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에 대해 영혼-육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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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나스
【요약문】‘인격’과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이란 두 주제들은 인간을 이해하
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연관성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
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이교도대전제II권의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육체
와 영혼의 합일’에 대한 그의 주장들을 분석함으로써 토마스가 인격 개념
과 이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탐구하고자 한다. 지성적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반대하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입장과 인간에게 다수의 실체적
형상이 있다는 이론을 논박하는 과정을 다룬 후, 토마스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명제들, 즉 ‘지성적 영혼은 인간의 유일한 실체적 형
상‘이며 ’인간 영혼은 지성적 실체이면서도 육체의 형상‘이라는 주장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통합이 ‘완결된 전체’라고 규정된 인
간 인격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인간 본성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다. 토마스는 육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간 영혼을 물질적
실체와 분리된 실체 사이의 '지평'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육체에 대해 지나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를 모두 지양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토마스가 주장했
던 통합적인 인격관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는 200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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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 근거를 찾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격(persona)”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1) 그런데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격’ 개
념이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인격 개념의 근원에 대해 이미 탐구한 바 있
으며 이를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첫째 논문에서는 인격 개념에 대한 정의 중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라는 보
에티우스(Boethius, 480-524/5)의 정의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2) 위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둘째 논문3)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1224/5-1274)가 보에티우스의 정의에 대해 전승과
정에서 제기된 비판들에 주목하면서도 그의 정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갔는가를 고찰했다. 그는 보에티우
스의 정의를 수용하는 한편 다양한 수정 노력을 집대성하여 ‘인격’개
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토마스는 “이성적 본성”과 이에
따른 “자기의식의 중요성”, 윤리적 행위 결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은 물론, “개별성”과 “자립성”에 바탕을 둔 “교환불가능성(유일회성,
대체불가능성)”, “관계성”과 신과 인간의 유비적 연결에 기반을 둔
“자기 초월성” 등을 균형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들 모든 특성을 포괄
하는 “완결된 전체”가 지닌 근본적인 “존엄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격개념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필자에게 다음과
1) 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진교훈 외,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및 그곳에 제시된 참
고문헌 참조.
2) 박승찬, ｢인격개념의 근원에 대한 탐구－그리스도교 신학과 보에티우스의
정의를 중심으로｣, 인간연구제13호 (2007/가을), 83-119쪽.
3) 박승찬, ｢인격개념의 근원과 발전에 대한 탐구－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
트를 중심으로｣, 중세철학(한국중세철학회) 제13호 (2007), 227-274쪽.

인격에 대해 영혼-육체의 통일성이 지니는 의미

65

같은 의문이 남았다. ‘인격’과 ‘영혼-육체의 통일성‘이 인간을 이해하
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고, 이 주제들이 각각 현대에 와서 매우
풍부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존 연구들에서 이 두 주
제들의 연관성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는가?
‘페르소나(인격/위격)’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 및 중세 철학자들의
작품들에서 주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에 관련되어서 논의되었고,
이들이 인간 인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이 지닌 본성과 이를 설명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마스는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여러 주
요 저술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단순히 분량뿐만 아
니라 평소에 경제적이고 축약적으로 기술하는 성향과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토마스의 자각은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나타나 있고, 더욱이 실
제 논쟁으로 이어졌다.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에 대한 논쟁은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론들 중의 하나였다.4) 토마스는 여기서
중재자나 매개자가 아니라 특정한 입장을 개진했는데, 이것이 상당
부분 이 논쟁을 일으킨 셈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격 개념과 이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의 목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영혼의 통일성’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
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혼이 육체의 유일한 실체적 형상’이라고 진
술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안에
4) Th. Schneider, Die Einheit des Menschen. Die anthropologische Formel
“anima forma corporis” im sogenannten Korrektorienstreit und bei
Petrus Johannes Olivi. Ein Beitrag zur Vorgeschichte des Konzils von
Vienne, Münster, 1973. 13세기 후반기에는 이 논쟁에서 더 나아가 토마
스 및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과 시제 브라방(Siger of Brabant)으로 대표
되는 소위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 사이에 인간 지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매우 복잡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토마스 아퀴나
스, 지성단일성, 이재경 옮김, 분도,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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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혼과 육체가 통일성을 이룬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아직 많은 것
이 언급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중요한 철학자들이 이 통일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란이 되었던 것은 ‘어떤 종류의
통일성이 인간에게 속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성적 영혼이야말로 인
간 각자의 존재를 규정하는 형상이며, 인간 영혼은 사후에도 자립하
는 지성적 실체라는 토마스의 주장에 대해 그와 동시대에 살던 여러
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했다. 토마스는 비판자들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
의 견해를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제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며,
토마스는 이를 어떻게 논증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토마스가 왜 매우 상세하게 그 명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이교대전제II권(특히 제47장부
터 제90장까지)을 핵심 텍스트로 삼았다. 왜냐하면 연구소재상으로 ‘영
혼과 육체의 통일성’에 대한 논의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의 연구들에
서도 토마스의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 특히 신학대전,영혼론 주해,
지성단일성등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5) 더 중요한 이유는 토마
스가 다른 저작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세하게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변들을 무려 십여장에 걸쳐 하나하나 검토하며
논박하고 있고, 국내에는 아직 이 책의 번역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
에 국내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6) 그러나 대이교대
전의 설명들이 지나치게 난삽하여 명확성이 떨어질 때에는 앞에서
5) 신학대전병행구에 대한 연구는 신창석, ｢영혼과 육체의 상호작용에 대
한 형이상학적 근거｣, 철학논총 27 (2002), 152-72쪽. 영혼론에 대한
연구는 이재경, 토마스 아퀴나스와 13세기 심리철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2 참조.
6) 필자는 신학대전의 몇 구절에만 의존해서 토마스의 견해가 충분히 논
증되지 못했고, 성급히 신학과 철학을 화해시키려 한다(Kreyche 등)는 비
판들은 대이교도대전의 상세한 논구들을 통해서 보정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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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저작들과 토마스의 논지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신학요
강을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자료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제I장에서는 지성적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반
대하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입장(대이교대전제II권 제57장 중심)과 인
간에게 다수의 실체적 형상이 있다는 이론(제58장 중심)을 논박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이어서 제II장에서는 토마스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명제들, 즉 ‘지성적 영혼은 인간의 유일한 실체
적 형상‘이며 ’인간 영혼은 지성적 실체이면서도 육체의 형상‘이라는
주장들을 정리해 보겠다. 본 논문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제III장에서
는 토마스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했던 인간 전체의 통
일성이 인격 논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마스가 때로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 자체와의 외견상의
충돌,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원리들과 조화시키기 어려움 등을 감수
하면서도 인간의 통일성과 개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축약적으로 언급된
인격 개념에 대한 정의가 지닌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한다.

Ⅰ. 인격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영혼이론들에
대한 논박
1. 지성적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반대하는 입장 논박
마우러는 토마스가 인간의 본성을 확정할 때 부단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첫째, 인간은 지적인 인식을 할 수 있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질료
로부터 독립된 지성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해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간이지 인간의 지성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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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지성이 인간과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으
로 지성과 인간은 결합되어야 한다.”7)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당시의 이론들
중 어떤 것도 이러한 두 가지 사실 모두를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
각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대인들 대부분은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
아 영혼을 본성상 질료로부터 독립된 영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이원론”8)을 받아들였다.
토마스 자신은－후대 해석가들이 자주 오해했던 것과는 달리－플라
톤이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를 영혼과 육체의 관
계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대화 상대자로 삼았다.9) 실제로 플라톤주의
자들은 어떠한 지성적 실체도 육체의 형상일 수 없다는 극단적인 입
장이 인간의 본성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의 형상이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육체와
의 이러한 관계가 영혼에 본질적이라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다.
토마스는 “지성적 영혼과 육체의 합일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이라

