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의미된 대상과 의미 양태의 구분’과
‘유비’ 개념의 관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 승 찬

【주제분류】중세철학, 중세언어철학
【주요어】토마스 아퀴나스, 유비, 근원적 의미, 의미의 양태, 의미된 대상
【요약문】베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언어철학으로부터 수용하여 활용한 주
요 도구 중의 하나가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과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에 대한 구분(이하 RS-MS 구분으로 약칭)’과 ‘유비’(analogia)
개념이다. 이 도구들은 토마스의 신학대전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 해석가들 사이에서 “토마스가 사용
하는 RS-MS 구분과 일의성 및 다의성과 구별되는 유비 개념 사이에는 어
떤 관계에 있는가?”(A)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큰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 토마스 철학의 전문가로 인정받던 학자들을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에
이 주제들을 다루었던 연구자들조차도 중세 언어철학 연구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와 역사적 배경에 부합하
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을 내 놓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마스
의 주요 텍스트(I Sent 22, 1, 2; STh I, 13, 1-6 등)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RS-MS 구분’과 유비 개
념의 관계를 확정짓고자 시도한다. 논문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의미의 양
태’와 관련된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동반의미’(consignificatio)
의 차원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뿐, 그 ‘근원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 본 연구는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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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선차적－내지－후차적－의미지시’라고 설명
되는 유비가 ‘근본적 의미’ 또는 ‘의미내용’의 변화와 상관관계에 주목했다면
RS-MS 구분은 한편으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완전성이나 이에 수반되
는 ‘존재의 양태’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인식의 양태’와 이에 의존하고
있는 ‘의미의 양태’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RS-MS 구분과 유비개념은 하나가 다른 한쪽으로 환원되거나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신에 대한 올바른 진술 가
능성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었던 것이다.

Ⅰ. 머리말
토마스 아퀴나스(1224/5∼1274)가 중세 언어철학으로부터 수용하여
활용한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유비(analogia)”개념에 연구가 편중되
어 있는 것에 비해서1)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다양한 도구들은 연
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유비의 하위 개념으로 흡수되어 이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과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의 구분(이
하 RS-MS 구분으로 약칭)2)이다. 이 개념들이 얼마나 자주 토마스에
게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토마스가 신학대전에서 신의 명
칭에 대해서 논하는 제I부 제13문제에서 ‘유비’라는 전문 용어보다도
바로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
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3)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 개념에 관한 참고문헌은 박승찬(2005) 참조.
2) 필자가 기존의 번역에 따라 사용하던, “표시된 사물”, “표시의 양태” 등의
용어를 “의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로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박승
찬(2009),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에 나타난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
태’의 구분: 그 기원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 철학사상 33, 148쪽, 각주
2의 설명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논문[박승찬(1999a), 203-204쪽]에서 상세하게
도표로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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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의 중요성을 간파한 필자는 이미 앞선 연구4)에서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토마스가 어디로부터 수용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념사적인 고찰에 집중했다. 그 고찰에서는 무엇보다도 ‘의미의 양
태’ 개념이 매우 자주 그의 작품들에서 사용되고 있고, 중세 문법이
론의 정점을 이루는 유명한 ‘사변적 문법학(Grammatica speculativa
)’5)의 핵심개념이기 때문에, “토마스의 개념사용이 중세 문법학, 특히
사변적 문법학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던 핵심개념 ‘의미의 양태’와
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었다. 중세 언어학자들과
토마스의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란 개
념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가를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이 개념
의 몇몇 특징들을 규정할 수 있었다. 토마스에게서는 ‘의미의 양태’가,
‘동반의미(consignificatio)’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때때로 치환된다는 사
실에서도 드러나듯이, 한 표현의 근원적인 의미(significatio principalis)
를 계속해서 규정하는 일종의 의미론적인 변형요소이다. 토마스는 이
개념의 문법학적인 기원을 알고 있고, 종종 문법학적인 의미요소들을
자신의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토마스가 사용하는 예들은 거의
항상 논리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 등을 통
해서 설명된다.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를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페
트루스 히스파누스 및 양태론자들6)과 철저히 비교해 본 결과, 토마스
가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직접 문법학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논리학
수업으로부터 수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그는 논리학자들과 같이
‘의미된 대상’이나 ‘의미된－것’과 ‘의미의 양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반면에, 문법학자들은 ‘의미의 양태’를 통해서 준
비된 구문론적인 기능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4) 박승찬(2009).
5) 사변적 문법학의 핵심내용은 Bursill-Hall(1971) & (1988); Pinborg(1982)
& (1984); Rosier(1983); Fredborg(1988); Wolters(1992); Kobusch(1996);
Schneider(2008); Rosier-Cathach(2010) 등에 잘 요약되어 있다.
6) ‘양태론자’란 1270년경 이후에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활용해 사변적 문
법학을 발전시킨 학자들을 말한다. 구체적인 인물과 내용에 대해서는 박
승찬(2009), 156-1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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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사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토마스가 이 RS-MS
구분을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들은 특히 그의 유비개념을 탐구하던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토마스가 사용하는 RS-MS 구
분과 일의성 및 다의성과 구별되는 유비 개념 사이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A)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질문(A)에 대한 해석자
들의 답변 사이에는 큰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토마스 철학
의 전문가로 인정받던 학자들을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에 이 주제들을
다루었던 연구자들조차도 중세 언어철학 연구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
구들, 특히 필자가 선행 논문에서 밝힌 ‘의미의 양태’ 개념이 지니고
있었던 언어철학적인 활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와 역사
적 배경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내 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다
루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RS-MS 구분과 유비의 관계에 대해 이루어
진 매우 상이한 진술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을 발견한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질문(A)가 일부 중세
언어철학 서적들에서 다루어졌던 “넓은 의미에서의 다의성이 ‘의미의
양태’ 또는 ‘동반의미(consignificatio)’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B)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콩
슈의 윌리엄7)이나 오셰르의 람베르투스8)와 같은 여러 학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의미의 양태’나 ‘동
반의미’의 차이들도 오류추론의 중요한 한 원인인 용어들의 다의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여러 학자들은 이것을 넘어
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 등을 근거로 ‘유비’ 개념을 규정하는
데, ‘RS-MS 구분’, 또는 ‘의미의 양태’가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학자들만
살펴보면 우선 다음과 같다.
핀보오그(J. Pinborg)는 ‘동반의미’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사리에
맞는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단지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7) 참조: Fredborg(1973), p.30.
8) 참조: SLamb. 104v(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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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양태’란 개념은 특히 다의적인 단어들에서 사용되었다고 주
장한다. 이 단어들은 다양한 ‘의미의 양태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다. 이어서 그는 유비적인 표현들을 순수 다의적인 표현들과 일의적
인 표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구별하고 있다.
“완전히 다의적인 단어들에서는 의미된 대상들이 자연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의 담지자로서의 근원단어들
(dictiones)도 서로 다르다. 유비적인 개념들에서는 이와 반대로 의미
된 대상들은 어쩐지 동일한 것이고 의미의 양태만이 다를 뿐이다.”9)

