 것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200b16-17), 운동을 올바로 이해하기 해서는 연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연속에는 운동만 속하지 않는다. 무한이 연속

이며(3권 3장-8장), 장소와 시간이 연속 이다(4권).  그는 반복

해서 운동이 연속 이면, 크기가 연속 이고, 시간이 연속 이라고 

말한다(5권-8권). 따라서 아리스토텔 스가 연속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야 자연학 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 스가 자

연학 , 천체론 , 생성소멸론 , 기상학 으로 이어지는 자연철학  

술들과 곧이어 개되는 심리학과 생물학  술들을 의식 으로 

하나의 기획 하에 썼음을 인정한다면( 기상학  338a20-b22, 339a5-9), 
연속의 이해는 최소한 그의 자연철학을 이해하는데 필수 인 개념이

다. 
아리스토텔 스의 연속의 정의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통 인 연속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르메니데스는 ‘하나인 것’과 

‘연속 인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있는 것은] 나 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체가 균일하기에.  여기에 조 도 

더 많이 있지도 않고 […], 조 도 더 게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체가 있는 것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방식으로 체가 연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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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있는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아무런 빈 공간이나 있지 

않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연속 인 상태이다.”(DK28B8)1)2) 아

리스토텔 스는 연속된 것을 ‘공통의 경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 두 상이 하나의 공통의 경계를 갖는다는 것은 두 상이 하나

로 연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공통의 경계를 갖는 연속의 정의는 주로 

범주론  6장 ‘양’의 범주 논의와 자연학 의 5권 3장과 6권 1-2장에

서 내려진다. 

Ⅱ. 범주론 의 연속 개념

1. 연속된 것과 단 된 것

아리스토텔 스는 범주론 에서 실체와 속성, 개별과 보편에 해 

종합 인 논의를 거친 후(1장-4장), 실체를 구체 으로 논의하고(5장) 
곧이어 범주들  가장 먼  ‘양’(poson)을 논의한다(6장). 연속된 것

(to suneches)은 양에 속한다. 양 에서 일부는 단 된 것(to 
di rismenon)이며, 일부는 연속된 것이다(4b20). 수의 부분들은 어느 

것도 그 부분들이 함께 닿는 ‘공통의 경계’(koinon horon)가 없기 때

문에, 단 된 양이다(4b29-31). 반면에 선은 연속된 것으로, 그것들의 

부분들이 서로 닿는 ‘공통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5a1-2). 범주론 에

서 아리스토텔 스가 양을 연속된 것과 단 된 것으로 구분하는 기

은 어떤 상의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를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이다. 이때 하나의 경계를 두고 결합하는 상은 부분들이고, 부분들

 1) 김인곤 외, 르메니데스, DK28B8, p.280(이하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들 인

용 페이지 수는 번역서의 것이다). 연속의 정의를 둘러싼 라톤의 르메니
데스와 아리스토텔 스에 한 연구는 Allen, pp.222-224, pp.248-251 참조.

 2) 르메니데스 이외에도 부분의 소크라테스 이  자연 철학자들은 연속

을 아리스토텔 스의 연속의 정의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피타고라스, 
DK44B21 p.457, DK58B30 p.479; 아낙사고라스, DK59A45 p.514; 원자론자
들, DK67A7 p.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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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속 으로 있기 해서는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함께 닿을 수 있는 공통의 경계를 가지는 상은 실제로 

그것들이 공통의 경계에서 닿고 있지 않아도, 연속된 것의 부류에 포

함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학 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개념

들, ‘연달아 있는 것’(to ephex s), ‘ 하는 것’(to haptomenon), ‘붙
어있는 것’(to echomenon), ‘연속해 있는 것’(to suneches)이 모두 범

주론 의 연속된 것의 기 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주론 에서 

공통의 경계를 가지지 않아 연속된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부터 그런 경계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수의 경우에

는 부분들의 공통의 경계를 로(hol s) 얻어 내지 못할 것이다. 오

히려 그것들은 항상(aei) 단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는 단 된 것들

에 속한다.”(4b29-31)3) 범주론 에서 단 된 것으로 등장하는 ‘수’ 
(arithmos)나 ‘말(logos, spoken language)’이 이런 것들이다.

“선(gramm )은 연속된 것이다. 그것의 부분들이 함께 닿는

(sunaptei) 공통의 경계인 (stigm n)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
(epiphaneia)의 경우에는 선을 얻을 수 있다. 표면의(epipedou) 부

분들은 어떤 공통의 경계에서 함께 닿기 때문이다. 물체(som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함께 닿는 공통의 경계, 즉 선

이나 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5a1-6)

여기서 연속된 것은 부분들이 함께 닿는 공통의 경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선, 면, 물체, 시간(chronos), 장소(topos) 등이 

속한다. 그런데 공통의 경계를 가지는 두 개의 상(혹은 부분)은 설

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공통의 경계를 가질 수 있는 한에서는 연

속된 것에 포함된다. 선과 선은 이라는 공통의 경계를 가지는 것들

이고, 면과 면은 선을, 물체와 물체는 선이나 면을 공통의 경계로 가

지는 것들이어서, 이것들이 설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

학 의 정의상 연속해 있지 않고, 해 있거나 붙어 있거나 연달아 

 3) 2장에서 범주론 을 인용하는 경우, 술명은 생략한다. 번역은 필자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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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범주론 에서는 연속된 것의 하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혹은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를 ‘가질 수 있

는’ 선이나 면, 물체, 연장이라면, 그것들이 설사 실 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연속된 것에 포함된다. 그것들은 공통의 경계에서 함

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래부터(aei) 없는 것이 아니다. 범주론

의 연속된 것은 자연학  5권과 6권의 연속과 련된 다양한 개념들

을 포 할 수 있는 개념이다.4)

공통의 경계는 양을 연속된 것과 단 된 것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 이 된다. 아리스토텔 스는 범주론 에서 양을 구분하는  하나

의 기 을 제시한다. 

“어떤 것은 서로 상 인 치를 갖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

고(to men ek thesin echont n pros all la t n en autois mori n 
sunest ke),  어떤 것은 상 인 치를 갖는 부분들로 구성되

어 있지 않다.”(4b21-22) 

양 에서 일부는 ‘서로 상 인 치를 갖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는 그 지 않은 것이다. 부분들이 서로 상 인 치

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하나의 양의 구분 기 이 된다. 상

인 치를 갖는 양의 경우, 부분 1은 부분 2와의 상 인 계 속

에서 체 내에서 자신의 치, 즉 왼쪽이라는 치를 갖고, 부분 2
는 부분 1과의 계 속에서 오른쪽이라는 치를 갖는다(5a15-23). 
선, 면, 물체, 장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그 지 않은 것들, 
가령 수는 그 부분들이 서로 상 인 치를 갖지 않는다. 

하지만 수의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 인 치를 갖지 않는 

양에 속하는 것일까? 10이라는 수의 부분을 2와 8이라고 할 때, 2가 

 4) 자연학 에서 연달아 있는 것의 한 사례인 ‘수’를 외 인 경우로 해야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피타고라스 학  사상가들은 수를 구성하는 

단 (monas)를 공간상의 들로 해석하면서, 이 들이 공간상의 물체를 

구성한다고 해석한다. 아리스토텔 스가 연달아 있는 것의 사례로 든 수

를 피타고라스 학 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수를 외 인 항목으로 빼

놓을 필요가 없어진다. Burnet, pp.286-309; Wicksteed & Cornford, p.40, n. b.



아리스토텔 스 자연철학에서 연속의 정의 33

8의 왼쪽이라는 상 인 치를 가지고, 8이 2의 오른쪽이라는 상

인 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5)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수가 상 인 치(thesis)를 갖지 않는 까닭은 이것들이 공

간 인 개념(keitai pou, 5a18)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상 인 

치를 갖는 부분들을 갖는 선, 면, 물체, 장소 등은 공간 인 성격을 

갖는다. 선, 면, 물체는 공간 속에서 어떤 치를 차지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수나 말(logos)은 존재론 인 성격상 공간 속에서 

장소를 차지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앞서 첫 번째 기 에서 공통의 경

계를 가지고 연속된 것에 속했던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의 부분

들은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hupomenei) 않다.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이 어떻게 일정한 치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5a26-28) 수나 말, 
시간의 부분들은 공간상에서 언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 부분

들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들은, 공간상의 치 신 ‘순서’(taxis)를 

갖는다.(5a28-30) “수의 경우 하나가 둘보다 둘이 셋보다 먼  세어

진다는 에서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수는 어떤 순서를 가질 수 

있지만, 결코 치를 가질 수는 없다.”(5a30-33)
그래서 첫 번째 양의 구분 기 인 공통의 경계를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 두 번째 구분 기 인 상 인 치를 갖는 것과 갖지 않

는 것은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외연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6) 시

간과 시간의 부분들은 연속된 것이지만, 공간 인 치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들이 서로에 해 치를 갖지 않는다. 시간의 부분

들은 선이나 면, 물체, 장소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일정한 치를 차지할 수 없다. 시간은 수처럼 일부

 5) 10인치짜리 선의 두 부분은 어떤 에서 결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10인
치짜리 선을 결합하는데 5인치짜리 선 두 개가 어디서 결합하는지는 말할 
수 없다. 5인치 선 두 개는 선인 한에서가 아니라, 수인 한에서 결합하는 
것이므로 공통의 경계를 본래부터(aei)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Acrill, p.93).