7) A. 마우러, 중세철학, 조흥만 옮김, 서광사, 2007, 218쪽.
8) Stone, M. W. F., “The Soul’s Relation to the Body: Thomas Aquinas,
Siger of Brabant and the Parisian Debate on Monopsychism”, in: Crane,
T. / Patterson, S. (eds.), History of the Mind-Body Problem, New York:
Routledge, 2000, p.46; 참조: R. Pasnau, Thomas Aquinas on Human
Nature: A Philosophical Study of ‘Summa Theologiae’, 1a 75-89,
Cambridge: Cambridge Univ Pr, 2002, p.75f; Schneider, op. cit., p.43-4;
초기 스콜라 학자들과 동시대인들의 이에 대한 견해는 Dales, Richard C.,
The Problem of the Rational Soul in the Thirteenth Century, Leiden-New
York-Köln, 1995, pp.13-112 참조.
9) 토마스와 플라톤-아우구스티누스적 이원론에 대한 지나친 대립관계 설정
의 문제점은 Schneider, op. cit., p.48-50 참조; 토마스를 비롯한 스콜라철
학자들은 플라톤의 작품들 대부분을 직접 읽을 수 없었지만, 간접적인 경
로를 통해서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였다. 인간 영혼에 대해서는 니사의 그
레고리우스의 작품으로 오인되었던 네메시우스의 인간본성론이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Pasnau, op. cit., p.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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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목이 붙은대이교도대전제II권 제57장에서 이러한 견해들을 단
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한다.
[논증1: 뱃사공과 배의 관계 모델 비판]
“플라톤과 그의 추종자들10)은 지성적 영혼과 육체가 합일되는 것
이 형상과 질료의 합일이 아니라, 단지 움직이게 하는 자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의 합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 안에, ‘뱃사
공이 배 안에 존재하듯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의 합일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오직 능력의 접촉을 통해서만
(per contactum virtutis) 존재한다는 것이다.”(CG II,57,n.2)11)
‘움직이게 하는 것과 움직여진 것의 통일성이 관건’이라는 플라톤
의 명제 안에서 한편으로 본질적인 통일성은 회피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영혼이 자신에게 속하는 육체를 규정하는 원리라는 기능은 보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일축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된 접촉에 따라
서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단적으로 하나인 어떤 것(aliquid unum
simpliciter)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의 합일로
부터는 인간이 생겨난다. 따라서 [이런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단적으
로 하나가 아니며, 또한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존재자인 것이 아니라
우유적 존재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CG II,57,n.3)
그런데 플라톤주의자들과 토마스가 사용하는 ‘능력의 접촉’이란 무
엇이며, 이것으로부터는 왜 ‘단적으로 하나인 어떤 것’이 생겨나지 않
는 것일까? 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증명
하는 바로 앞의 장, 즉 제56장을 개괄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성적 실체는 육체와 합일될 수 있는가?”라
는 질문을 다루는 제56장은 이 질문을 직접 다루기 이전에 지성적
실체와 육체의 결합 방식 일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룬다. 토마스는
10) Pasnau(Ibid.)에 따르면 네메시우스, 오베르뉴의 윌리엄 등이 이런 주장에
동조했다.
11)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모든 텍스트는 필자가 라틴어 원문에서 번역한 것
이다. 텍스트 안에서 부분적으로 강조한 것도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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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성적 실체는 혼합의 방식으로는 육체와 결합될 수 없으며(n.3-5),
양적인 최종 경계들에 따른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논증한다(n.6-7)12).
그런 다음에 토마스는 지성적 실체와 육체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
른 가능성으로 ‘능력의 접촉’(n.8-10)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성적 실체가 육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촉의
특정한 방식이 있다. 즉 자연적 물체들은 접촉을 통해서 서로 변화한
다. 그것들은 그렇게 단지 양의 최종 경계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변
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형상을 변하는 것 안에 각인함으로써, 질이나
형상의 유사성에 따라서도 서로 합일된다. 만일 단지 양의 최종 경계
만이 고려된다면, 모든 것 안에서 상호간의 접촉이 존재해야만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능동과 수동이 주목된다면, 어떤 것들
은 단지 접촉하기만 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단지 접촉되기만 하는
것이라는 점이 발견된다. 즉 천체들은 요소들로 구성된 물체들을, 전
자의 것들이 후자의 것들을 변화하게 하는 한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
촉한다. 그러나 천체들이 후자의 것들에 의해서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 접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만일 양의 최종 경
계를 접촉하지 않는 어떤 작용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것이 작용하는 한에서 접촉한다고 언급될 것이다. 이런 방
식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이가 우리를 건드린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접촉함의 이런 방식으로 지성적 실체는 육체와 접촉
을 통해서 합일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지성적 실체들은 비물질적이
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작용하고, 육체
들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접촉은 양의 접촉이 아니라, 능력의 접촉이다.” (CG II,56,n.8-9)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능력의 접촉’에 따르면 작용자는 상호
간의 변화를 전제하는 양의 최종 경계에 따른 접촉만이 아니라, 자신
의 형상을 변하는 것 안에 각인함으로써, 질이나 형상의 유사성에 따

12) 만일 그렇다면 양의 접촉을 하는 태아와 임산부는 하나의 실체를 형성하
는 셈이 될 것이다. Pasnau, op. cit., p.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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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도 서로 합일될 수 있다.13) 결과적으로 지성적 실체는 비물질적이
지만 육체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육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토마스는 이러한 설명에 의해 지성적 실체와 육체의 결합을 설명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힌다.
“따라서 지성적 실체는 육체와 능력의 접촉을 통해서 합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에 따라서 합일되는 것들은 단적으로 하나
(unum simpliciter)가 아니다. 즉 그것들은 능동과 수동 안에서 하나이
지만, 그것은 단적으로 하나인 것이 아니다. 즉 하나는 존재자와 같
은 방식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작용하는 존재는 단적으로 존재를 뜻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용 안에서 하나인 존재도 단적으로 하나인
존재가 아니다.”(CG II,56,n.9)
곧 능력의 접촉에 의해 지성적 실체와 육체가 결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적으로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다.14) 토마스는 이
어서 마지막 단락(n.11)에서 단적으로 하나인 세 가지 가능성을 나열
한다. 결국 본질규정에 따른 하나로서 형상-질료의 관계만이 남지만
이에 대한 반대론자의 5가지 반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56장의 잠정적
결론에 따르면 지성적 실체와 육체가 능력의 접촉으로서 작용 중에서
하나인 식으로 결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적으로 하나일 수는 없다.
다시 제57장의 논의로 돌아가자면, 토마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뱃사
공과 배의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지성적 영혼은 마치 뱃사공과 같이
움직이게 하는 자이며 육체는 마치 배처럼 움직여진 것이다. 이 둘은
별개의 실체로서 작용의 관계 곧 능력의 접촉으로서만 묶여 있을 뿐이

13) 이런 방식에 따라서라면 지성적 실체는 육체와 접촉을 통해서 합일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지성적 실체가 행하는 능
력의 접촉이 양의 접촉과 다른 세 가지 측면을 소개한다: ① 분리불가능
한 지성적 실체는 분리가능한 육체를 접할 수 있다. ② 지성적 실체는 육
체의 최종 경계만이 아니라 육체 전체에 관련된다. ③ 지성적 실체는 육
체를 외부적으로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되는 육체 안에까지 침투
해서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14) ‘단적으로 하나인 것’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Pasnau, op. cit., p.7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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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은 단적으로 하나인 존재자가 아니라 우유적인 존재자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우유적인 통일성은 플라톤 자신에게도 너무 적어 보
였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는 그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논증 2: 의복을 사용하는 인간 모델 비판]
“그러나 이것을 피하기 위해, 플라톤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합성
된 어떤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사용하는 영혼 자체라고 주장했다. 마
치 페트루스는 인간과 의복으로 합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의복을 사
용하는 인간이듯이 말이다”(CG II,57,.n.4)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이지만, 육체를 ‘사용하는’ 영혼”이라
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에 의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동물과 인간
은 감각적인 대상이지만, 영혼은 “감각적인 어떤 것도 아니요 물질적
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n.5) 또한 작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
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에게 하나의 작용이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노를 젓고 있는 배라는 행위의 결과라는 측면에
서는 하나의 작용이 될 수 있지만, 노를 젓는 이들의 측면에서는 다
양한 작용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이해함과 같이 육체와 공유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작용이 영혼에게 속한다고 할지라도, 영혼과 육체에게 공통적인 어떤
작용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두려워함, 분노함, 감각함 등과 같은
종류가 그런 것이다. 이것들은 육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변화에 따
라서 일어나는데, 이로부터 이들이 동시에 영혼의 행위이며 육체의 행
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영혼과 육체로부터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들은 존재에 따라 다양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CG II,57,n.6)
토마스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용들(두려워함, 분노함, 감각함 등)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행위 결과를 만드는 영혼과 육체는 존재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아니
라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논증3: 하나의 작용을 하는 다양한 존재 비판]
이에 대해 플라톤은 또 다시 “존재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에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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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용이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토마스의 전제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한다.
“비록 움직이게 하는 것과 움직여지는 것은 존재에 따라 서로 상
이할지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행위가 속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지 않
다. 왜냐하면 운동은 동일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의 움직이게 하는 자에게 속하며, 또한 그 행위가 도달하게 되는 것
으로서의 움직여진 것에도 속하기 때문이다.”(CG II,57,n.7)
플라톤이 볼 때 영혼과 육체에게 공통적으로 속하는 작용들은, 영
혼에게는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육체에게는 움직여진 것으로서 속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마스는 5개에 달하는 매우 긴 재반박 논증들
을 행하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자: (a) 감각작용의 경우 움
직이게 하는 자가 외부대상이지만 움직여진 것이 영혼과 육체 모두에
속하므로 하나의 작용을 이루는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 존재이다(n.8);
(b) 움직여지는 것은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자로부터 그것의 존재를
빚지지 않고 그것의 운동만을 빚진다. 영혼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
게 하는 자로서 육체와 결합된다면, 육체는 영혼에게 그 존재를 빚지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 안에서 살아있음은 하
나의 특정한 존재 구성원리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주장은 오류라는
것이다(n.11-12). 토마스의 긴 반박들에서 공통되는 것은 능력의 접촉
인 작용관계로서 플라톤의 모델(움직이게 하는 자와 움직여진 것 모
델)에 대한 비판이다. 토마스는 상세한 논증을 통해 이 이론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규정한다. 인간은 육체를 요구하거나 사용하
기만 하는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생물이요 자연적인 존재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토마스는 비록 영혼이 이해함의 작
용에서 육체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예외가 있더라도
인간의 다른 모든 작용을 별개의 두 실체가 행하고 겪음으로써 이루
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지성적 영혼과 육체가 형상-질료로서 단적으
로 하나로 합일된 인간의 행위라고 파악한다. 만일 개별자 소크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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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이 단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면 그는 직접적으로 사고작용의 주체
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 바라볼 것처럼 윤리적 주체도 되
지 못한다.15) 이로써 토마스는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 단순히 우유적
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16)