그는 계속해서 위에서 제시한 RS-MS 구분과 유비개념의 관계를
명확히 다루지 않고, 한 각주에서 단지 짧게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
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핀보오그는 다른
언어철학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하고 제한적인 텍스트들만을 제시하며 ‘의미의 양
태’의 차이를 통해서 유비를 설명하고 있다.
핀보오그의 단순한 주장을 넘어서는 질문(A)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를 우리는 맥키너니(R. M. McInerny)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구분에서 일의성, 다의성, 유비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비의 특징을 규정하려 한다.10)
“유비적 명칭은 동일한 의미된 형상 또는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
덕분에 많은 사물들에 서술될 수 있지만 그 형상이 표시되는 방법들,
즉 의미의 양태들(modi significandi)은 다른 경우이다. 한 방식에 의
해서 의미지시된 ‘의미된 대상’이 해당 용어의 ‘본래적 의미’를 구성
하는 한에서 의미의 다양성이 규정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본래적
의미는 곧 친숙하고, 일반적이고, 규정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이다.”11)

9) Pinborg(1967), p.39.
10) 참조: McInerny(1961) & (1968) & (1986) & (1996). 맥키너니[McInerny
(1961), p.49)]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To say that some words are
analogous is to say something about the way they signify.”
11) McInerny(1968),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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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양태’를 통해서 유비를 설명하는 방식은 중세 철학에서 널
리 통용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중세의 논리학자에게서 유사
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를 ‘동반
의미의 양태(modus consignificandi)’로부터 분리하는 페트루스 히스
파누스는 저 유명한 ‘건강한’이라는 예를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가
지고 설명하고 있다.12)
맥키너니는 페트루스 히스파누스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을지라
도, 같은 사고 과정과 같은 예를 가지고 그의 생각을 나타낸다.
“건강함의 공통적 의미(ratio communis sani)는 아마도 건강을 가지고
있음(habens sanitatem) 또는 ‘건강’일 것이다. 건강을 표시하는 다양
한 양태들은 빈칸을 메울 수 있고 서로 다른 의미들이나 의미내용들
(rationes)을 구성할 수 있다. 그것들은 ‘∼의 주체’, ‘∼의 원인’, ‘∼의
표징’ 등이다. 피도라는 개에 대해서 언급되었을 때 ‘건강한’이란 단어
는 ‘건강의 주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품에 대해서 언급되었을
때, ‘건강한’은 ‘건강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줌에 대해
서 언급되었을 때는 ‘건강한’은 ‘건강의 표징’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
므로 토마스에 따르면 유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은 동일한 ‘의
미된 대상(res significata)’을 표시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의 양태들
(modi significandi)’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3)
12) 참조: Tract. VII, 28 (98, 30-99, 11): “Ad duplicem modum rerum, quia
est quidam modus consignificandi secundum quod dictio consignificat
accidentia sua, et est alius modus qui est significandi, ut in hoc nomine
‘sanum’, quod significat semper eandem sanitatem quia sanitatem
animalis, sed secundum modos diversos. Quia cum dicitur ‘urina est
sana’, sensus est: urina est significativa sanitatis, sed nonnisi sanitatis
animalis; et cum dicitur ‘cibus est sanus’, sensus est: cibus est effectivus
sanitatis, sed nonnisi sanitatis animalis; et ‘dieta est sana’, quia conservat
sanitatem animalis, et ‘potio est sana’, quia preparat sanitatem animalis.
Et sic semper eadem est sanitas, sed modi sunt diversi, quia cum
‘sanum’ dicitur de animali, sic significat ut de subiecto aut in subiecto;
cum dicitur de urina, ut de signo eiusdem sanitatis; de cibo, ut de
effectivo, de dieta, ut de conservativo, de potione, ut de preparativo.
Omnes autem isti modi diversi sunt.” 애쉬워어스[Ashworth (1991a),
p.61]에 따르면 그의 사용방식을 다른 스콜라학자들은 따르지 않았다.
13) McInerny(1986),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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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비 개념을 RS-MS 구분을 가지고 규정하려는 맥키너니와