 6) 이 두 양의 구분 기 의 환원 가능성에 해 Mann은 부정 인 입장을 취

한다. 그는 “ 범주론  6장 시작부분에 등장하는 환원 불가능한 네 종류의 
양은 서로 환원 불가능하다”(irreducibly)고 주장한다(Mann, p.52, n.4). 반면 
아크릴은 ‘시간’의 외를 인정한다면, 두 구분 기 은 서로 응할 수 있

음을 지 하고 있다(Acrill,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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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  있고 다른 일부가 나 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갖는 

것에 속한다. 첫 번째 기 과 련하여 시간은 ‘지 ’이라는 공통의 

경계를 가지기 때문에 선, 면, 물체 등의 부류에 속하지만, 두 번째 

기 과 련해서는 그 부분들이 (상 인 치를 갖지 않고) 순서만

을 갖기 때문에 수나 말의 부류에 속한다. 부분들의 공통의 경계가 

부분들의 상 인 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첫 번째 기 과 두 번째 

기 은 이런 식으로 양을 구분한다.7) 
하지만 시간을 제외한다면 부분들의 공간 인 성격을 통해 연속

인 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두 기 은 하게 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 스가 첫 번째 구분 기 과 두 번째 구분 기

을 환원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했다면, 두 번째 기 을 설명하는 목

에서 첫 번째 기 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는 “수의 경우에는 부분들이 서로에 해 어떤 치를 

갖는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함께 닿는지(sunaptei)를’ 
아무도 볼 수 없을 것”(5a23-26)이라고 말한다. 함께 닿다(sunaptei)는 

앞서 첫 번째 기 에서 연속 인 것과 단 된 것의 구분 기 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두 기 이 서로 독립 이라면 첫 번째 기 을 두 

번째 기 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 
연속 인 것과 그 부분들은 공간상의 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들

이고 어디엔가 놓여 있는 것들로(5a18), 이는 자연학 에서 개념들을 

정의할 때, 왜 다양한 공간 인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다. “어떤 것들의 끝들(eschata)이 하나일 때(hen) 
연속이라고 하고, 그 끝들이 함께(hama) 있을 때 이라고 하며, 
그 끝들 사이에(metaxu) 동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연달아 있다

고 한다.”( 자연학  231a22-23) 과 연속을 이해하기 해 ‘함께’

 7) 다양한 용어들의 백과사 이라 할 수 있는 형이상학  5권에서 ‘양’은 ‘잴 
수 있는(metr ton) 크기(megethos)’와 ‘셀 수 있는(arithm ton) 여럿(pl thos)’
으로 구분되며(13장, 1020a7-14), 이는 범주론 의 양의 첫 번째 구분 기
과 동일한 외연을 갖는다. 범주론 의 연속된 것은 형이상학 에서 잴 수 
있는 크기, 단 된 것은 셀 수 있는 여럿이다. 범주론 의 양과 형이상학
의 양의 구분의 차이에 해서는 Studmann, pp.6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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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연달아 있음과 연속해 있음을 이해하기 

해 ‘사이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장소와 련해서 하나의 첫 

번째 장소 안에(en hen[i] top [i] pr t ) 있는 것들”을 ‘함께’ 있다고 

한다(226b21-22). “연속 으로 변해갈 때, 종착 에 도달하기 에 먼

 거쳐야 하는 지 들”(226b23-25)을 ‘사이’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

는데, 이때 연속 인 것은 “그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사태와 련

해서 이야기되는 것으로, 이는 장소에 따른 변화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226b30-32) 아리스토텔 스가 범주론 에서 두 번째 기 을 

첫 번째 기 과 별도로 상정한 이유는 ‘공간 인 성격’을 별도로 양

의 구분 기 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 인 서로 상

인 치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기 은 공간 인 치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기 에 다름 아니다. 자연학 의 다양한 용어들은 공

간 인 치를 갖는다는 에서, 범주론 의 두 번째 기  에서 부

분들이 서로 상 인 치를 갖는 것들에 포함된다. 

2. 공통의 경계란 무엇인가?

범주론  6장에서 양의 범주에 속하는 연속된 것의 정의와 자연

학  5권과 6권에서 연속된 것의 정의는 어떤 특징 하나를 공유한다. 
두 술에서 연속된 것은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koinos horon)를 갖

는 것이다. 범주론 에서는 이 공통의 경계에서 ‘부분들’이 함께 닿

아야(sunaptei) 하고(4b25-26), 자연학 에서는 특별히 그 상을 부분

들로 한정하지 않고, ‘ 체와 체’의 결합가능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부분과 부분이 공통의 경계를 갖던지, 체와 

체가 공통의 경계를 갖던지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어떤 두 부분이 

결합하여 공통의 경계를 가져도 체로서 ‘연속된 하나’가 귀결되며, 
처음부터 체와 체를 공통의 에서 결합시켜도 귀결되는 것은 

‘연속된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8) 자는 처음부터 체로서 하나

 8) Ackrill은 ‘손의 손가락들은 하나의 손으로 결합하여 연속해 있지만, 여
히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는 반례를 들어, 아리스토텔 스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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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사고실험을 통해 어떻게 하나의 경계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방식이고, 후자는  별개의 두 

상이 결합하여 연속 인 것을 이룰 때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범주론 에서 이나 연달아 있는 

것들을 문제삼지 않는 이유  하나는 범주론 의 상이 ‘부분들’이
라는데 있다. 부분과 부분이 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부분이 아

니다. 부분은 체의 일부로 포함되는 한에서 부분이지, 따로 떼어 

놓으면 자체로 체가 된다. 두 상을 결합시키고, 결합지 에서 경

계면을 두 개 발견한다면, 이 두 상은 연속한다고 하지 않는다. 
“ 하는 각각의 경계가 같은 하나가 될 때”( 자연학  227a11-12)에
야 비로소 두 상은 연속 인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두 상이 하나의 경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네 

명의 계주선수들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달려야 한다. 이때 계주

선수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경계는 바톤이 된다. 바톤을 넘겨주는 순

간 달려온 선수와 달릴 선수는 바톤을 경계로 해서 연결이 되고, 연

속작업을 수행하는 상들로서 둘은 하나가 된다. 달되는 순간 바

톤은 앞 선수의 것이면서, 뒤따라 뛰어야 하는 선수의 것이기도 하

다. 하나의 바톤에 두 개의 설명이 가능하다. ‘개수상으로 하나이지

만, 의미상으로는 두 개’가 된다. 물 두 컵을 그릇에 차례 로 부어

도, 두 컵의 물이 섞이는 순간 두 부분의 물은 하나의 공통의 경계

를 가지고, 하나의 체가 되는 것이다.
시간은 과거와 미래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지 이라는 경계에서 서로 만난다.9) 지 은 과거의 끝이면서 미래의 

과하고 있는 을 지 한다.(p.93) 하지만 손가락과 손가락은 결합해서 하
나의 손이 될 수 없다. 손바닥과 손가락(들)이 결합해야 하나의 연속된 
체를 이루는 것이다.

 9) Ackrill은 “지 의 시간(ho nun chronos)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의 공
통의 경계가 된다”(5a7-8)는 구 에서, 아리스토텔 스가 ‘지 의 시간’을 
‘지속성(duration)’을 갖는 시간의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 한다. 자
연학 에 의하면 ‘지 ’은 ‘시간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93). 
여기서 아리스토텔 스가 지 을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지속되는 
시간의 일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 범주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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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이다. 존재론 으로 한 개이지만, 의미상 두 개라고 할 수 있

다. 시간을 하나의 체로 본다면, 지 을 공통의 경계로 갖는 과거

와 미래가 시간의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과거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은 지 이라는 경계면에서 만나 하나의 체를 구성하

는 것이다. ‘연속 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공통의 경계를]10) 함께 갖는 것이다(sunech tai).”( 자연학  227a12)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지 이라는 공통의 경계를 함께 가지

며, 그래서 시간은 연속 인 것이다. 

Ⅲ. 자연학 에서 연속의 정의

5권 3장에서 아리스토텔 스의 주요 심은 ‘연달아 있음’, ‘
해 있음’, ‘붙어 있음’, ‘연속해 있음’이라는 네 용어에 집 되어 있

다. 네 개의 주요 용어들 말고, 다른 용어들은 이것들을 설명하기 

해 필요한 용어들이다. 그래서 ‘함께’는 해 있음을 정의하기 

해 필요하며(226b23), (‘따로’는 ‘함께’의 반 말로 등장하고(226b22)), 
‘사이에’는 ‘연달아 있는 것’을 정의하기 해 필요하다(227a1). 