2. 인간에게 다수의 실체적 형상이 있다는 이론의 논박
지성적 영혼과 육체의 합일 가능성에 대해서 논했던대이교도대전
제II부 제57장에 이어서 토마스는 제58장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구
분되는 여러 개의 영혼들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따라 지성적 영혼은 인간의 존재를 부여하는 유일한 형상이 아니라는
견해와 대결해야 한다.
“플라톤은 우리 안에 있는 지성적, 영양섭취적 내지 감각적 혼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비록 감각적 혼이 육체의
형상일지라도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지성적 실체가 육체의 형상일 수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CG II,57,n.1)
인간 안에는 생장적, 감각적, 지성적 혼이 있으며, 그것들은 각각
특정한 기관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은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지성적 영혼이 생장적이
고 감각적인 생명의 원리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17) 플라톤주의자들은 육체로부터 인간 영혼의 독립성을
좀 더 충분하게 강조하기 위해, 질료와 인간 영혼 사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체적 형상들을 끼워 넣었다. 그들은 인간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기 이전에 적어도 물질적 형상이 질료에 부여된 것으로 이해했
다. 이에 따라 인간에게 지성적 영혼의 준비 단계로서 별개의 영양섭
15) 참조: Pasnau, op. cit., p.78.
16) 참조: Mundhenk, p.20-22; 그는 토마스가 다른 구절들을 기반으로 어떻
게 플라톤과 아비첸나의 견해들을 극복하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 표상
상을 토대로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설명하려 하는 아베로에스 모델의 불
충분함에 대해서는 Pasnau, op. cit., p.76f 참조.
17) 참조: A. 침머만, 토마스 읽기, 김율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2004,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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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생장적)인 혼과 감각적인 혼이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질료와 다수의 실체적 형상들의 복합이라
고 생각했다.
그런데 플라톤주의자들이 여러 영혼들을 가정하고, 그래서 지성적
영혼이 아니라 생장적인 혼과 감각적인 혼이 인간 육체의 형상을 구
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유지하려고 시도했을 때, 토마스가
앞선 논의들에서 피하고자 했던 모든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다시 나타
난다. 토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의 약점은 그것이 인간의 실체적
단일성을 설명하는 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입
장이 불가능함을 무려 8개나 되는 논증을 통해 상세하게 논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자.
토마스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주 그러했듯이 우리가 사물에
관해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로부터 플라톤주의자들의
입장을 반박한다.
“다양한 형상들에 따라 어떤 동일한 것에 귀속되는 것들은 서로에
대해 우유적으로 서술된다. [...] 따라서 만일 지성적, 감각적 내지 영
양섭취적 혼이 우리 안에서 각기 다른 능력들이나 힘이라면, 그 형상
들에 따라 우리에게 부합하는 것들은 서로 우유적으로 서술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적 혼에 따라 인간이라 불리고, 감각
적 혼에 따라 동물, 영양섭취적 혼에 따라 살아 있는 것이라 불린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이다’ 또는 ‘동물은 생물이다’와 같은 서술은 우
유적인 서술이 되어 버릴 것이다.” (CG II,58,n.3)
이렇게 인간 안에는 존재를 부여하는 형상으로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은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진술을 일
반적으로 승인된 언어이론의 틀 안에서 해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인 한에서 동물이며, 동물은 동물인 한에서
생물이므로, 그 진술은 우유적이 아니라 본래적인 진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진술의 고유한 성질은 단지 인간의 유일한 본질형상을 가
정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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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방식에 대한 고찰보다 더 강력한 논박은 각각의 실체들이 지
니고 있는 각자 자신의 형상으로 소급되는 존재방식들의 통일성에서
부터 나온다.
“어떤 것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존재와 단일성을 가진다. ‘하나’는
‘존재자’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물이든지 형상으로부
터 존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형상으로부터 단일성도 가지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인간 안에 다수의 영혼들이 각기 다른 형
상들로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면, 인간은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라 다수
의 존재자들인 셈이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단일성을 위해서는 형상
들의 질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질서에 따른 하나는
단적으로 하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서의 단일성은 단일성
중에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CG II,58,n.5)
다수의 실체적 형상들을 가정한다면, 이미 앞 장들에서 논박되었던
부적절한 주장, 즉 지성적 영혼과 육체로부터 단적으로 하나인 것이
아니라 단지 우유적으로 하나인 것이 생겨난다는 주장이 되돌아오고
말 것이다.
“어떠한 실체적 형상이든지 실체의 유에 속하는 완결된 존재를 만
들어 낸다. 즉 그것은 현실적 존재자이며 이 어떤 것을 만든다. 따라
서 최초의 실체적 형상 다음에 그 사물에게 부가되는 것은 무엇이든
지 우유적으로 부가된다. 따라서 ‘생물’이 실체적으로 인간과 동물에
대해 서술되므로, 영양섭취적 혼은 실체적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혼은 유유적으로 부가된다는 사실이 귀결되며, 이와 유사하게
지성적 혼도 [우유적으로 부가된다].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은 단적
으로 하나인 것을 의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체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유나 종도 의미하지 못한다.”(CG II,58,n.6)
이곳에서 언급된 실체적 형상과 우유적 형상의 차이는 같은 주제
를 다루고 있는 신학요강의 한 구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다수의 실체적 형상은 동일한 사물에 속할 수 없다. 실체적 형상
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유적 형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체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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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단순하게 ‘이 어떤 것’(hoc aliquid)이 존재하게 만들지만 우유
적 형상은 이미 ‘이 어떤 것’인 그것에 부가되고, 그것이 어떻고 얼
마나 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다수의 실
체적 형상이 똑같은 사물에 속하게 된다면, 그들 중에 첫째 것은 ‘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 그것이 이 어떤 것을 만들지 않는
다면 그것은 실체적 형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어떤 것’을 만
든다면, 따라서 따라오는 [다른] 모든 형상은 이미 ‘이 어떤 것’인 것
에 부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오는 형상들 중의 그 어떤 것도 실
체적 형상이 아니라 우유적 형상일 것이다.”(CompTheol, 제90장)
우리가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감각하는 실체 자체가 통일성을
지닌다고 말할 때는, 이러한 종류의 우유적 통일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감각하는 실체가 여러 개의 영혼을 가진다면, 그것을
하나의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인
간이 생장적 혼을 통해 생물로서 존재하고, 감각적 혼을 통해 동물로
서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상, 즉 지성적 혼을 통해 인간으
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인간은 여러 실체적 존재들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의 실체는 아닐 것이다.
토마스도 인정하듯이, 만일 우리가 플라톤의 견해에 따라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부터 합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사용하는 영혼
이라고 전제한다면, ‘인간 안에 세 가지 영혼이 있다는 주장’은 유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종일관 다수로 존재하는 운동시키는 자들이
하나의 동일한 존재자에 작용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에 반해 영혼이 신체의 존재를 부여하는 형상으로 이해된다면, 하나
의 동일한 신체 안에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여러 개의 영혼이 있다는
가정은 견지될 수 없다. “인간은 하나가 아니라, 둘 또는 셋이라는
사실이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단지 지성적 영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서, 감각적 혼은 육체의 형상이고, 혼을 지녔으
며 감각하는 육체를 이용하는 지성적 영혼이 인간이라고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부적절함이 나타난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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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감각적 혼을 통해서 어떤 것은 동
물이기 때문이다.”(CG II,58,n.7)
토마스는 또한 “만일 인간 안에 영혼의 부분으로부터 존재하는 것
이 다수의 것들로 결합된 것이라면, 마치 결합체 전체가 육체 전체에
대해 관계를 맺듯이 개별적인 것들도 육체의 개별적 부분과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CG II,58,n.9)고 주장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하나의
육체 안에서 기관에 따라 각기 구별되는 가지가지의 혼들이 존재한다
고 생각하여 삶의 각기 다른 작용을 이런 혼들에 귀속시켰다. 즉 그
는 이성적 혼을 뇌 안에, 영양섭취적 혼을 간장 안에, 욕망적 혼을
심장 안에 위치시켰다.18)
그러나 토마스에 따르면 이런 주장도 거짓임이 명백하다. 즉 영혼
의 어떤 부분, 즉 지성적 영혼은 육체의 어떤 부분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제II권 제51장, 제56장), 잘라진 채로 살아 있는 동
물이나 식물에서 나타나듯이 육체의 동일한 부분 안에서 영혼의 다양
한 부분들의 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다.
토마스의 마지막 철학적인 논증은 어떤 특정한 영혼에게 속하는
행위들이 상이한 형상으로서 존재한다고 가정된 다른 영혼들의 행위
들을 서로 방해한다는 관찰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분노나 공포와
같은 감각혼의 행위가 강렬해질 때, 다른 것들은 무기력해진다.19) 즉
이는 이성의 활동을 방해하며 또한 식물적 과정들[자율신경계 등을
포함하는 생장적 과정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
의 원리 안에 뿌리를 두지 않은 다양한 힘들은 만일 우연히 그들의
행위들이 상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러한 종류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는 것은 활동들이
상이한 원천들로부터 발원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유일한 원리에서 발
원한다고 가정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모든 행위
들은 하나의 영혼으로부터 발생한다.”(CG II,58,n.10)
18) 이에 대한 텍스트 해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영향사에 대해서는 신학요
강제90장 각주 참조.
19) 참조: 침머만, 위의 책,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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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가 이렇게 실체적 형상의 유일성을 상세하게 논증한 것은,
만일 우리가 인간의 실체적 형상이 복수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인간의
통일성은 훼손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마스는 단순히
부적절한 이론들을 논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과연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가?