는 대조적으로 애쉬워어스(E. J. Ashworth)는 이 구분을 유비개념의 사
용 일반에 적용하거나 이를 가지고 유비 개념을 정의하려 하지 않고,
이 구분이 적용되는 범위를 ‘신에 대한 진술 가능성과 그 올바름’을
검토하는 종교적인 언어 이론에만 제한시키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이
구분은 결코 유비이론의 핵심규정이 되었던 적이 없었고14), 유비에서
본질적이었던 것은 ‘선차적－내지－후차적-(per-prius-et-posterius-)의미
지시’이다.15) 그녀의 주장의 두 번째 부분은 필자가 작성한 다수의
유비 관련 논문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16),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 집중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
위에서 언급한 세 학자는 각각 중세 언어철학이나 토마스의 유비
개념과 관련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은 학자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엄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후에 나온 많
은 논문들, 예를 들어 부어스마이어(Buersmyer)나, 테 벨데(Te Velde)
의 논문들17)도 상반된 주장들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유비’와 ‘의미
의 양태’를 연결시키는 입장을 명확한 증명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점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 어떤
견해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들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며
그의 의도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토마스
는 이 개념들을 여러 곳에서 활용하며18)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14) 참조: Ashworth(1991a), p.60: “While the distinction between res significata
and modi significandi is central to Aquinas’s theory of religious
language, it is in no way central to his theory of analogy (insofar as
he has a general theory).”
15) 참조: Ashworth(1992), p.122.
16) 참조: 박승찬(1998) & (1999a) & (1999b).
17) 참조: Buersmyer(1987); Te Velde (2005).
18) 토마스가 비록 이 개념들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지만, 토론
맥락에 따라 필요하면 각 두 요소들을 또는 단 한 요소만을 다른 구분을
통해서 더욱 심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의미의 양태’
와 ‘명칭 의미’(ratio nominis)의 구분(STh I, 13, 3 & 4), RS-MS 구분
(Ibid., 3 & 6) 등을 사용한다. 그가 필수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에는 때
때로 묘사에 있어서 전혀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요소들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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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있는데, 특히 신의 명칭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제들만 예로 들어 보면, 과연 인간
의 제한된 언어로 신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가?19) 또는 더 전문적으
로 신에게 사용되는 명칭은 과연 신의 실체를 표현할 수 있는가?20),
신에게 적용되는 명칭들은 우선적으로 신에게 사용되는가 아니면 피
조물들에게 사용되는가?21), 신을 지칭하는 ‘신’(Deus)이란 명칭은 과
연 다른 명칭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는가?22)와 같은
질문에서 이러한 구분을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토마스는 여러 곳
에서 신에게 명칭을 사용하는 세 가지 길(triplex via), 즉 긍정적 길⋅
부정적 길⋅초월적 길을 제시하면서, 이 길 중의 하나인 부정적 길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23)
토마스 아퀴나스는 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자주 분석된 신
학대전제13문제 전체에서 ‘의미의 양태’라는 표현이나 RS-MS 구분
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개념과 구분을
당연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토마스는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신에 대해 어떤 명칭이 고유하게 사용되는가?”(STh I, 13, 3)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비로소 사용하고 있다.24)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토
마스는 언뜻 보기에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이를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토마스가 이렇게 자신의 후기 작
품들에서 ‘의미의 양태’가 문법학과 관련됨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이
없이 단지 RS-MS 구분만을 사용할지라도, 그의 초기 작품들, 특히
그의 명제집 주해에서 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정할 수 있다.