1. 두 가지 방식의 정의와 상호 계

 “장소와 련해서 하나의 첫 번째 장소 안에(en heni top i 
pr t ) 있는 것들을 함께 있다고 말하고, 다른 장소에 있는 것들을 

분리되어 있다고 말한다. 한 어떤 것들의 끝들(akra)이 함께 있

는 경우, 해 있다(contact, to haptesthai)고 말한다. […] 사이는 

서도 ‘지 ’을 과거와 미래의 공통의 ‘경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5a4-7). 시간에 한 논의는 자연학  4권 10-14장에서 주제 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데, 그 에서 지 이 시간과 어떤 련을 맺고 있으며, 어떤 존
재론 인 상을 가질 수 있는지, 연속 개념과의 련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10) Aquinas는 연속의 정의에서 사용된 ‘sunech tai’를 ‘[ 체를]’ 함께 갖는 것
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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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이 본성에 의해 연속 으로 변해갈 때, 종착 에 도달하

기 에 먼  거쳐야 하는 지 들이다. […] 연달아(successive, to 
ephex s) 있는 것은 치나 모양 혹은 구체 인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으로 처음 것 다음에 오는 것에 

해 용되는데, 자신과 연달아 앞에 있는 것 사이에 같은 부류

에 속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켜 연달아 있다고 한

다. ( 를 들어 선의 경우에는 선이나 선들을, 단 에는 단 나 단

들을, 집에는 집을 가리켜 같은 부류의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달아 있는 것들의 경우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 붙어있는(being next to, echomenon) 것은 연달아 있

으면서 해 있는 것에 용된다. 연속 인(continuous, 
suneches) 것은 붙어있는 것의 일종이다. 그런데 하는 각각의 

경계가 동일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공
통의 경계를] 함께 가질 때(sunech tai), 연속 이라는 말을 사용한

다. 그러나 만일 끝이 두 개면 연속 일 수 없다. 이 게 규정한다

면 분명 연속 인 것이란 을 통해 어떤 하나의 것이 본성 으

로 생겨날 때 용될 수 있다. 일단 못, 착제, , 붙이기 등

을 통해 연속 인 하나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체는 하나가 될 

것이다.” (226b21-227a17)11)

A가 B에 ‘연달아 있는’　경우는 A가 B 다음에 오고, 둘 사이에 

동종의 것이 없을 때이다. A가 B와 ‘붙어 있는’ 경우는 A가 B와 연

달아 있고, A가 B와 해 있을 때이다. A가 B와 ‘ 해 있는’ 경

우는 A와 B의 경계들(혹은 끝들)이 ‘첫 번째 같은 장소’에 있을 때

이다. A가 B와 ‘연속해 있는’ 경우는 A가 B와 해서 두 경계들

이 첫 번째 같은 장소에 있고, 이 해 있는 경계들이 같은 것이 

되거나, 하나가 되거나, 어원의 의미 로 (공통의 경계를) 함께 가질 

때이다. 
하지만 이 네 용어들의 계가 그리 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무

엇보다 그는 5권 3장에서 양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버

의 정의를 제시한다. 지 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226b21-227a17), 

11) 이하에서 자연학 을 인용하는 경우, 술명은 생략한다.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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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은 별개의 개념이고, 이 양자에 공통 으

로 속하는 것이 붙어 있음으로(227a6), 연속해 있음은 붙어 있음의 

하  개념(227a10)이다. 

 “그런데 분명 ‘연달아’가 가장 앞서는(pr ton) 것이다. 왜냐

하면 해 있는 것은 반드시 연달아 있어야 하지만, 연달아 있

는 것이 모두 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로

고스 상으로 먼 인 것들, 가령 수는 연달아 있기는 하지만, 
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속 이면 해 있어야 하지만, 

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 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의 

끝이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라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함께 자란 것[연속

인 것]은 생성의 에서 볼 때 가장 나 의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각의 끝이 함께 자라려면 반드시 해 있어야 하지만, 해 

있는 것들 부가 함께 자라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해 있지 

않은 것들은 함께 자라지도 않기 때문이다. […]” (227a17-32) 

여기서는 가장 상 의 개념이 연달아 있음이고(227a18), 이 연달아 

있음의 하  개념인 해 있음이 연속해 있음을 포함한다

(227a21-22). 여기서 붙어 있음은 아  언 되지 않는다. 는 깔끔한 

그림이 그려진다. 가장 상 의 개념인 연달아 있음이 해 있음을 

포함하고, 해 있음이 연속해 있음을 포함한다. 붙어 있음의 존재

론  상은 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번은 연달아 있음을 

해 있음과 동렬로 배치시키고, 한번은 다른 세 개념을 포함하는 상

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해 있음과 붙어 있음의 계도 분명하지 

않고, 무엇보다 한번은 연속해 있음을 붙어 있음의 하  개념으로 보

다가, 한번은 해 있음의 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이 두 

부분은 부정합 이다.12) 하지만 아리스토텔 스가 이를 명시 으로 

밝 놓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논의를 진행한 이상, 우리는 

이 두 부분의 부정합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 

12) Ross, p. 626. 
 226b21-227a17.



철학논구 제36집40

이 방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먼  

연달아 있음이 해 있음을 포함하는 계인지, 아니면 공통의 특

징을 공유하는 동렬 계인지를 살펴볼 텐데, 이는 X가 Y에 연달아 

있다고 할 때, X와 Y 자리에 어떤 존재자가 올 수 있는지에 한 

논의를 통해서 악될 것이다. 둘째로 에 등장하지 않는 붙어 있음

의 규정을 에서 찾아보고, 붙어 있음의 양의  해석 가능성에 주목

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결론 으로 연달아 있음과 붙어 있음은 

각각 두 가지씩의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을 강조해서 

읽느냐에 따라 5권 3장을 정합 으로 읽을 수 있을지, 불가능하다면 

어느 쪽을 수정하여 읽는 것이 아리스토텔 스의 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13)

  

연달아 있음 접촉해 있음

접촉해 있지 않음 접촉해 있음+연달아 있음 연달아 있지 않음

붙어 있음

연속해 있음 연속해 있지 않음
 227a17-32.

연달아 있음

접촉해 있음=붙어 있음 접촉해 있지 않음=붙어 있지 않음

연속해 있음 연속해 있지 않음
13) 부분의 주석가들은 5권 3장의 부정합성을 인정하면서도, Simplicius를 제
외하고는 정합 으로 읽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implicius
는 를 로 환원시키려고 하지만, Ross나 Bostock, Bolotin 등의 학자들은 
특별한 설명없이 의 구도가 아리스토텔 스의 본 의도라고 하면서 의 

구도를 무시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Bostock은 Ross를 Simplicius처
럼 를 로 환원시켜서, ‘붙어있음’을 ‘ 해 있음’에 포함시키는 주석
가로 이해한다는 것이다.(p.181, n.6) 하지만 Ross는 분명히 아리스토텔
스는 ‘ 해 있음’과 ‘붙어 있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는 가 보다 우세한 분류방식임을 지 하고 있다. Simplicius, 

878.10-881.15; Ross, pp.626-7; Bostock, pp.180-8; Bolotin,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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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달아 있음의 다의성 

아리스토텔 스는 에서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을 별개의 것

처럼 정의한 후, 이 두 개념들에 공통 인 것을 붙어 있음으로 상정

한다. 연달아 있지만 해 있지 않는 것이나, 해 있지만 연달

아 있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붙어 있는 것은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 양자에 모두 속하는 것에 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연달

아 있지만 해 있지 않은 것은 쉽게 사례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하면서 연달아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지 떠올

려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아리스토텔 스가 구체 인 사례를 들

어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하면서 연달아 있지 않은 것들을 

사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아리스토텔 스가 개념들의 

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에 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

을 것이다. “수는 연달아 있기는 하지만 해 있는 것은 아니

다.”(227a19-21) 연달아 오는 두 개의 수,14) 해 있지 않은 조약

돌 두 개, 콩 두 개와 같은 사례들은 연달아 있지만 해 있지 않

은 것들이며, 해 있지 않으니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14) 정확히 연달아 ‘오는 것’이라고 해야 맞다. 연달아 있는 것에는 해 있

는 것이나 붙어 있는 것, 연속 인 것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규정이 들어 

있다. X와 Y가 연달아 있을 때, 아리스토텔 스의 의도는 ‘순서상’ 뒤에 
오는 것에는 ‘연달아 있음’이라는 규정을 쓸 수 있지만, 앞서는 것에는 사
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과 련해서 Bostock(p. 271)처럼 “뒤에 오
는 것에만 ‘연달아 있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게 되면, 연달아 있는 것과 하는 것을 포함 계가 성립하지 않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의 것과 이후의 것은 ‘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후의 것에 해 이 의 것에 ‘ 해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될 수 없듯이, 굳이 ‘연달아 있는 것’을 이후의 
것에만 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에서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을 동렬 계로 놓아, 차이 을 드러낼 때에도, 그 차이 이 생기