Ⅱ. 영혼과 육체의 합일에 대한 토마스
자신의 주장
1. ‘유일한’ 실체적 형상인 지성적 영혼
인간에게 다수의 실체적 영혼이 있다는 이론을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각자는 영양섭취와 같은 가장 단순한 식물적 활동으로부터
다양한 감각적 활동들, 그리고 인식과 원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의 표현들이 소급되는 유일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
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행하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의 영
혼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물의 다양한 종들은 완전성이라는 관점
하에서 질서 있게 배열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원용한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떤 종의 존재방식은 그 안에 자신보다 더
하위의 종이 지닌 완전성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는 여기서 “완전성에 따른 종들의 단계 구분을 자연수의 영
역에 존재하는 질서에 비유”20)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른다. 즉, 1
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자체 안에 자기보다 작은 수들을 포함하며,
모든 자연수는 고유한 종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큰 수에 대
응하는 하나의 종은 더 작은 수에 대응하는 종의 완전성을 포함한다.
20)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또 다른 비유적 설명, 즉 오각형은 사각형
을 포함하며 사각형은 삼각형을 포함한다는 설명도 찾을 수 있다.(De anima
II,3, 414b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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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종적인 존재를 규정하는 형상들 사이
에 존재하는 질서에 대해서 설명한다.
“수(數)에서 종들이 종들 중의 하나를 다른 종들에 덧붙임을 통해
서 서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물질적 사물들 안에서도 하나의 종은
다른 종을 그 완전성에서 능가한다. 식물들은 생명을 지니지 않은 물
체들 안에 있는 완전성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보충하여 지니고 있다. 또 다시 동물들은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가지고 있다. 이
렇게 해서 인간에게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인간은 물질적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불완전한 모든 것은 더 완전한
것과의 관계에서 질료처럼 관계를 맺게 된다.”(CompTheol, 제92장)
인간이 물질적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라면, 인간의 실
체적 형상인 지성적 영혼은 동물과 식물의 형상들보다 더 완전하
다.21) 토마스는 같은 곳에서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자연 사물들 중에서 완전성의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자
기의 형상을 통해서 더 낮은 본성에 속하는 완전성은 무엇이든지 소
유하고 있고, 또 동일한 형상을 통해서 완전성 중에서 그것에 더 부
가되는 것도 가지게 된다. [...] 만일 어떤 사물 안에서 더 낮은 수준
의 완전성에 속하는 것이 고찰된다면,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완전성
에 속하는 것에 관련해서 질료적일 것이다.”(CompTheol, 제92장)
따라서 다른 물질적 영혼보다 완전한 지성적 영혼은 이해 작용뿐
만 아니라 동물적-식물적 생명을 특징짓는 모든 작용능력까지도 소유
한다. 따라서 개별적 인간은 지성적 영혼이라는 유일한 실체적 형상
을 통해 인간과 관련된 모든 작용을 행할 수 있다.22)