19)
20)
21)
22)
23)
24)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치환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 Sent 22, 1, 1; STh I, 13, 1.
Pot 7, 5; I Sent 22, 1, 2; STh I, 13, 2.
STh I, 13, 6.
STh I, 13, 11.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박승찬 (2000) 참조.
STh I, 13, 3: “우리가 신에게 귀속시키는 명칭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
해야 한다: 즉 [그 하나는] 의미된 완전성들 자체를 생각하는 것인데 선
성(善性), 생명과 이런 유(類)의 것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의미의 양태
를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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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금 언급한 구절(STh I, 13, 3)에서 토마스는 ‘유비’라는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병행절인 명제집 주해 제I권 제22구분
제1문제 제2절(I Sent 22, 1, 2)에서는 명시적으로 ‘유비에 의해서
(secundum analogiam)’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RS-MS 구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던 거의 모든 연구가 이 텍스트를
증거자료로 제시했거나 적어도 다른 텍스트들에 대한 비교자료로 활
용했다.25) 이 자료에 대해서는 영어나 독어 등 현대어로의 번역도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
기 어려운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의 분석은 이미 현대어로 번
역된 토마스의 다른 작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토마스 이 텍스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작으로해서 이와 관련된
로스(James F. Ross)의 해석이 지닌 부적절함을 지적함으로써 토마스
의 실제 사용방식을 살펴보겠다(제1장). 이어서 토마스가 사용하면서
도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의미된 대상’, ‘의미된－것’, ‘의미
의 양태’가 서로 구별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존
의 해석들을 비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제2장). 이를 바탕
으로 ‘사변적 문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부적절한 해석을 내어 놓
은 맥키너니와 그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도 불충분한 해석을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수정함으로써(제3장) ‘RS-MS 구분’과 유비 개념의
관계를 확정짓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하고 있
는 고도의 전문적인 언어철학적 개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
해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5) 참조: Lyttkens(1952), pp.279 & 358 & 375; McInerny(1961), pp.148 &
158; Ross(1970), pp.119 & 121ff. & 125; Pinborg(1967), p.39; Mondin
(1968), p.97; Teuwsen(1988), pp.127 & 145 & 169; Ashworth(1991a),
p.59; Schoot(1993b), p.203. 전통적인 이론들을 답습하는 위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사변적 문법학에 관한 지식을 토마스 해석에 사용하고 있는 부어
스마이어[Buersmyer(1987), pp.82-84]도 이 구절을 자신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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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 구분의 대표적
활용 사례
1. I Sent 22, 1, 2 분석
토마스는 자신의 질문을 ‘신에게 사용되는 모든 명칭은 고유한 의미
로(proprie) 사용될 수 없고, 단지 비유적이나 상징적으로(metaphorice
vel transumptive)만 사용될 수 있다’는 이론(objectiones, 異論)을 소
개하며 시작한다.26) 언어철학적인 차원에 기반해서 제시된 이론들과
는 달리 토마스는 본문을 형이상학적인 고찰이 중심을 이루는 다양한
완전성에 대한 고찰을 가지고 시작한다.
[Ⅰ]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피조물들 안에 있는 모든 완전성이,
마치 모든 [피조물의] 완전성들을 자신 안에 단일하게 미리 소유하고
있는 원인으로부터 내려오듯이, 범형적으로 신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할
지라도, 어떠한 피조물도 그 완전성을 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에 따라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완전성의] 수용 방식에
따르면 원형의 완전한 재현은 결여되어 있다.”(I Sent 22,1,2)

이러한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고찰로부터 토마스는 신에게 적용
된 명칭들이 두 가지 다른 측면, 즉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에
따라 고찰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짓는다.
[Ⅱ] “그리고 이것으로부터(Et ex hoc) 피조물들에게는 특정한 위
계가 존재하고, 이것에 따라 어떤 것들이 신으로부터 더 많고 더 고귀
26) 참조: I Sent 22, 1, 2, obj. 2. 그 절의 제3이론(obj. 3)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나온다: 창조된 지혜와 신적인 지혜 사이의 차이는 ‘풀밭이 웃는
다’와 같은 비유적인 사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두 요소들 사이의 차
이보다 더 크다. 이것으로부터 그 반대자는 ‘모든 명칭들은 신에 대해서
단지 비유적인 의미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어지는 다른
이론을 제시한 이도 각각의 품사들의 특징을 언급한 후에, 모든 명칭은 신
의 품위를 거스르는 어떠한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obj.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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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전성들을 성취하고, 더 풍부하게 분유받는다. 그리고 이것으로

부터(et ex hoc) 명칭들에서는 두 가지, 즉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가 고찰되어야만 한다.”(I Sent 22, 1, 2)

이어서 토마스는 RS-MS 구분을 가지고 신에게 적용된 명칭들이
어떻게 그를 의미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Ⅲ] “따라서 [신의] 명칭들은 신을 오직 피조물로부터만 인식하는 우
리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의미의 양태’라는 측면에서는 신을 재현
하는 데 있어 항상 결함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 명칭들은 피조물들 안
에 분유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신의 완전성들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 한 명칭이 부과된 바로
그것’(quae est id ad quod significandum imponitur nomen)인 ‘명칭
에서 의미된 대상’을 고려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몇몇 명칭들이 근
원적으로 그 의미 안에 어떤 양태를 구별하지 않은 채(non
concernendo aliquem modum in sua significatione) 신에 의해 범형으
로 소유된 완전성 자체를 단적으로(principaliter ipsam perfectionem
exemplatam a Deo simpliciter) 의미하기 위해 부과되었음을 발견한
다. 그리고 몇몇 명칭들은 특정한 분유의 방식에 따라 수용된 완전성
을(perfectionem receptam secundum talem modum participandi) 의미
하기 위해 [부과되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모든 인식은 신의 인
식으로부터 모사된 것이고, 모든 학문은 신적인 학문으로부터 모사된
것이다.”(I Sent 22, 1, 2)

우선 토마스가 신에 대해 적용가능한 명칭들에 대해 논의할 때,
‘의미의 양태’를 우리의 유한하고 피조물적인 인식방식과 밀접한 관
련 하에 사용한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토마스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
명하는 것을 대이교도대전 제I권 제30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하
고 있다:
[Ⅳ] “그러나 나는 언급된 명칭들 가운데 몇몇은 그 명칭이 의미하도
록 부과된 것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결함 없이 어떤 완전성을 진술
한다. 하지만 ‘의미의 양태’와의 관계 속에서는 결국 모든 명칭이 결
함에 사로잡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성을 통해 사물을 파
악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사물을 명칭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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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우리 지성은 그 인식의 시작을 감각들로부터 취하므로 감각적
사물 속에 있는 방식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감각적] 사물은
형상과 질료로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게서 형상과 형상을 가진
것은 다른 어떤 것이다.”(CG I, 30)