는 이유가 X와 Y에 해 연달아 있는 것은 후자에만 쓸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양자에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Bostock처
럼 해당 기 만을 강조하게 되면, 연달아 있는 것은 해 있는 것이지

만, 하는 것 에 연달아 있지 않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포함 계가 

반 로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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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Simplicius에 따르면,15) 내 몸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해 

있기는 하지만 연달아 있는 것들은 아니다. 연달아 있는 것들은 사이

에 동종의 것이 없는 것들이면서, 연달아 있는 두 개 자체가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하는데, 몸과 옷은 그 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면서 연달아 오는 두 개의 집은 붙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Simplicius가 든 사례가 맞고, 아리스토텔 스의 의도를 제 로 

따른 것이라면, 연달아 있음이 붙어 있음을 포함하고, 해 있음이 

붙어 있음을 포함한다. 
하지만 Simplicius는 옷과 몸의 사례를 들면서, 아리스토텔 스를 

확 해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연달아 있는 것들은 사이에 같은 부

류의 것들이 오지 않으면서, 연달아 오는 것들 자체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연달아 있음의 규정에

는 문제가 있다.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연달아’ 있는 것은 치

나 모양 혹은 구체 인 다른 것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으로 처

음 것 다음에 오는 것에 용되는데, 자신과 연달아 앞에 있는 것 사

이에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켜 ‘연달

아’ 있다고 한다. ( 를 들어 선의 경우에는 선이나 선들을, 단 에는 

단 나 단 들을, 집에는 집을 가리켜 같은 부류의 것이라고 한다. 하

지만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226b35-227a4) 
아리스토텔 스는 사이에 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선의 경우에는 선, 
단 에는 단 , 집에는 집을 사례로 들고 있을 뿐, 구체 으로 어떤 

것들이 X와 Y자리에 와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한 반드시 

X와 Y가 동종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 으로 밝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연달아 있는 것들은 그 사이에 동종의 

것이 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규정일 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  옷과 몸처럼 동종 이지 

않은 것들도 연달아 있는 것들일 수 있다. 옷과 몸 사이에 동종의 

것만 오지 않는다면, 양자의 계는 연달아 있는 것들이 된다.  한 

15) Simplicius, 878.10-8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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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옷과 몸을 동종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와 살은 

Simplicius의 연달아 있음의 규정으로 보자면, 하지만 연달아 있

는 것들이 아니다. (ostos)와 살(sarx)은 하지만 같이 사람의 신체

를 이루는 ‘동질 인 부분’(h  homoiomer )에 속하는 것들이다.( 동물 

부분론  2권 1장) 옷과 몸의 경우도 같은 방식의 설명이 가능할 것

이다. 아리스토텔 스가 연달아 있는 X와 Y에 해 같은 부류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 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옷과 몸, 
와 살의 사례를 하면서 연달아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게 읽으면 연달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만, 하

지만 연달아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하는 것들은 연달

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연달아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은 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포

함 계가 된다. 그 지 않고 연달아 있음의 규정에 Simplicius처럼 

X와 Y가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게 되

면, 텍스트는 양립되지 않는 두 개로 분리된다.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을 처럼 동렬 계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붙어 있음은 

연달아 있으면서 해 있는 것이다”(227a6)라는 한 구 밖에 없

고, 더 이상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의 계를 설명하는 구 이 

없다는 도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구 을 반드시 동렬

계를 갖는 두 개념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그 다고  무 하거

나 완 히 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에서처럼 연달아 있음이 

해 있음을 포함하는 포함 계로 읽어야 한다. 연달아 있음이 

해 있음을 포함하고, 해 있음이 연속해 있음을 포함한다. 
의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의 규정이 의 연달아 있음의 규정

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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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어 있음의 다의성

의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의 계를 의 포함 계로 읽을 

수 있다면, 이제 남는 것은 해 있음과 붙어 있음의 계를 어떻

게 볼 수 있을 것이냐가 된다. 에서 붙어있음에 한 별도의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로 에서 붙어있음의 설명을 살펴보

고, 붙어있음을 해 있음과 포함 계로 야 할지, 같은 것으로 

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붙어있음 자체에 한 규정은 5권 3장

을 통틀어 한 곳도 없다. 붙어 있음과 상  포함 계에 한 설명은 

“붙어 있음은 연달아 있으면서 해 있는 것이다”(227a6)에 한 번 

등장하며, 하  포함 계는 “연속 인 것은 붙어있는 것(echomenon)
의 일종이다. 그런데 하는(haptontai) 각각의 경계가 동일한 하나

가 될 때,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공통의 경계를] 함께 가질 

때, 연속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227a10-12)는 문장뿐이다. 우선 인

용구 에서 연속 임이 붙어있음의 하  개념임을 밝힌 후, 바로 다

음 문장에서 연속 인 것의 정의를 내릴 때, 붙어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해 있음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붙어있음이 연속 임을 포함한다는 설명과, 연속

임이 해 있음을 통해 정의되는 하  개념임을 밝히는 맥락이 연

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로써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 스

가 붙어있음과 해 있음을 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는 이다. 앞서 의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의 계가 사실

은 포함 계임을 밝혔는데, 붙어있음은 연달아 있음과 해 있음 

사이나, 해 있음과 연속해 있음 사이에 오는 개념이 아니라, 
해 있음과 동일한 개념이다. 한 아리스토텔 스의  작을 통

해 붙어있음과 해 있음을 구분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에서도 

한 목(227a6)뿐이며, 여기 말고 다른 어느 구 에서도 붙어 있음과 

해 있음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16)

따라서 우리는 연달아 있음이 해 있음을 포함하며, 해 있

16) Ross, p.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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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연속해 있음을 포함하는 계에, 해 있음과 붙어 있음을 같

은 의미로 해석하는 가 아리스토텔 스가 본래 의도한 분류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는 의문이 있다. 연달

아 있음과 해 있음(혹은 붙어 있음)의 포함 계와 해 있음

(혹은 붙어 있음)과 연속해 있음의 포함 계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

는가? 연달아 있는 것은 반드시 해 있지 않지만, 하는 것은 

부 연달아 있는 것이다. 연달아 있기는 하지만, 하지 않는 것

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은 사람을 포함하지만, 동물 에는 사

람 아닌 것들도 있다.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조약돌들, 그리고 

( 이 불가능한) 들의 병렬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해 

있음과 연속해 있음의 포함 계는 어떤가? 어떤 의미에서 은 연

속을 포함하는가? 

Ⅳ. 과 연속의 계

1. 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 스의 ‘ 해 있음’(to haptesthai, haptomenon)17)의 정

의에 의하면, 을 이해하기 해서는 ‘함께’(hama)를 먼  이해하

고 있어야 한다. 해 있음은 두 상의 경계가 함께 있을 때 사

용되며, 함께는 상들 각각의 경계가 ‘하나의 첫 번째 장소’(en heni 
top [i] pr t [i])에 있을 때 사용된다.(226b21-23) 하기 해서는, 
우선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있기 해서는 두 물체의 경계가 첫 

번째 장소에 같이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 스의 장소론에서 장소의 최종 인 정의는 “에워싸는 

것의 부동의 ‘첫 번째’ 경계”(212a20-1)18)이다. 여기서 함께가 무엇인

17) 에우클 이데스를 비롯한 그리스 기하학자들과 아리스토텔 스가 사용한 

haptesthai 동사의 차이에 해서는 Heat, p.123. 참조. 
18) to tou periechontos peras akin ton pr ton, tout’ estin ho to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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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해, 우선 ‘첫 번째’의 의미가 무엇인

지를 살펴보자. 아리스토텔 스는 최종 인 장소의 정의를 내리기 앞

서, 장소를 가리켜 “에워싸는 물체의 경계”(212a6)19)라고 하면서, 다

음의 단서를 덧붙인다. “이 경계에서 [에워싸는 물체와] 에워싸이는 

물체가 한다.”(212a6-6a)20) Simplicius는 덧붙는 구 이 최종 인 

장소의 정의에서 ‘첫 번째’(pr ton)의 의미를 설명해 다고 주장한

다.21)

장소의 ‘경계’와 련한 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해 있음이란 두 경계가 하나의 첫 번째 장소에 있을 때 가능한데, 

도 체 ‘경계’22)가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다. 그리고 만일 경계가 장소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장소의 정의

에 의하면 장소란 일종의 경계인데, 그 다면 경계가 경계를 갖는다

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함께’와 ‘ 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연속과 

련한 다양한 개념들의 정의도 이해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가장 엄 한 의미에서(kuri s) 은 치(thesis)를 갖

는 것들에 속하며, 치는 장소(topos)를 갖는 것들에 속한다. 우리

가 수학  상들에 해 을 용시키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

들에 장소를 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해 있음

이 경계를 함께 가짐이라면(to haptesthai to ta eschata echein 
hama), 따로 떨어져 있는 크기들(di [i]r mena megeth )과 치를 

갖는 것들만이 서로 할 것이고, 그 경계를 함께 가지게 될 것

이다.” ( 생성소멸론  322b29-3a3; 208b22-25 참조) 

19) to peras tou periechontos s matos.
20) kath’ ho sunaptei t [i] periechomen [i]. 이 추가된 설명과 련해서는 텍스
트 승과 련된 몇 가지 논의가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
다. 가장 비되는 입장으로 특별히 Lang과 Morison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Lang, pp.66-121; Morison, pp.133-173.