21) 참조: Stone, op. cit., p.49.
22) 참조: STh I,76,4.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신창석, 위의 글 참조; 이와
관련된 존재자와 본질영적피조물론의 병행 구절에 대한 해석은 G. F.
Kreyche, “The Soul-Body Problem in St. Thomas”, in: The New Scholasticism
46 (1972), p.470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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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성적 실체이자 육체의 형상인 인간 영혼
토마스는 대이교도대전의 제56장에서 제58장에 걸쳐 정신적 실
체와 육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증단계를 거쳐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모든 행위는 하나의 영혼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는 이 결론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에게 알려진
매우 다양한 다른 가능성들을 제59장부터 제6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검토해 가고 있다. 토마스 자신이 고찰한 모든 경우를 제68장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만일 지성적 실체가 육체와,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제57장],
단지 움직이게 하는 자로서 결합된 것이 아니며, 아베로에스가 말했
던 것처럼[제59장] 단지 표상상들을 통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형상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럼에도 그것에 의해 인간
이 이해하는 지성이, 알렉산드로스가 말했던 것처럼[제62장] 인간 본
성 안에 있는 준비가 아니며, 갈렌이 말했던 것처럼[제63장] 체질도
아니며, 엠페도클레스가 말했던 것처럼[제64장] 조화도 아니며,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제65장]이거나 감각[제66장]이거나
상상력[제67장]도 아니라면, 인간 영혼은 형상으로서 육체와 합일된
지성적 실체라는 결론이 나온다.”(CG II,68,n.2)
토마스는 또한 지성적 실체는 형상으로서 육체와 합일될 수 없다
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위에서 도입된 근거들[제56장, 제59장]을 제69
장에 가서야 하나씩 논박한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긴 숨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신학대전이나 지성단일성에서는 극히 찾아
보기 힘든 일이다. 이는 토마스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 토마스에 따르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명제
는 인간의 통일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한 명제들에 따르면 한
편으로 영혼은 그 자체로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 단순히 동질성은 발
생하지만, 통일성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한편으로 영혼이 그렇게
서로 다른 어떤 것이요 이미 그 자체로 현존하는 것이 되어서, 그 자
체로 이 통일성에 어떤 기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단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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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통일성만을 전제하게 된다. 이 육체의 통일성에 두 번째 통일성
으로서의 영혼의 통일성은 소위 단지 부가될 뿐이다.
토마스는 이제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인간 영혼은 형상으로서 육체
와 합일된 지성적 실체”라고 결론짓는데,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정당
화될 수 있는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토마스가 ‘인간 영혼이 육체의 형
상’이라는 단순한 사실과, 지성적 실체로서 규정된 영혼이 육체에 형상
으로 합일되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미 제57장의 마지
막에서 영혼이 그 고유한 형상으로서 육체와 합일된다는 사실을 세 개
의 논증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그 중 첫째 것만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나 영혼이 그 고유한 형상으로서 육체와 합일되는 것은 다음
과 같이 증명된다. 어떤 것이 가능적 존재자로부터 현실적 존재자로
변하도록 해주는 어떤 것은 형상과 그것의 행위이다. 그러나 육체는
영혼을 통해서 실존하는 가능태로부터 현실적 존재자가 된다. 즉 살아
있음은 살아 있는 것의 존재이다. 그러나 혼의 부여 이전에 정액은 단
지 가능 상태로 살아 있지만, 영혼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살아 있게 된
다. 따라서 영혼은 혼을 지닌 육체의 형상이다.”(CG II,57,n.14)
제68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단정을 넘어서는 것이며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만일 영혼이 지성적 실체로서 어떠한 신
체 기관도 지니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신체에서 분리될 수 있다면, 어
떻게 ‘육체의 형상’으로 정의될 수 있단 말인가?23) 마우러에 의하면
이것은 “대담한 주장인데, 왜냐하면 지적인 실체가 그것의 본성상 어
떻게 질료의 형상일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이 왜 질료에 형상을 부여
해야 하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24). 실체는 그것 자체의
23) 이 질문은 ‘영혼이 그 자체로 실체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인간 육체의 실
체적 형상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Kreyche, op.
cit., p.474f.; Dales, op. cit., p.11 참조. 더 나아가 이 질문과 밀접하게 관
련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육체의 형상]이라는 영혼에 대한 정의와
지성의 비물질적 특성이 양립가능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 토마스와 아
베로에스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을 일어나게 한 궁극적인 물음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성단일성해제 20쪽 이하 참조.
24) 마우러, 위의 책, 220쪽; Pasnau(op. cit., p.74-5)에 따르면, 육체로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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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현실태를 가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종류의 존재가 자신을 낮
추어 육체에 형상을 부여해야 한단 말인가?
토마스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논쟁에 앞
서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의 실체적 형상이 되기 위한 2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한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실체적 형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
된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형상이 자신이 속한 대상에게 실체적으로
존재의 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원리로서 ‘만들어 내는 원리’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고 존재자라고 명명되는
형상적 원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다른 것, 즉 형상과 질료가 하나의
존재 안에 일치한다는 사실이 귀결된다. 그것은 산출하는 원리와 그
것이 존재를 부여하는 대상과의 [일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존재는 그 안에서 합성된 실체가 자립하는 것이고, 또한 존재에
따라 하나이며 질료와 형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CG II,58,n.3)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지성적 실체가 자신의 자립성을 통해 질료
의 형상적 존재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5)
“그러나 증명된 바와 같이(제II권 제51장) 지성적 실체는, 그것이
자립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마치 질료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 줌
으로써 질료의 형상적 존재원리가 된다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즉
그 안에 합성체가 자립하는 존재와 그것의 형상이 동일한 것은 부적
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합성체는 오직 형상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그
둘이 별도로 자립하지 않기 때문이다.”(CG II,58,n.3)
그러나 토마스의 반대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
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립적으로 활동하는 지성이 육체와 영혼의 합일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
다. 이러한 주장은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지니고 있다. N. Kretzmann,
“Philosophy of Mind”,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quinas. Ed.
N. Kretzmann and E. Stum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133-4 참조.
25) 인간 영혼의 자립성에 대해서 장욱, ｢왜 토마스 아퀴나스인가?－형이상학
적 인간학｣, 중세철학 6 (2000), 2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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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이유로서 지성적 실체는, 마치 지성적 실
체의 존재와 물체적 질료의 존재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의 존재를 물
체적 질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으리라고 주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종류에는 각기 다른 존재의 양태가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더 고귀한 실체들에게는 더 고귀한 존재가 속한다.” (CG II,68,n.4)
토마스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존재의 현실
태는 지성적 실체와 물체적 질료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속한
다.(n.5) 또한 사물들 사이의 연관에서 상위의 유 안에서 최하위와 하
위의 유 안에서 최상위는 접촉한다는 사실로부터 형상이 질료에 대해
더 큰 우월성이 있으면 이 형상과 질료의 결합성은 더 크다라는 사
실을 밝힌다.(n.6) 그래서 형상이 질료를 능가하면서 하나의 존재자
안에서 있을 수 있다(n.7).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아래로부터 한 계단
씩 위로 올라가면서 서술하는 형상들의 위계를 통한 논증(n.8-12)을
펼친다. 질료의 소질들(뜨거움과 차거움, 습함과 건조함 등)과의 관련
성을 벗어날 수 없는 최하위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해서 한 단계 위의
혼합된 물체들의 형상들을 거쳐 식물혼과 동물혼을 넘어서 상승하면,
다음과 같이 묘사된 최상위의 지성적 영혼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형상 위에, 이해함이라는 인식의 종류에 관련해서
도 더 상위의 실체들과 유사한 형상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
으로 신체기관 없이 완결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
성적 영혼이다. 왜냐하면 이해함이란 어떤 신체기관을 통해서 일어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 인간이 이해하는 저 원리는
지성적 영혼이며 질료의 물질적 조건을 능가하는데, 이것은 다른 물
질적 형상들처럼 절대적으로 질료에 의해 파악되거나 그것에 묻혀 있
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질적 질료를 공유하고 있지 않는 그것의
지성적 작용에서 밝혀진다. - 그럼에도 인간 영혼의 이해함 자체는
일종의 신체 기관들을 통해 작용하는 능력들, 예를 들어 표상력과 감
각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종을 완
결하기 위해 그것[인간 영혼]은 육체와 [자연]본성적으로 합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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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명시된다.”(CG II,68,n.12)

Ⅲ.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 인격에 대해
지니는 의미
토마스는 도대체 왜 대이교도대전제56장부터 제69장에 걸쳐서
영혼과 육체의 합일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을 이토록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일까? 토마스 자신도 지성적 실체가 지닌 육체로부터 분리된
성격과 육체의 형상으로서 본질적으로 합일된 영혼이라는 개념을 종
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토마
스는 도대체 왜 그 명제들에 그러한 무게를 부여하는가?26) 이 질문
에 대한 대답을 텍스트 자체에서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토마
스는 대이교도대전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이런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제까지와 같이 토마스나 반대자들의 논증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일 못
지않게 중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본 논문의 서론에서 제기
했던 토마스가 강조하는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 인격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1. ‘완결된 전체’로서의 인격을 위한 필수 조건
필자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마스가 인격 정의 한 부분인
개별적 실체성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인격 전체가
지닌 ‘완결성’(ens completum)이다. 이러한 완결된 전체성에 대한 강
조는 토마스의 작품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명제로
26) Keyche(op. cit., p.475)에 따르면 토마스가 영혼이 실체라고
는 바로 영혼의 본성적 불멸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로 신학적인 맥락을 토대로 논증되는데, 철학적인 맥락을
마스의 의도를 검토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며
을 필요로 한다.