그러므로 토마스에 따르면 모든 명칭은 ‘의미의 양태’와 관련해서
는 신에게 적용되기에 결함을 지니고 있다.27) 왜냐하면 그 표현들의
의미는 유한한 피조물에 대한 유한한 인식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
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결함이 있는 재현이 두 가지 이유로부터 발생한
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로 그 결함은 명칭이 취해진 대
상(id a quo) 때문에 야기된다. 왜냐하면 토마스가 위에서 인용한 텍
스트[Ⅰ]에서 밝히듯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신에게 적용되는 명칭들
을 취해 온 피조물은 오직 결함이 있게만 신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텍스트[Ⅳ]의 인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결함은 명칭
을 부과하는 인간으로부터 야기된다.
명칭과 인식 방식 사이의 밀접한 연결은 바로 반대이론들의 출발점
이다. 우리가 신을 오직 불완전하게만 재현할 수 있는 그 결과들(피조
물)로부터 인식하기 때문에(obj. 2),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여기서
는 신을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서만 명명할 수 있기 때문에(obj. 2), 우
리가 신에 대해 적용하는 명칭들에는 항상 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속하게 된다(obj. 4). 그러나 토마스는 이론들에 대한 부분
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명칭과 인식방식 사이의 연결을 ‘의미의 양
태’라는 측면에만 국한시키고, 그 주제를 더욱 상세히 다루기 위해
‘의미된 대상’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도입한다.
토마스는 ‘의미된 대상’이란 표현을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 명칭이 부
과된 바로 그것(quae est id ad quod significandum imponitur nomen)’
이라는 첨가된 부문장을 통해 설명한다. 이 표현은 토마스에게서 매

27) 토마스는 이 절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지만, 제1이론에 대한
해답(I Sent 22,1,2,ad 1)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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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주 ‘그것으로부터 명칭이 부과된 바로 그것(id a quo nomen
imponitur)’과 병행하여 사용된다.28) 이 병행에서 ‘그것으로부터 명칭
이 부과된 것’은 ‘어원적인 근본의미’를 뜻한다. 토마스가 종종 도입
했던 예 ‘라피스(lapis, 돌)’에서 암시되었듯이29), 그것으로부터 명칭
이 취해진 것은 사람들이 ‘그 명칭을 가지고 의미하려는 것’과 무조
건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비록 토마스가 이 구절에서는 ‘그것으
로부터 명칭이 부과된 것(id a quo)’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구분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다. 신에 대한
명칭들은 피조물(id a quo)로부터 취해졌지만, 그것은 신의 실체(id
ad quod)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30)
우리가 분석하는 구절에서 토마스는 계속해서 ‘의미의 양태’의 측
면에서 신에 대한 명칭을 두 가지 상이한 종류로 구분한다. 신 안에
원형적으로 포함된 완전성 자체를 의미하는 명칭들과 피조물들에게
고유한 완전성들을 의미하는 명칭들이다. 우리는 아마도 첫 번째 종
류의 명칭을 ‘단순한 완전성(perfectio simplex)의 명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31) 몬딘에 의하면 토마스는 이 첫 번째 종류를 신학
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부른다.32)
이 명칭들을 구분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토마스는 계속해
서 일상적인 명칭들의 다양한 종류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다양한
28) 이 구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은 Park(1999), pp.93-97 참조.
29) 참조: I Sent 23, 1, 2; I Sent 24, 2, 2,ad 2; Pot 9, 3, ad 1; STh I, 13, 2,
ad 2.
30) 토마스는 특히 지칭이론을 활용하는 텍스트들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명칭
이 부과된 것’(id a quo)과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 명칭이 부과된 것’(id
ad quod)을 세 번째 표현 종종 ‘기체’(基體, suppositum)라고 불리는 ‘그
것에게 명칭이 부과된 것’(id cui nomen imponitur)이라는 외부대상으로
부터 구별한다. 세 번째 표현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 ‘id a quo’란 표현이 사
용될 때는 어원적 의미가 아니라 한 명칭의 지칭대상(substantia nominis)
과 구분되는 그 명칭의 의미(qualitas nominis)를 뜻한다. 이 구분에 대해
서는 Park(1999), pp.314-318 참조.
31) 몬딘[Mondin(1968), p.97]도 이 명칭을 “names of simple perfections”이
라고 부른다.
32) Cf. Ibid.,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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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방식들을 의미하는 명칭들을 예로 도입한다. 즉 한 종류 ‘인
식’(cognitio)은 그 근본적인 의미에 어떤 것에 대한 제한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과의 연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표현은 자신에 의해 의
미되는 완전성과 독립적이다. 다른 종류, 즉 ‘감각지각(sensus)’은 마
찬 가지로 인식을 뜻하지만 그 명칭을 통해서 의미되는 대상은 항상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성은 ‘감각지각’이라는 단어가 사
용될 때마다 언제나 함께 표현된다. 토마스는 이 구분을 신에 대한
명칭의 다양한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첫 번째 종류의 명칭들, 즉 신 안에 원형적으로 표현된 완전성들
자체를 의미하는 명칭들은 ‘의미된 대상’의 관점에서 아무런 불완전
성도 포함하지 않는다.33) 토마스는 예로서 ‘지혜’, ‘선함’, ‘본질’ 등
을 든다.34) 그는 신에 대한 명칭과 관련된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이
절의 핵심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Ⅴ] “따라서 완전성을 절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부여된 모든 명칭
은 신에 대해 본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 명칭들은
‘의미의 양태’의 측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의미된 대상’의 측면에서는
신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된다.”(I Sent 22, 1, 2)