21) Simplicius, 584.19-20. 
22) 다음 용어들을 통칭하여 보통 ‘경계’라고 부른다. 끝(akra, 226b23, 227a22-25), 
경계, 한계(perata, 227a12), 극단, 끝(eschata, 227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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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 수 있는 ‘크기’(magnitude)가 연속 인 것이다. 그 에서 한 쪽 

방향으로 연속 인 것은 선, 두 방향은 면, 세 방향은 물체(입방체)가 

된다.23) 여기서 각각의 크기들의 ‘경계’는 물체의 경우에는 선이나 면, 
면의 경우에는 선, 선의 경우에는 이 된다( 범주론  5a1-6). 아리스

토텔 스에 따르면 기하학  상들, 그 에서 경계들은 가장 엄

한 의미에서는 장소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한다거나 연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경계의 장소를 말할 때는 ‘부수 인’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 스는 ‘존재’나 ‘좋음’, ‘실체’ 등 자신의 요 개념들과 

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는 장소에 해서도 그것이 다의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어떤 것이 서술되는 경우, 직 으로(kath’ hauto) 서술될 수

도 있고 간 으로(kat’ allo) 서술될 수도 있는데, 장소의 경우에

도 모든 물체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공통의(koinos) 장소가 있는 

한편, 그 안에 해당 물체 하나만 들어 있는 고유한(idios) 장소도 

있다. 가령 당신이 우주 안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공기 안에 있는

데 이 공기가 우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딘가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만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장

소 안에 있기 때문이다.”(209a31-b2) 

군가 장길산  3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고 해 보자. ‘그 책

은 우리 집에 있어’라는 답도 가능할 것이고, ‘내 방 안에 있어’라
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며, ‘ 장길산  2권과 4권 사이에 꽂  있어’
라고 답할 수도 있다. 이때 ‘집’이나 ‘방’이라는 다른 것들도 공유하

는 장소가 그 책의 장소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 책의 고유한 

장소를 포함하는 공통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 우리 안에 갇  있

는 10마리의 양들과, 시청 장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

해 본다면, 하나의 ‘공통의 장소’가 복수의 ‘고유한 장소’들을 둘러싸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두 마리의 양이 ‘고유한 장소’를 같

23) 형이상학  1020a7-14; 천체론  268a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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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할 수는 없다. 어떤 것의 고유한 장소는 그 상 자체 이외

에는 아무 것도 둘러  수 없기 때문이다.24)

그 다면 가령 나를 둘러싸는 물체의 ‘경계’, 즉 나의 장소는 무엇

인가? 우선 나를 둘러싸는 물체에는 아리스토텔 스가 장소를 ‘공통

의’ 것과 ‘고유의’ 것으로 구분한 데 따라, 최소 두 개의 경계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나와 직  하는 경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지  나를 둘러싸는 공기의 가장 안쪽 면이 되며, 
만일 내가 물 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다면, 나를 둘러 싸고 있는 물

의 가장 안쪽 면이 된다. 이 경계가 앞서 말한 ‘고유한 장소’이며, 
 아리스토텔 스가 최종 인 장소의 정의에서 사용한 ‘첫 번째’ 의

미의 경계일 것이다. 하지만 공통의 장소가 있을 수 있듯이, 다른 의

미의 경계도 있을 수 있다. 나를 둘러싸는 물체를 공기에 한정할 필

요는 없다. 공기는 집이 둘러싸고 있고, 집은 기권이 둘러싸고 있

으며, 이 기권은 태양계가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나를 둘러싸는 

물체가 여럿일 수 있다면, 둘러싸는 물체들이 갖는 다수의 경계들이 

각각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경계를 ‘바깥의’, 
‘외부의’ 혹은 ‘이차 인’, ‘부수 인’ 경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5)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이 가능한지, 경계들이 하나의 장소를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자. 하는 상들은 첫 번째 장소에서 

한다. 가령 A와 B라는 물체가 있고, A가 B를 둘러  때, 장소의 

정의에 의하면 A의 가장 안쪽 경계가 B의 장소가 되고, 이때 ‘가장 

안쪽’이 의 정의에서 ‘첫 번째’를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말했듯

24) 하나 이상의 상이 ‘고유한 장소’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그 상
이 ‘물체’이고 엄 한 의미에서 ‘고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불가
능하다.(Apostle, p.273) Wicksteed는 하나의 상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
들은 그 상의 고유한 장소를 공유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제안을 한다. 
가령 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온도와 피부색, 몸무게 등의 속성들이 나의 
고유한 장소에 함께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하나 하나는 고유한 장소들을 가지며, 연장을 가지지 않
기 때문에, 고유한 장소‘들’임에도 하나의 고유한 장소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이나 기타 경계

들은 장소를 가질 수 없다. Wicksteed & Cornford, p.34, n. a.
25) Morison,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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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하려면 두 물체의 경계가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있기 

해서는 두 물체의 경계가 ‘하나의 첫 번째 장소’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 이때 ‘첫 번째’ 장소를 자연물의 고유한 장소로 받아들인다면, 
의 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장소를 두 상이 같이 

차지하면, 그것이 어떻게 ‘고유한’ 장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을 것

인가? 장소는 일종의 경계여서, 여기에 두 개의 경계가 함께 오게 되

면, 더 이상 경계가 아니라, 더 큰 크기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 아리스토텔 스는 “어떤 사

물의 첫 번째 장소는 둘러싸여 있는 사물보다 작거나 크지 않

다”(211a2)라고 말한다. 어떤 물체와 물체의 장소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해당 물체의 겉모양과 해 있는 장소가 물리 으로 같은 크

기를 갖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둘러싸는 것과 둘러싸이는 것의 

경계는 같이(en taut [i]) 있다. 두 개의 면이 해 있어도, 물리

으로 보자면 크기가 더 늘어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다.(211b10-13) 두 경계가 해 있을 때, 이 두 경계는 ‘같은 하나

의 첫 번째’ 장소를 공유하는 것이다. 단 이때 경계는 장소를 ‘부수

으로’ 갖는다. 장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들 뿐이기 

때문에, 하는 상들이 장소를 가지는 한에서 이 상들의 경계

들이 장소를 가지게 된다. 부수 으로 장소를 갖는 경계들은 두 개가 

모이든 그 이상이 모이든 장소의 크기를 더 크게 하지 않는다.26) 
필자는 두 개의 경계가 하나의 장소에 함께 있는 사태를 이 게 

이해한다. 앞서 A와 B가 있는데 A는 둘러싸고 B는 둘러싸이는 사례

를 들었지만, 반 의 상황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둘

러싸고 B가 둘러싸이면서, 동시에 반 로 B가 둘러싸고 A가 둘러싸

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달 

아래 세계에는 불, 공기, 물, 흙의 역이 차례 로 정렬되어 있다. 
공기는 불이 둘러싸고 있고, 물은 공기가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이

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가운데 있는 공기는 불과 물이 둘러싸

26) Bostock은 두 개의 경계가 함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exactly) 같은 장소’
라고 표 한다. Bostock, p.181; 형이상학  3권 1002a34-b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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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물은 공기와 흙이 둘러싸고 있다. ‘아래’가 ‘ ’를 둘러싼

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같은 넓이의 한 면을 갖는 물체 

두 개를 시키면, 어느 쪽이 둘러싸는 쪽이고 어느 쪽이 둘러싸이

는 쪽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양자가 둘러싸기도 하고 둘러싸이

기도 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면 두 상 A와 B에 있

어서, A의 첫 번째 경계와 B의 첫 번째 경계가 해 있을 때, A
의 경계가 B의, B의 경계가 A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리스토텔 스가 함께와 의 정의에서 하나의 첫 번째 장소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개의 경계가 서로의 첫 번째 장소가 

될 때, 이 두 개의 경계는 하나의 장소에 있게 된다.27) “A의 경계가 

B의 첫 번째 장소이고, B의 경계가 A의 첫 번째 장소일 때, A의 경

계와 B의 경계는 ‘첫 번째 하나의 장소에’ 있다.” 이 때 A와 B는 

해 있는 것이다.

2. 연속이란 무엇인가? 