강조한 이유
그의 주장은
중심으로 토
별도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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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은 지성적 본성 안에 실존하는 완결된 어떤 것(completum
existens in natura intellectuali)을 말한다”(I Sent 23,1,4) 또는 “인격
은 완결됨과 전체의 의미(rationem completi et totius)를 가지고 있
다”(III Sent 5,3,2,sc 2)와 같은 간략한 형태나 아래와 같은 매우 종
합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완결된 것(completissima)이고, 그 안에 본성이란 뜻이 전적으
로 충족되어 있는 이성적 본성의 개체는 그 다음에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완결된 가장 완결한 것(completissimam ultima
completione)을 의미하고 있다.”(III Sent 6,1,1)
과연 인격의 경우 그 종의 완전한 본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는 신
학대전의 한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어떤 것’(hoc aliquid)은 두 가지 의미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하나는 ‘자립하는 것은 무엇이든지(pro quocumque
subsistente)’; 다른 하나는 ‘어떤 종의 본성에 있어 완전히 자립하는 것
(pro subsistente completo in natura alicuius speciei)’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전자의 의미는 우유(偶有)나 물질적 형상의 내재성을 배제한
다. 후자는 또한 일부분의 불완전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손이 전자의
의미로는 ‘이 어떤 것’이지만 후자의 의미로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
게 인간의 영혼은 인간이라는 종의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방식으로는
마치 자립하는 것으로서 ‘이 어떤 것’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둘째
방식으로는 그렇지 않다. (둘째 방식으로) ‘이 어떤 것’이라고 불리는 것
은 영혼과 육체의 복합체(compositum ex anima et corpore)이기 때
문이다.”(STh I,75,2,ad 1)
같은 예를 들고 있는 다른 구절에서도 “어떠한 개별적 실체이든 다
자주체 또는 인격이 아니고 다만 종(種)의 완전한 본성을 갖는 것만
이 그런 것이다.”(STh I,75,4,ad 2)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미 인격
을 정의하면서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영혼은 인간이라는 종(種)의 부분(pars humanae speciei)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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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어(separata) 있을지라도, [육체와] 결합
가능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이나 인간의 다른 어떤 부분도
그렇게 불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은 ‘자주체’ 또는 ‘제1실
체’인 ‘개별적 실체’라고 불릴 수 없다. 따라서 인격의 정의뿐만 아니
라 그 명칭도 영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STh I,29,1,ad 5)27)
토마스는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는 사
람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을 통
해28) 인격이야말로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복합체인 ‘완결된 전체’(totum
completum)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육체성은 인간 인격에 반
드시 속하는 것으로서 인격체 인간에게 반드시 속해야 하는 구성적
요소이다.29)
“인간은 그것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영혼으로부터만 가지는 것이 아
니라, 그것과 육체 모두에 의해 자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둘 모두로
부터 가진다.”(III Sent 5,3,1,ad 2)
토마스가 강조하는 이러한 완결된 전체로서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
서는 플라톤이 제시했던 ‘뱃사공과 배의 관계 모델’이나 ‘옷을 사용
하는 인간 모델’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30)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단적으로 하나인 모델을 찾았고 그것을 아리스
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을 원용함으로써 찾아 낸 것이다. 또한 인간
에게 각기 다른 작용을 하는 세 가지 영혼이 있다는 주장도 바로 인
격의 완결성과 단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각 개인에게 유일한 지성적 영혼이 육체의 형상이라고 규정할

27) 이 구절을 바탕으로 분리된 영혼도 인격이라고 부르는 장욱(위의 글, 28
쪽)의 설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28) 참조: Kreyche, op. cit., p.477, n.28의 Pegis의 글 인용.
29) 참조: C. Schlapkohl, Person est naturae rationabilis individua Substantia.
Boethius und die Debatte über den Personbegriff, Marburg: N.G.
Elwert, 1999, p.211. 그녀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은 ‘인간’ 인격
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그리스도론을 포함한 신학 전체를 위
해서는 인격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30) 참조: Pasnau, op. cit., p.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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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야 토마스가 원했던 인격체인 인간의 완결된 전체로서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토마스는 지성적 실체와의 연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육체의 형상으로서의 영혼을 강조했던 것이다.

2. 인간 본성에 따른 영혼과 육체의 합일
이러한 통찰과 관련해서 토마스에게서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란 부자
연스러운 어떤 것일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토마스는 왜 영혼이
지성적 실체이면서도 육체와 합일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인간 영혼의 바로 그 ‘본성’에서 찾고 있다. 영혼과 육체가 합
일되어 있음은 영혼이 ‘그 본성에 따라’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목적은 진리의 관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 때문
에 영혼은 육체와 합일된다. 이것이 인간 존재인 셈이다. 따라서 [영
혼은] 육체와 합일됨으로써 소유했던 지식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을 얻기 위해 육체와 합일된 것이다.”(CG II,83,n.28)31)
인간 영혼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인 실체이지만, 그들과 달리
감각적 힘들과 감각 기관들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영혼
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나 생득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감각
경험에 의해서 그 관념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
해서는 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32) 천사들은 신에 의해서 그들에게 관
념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육체의 능력이 불필요하다. 모든 지
성적 실체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실체로서의 인간 영혼은 그것의 모든
지식을 감각들을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의 본성상, 인간
영혼은 지성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육체를 필요로 한다.33)
31)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은 K. Bernath, Anima forma corporis. Eine Untersuchung
über die ontologischen Grundlagen der Anthropologie des Thomas von
Aquin, Bonn, Bouvier, 1969. p.61 참조.
32) 참조: Kreyche, op. cit., pp.477ff 및 그곳에 제시된 구절들.
33) 참조: M. Brown, “St. Thomas Aquinas and the Individuation of Persons”,
in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Quarterly 65 (1991), pp.32-33; 브라
운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심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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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토마스에게서는 종적 본성으로서의 인간
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개별적 실체로서의
인간이 인식하는 것(hic homo singularis intelligit)이 중요하다.34) 토마
스는 명시적으로 지성적 영혼이 육체의 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
람은 지성적 인식 작용이 어떻게 특수한 개별적 인간의 작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 더 나아가 그는 이런 주장을 펼
치는 자들은 지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에서 그
의 말을 들을 만한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고 비하하기까지 한다.36)
또한 그에게서 영혼은 엄격하게 육체와 연관되어 있어서, 육체 없
는 영혼은 종적 본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로 몸에서
떨어진 손과 같다.37) 더 나아가 토마스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얼마
나 중요시 했는가는 ‘죽음 이후’, 즉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후의 사태에 대한 묘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이 죽은 뒤에도 존속한다고 믿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영혼은 감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자신과 영적인 대상
들은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플라톤주의자들처럼 이런 상태를 더
완전한 상태나 영혼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토마스에 따르면 영혼은 본성적으로 육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로
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는 영혼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며 엄밀한
뜻으로 “완결된 전체”인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영혼과 분리된
육체, 즉 시체는 오직 다의적인 의미에서만 인간의 육체일 뿐이지 진
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불릴 수 없다.38)

34)
35)
36)
37)
38)