이와는 달리 두 번째 종류는 ‘감각지각’의 예에서처럼 그 의미에
피조물에게 고유한 방식, 예를 들어 감각 기관과의 연결 또는 물질적
인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각하다’, ‘보다’, ‘바위’, ‘사자’ 등과
같은 명칭들은 ‘의미의 양태’의 측면에서나, ‘의미된 대상’의 측면에
서나 모두 본래적인 의미로는 신에게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명
칭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부분적인 완전성을 근거로 비유적인 의미에
서는 신에게 사용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죄’와 같이 그 근본적인
의미에 따라 결함있는 본성을 표시하는 명칭은 결코 비유적인 의미로
도 신에게 사용될 수 없다.35)
33) 참조: Pot 7, 5, ad 8.
34) 우리는 다른 구절들에서 다른 예들, 즉 ‘존재’, ‘생명’, ‘인식’(Pot 7, 5, ad
8); ‘선함’, ‘지혜’, ‘존재’(CG I, 30) 등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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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명칭종류에 대한 이러한 구분을 근거로 우리는 ‘왜 토마스
가 RS-MS 구분을 도입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이 절에서 단지
‘의미의 양태’와 관련하여 모든 명칭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
을 강조하려 한 것이 아니다.36) 오히려 그는 ‘한 명칭이 신에게 본래
적인 의미에서 언급될 수 있거나 없는가를 어떤 기준에 따라 구별해
야 하는가’를 탐구한다. 그 기준은 ‘의미된 대상’이 분유의 상이한 방
식에 종속됨으로써 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완전성인가, 아니면
신을 모사한 순수한 완전성인가 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여, ‘의미
된－것’(significatum)이라고 불리는 그 근본적인 의미 안에 ‘분유의
상이한 방식에 종속됨으로써 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완전성’이 포함되
어 있는가 아닌가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그 기준은 우리 인식에 대한
종속성 때문에 마침내 부인되어야만 하는 ‘의미의 양태’가 아니라(I
Sent 22, 1, 2, ad 1), 의미된 완전성 안에서, 달리 말해서 ‘명칭의 의
미내용’(ratio nominis) 차원에서의 차이이다.

2. 로스 해석의 부적절성 비판
위에서 분석된 텍스트(I Sent 22, 1, 2)와 관련된 부적절한 해석들
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RS-MS 구분과 유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해석
은 로스(J. F. Ross)의 해석이다. 그의 여러 번 출간된 논문에서 그는
이 텍스트를 자신의 번역과 함께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의미의 양태’라는 구절의 두 가지 다른 사용방식을 가
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37)
로스에 따르면 위에서 다루었던 우리 인식의 유한하고 피조물적인 성
격과 관련된 사용방식 이외에, ‘의미된 대상’의 완전성들(perfectiones)
35) 참조: I Sent 34, 3, 2, ad 2.
36) 이것은 텍스트[IV]에서 인용한 바 있는 대이교도대전 제I권 제30장과
병행구절들의 의도이다.
37) Ross(1970),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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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계질서에 종속되는 ‘의미의 양태’라는 다른 사용방식이 존재한
다. 그러나 실제로 토마스는 분석된 절의 본문에서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전혀 이러한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제2이론에 대한 해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Ⅵ] “비록 우리가 신을 오직 피조물들로부터 명명할지라도, 그를 항
상 피조물에게 고유한 완전성으로부터, 그것의 고유한 분유 방식에 따
라 명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성 자체에 절대적으로
명칭을 부과할 수 있다. 지성의 대상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quod
est quasi objectum intellectus) ‘의미된－것’ 안에 있는 어떤 ‘의미

의 양태’에 주목하는 일 없이(non concernendo aliquem modum
significandi in ipso significato) 말이다. 비록 ‘함께－의미된－것’ 안
에(in consignificato) 항상 그 지성의 측면에서 피조물의 방식을 수용
해야만 할지라도 말이다. 이 지성은 감각가능한 사물들로부터 적절한
‘인식의 양태’를 수용하도록 태어난 셈이다.”(I Sent 22, 1, 2, ad 2)