연속 이라는 말은 그 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다. 우리는 

‘연속 상 ’, ‘연속 매진’, ‘연속 우승’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런 용례

로부터 뭔가 공통 인 정의를 끄집어 내게 되면, 간에 끊이지 않고 

주욱 이어지는 어떤 것을 떠 올리게 되는데, 국어사 에서는 연속을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정의하며, 같은 식으로 수학에서도 연속을 

‘끊기지 않는 것’, ‘잘라낼 수 없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앞서 보았듯이 아리스토텔 스는 ‘어떤 사태나 상들의 경계가 

하나인 것’을 가리켜 연속 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두 상의 경계가 

하나인 것을 연속으로 본다는 것은 정의상 두 개 이상의 상을 

제한다. 물론 이 ‘ 상’에 반드시 체로서의 물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상을 부분으로 보면, 하나로 구성된 체 안에서 부분들이 

존재론 으로 어떤 결합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

다. 부분들이 서로 연속 으로 이루어진 결합 계에 해서는 범주

27) Morrison, p.96, n.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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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자연학 이나 형이상학 에서 드는 연속의 

사례들은 부분 물체와 물체의 결합 계를 문제 삼고 있다. 
선이나 면 등의 수학 인 상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6권 

1-2장에서 아리스토텔 스가 앞서 5권 3장에서 정의한 연속 임, 
해 있음, 연달아 있음 등의 규정을 가지고, 분할 불가능한 것들이 

결합하여 연속 인 것을 구성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도, 그는 두 개 

이상의 상의 결합 계를 문제 삼는다. 선과 선은  하나를 공통의 

경계로 하여 연속을 이루고, 면과 면은 선 하나를 공통의 경계로 하

여 연속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경계로서의 

과 , 선과 선, 면과 면은 아무리 결합해도 연속을 이룰 수 없다. 
과 은 겹쳐질 수 있을 뿐 결합하여 한 차원 높은 선을 만들지 

못하고, 선과 선도 분할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면을 만들지 못한

다. 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과 선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면이 아니라 선이며, 면과 면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입체가 

아니라 면일 뿐이다. 경계로서 기하학  단 들은 아무리 많은 개수

를 결합시켜도 한 차원 이상의 단 를 만들지 못한다.
물리 인 상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물이 

담긴 그릇에 부으면, 컵 안의 물의 경계와 그릇 안의 물의 경계가 

하나가 되어 이 두 상은 연속 인 하나가 된다. 컵의 물과 그릇의 

물이 합쳐지기 까지는 컵의 물의 경계와 그릇의 물의 경계는 구분

된다. 하지만 합쳐지는 순간 두 물의 경계는 하나가 된다. 그 순간 

경계는 컵에 담겨 있던 물의 것이면서 그릇에 담겨있던 물의 것이기

도 하다. 하나의 경계가 양쪽의 경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결합시키는 두 상이 같은 종류의 것이면, 하나를 만들어 

연속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과 선을 에서 연결하고, 물에 

물을 부으면, 결합된 두 상은 공통의 경계를 가지고 하나의 체가 

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 스가 각 상들이 같은 동종의 것일 때, 
혹은 동질 인 것일 때 ‘경계가 하나가 되는’ 연속만을 사례로 드는 

것은 아니다. 

“분명 연속 인 것이란 을 통해 어떤 하나의 것이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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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겨날 때 용될 수 있다. 일단 못, 착제, , 붙이기 

등을 통해 연속 으로 하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체는 하나가 

될 것이다.”(227a13-17)

배나무에 사과나무 기를 붙인다고 해보자. 붙이기 에는 배

나무의 경계와 사과나무 기의 경계는 각각 하나씩이다. 이제 이 두 

개의 경계를 시켜보자. 표면이 아무리 잘 들어맞아도, 을 붙인 

후 일정 시간이 흐르기 까지는 각자의 경계는 그 로 유지될 것이

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흘러 사과나무 기의 양분을 배나무로부터 

공 받기 시작하면 두 개의 면이 붙어 버려서 사과나무 기와 

배나무가 경계면을 공유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두 개 던 

경계면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두 상이 연속 으로 하나가 되었다

고 한다. 양분을 공 받아서 이를 통해 성장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부분이 체로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211a34-36) 그가 ‘못’, ‘ 착제’, ‘ ’을 ‘ 붙이기’와 병렬로 배

치시켜 이것들로 연속 인 것을 만든다고 할 때, 요한 것은 이 게 

붙여 놓은 것들이 실제로 ‘ 붙이기’처럼 본성상 하나를 만들어야 본

래 그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그의 연속의 정의에 용시킬 수 없는 사례가 될 것이다. 나무토막 

두 개를 못으로 붙여 놓거나, 착제로 붙여 놓으면, ‘못’이나 ‘ 착

제’에 의해 두 상은 ‘하나의 체로 함께 운동할 수 있게 된다’ 
(sumphusetai). 

“[연속 인 것들의 경우] 함께 자람(sumphusis)은 생성의 

에서 볼 때 가장 나 의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끝이 함께 자라

려면 반드시 해 있어야 하지만, 해 있는 것들 부가 함

께 자라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해 있지 않은 것들은 함께 자

라지 않기 때문이다.”(227a23-27) 

아리스토텔 스는 을 거쳐 ‘하나의 체로 함께 자라는’(sumphusetai)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의 연속의 정의는 ‘연속’과 ‘경계’에 

해 포 인 이해를 요구한다. 연속의 정의에 따르면 연속 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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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해서는 ‘공통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 붙이기나 못, 착제의 

사례는 ‘공통의 경계’를 물리 인 세계에 확장시켜 용시킨 것들이다. 
선과 선이 을 공통의 경계로 가지듯이, 나무토막 두 개는 못을 공통의 

경계로 갖는다. 최소한 5권 3장에서 아리스토텔 스의 심은 물리 인 

세계에 있지, 수학 인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공통의 경계로 못이나 

착제, 붙이기로 하나가 된 상들은 ‘함께 자라고, 함께 움직인다’. 
필자는 5권 3장의 연속 인 것의 외 인 표 , ‘sumphusis’, 
‘sumphusetai’를 이 게 이해한다.28)

“운동이 일어나는 사태와 련하여(pragmatos) 거의 혹은 아무

런 단 이 없을 때(to m then  hoti oligiston dialeipon) 연속 으

로(sunech s) 움직인다. 이 경우 시간이 아니라(왜냐하면 높은 음 

다음에 곧바로 낮은 음이 나는 경우에는, [시간상으로는 아무런 

단 이 없지만] 사태 상으로는 단 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태와 

련해서(m  tou chronou alla tou pragmatos) 말하는 것이

다.”(226b27-31) 

운동이 연속 이기 해서는 우선 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체 사

태(pragma)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때 사태는 장소이동상 

체 건 간 거리일 수도 있고, 어떤 성질과 립  성질 사이의 은유

28) 형이상학 의 한 목도 필자의 생각을 지지해 다. “그 자체로 하나
(kath' heauta hen)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어떤 것들은 연속해 있어서

(t [i] sunech  einai) 하나이다. 를 들어 다발은 끈에 의해서(desm [i]), 나무
토막들은 착제에 의해서(koll [i]) 하나이다.”( 형이상학  1015b36-1016a1) 
최소한 형이상학 의 해당 구 과 자연학  5권의 연속 인 것은 같다. 
다만 자연학  6권 시작부분을 비롯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연속에 해 

이런 식의 느슨한 규정을 하지는 않는다. Bostock의 이해도 필자와 같다
(Waterfield, p. 271). 부분의 연구가들도 5권 3장에서 연속의 정의가 느
슨하게 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Ross, p.628; Apostle, p.274; Bolotin, 
pp.58-59) Simplicius는 Eudumus를 인용하면서, sumphusis의 계를 연속

인 것의 계보다 더 강한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연속 인 것을 보다 세

부 으로 분류하며(879.15-25), 심지어 연속 (hupersuneches)이라는 개념
도 사용한다(879.5). 하지만 Kirwan은 연속의 정의의 엄 한 용과 느슨

한 용을 구분하면서, 자연학  5권 3장과 형이상학  해당 부분을 구분
한다. Kirwan,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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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일 수도 있으며, 커지거나 작아지는 크기일 수도 있다. 사태 

체를 건 가거나 통과해야 운동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하지

만 운동의 연속성과 시간의 연속성의 상 계에 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 스는 해당 구 에서 시간의 연속성을 문제 삼

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연속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해 다수

의 해석가들은 시간의 연속성의 확보 유무는 운동의 연속성의 확보

와 아무런 계가 없기 때문에, 아리스토텔 스가 해당 구 에서 시

간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29) 
사태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동은 연속 일 수 없다. 여기

서 문제가 발생한다. 체 사태에 단 이 없으면 운동의 연속성은 확

보되지만, 아리스토텔 스는 ‘최소한의 단 (hoti oligiston)’이 발생해

도 운동이 연속 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속의 정의에 

의하면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해도 단 이 일어나면 하나의 경계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라고 해야지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높은 음 다음에 곧바로 낮은 음이 날 때’ 발생하는 이 연속성을 깨

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단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부분의 해

석가들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의 사례에만 연속의 엄 한 정의가 규정

되지 않고, 느슨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30) 잘못된 사례로 

29) Ross는 연속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이 모두 공간 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시간의 단 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태의 
연속성만 확보되면 운동이 연속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p.627). Ross와 같
은 입장을 취하는 여러 해석가들은 ① 시간의 단 은 사태상의 연속성과 