도 신비스러운 합일이다”; A. C. Pegis, St.. Thomas and the Problem of
the Soul in the Thirteenth Century, Toronto, PIMS, 1978, pp.153-173.
이에 대해서는 Stone, op. cit., p.47과 그곳에서 제시한 지성단일성의
구절들 참조.
참조: STh I,76,1.
참조: DA III,7; Pasnau, op. cit., p.75.
위에서 인용된 STh I,75,2,ad 1 참조; 그러나 손과의 차이점도 무시되어서
는 안 된다. Kretzmann, op. cit., p.135 참조.
참조: Kreyche(op. cit., p.472)는 영적 피조물론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상세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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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마스에 의하면 인간 영혼에게는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합쳐져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
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이 필
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로 나아간다. 그때 모든 영혼은 다시 자기
몸과 합쳐지게 되고, ‘결합체(compositum)’로서 구원 또는 영벌을 받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육체 없이 존재함은 영혼의 본성에 반대된다. 그러므로 본
성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항구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 항구적
으로 육체 없이 존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영혼은 항구적으
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다시 육체와 합쳐져야 하며, 이것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함이다. 이와 같이 영혼들의 불멸성은 육체가 미
래에 부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CG Ⅳ,79,n.10)
토마스는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불멸적이기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도 존속할 수 있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육체와 결합될 것이라
고 믿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는 인간 영혼을 그 실체적
형상과 동일시하지만, 인간 영혼은 다른 물질적 대상의 형상과는 달
리 그 대상이 존재하기를 그쳤을 때에도 계속하여 실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그는 한 인간이 한 특정 유형의 물체라는 자신의 관
점에 일관되게,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한 인간 존재라는 것을 부인한다.
더 나아가 인간이 ‘영혼’만으로 자신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성 역시 신의 구원을 통하여 인간 완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토마스는 주장한다. 그리스도교가 단순히 영
혼의 불멸성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 전체의 부활을 가
르치고 토마스가 이를 위한 이론적인 설명을 찾고 있다는 사실39)은
토마스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인 질료-형상
론, 질료에 기반을 둔 개체화40) 등의 명제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
39) 참조: Kreyche, op. cit., p.483-4.
40)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과 토마스의 영혼과 육체관계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이재경, 위의 책과 Kreyche, op. cit., pp.48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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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영혼과 육
체의 합일을 다루고자 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가는 방대한 주제
이다. 지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토마스가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육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구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생명 원리로 규정했고, 이로써 이원론적 인간관을 극복하려 했
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지평으로서의 인간 영혼
우리는 이미 위에서 토마스가 물질적 사물들 안에 존재하는 완전
성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상위의 종들은 하위의 종들이 지니고 있는
완전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여 다른 완전
성을 가짐으로써 인간이 “물질적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지성적 실체를 포
함한 피조물들의 전체적인 질서에 대한 조망을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전체 사물들 안에서 더 높은 종류의 최하위의 것
들이 낮은 종류의 가장 높은 것과 접촉한다는 “불가사의한 연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굴과 같은 동물의 유(類) 중에 최하위의 것들은
식물들의 삶의 방식을 거의 넘어서지 못하듯이 말이다. 이는 위-디오
니시우스가 신명론제VII장에서41) 신의 지혜는 “상위의 것들의 끝
들을 하위의 것들의 시작들과 연결시킨다”라고 말한 것에 의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다. 토마스는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인간의
지성적 영혼을 일종의 “지평”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육체라는 유의 가장 높은 어떤 것, 즉 [체액들이] 균등하
게 조절된 인간 육체가 상위의 유의 끝, 다시 말해 인간 영혼과 접촉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인간 영혼은 인식의 양태로부
토마스는 자신의 고유한 이론에 따라 형상을 개별화시키는 것이 질료라
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간 영혼을 개별화시키는 질료는 없지만 그것이
개별화된다고 강조했다.
41) 신명론제VII장 제3절, PG 3/872 B; Sol I/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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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포착될 수 있듯이 지성적인 실체들의 유 안에서 마지막 등급을
차지한다. 그로 인하여 지성적 영혼은, 그것이 비물질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형상인 한에서, 흡사 일종의 지평(quidam horizon)
이나 물질적인 것들과 비물질적인 것들의 경계(confinium)라고 불린
다.”(CG II,68,n.6)42)
이렇게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이 물질적인 것들과의 경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일부 토마스 해석자들이나 근대 이후의 인간관
에서 나타나듯이 인간 영혼이나 정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못하
도록 해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토마스는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인간 영혼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입장은 “인간 영혼은 정액과 함께 전이되지 않는다”는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원리들의 작용들이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든지, 또한 그것들의 시작도 육체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존재자인 한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사물은 마
치 작용하는 것과 같이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원리들의 작용들이 육체 없이도 존재하는 것들의 산출은
육체의 산출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양섭취적 혼
과 감각혼의 작용은, 이미 다루어진 바로부터 명백한 것처럼, 육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제II권 제68장) 그러나 지성적 영혼의 작용
은, 위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신체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제II권 제68장) 따라서 영양섭취적 혼과 감각적 혼은 육체의 산출
을 통해서 산출되지만, 지성적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정액의
전이는 육체의 산출을 위해 질서지어져 있다. 따라서 영양섭취적 혼
과 감각적 혼은 정액의 전이를 통해서 시작되지만, 지성적 [영혼]은
그렇지 않다.”(CG II,86,n.2)
즉, 육체가 생겨나는 근원이 되는 정액의 전이는 육체의 산출을 통
42) 참조: 원인론prop. 2 et 9; Stone, op.cit.,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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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생겨나는 영양섭취적 혼과 감각적 혼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지
만, 신체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작용을 가진 지성적 영혼을
시작하게 할 수는 없다. ‘영혼은 정액을 통해서 전이된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영혼은 물질이 되어 버리거나, 적어도 물질에
종속된 어떤 것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토마스에게서 영혼은 육체 전체와
그 모든 부분을 꿰뚫는 것으로서 육체에 대해 우선성을 가진다.43) 더
욱이 위에서 언급된 영혼의 자립성이야말로 인격의 불멸성을 보장하
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44)
따라서 토마스는 한편으로 인간 영혼을 마치 ‘그 자체로 신적인 어
떤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물질에 종
속된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소평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
간은 바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통일성을 통해 “사멸하는 존재와 불
멸하는 존재의 중간 위치”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인간 영
혼을 ‘지성적 실체’로 인정하면서도 인간 육체의 형상이라고 강조함
으로써, 이성적 본성뿐만 아니라 개별적 실체성을 설명해 줄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 둘 사이의 균형 잡힌 통합이야 말로 토마스가 인격
개념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바이다. 오웬스(J. Owens)에 따르면 인
간의 이성적 기능만이 아니라 감각적 대상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미천
해 보이는 인식의 기원이 한편으로 인격이 살고 있는 바깥 세상 안
에 안전하게 위치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한계 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
한 입구도 제시해 준다.46) 감각 기능과 지성 기능이 하나의 인격으로
부터 수행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도 다
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의’ 완결된 전체로서의 인격이다. 이를 위해

43)
44)
45)
46)

Bernath, op. cit., p.60-61.
참조: Kretzmann, op. cit., p.134.
Bernath, op. cit., pp.62-65..
참조: J. Owens, “Value and Person in Aquinas”, in: Tommaso D’Aquino
nel Suo Settimo Centenario: Atti del Congresso Internazionale Ⅶ: L’Uomo.
Napoli: Edizioni Domenicane Italiane, 1978,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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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단 하나의 유일한 영혼이 모든 작용을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인 셈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 끊임없이 상승하려고 하는 ‘지평의 존재’인 셈이다.

4. 육체의 고유성에 대한 강조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강조하는 토마스는 결코 육체를 영혼과 비
교함으로써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과 결합하여 단적으로 하나인 인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육체 없이는 영혼이 인격체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존재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진
정으로 개별적 인격체 ‘자신’의 표현이다.”47) 여기서 육체는 더 이상
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영혼의 감옥이나 무덤과 같은 영혼의
방해물이 아니요, ‘배나 옷과 같은’ 단순한 도구도 아니다. 또한 인간
의 육체성은 영혼이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이나 죄의 결과가 아
니라 선의 원천이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토마스는 이를 밝히기 위해 육체와의 합일이 영혼들의 죄 때문이
라는 오리게네스의 견해를 소개한다.
“오리게네스는 인간 영혼들이 처음부터 창조되었다고 추정했기 때
문에, 이런 사실을 고찰하면서, 신의 질서부여에 의해 영혼들이 육체
들과 합일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벌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다. 왜
냐하면 그는 육체 이전에 영혼들이 죄를 지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
다. 또한 죄의 양에 따라서 그들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과 같
이, 더 고상한 육체들이나 덜 고상한 육체들과 합일된다고 평가했다.”
(CG II,83,n.21)
그러나 토마스에 따르면 이런 입장은 성립될 수 없다. 벌은 본성의
선에 대립되므로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 일종의 처벌인 셈이라면, 그
것은 본성의 선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는 바
47) Stone, op. cit.,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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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통해서 생겨나고, 창세 1,31에서는
인간의 창조 다음에 “신은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것을 보았고, 그것
들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은 인간에게 본성
적으로 속하는 것으로서 선한 것이다. 토마스는 영혼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리게네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완전한 실체이
며, 육체는 우연적으로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영혼이 육체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은
영혼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성을 완성하기 위해서이
다.” (In DA, prol., 2, ad 14)
그리고 인간 정신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육체 및 그 감각 기
관들과의 합일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식의 획득이 성공할 수 있고, 따
라서 이를 통해서야 진리를 발견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인간 영혼은 감각들을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각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
을 통해서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 그러므로 인간 영혼이 이해하
기 위해 감각들을 필요로 한다면, 마치 자연이 감각적이며 움직이게
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감각과 운동에 적합한 신체기
관들을 주듯이, 자연에게는 각각의 고유한 작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
수적인 것들이 결코 결여되지 않으므로, 인간 영혼은 감각들의 필수
적인 도움 없이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들에
서 분명한 것처럼(제II권 제57장), 감각들은 신체 기관들 없이는 작용
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혼은 신체 기관들이 없이는 제정되지 않았다.”
(CG II,83,n.26)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의 결합은 영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영혼의 선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육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토마스의 인격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어떤 것이 토마스
의 전체적인 사상에 잘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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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일부 해석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인격’이란 개념으로 인간이 지
닌 이성적 본성이나 영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감
각의 기반이 되는 육체를 필요로 하는 개별적 실체성, 인간의 고유성
과 대체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48)
오웬스는 현대의 인격론 논의가 종종 인간의 의식이나 인격체간
대화를 강조하면서 감각적 사물들로부터 시작하는 인간 인식의 근원
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49) 그는 계속해서 인격의 자의식은 그 자체
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사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성으로
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퀴나스에게서는, 그에 앞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와 같이, 인식
에 있어서의 영혼이 하나하나 차례로 모든 사물이 되며 모든 사물이
기도 하다. 그것은 감각의 차원과 지성적 이해의 차원 모두에서 그것
들이 되며 그것들이고, 만일 감각적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지
성적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감각적 대상들에 대
한 이러한 인식적인 우선성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랬던 것
처럼 아퀴나스의 인식론에서도 근본적이다.”50)
오웬스는 계속해서 토마스에게서 감각 대상의 실존과 이에 대한
인식이 인식하는 자 자신에 대한 인식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강조한
다. 그에 따르면 이 두 우선성을 깊이 마음에 새길 경우 토마스의 철
학적인 원리들이 인격성에 대한 현대의 논의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인식과 감각 작용자 안에서 감각적 능력과 지성적 능력
모두가 합일된 형태로 작용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감성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한 탁월한 구조
를 제공한다.”51)
48) 인격을 영적 존재와 동일시하는 장욱(위의 글, 31쪽)의 입장은 이러한 통
찰을 통해 정당화되기 어렵고, 육체의 고유성을 본의 아니게 손상시킬 위
험이 있어 보인다.
49) Owens, op. cit., p.60.
50) Ibid.,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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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토마스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모
든 행위들은 하나의 영혼으로부터 발생”(CG II,58,n.10)하며 생명작
용, 감각작용, 지성작용이 각각의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적 영
혼인 지성적 영혼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던 내용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52)