이 해답에서 언급된 것은 내용적으로 절의 본문에서 언급된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밖에도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그 ‘의미된－것’
안에 있는 어떤 의미의 양태에 주목하는”이라는 표현과 그 형식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동동한 “그 의미 안에 있는 어떤
양태를 주목하지 않으면서”라는 표현을 그 절의 본문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구를 로스가 ‘의미의 양태’와 동일시하는 근원
적인 의미 안에 내포된 분유방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후반
부에 해당하는 우리의 텍스트[Ⅲ]과는 달리, 여기서 토마스는 우리가
그 완전성을 발견하는 피조물들과 관련을 맺지 않고, 그 완전성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들이 관련된
완전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방식에 묶여 있음으로부터 벗어남을 통
해서 인식의 대상은 오직 그 단어에 의해 ‘의미된－것(significatum)’,
즉 하나의 완전성이 된다. 토마스가 절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분유 방식의 구분은 ‘의미의 양태’와 관련됨이 없이 고찰되는 바로
이 ‘의미된－것’이라는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 해답의 끝에서 그는 다
시 한 번, 그가 여기서 절의 본문과는 달리 오직 ‘의미의 양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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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당연히 ‘함께－의미된－
것(consignificatum)’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감각가능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조물과 연결을 놓아버리지
못한다. 로스는 “토마스는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을 두 가지 다른 방
식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토마스는 여기서 모든 ‘의미의 양태’
는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종속된다는 공통성을 강조하고 있
을 뿐이다.38)
로스는 전반적으로 (1) 약속에 따라 사용되는 표징과 (2)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라는 두 단계의 의미론의 도식에 따라 해석하려 시도
한다.39) 그러나 토마스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38) 참조: 로스[Ross(1970), p.126]는 자신의 명제를 매우 길게 설명한 후에
한 명칭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최초의 근원적인 의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신적인 인식, 인간의 인식, 동물의 인식”이라는
세 가지 다양한 방식은 우선 형용사적인 규정이 없이 중립적으로 이해된
용어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로스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의미된 대상’이
다. 그 표현의 모든 사용 방식(modi significandi)에서 공통적인 이 ‘의미
된 대상’은 그 자체로 인식의 실제적인 방식은 아니다. 인식(knowing)의
특정한 종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의 양태’는 토마스
가 신플라톤적인 위계사상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연적인 존재의 양태에 근
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로스는 토마스가 도입한 예, 신적인 인식,
인식과 감각을 이렇게 해석한 듯하다. 그러나 토마스는 적어도 그 절의
본문에서 ‘의미의 양태’(항상 단수형!)라는 표현을 로스가 기술한 것과 같
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이 예들이 도입된 맥락을 고려
해야 한다. 논의의 중심은 ‘의미의 양태’에 대한 고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 ‘명칭에서 의미된 대상’을 고려한다고 가정하면”이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미된 대상’에 놓여 있다. 더 나아가 ‘의
미된 대상’을 그의 해석에 따라 오직 모든 사용 방식에서 공통적인 것으
로 여긴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텍스트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버
릴 것이다. 버렐[Burrell (1973), p.224f.]도 로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비
적인 명칭을 “표현 도식”(expression schemes)이라고 이해한다. 버렐에
따르면 우리는 이 도식들을 다양한 경우들에 사용할 수 있는데, 비록 우
리가 그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경우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39) 로스는 그의 후기 저작에서[Ross (1981), p.165]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밝힌다: “I (sc. Ross) do not follow the same steps because I reject the
idea-in-the-mind conception of linguistic meaning, even the very
sophisticated version that Aquinas employed, and I emphasize tha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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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수용한 (1) 임의적이고 약속에 따르
는 언어적 표징, (2) 개념, (3) 정신 밖의 존재자라는 세 단계의 의미
론 도식에 따라 ‘의미된 대상’을 해석해야만 한다.40)
이상의 고찰을 통해 RS-MS 구분은 우리의 텍스트에서 토론의 차원
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절의 핵심 질문은 ‘의미의 양태’와 관련해
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의미(significatio principalis, significatum)와 밀
접하게 관련되는 ‘의미된 대상’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안에서 사용되는 인간의 인식에 종속되는 언어철학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의미의 양태’란 표현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에 속하는 신에게 사용되
는 몇몇 명칭들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불완전한 ‘분유 방식’으로부터는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Ⅲ. ‘의미된 대상’, ‘의미된－것’, ‘명칭의
의미내용’, ‘의미의 양태’의 구분
로스와 같이 최근에 이루어진 중세언어철학 연구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토마스의 텍스트만을 토대로 그가 사용하는 중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손쉽게 그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해석은 ‘사변적 문법
학’이나 중세 논리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마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 주요 개념들, 예를
들어 ‘의미된 대상’, ‘의미의 양태’, ‘의미된－것’, ‘함께－의미된－것’
등에 대한 뚜렷한 개념규정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들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 보도록 하자.
‘의미의 양태’의 기원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별도의 논문으로 다
linguistic grounds alone the continuity of meaning can be established.”
40) 이 3단계 의미론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Park(1999), pp.8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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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바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 상대개념으로 등장하는 ‘의미된
대상’을 고찰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가 ‘의미된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 지시된 외부의 개별적인
사물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그 사물의 개념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중세의 논리학자들에게서 ‘의미지시(significatio)’란 ‘특정한 단어를 통
해 한 개념을 사고 안에 현존하게 하는 기능’을 뜻한다.41) 토마스는 그
들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한다. 그밖에도 토마스는 우리의 텍스트에서
“어떤 (명칭들은) 완전성을 […] 의미하기 위해 (부과된다)[quaedam
(nomina esse imposita) ad significandum […] perfectionem]”라는 문구
를 두 번이나 사용한다. 명칭을 통해서 의미되는 완전성들은 구체적
인 개체들과 동일시되기란 매우 어렵다. 다른 구절에서 토마스는 다
의적인 표현들이 일의적인 표현들과는 반대로 여러 ‘의미된 대상들’
을 가진다고 말한다.42) 만일 ‘의미된 대상’이 의미된 개별사물이라면,
하나의 명칭이 여러 개별사물들을 지칭하는 일의성도 항상 다의성에
빠지고 말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43) 그러므로 ‘의미된 대상’은 구체
적인 개별 사물이라기보다, 보편적인 본성을 뜻한다. 그렇지만 이런
확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의미된 대상’이 본성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지성 안에 파악된 보편
적인 본성’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개별 사물 안에 있는 본성’인가?
애쉬워어스는 ‘의미된－것’(significatum)이란 표현을 정신 안에 파악
된 본성, 즉 개념(intellect’s conception)과 동일시했고, 또 ‘의미된 대
상’이란 개념을 정신 밖 사물 안에 있는 본성과 동일시했다.44) 그러
나 애쉬워어스는 그녀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전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41)
42)
43)
44)