무 하여 운동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지만, ② 사태상의 단 은 설사 시

간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운동의 연속성을 깨뜨릴 것이라고 본

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에서 하루를 자고 가면, 
체 거리를 통과했지만 간에 시간상의 단 이 발생한 경우가 되어, 이
를 ①의 사례로 사용하고 있다.(Simplicius, 871.15-874.20; Wicksteed & 
Cornford, p.36, n. c.) 이와 달리 Aquinas는 연속 이기 해 시간의 연속성

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운동이 연속 이면 시간이 연속 이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에 아리스토텔 스가 해당 구 에서 시간을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p.687).
30) Ross, p.628; Waterfield, pp.270-271. 느슨한 연속의 규정을 말하는 학자들 
부분은 앞서 착제, , 붙이기 등을 연속이라고 한 목(227a13-17)도 
느슨한 연속이 규정된 목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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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31) 하지만 필자는 아리스토텔 스가 명

시 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구 을 잘못된 사례로 보거나 

‘매우’ 느슨한 정의가 규정된 사례로 보지 않고, 그의 의도를 있는 

그 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노래를 하건 악기를 연주하건, 시간은 연속 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해당 구 이 해결하려는 사태는 연속 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벌어지는 사태이다. 높은 도를 치고, 바로 연이

어 낮은 도를 치면, 벌어진 일곱 계단의 음계 만큼이나 큰 단 을 

경험하게 된다. 음 사이의 간격이 크든 작든 단 은 경험할 수 있다. 
낮은 도와 이웃하는 낮은  사이 한 계단 사이에서도 같은 단

을 경험할 수 있다. 문제는 두 음계가 얼마나 물리 으로 떨어져 있

느냐가 아니다. 한 계단이든 일곱 계단이든 경험 으로 단 을 경험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리스토텔 스가 왜 ‘연속 인 것’이라고 했겠느

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이 단 이 실제로도 그런 것인지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연속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들은 이것

과 것이 하나의 경계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 경계를 양쪽 부분이 

공유하는 것들이다. 낮은 도와 높은 도, 혹은 낮은 도와 낮은 의 

계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론상 도를 치고 를 

치건 도를 치고 높은 도를 치건 간에, 처음 음과 나  음은 하나의 

경계를 공유하게 된다. 단 이 발생한다면, 두 음은 ‘연달아 있거나’, 
‘ 해 있는’ 계가 될 텐데, 실제 악기로 두 음을 연주할 때, 두 

음 사이를 ‘연달아 치거나’, ‘ 해서’ 치는 것은 ‘연속 으로’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 해서’ 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

을 것이다. 두 음 사이에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음을 내지 않거나, 
다른 음이 나게 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히려 사이에서 두 개의 

경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주라고 할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아무리 거리가 벌어진 두 음 사이라 하더라도, 엄 한 의

31) Apostle은 엄 하게 말해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의 사례는 ‘연속’이나 ‘ ’
의 사례가 아니라 ‘연달아’ 오는 것들의 사례라고 주장한다(pp.273-274); 
Wicksteed & Cornford, p.36, 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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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운동의 연속성’은 확보된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느끼게 되는 

어떤 짧은 단 의 순간은 말 그 로 주 의 문제이지, 실제로 발생하

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리스토텔 스는 결합된 두 

사태가 하나의 체로 운동할 때 그 하나의 체를 연속 인 것으로 

보고 있다.(211a34-36) 노래를 부르는 것이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든 간에 낮은 도와 낮은 , 낮은 도와 높은 도를 차례 로 친 것은 

체 연주의 부분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경험 으로 단 되는 

것으로 느껴져도 연속성의 정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단 ’은 경험 주 의 느낌을 표 한 말일 뿐이다.32)

3. 과 연속의 계 

과 연속의 계는 “연속 이면 해 있어야 하지만, 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 인 것은 아니다”(227a21-22)는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은 연속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때 포

함 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은 동물이

지만, 동물이 반드시 사람은 아니다’처럼 유와 종, 종과 개물이 갖는 

포함 계가 있을 수 있다. 연달아 있음과 의 계는 정확하게 유

와 종의 포함 계를 갖는다. 해 있는 모든 것은 연달아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달아 있는 모든 것이 해 있는 것은 아

니다. 조약돌 두 개를 분리시켜 놓아도, 붙여 놓아도 연달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에서 붙여 놓은 조약돌 두 개에만 하

고 있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 연속의 계는 조  

달라 보인다. 가령 A4지 크기의 종이를 반으로 찢고, 두 개의 종이

를 최 한 시켜 놓을 수는 있지만, 연속 으로 하나의 종이를 만

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 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

인 것은 아님’을 설명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계가 사람

32) 자연학  211a34-b5의 시각과 (en t [i] ophthalm [i] h  opsis), 손과 몸(en 
t [i] s mati h  cheir)의 연속 인 것들 간의 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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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물, 연달아 있음과 의 포함 계를 가지려면, 해 있는 

것 에는 연속 인 것도 있고, 연속 이지 않은 것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찢어 놓은 두 개의 종이는 연속 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 있기도 하면서 연속 인 사례가 있어야 유와 종의 포함 계

가 성립할 수 있다. 
게다가 ‘연속 인 모든 것이 해 있다’라는 규정은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다. 해 있는 모든 것은 연달아 있는 것이 맞고, 모든 

사람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속해 있는 것을 해 있는 것

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의상으로도 연속해 있는 것은 ‘두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해 있는 것은 ‘두 경계가 하나의 

첫 번째 장소’에 같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장소에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고 개수상 다른 두 개의 경계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게 본다면 연속과 은  별개의 개념처럼 보이

기도 한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해서 정의상 별개로 보이는 과 연속

을 의 외연을 넓 서 연속의 정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먼  의 외연을 넓 서 연속의 정의도 포함하는 계를 만

들어보자. 그러니까 두 개의 경계가 함께, 하나의 첫 번째 장소에 들

어 있다는 것은 ① 두 경계가 그 로 두 개일 때에도, ② 두 경계가 
하나가 될 때에도 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33) 이 게 되

면 과 연속의 계는 유와 종의 포함 계가 되고, 은 연속

인 것과 연속 이지 않은 것, 두 부류를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이 

방식에 따르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 연속을 포함할 뿐

33) Alexander는 ‘함께’(hama)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함께’가 하는 

두 개의 경계에 사용되는 경우, Alexander는 ‘fitting with each other’(to 
epharmozon)의 의미로 이해한다. 두 상이 하나의 경계로 연속해 있을 때
에도 ‘함께’를 사용한다. 이 경우 ‘함께’는 ‘continuous’(suneches)의 의미도 
포함한다. 해 있어도 연속해 있어도 ‘함께’를 사용한다. 이는 아리스
토텔 스의 의도에 맞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는 
장 을 갖는다(Simplicius, 870.10-871.15). ‘함께’의 정의가 ‘ 해 있음’의 
정의를 해 필요한 것인데, ‘ 해 있음’이 ‘연속해 있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함께’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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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가장 상  개념인 연달아 있음도 을 포함한다는 것이

다. 그 게 되면 연달아 있음도 연속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 외연을 넓히는 방식은 연달아 있음의 외연도 넓히는 방식으

로 확 된다. 정의상 연달아 있음은 ‘두 상 사이에 동종의 것이 오

지 않을 때’ 쓰인다. 연달아 있음 에는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 마찬가지로 연달아 있음 에 연

속해 있는 것도 있고, 연속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연속해서 하나의 

체가 된 두 개의 부분은 ‘그 사이에 동종의 것을 가지지 않기 때

문에’ 연달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연달아 있는 것들은 연속

이지 않은 것들이 된다. 
유와 종의 포함 계를 갖는 과 연속을 올바로 이해하기 해

서는, 규정 하나를 추가로 더해야 할 것 같다. 6권 1장에는 “만일 

들로부터 연속 인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 들이 서로 연

속 이거나 해 있어야만 한다”(231a29-31)라는 구 이 등장한

다.34) 들로부터 연속 인 선이 만들어졌다면, 유와 종의 포함 계

상 이 선을 가리켜 들이 해 있다고도, 들이 연달아 있다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달아가 을, 이 연속을 포함하기 때문

이다. 가령 두 컵의 물을 하나의 연속 인 물로 섞은 경우, 이 연속

인 물을 가리켜 해 있다고 하거나 연달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연속의 정의’를 과 연달아 있음의 정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 두 개가 연속 이 되기 해서 이 두 개의 물

이 연속의 정의만 만족시키면, 자동 으로 상  개념인 과 연달

아 있음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를 들어서 아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도 되고, 생물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 스는 조  다

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만일 ① 연속(suneches), ② (haptomenon), ③ 연달아 있음

34) 연속 인 것들이 생성의 에서 가장 나 에 오는 것이라는 5권 3장 
227a23-27의 논의와, 은 함께 있음으로부터 연속으로 가는 상향과정

(propodismos)이라는 Simplicius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8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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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x s)이 앞서 규정한 로여서, ① 어떤 것들의 끝들(ta 
eschata)이 하나일 때 연속이라고 하고, ② 그 끝들이 함께 있을 때 