결 론
우리는 위에서 다룬대이교대전제II권의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세 초기부터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플라톤-아우구스티누스적
이원론을 따르는 인간관이 13세기에 이르러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극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실상 토마스가 매우 상세한 논증을
통해 확립하려던 것은 새로운 인간관이 아니라, 성서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이전까지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던 그리스도교의
통합적인 인간관이었다.53) 이에 따르면 인간은 원천적으로 전적인 단
일성을 지닌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의
는 그 결론에 관한 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그리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과 범주로 정리하고 논증함으로써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54)
토마스는 이 작업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을 계승하여 변형시킴
으로써 수행할 수 있었다.55)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육체라는 두
51) Ibid.
52) 토마스의 이런 강조를 볼 때 플랜트(H. la Plante, “Person and Thomism”,
in: The Modern Schoolman 63 (1986), pp. 193-215)의 유사죽음이나 플
라톤의 학설과 관련된 장황한 설명, 영이나 지성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그
의 결론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53) 이 인간관도 문화적으로 다양한 층위를 가짐은 Kreyche, op. cit., pp.473-4
참조.
54) Schneider(op. cit., p.50)는 이를 아우구스티누스와의 대립이 아니라 그의
의도를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본다.
55) Pasnau(op. cit., p.75 & 80)에 따르면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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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불완전한 실체가 함께 협동해서 비로소 인간이라는 단일의 완전
실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혼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인
간이 아니고 육체와 함께 할 때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
에게 고유한 정신, 즉 지성적 능력을 영혼과 구별했다. 토마스 아퀴
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와 정신을 수용하면서도 그리스적 이원
론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교정함으로써, 인간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성서의 관점과 상응하는 인
간관을 형이상학적 체계와 원리를 바탕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지성적 실체이면서도, 그것을 형상으로
가지는 것, 즉 육체를 위한 실체적 존재의 원리라는 것이다. 또한 인
간이 어떤 형상을 통해 생물로서 존재하고, 그 형상과 구분되는 어떤
형상을 통해 감각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어떤 세 번째
형상, 즉 지성적 영혼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
일한 지성적 영혼을 통해 생명적, 감각적, 이성적, 초월적 기능 모두
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본질적 통일성을 강
조했던 것은 이것이야말로 완결된 전체로서의 인격체인 인간을 설명
하기 위한 형이상학적인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토마스의 ‘인격’에 대한 설명에서 ‘이성적 본
성’이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대의 몇몇 해석자들의 해석
이 토마스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논문에서 분석한 텍스트들을 통해서 찾아낸 이
러한 내용들은 토마스의 인격 개념에 대한 근거로서의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설명하고 그의 진정한 의도를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
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고 난 후 영혼이 자립하는 실체로서 남아 있
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완결된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은 언급만 되었을 뿐 명확한 논증이 소개되지
상론이 최상의(best)의 설명을 제공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only) 설
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틀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Schneider, op. cit., p.5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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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기 때문이다.56)
또한 영혼과 육체의 합일과는 별개의 주제이지만, 지성적 영혼과
지성 자체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57), 지성일반, 또는 능동지성이
나 가능지성(수동지성)이 영혼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지, 더 나아
가 아베로에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성이 개별적 인
간을 떠나서 존재하며 모든 인간에게 하나인지 하는 질문들은 인격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58) 왜냐하
면 토마스는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지성분리성이나 지성단일성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성이 인간 안에 으뜸가는 것이고, 영혼의 모든 능력과
신체의 구성 요소들을 마치 기관처럼 사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나머지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우월함과 지배권이 내재되어 있는 지
성이 모든 이에게 하나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선택은 모든 이에게
동일해질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그릇되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
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그것은 자명한 것에 위배되며, 도덕학 전부
와 인간에게 본성적인 사회 교류와 연관된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
이다.”(DUI IV,89)
즉, 의지는 지성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이 개별적인 인간 각각에
게 속하지 않는다면, 의지는 분리된 실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럴
56) Stone(op. cit., p.46)은 “영혼의 불멸성을 영혼이 육체의 형상으로서 작용
한다는 소요학파적 발상과 연관”시키는 것을 토마스 입장의 독특한 점이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Kreyche(op. cit., p.483)에 따르면 영혼 불멸성과
관련하여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지는 의문이다. 토마스의 영혼 불멸성에 대한 입장은 J. Novak, “Aquinas
and the Incorruptibility of the Soul.” in: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4 (1985), pp.405-21; P. Lee, “Soul, Body and Personhood”, in: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49 (2004), pp.87-125, 특히 pp.103-116 참조;
57) 토마스는 ‘지성은 그 기능에서 육체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성이다’라는 명
제를 반대자들과 공유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지성은 육체로부터 분리
된 존재성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능력이다’라는 명제를 주장한다.
58)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성단일성에 언급된 이재경 교
수의 해제와 참고문헌 참조; 그 밖에도 위에서 언급된 Bernath, Dales 등
의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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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토마스에 따르면 이 개별적인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
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므로 도덕철학의 원리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고려할 때, 영혼과 육체의 합일, 영혼의 불멸성과
사후의 상태, 지성과 영혼의 분리성 및 지성의 단일성 등에 대한 개
념은 인격 개념을 조명해 줄 인간의 궁극적 목적, 인식 및 의지 작용
의 가능성, 도덕적 원리 전체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 후
속 연구들을 통해 이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 토마스가 주장했
던 통합적인 인격관에 대한 가치를 좀더 깊이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를 ‘완결된 전체’로서 인격
으로 인정하는 해석은 현대철학에서 몸과 감각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
조하는 경향들과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니체의 “몸(Leib)”에 대한 강조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대의
몸 담론 내지 전체성에 대한 강조와 긴밀히 연관될 수 있고, 이런 논
의들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번
논문을 통해 찾아낸 몇 가지 중요단서가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한 자
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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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ty of Human Soul and Body and its
Importance for Understanding the
“Human Person”
- in the Works of Thomas Aquinas -

Park, Seung-Chan

The conception of “person” as a “unity of soul and body” is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humanit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or scholarly
debate. This paper provides a textual analysis of Book II, Summa
contra Gentiles in which Thomas Aquinas provides us with his
understanding of the “human person” as the “unity of soul and
body.” Aquinas first refutes Plato’s position, who denies the
essential union of the intellective soul with the body and posits that
in man there are many substantial forms. After a carefu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Aquinas’s positions, this paper will critically
reflect on his theses which posits the “intellective soul” as being a
unique “substantial form of man” and the “human soul” as being
both the “intellectual substance” and “form of the body.” This study
seeks to demonstrate the “unity of soul and body”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erson to attain his whole, complete human nature.
Aquinas regards the body affirmatively and describes th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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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as the borderline between corporeal and separate substances,
preventing the body from being both under-and overestimated.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 clarification but also an appraisal of the
true value of Aquinas’s synthetic treatment of the human person.
Keywords: Unity Of Soul And Body, Human Person, Intellective
Soul, Substantial Form, Thomas Aquin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