이라고 하며, ③ 그 끝들 사이에 동류의 것(suggenes)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연달아 있다고 한다면, 분할 불가능한 것들로부터는

(ex adiairet n) 연속 인 것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① […] 
들의 끝들은 하나일 수 없기 때문이다(분할 불가능한 것의 경우

에는 그 끝과 구분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 ② 어
떤 것들이 하기 해서는 체가 체와 하거나, 부분이 

부분과 하거나, 체가 부분과 해야 한다. 하지만 분할 

불가능한 것은 부분이 없으니까, 하려면 반드시 체가 체

와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체가 체와 한다고 해

도, 이것들이 연속 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속 인 것

은 이 부분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부분인] 다른 것

들로 분할되는 것으로, 그 부분들이 장소 상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한 이 과 연달아 있거나, 지 과 

지 이 연달아 있을 수 없을 텐데, 그 결과 이것들로부터 길이나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달아 있으려면 그 사이에 동류

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들 사이에는 항상 선이 있고, 
지 들 사이에는 항상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231a21-b10)

아기는 사람의 정의에 들어맞으니까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물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사람의 정의에 들어맞으니까 

사람이고, 동물의 정의에 들어맞으니까 사람이기도 하고, 생물의 정

의에 들어맞기도 하니까 사람이기도 하다는 식이다. 과 이 연속

하기 해서는 ‘경계가 하나가 되는’ 연속의 정의도 들어맞아야 하

고, ‘경계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의 정의에도 들어맞아야 하고, 
‘경계와 경계 사이에 동종의 것이 없으니까’ 연달아 있음의 정의에도 

들어맞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아리스토텔 스는 들이 연속하기 해서 의 정의와 연달

아 있음의 정의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들로부터 연속 인 선을 만드는 과정은, ‘최소한 으로부터 시

작해서 의 정의에 들어맞아야, 그 다음 이것들이 연속 이 되거

나 그 로 으로(연속 이지 않은 것으로) 남거나 한다’는 의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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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소한 연달아 있기의 정의부터 충족시

켜야, 그 다음 연속 인 것이 되거나 그 로 연달아 있는 것(연속

이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연달아 있음은 을 포함하고, 은 

연속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것들은 종과 유의 포함 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것들의 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규정

은 하  개념인 연속을 만들기 해서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

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해서는 연달아 있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존재론 인 변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35) 

Ⅴ. 나오며: 연속의 정의와 무한 분할 가능성(시론)

자연학  3권 시작 부분에서 아리스토텔 스는 이후 3권부터 8권을 

아우르는 자연학 의 체 구도를 정리한다. 여기서 그는 연속 인 것

들을 정의할 때 종종(pollakis) 무한을 사용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연속 인 것을 ‘무한히 분할할 수 있는 것’(to eis apeiron diaireton 

35) 앞서 인용한 6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 스는 연속, , 연달아 있음의 정
의를 통해, 분할 불가능한 것들로는 연속 인 것을 만들 수 없음을 증명

한다. 증명의 도구가 되는 것들은 모두 수학 인 것들이어서, 6권에서 추
가된 ‘존재론  변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5권에는 용되지 않

는 특수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연속의 정의가 
문제시되는 자연학  5권 3장과 6권 1-2장은 조  다른 모습을 보인다. 5
권에서 아리스토텔 스는 연속을 정의내리면서, 주로 물리 인 상들을 

사례로 들지만, 6권에서는 처음부터 이나 선, 면과 같은 연속 인 수학

인 상을 다루면서, 이것들이 ‘결합’될 때 연속 일 수 있을지, 다시 말
해서, 과 , 선과 선, 면과 면이 연속 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문

제 삼고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하지만 6권에서 특별히 5권과의 단 을 알

려주는 구 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연속성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231a21-24), 특히 5권 3장의 다음의 구 은 새로운 추가 규정을 6권
에서만 용할 필요가 없음이 정당함을 확인해 다. “ 하는 각각의 

경계가 동일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하듯) 그것을 함께 
가질 때, 연속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두 상을 결합시켰음에도] 
끝이 두 개면 그럴 수 없다. 이 게 규정한다면 연속 인 것이란 을 

통해 어떤 하나의 것이 본성 으로 생겨날 때 [그래서 이 연속이 될 

때] 용될 수 있다.”(227a11-15; 227a23-27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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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eches on)으로 규정(logos)한다.(200b18-20)36) 하지만 지 까지 살펴 

본 아리스토텔 스의 연속 인 것의 정의(ti estin to suneches, 226b20)
는 두 개의 상이 하나의 경계를 갖는 것이었다.(227a10-12) 그 다

면 연속 인 것의 규정과 연속 인 것의 정의의 계는 무엇인가? 둘

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떤 계를 가지기

에, 양자 모두 연속 인 것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가?
무한하게 분할되는 것으로서 연속 인 것을 규정하면서 아리스토

텔 스가 공격하는 상은 원자론자들과 제논이다. 그는 연속 개념이 

주제 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연학  6권에서 물체의 무한 분할 가능

성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것(adiaireton)을 만물의 

원리로 삼는 데모크리토스와 우키포스를 공격하고, 르메니데스

인 일자를 인정하지 않고 여럿을 인정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아포리

아를 제기한 제논을 공격하는데 바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분할 불

가능한 것’을 그들 철학의 일종의 원리로 삼는 이들이다. 그런데 아

리스토텔 스의 주장 로 연속 인 크기와 시간과 운동이 “계속해서

(aei) 분할되는 것들로 분할된다”(232b24-25)는 이 입증된다면, 원

자론자들과 제논의 근본 원리가 무 지게 된다. 연속 인 것을 무한

히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맥락은 이와 같은 것이다. 
문제는 만물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하게 분할 가능한 것으로 나뉜다고 해

도 완벽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할 불가능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분할 가능하다고 하는 답은 원자론자들이나 제논에게나 

할 수 있는 답일 뿐이고, 우리들은 여 히 그 분할 가능한 것이 

도 체 존재론 으로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이기에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쪼개 보았더니 계속해서 쪼갤 수 있는 것들

로 남는다는 답은 공허한 답변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분할

해도 분할해도 남는 바로 그 입자들의 구조는 ‘무한하게 분할 가능

36) 자연학 은 물론이고, 그의 자연철학  술들에는 “계속해서(aei) 분할되는 
것들로 분할되는” 연속의 규정이 더 자주 논의된다.(6권 232b24-25, 231b15-16, 
1권 185a10, 천체론  268a6-7, 생성소멸론  1권 317a14-18. 형이상학  5
권 1023b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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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속의 규정으로는 답변될 수 없고, ‘하나의 경계를 갖는’ 연속

의 정의를 통해 밝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필자의 잠정 인 입

장이다. 아리스토텔 스의 근본 입자의 구조는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

를 가지고 하나로 결합해 있다. 더 분할한다면 분할된 부분과 부분은 

각각의 경계를 가지고, 다시  자신의 부분들이 하나의 경계로 연속

으로 결합하게 된다. 
한 무한하게 분할된 결과가 분할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분

할의 결과 계속해서 아리스토텔 스의 분할 가능한 것이 남을 수도 

있고, 원자론자들의 분할 불가능한 것이 남을 수도 있다. 만일 그것

들이 앞선 논의 로 계속해서 분할 가능한 것으로 남는다면, 이제 남

는 문제를 풀어야 할 몫은 ‘부분들이 하나의 경계를 갖는’ 연속의 것

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분할의 결과가 분할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

도, 같이 아리스토텔 스의 연속의 정의가 이에 해 어떤 해결책

을 제시해  수 있다는 것이다. 쪼개고 쪼갰더니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경계들만 남았다고 가정해 보자. 아리스토텔 스의 연달아 있음

과 해 있음의 정의에 의하면, 과 , 경계와 경계는 연달아 있

거나 해서 어떤 연속 인 크기를 구성하지 못한다. 무한히 많은 

을 결합시켜도 귀결되는 것은 하나의 일 뿐이라는 것이 아리스

토텔 스의 연속의 정의가 주는 답이다. 따라서 연속 인 크기를 

만들기 해서는 최종 입자가 반드시 분할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 

분할 가능한 것의 존재론 인 모습은 부분들이 하나의 경계를 공유

하는 연속 인 것이어야 한다.(231b12-18) 
이상의 짧은 논의가 아리스토텔 스의 연속의 모든 것을 알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임시 으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떤 

측면에서 무한히 분할 가능한 연속의 규정은 하나의 경계를 갖는 연

속의 정의가 완성시켜 다는 것이다. 이 에서 필자는 연속의 정의

를 해명하는데 논의를 집 시켰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의 경계

를 갖는 연속의 정의로부터 생되는 연달아 있는 것과 해 있는 

것의 정의를 통해, 우선 으로 무한 분할 가능한 연속의 규정을 해명

하고, 나아가 연속의 정의와 규정을 통해 아리스토텔 스 자연철학의 

심층 인 구조를 밝 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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