참조: Park(1999), pp.99-117.
참조: I Sent 22, 1, 3.
참조: CG IV, 49.
Ashworth(1991a), p.52: “If one considers the way in which he [scil.
Thomas] uses the term significatum, it looks as if the significatum of
a name is the analysis (ratio) that is identified with the intellect’s
conception. […] On the other hand, res significata is used by him to
pick out natures and properties externally exe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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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토마스가 정말 두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가 하는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우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탐구해 보도록 하자.45)
우리는 토마스가 위에서 인용된 제2이론에 대한 해답(텍스트[VI])
의 끝에서 ‘함께－의미된－것(consignificatum)’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비록 함께－의미된－것 안에 항상 그
지성의 측면에서 피조물의 방식을 수용해야만 할지라도 말이다.”
필자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장에서 ‘함께－의미하다(consignificare)’
라는 표현이나 그 명사형 ‘동반의미(consignificatio)’란 표현이 세 가
지 다른 사용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즉, 1) 동사는
명사와는 반대로 항상 자신의 대상을 시간 안에 실존하는 어떤 것으
로서 ‘함께－의미한다’(아리스토텔레스, 명제론16b6), 2) 논리적인
기능어들(예를 들어 모든, 어떤, 결코 […]이 아닌, 단지 등등)은
‘syncategoremata’ 또는 ‘consignificantia’라고 불렸다.46) 3) 우리의 논
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사용방식은 사변적 문법학자들의 ‘의
미의 양태’란 표현과 깊게 관련된다. 이에 따라서 consignificatio란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와 비슷하게 사용되었지만, 동사들에만
45) 토마스가 이 절의 본문에서 단지 ‘의미된 대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반
면에 이론들에 대한 해답들에서는 여러 번 ‘의미된 대상’과 ‘의미된－것’
이라는 두 표현 모두를 사용한다. I Sent 22, 1, 2, ad 2(텍스트[VI])에서
토마스는 단지 ‘의미된－것’이란 표현만을 사용하고, 그것을 ‘지성의 대상
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quod est quasi objectum intellectus)이라는
관계절을 첨가함으로써 설명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표현이 인식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토마스가
‘[마치]∼인 것처럼’(quasi)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통해 정확한 규정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다. 이것으로 그
는 단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한에서 최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
실을 주목하게 만든다. 그 밖에도 그는 이로써, 두 개념들이 부주의하게
동일시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고자 한다[참조: Chenu
(1982), p.132]. 그러므로 ‘의미된－것’이란 표현을 인간 이해의 영역에 제
한시키는 것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46) 이 단어들은 한 진술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술의 부차적인 부분들로서 주어와 술어로 작용
하는 명사와 동사라는 주요 부분들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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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미변화나 격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의미
지시의 변형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47) 토마스는 여기서 바로 이 ‘함
께－의미하다’의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48)
그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동반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근본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토마스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미(significatum)를 부가적인 의미(consignificatum)
로부터 구분한다. 이 해답에서 그는 그가 본문에서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 사이의 구분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같은 내용을
‘의미된－것’과 ‘함께－의미된－것’이란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강조하려 한다. 이로서 그는 ‘함께－의미된－것’을 인간의 인식
방식을 통해서 부가되는 ‘의미의 양태’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미된－것’과 ‘함께－의미된－것’
사이를 구분하는 해답을 본문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강조점
이 형이상학적인 ‘의미된 대상’(텍스트[III])에서 언어철학적인 ‘의미
된－것’으로 옮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의미된－것’이란 표현의 또 다른 사용을 우리는 제4이론에 대한
해답에서 발견한다. 제4이론은 ‘우리에 의해서 부여된 모든 명칭은
신의 고귀함을 거스르는 존재조건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단지 비
유적인 의미로만 신에게 언급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토마스는 이
러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Ⅶ]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물체적인 조건이 근본적인 ‘의미된－
것’ 안에 포함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명칭은 신에 대해 오직 비유
적인 의미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의 양태’ 안에 신에게 부
합하지 않는 어떤 불완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 진
술을 거짓이나 비본래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한 것으
47) 참조: 박승찬(2009), 152-153쪽.
48) 토마스가 이 표현의 다른 사용방식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절에서도 드
러난다. 그는 제4이론에서 첫 번째 의미, ‘시간을 동반의미함’이란 뜻으로
‘consignificare’를 사용한다: “Sed omne nomen a nobis impositum importat
aliquam conditionem divinae dignitati repugnantem, ut patet in verbis,
quae consignificant tempus.”(I Sent 22, 1, 2, obj.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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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칭도 신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I Sent 22, 1, 2, ad 4)

이 해답에서 ‘의미된－것’이란 표현은 좁은 의미에서 ‘의미된 대상’
에 더 가깝다. 물체적인 조건을 포함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인
간의 지성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체 안에 있는 본성
이다. 따라서 여기서 ‘의미된－것’은 신적인 완전성을 분유하고 있는
‘구체적 개체 안에 있는 본성’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49)
‘의미된－것’과 ‘의미된 대상’이란 표현 사이의 더 밀접한 연결은
제1이론에 대한 해답에서 나타난다. 제1이론은 위－디오니시우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신에 대해 긍정되는 진술들은 부정되는 진술들과는
반대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칭도 신에 대해 본래적인 의미
에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토마스는 그 권위와의 충돌을
다음과 같이 해소한다.
[Ⅷ] “만일 명칭 안에 ‘의미의 양태’와 ‘의미된 대상 자체’(modus
significandi et res ipsa significata)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명칭은 항
상 그 둘 중에 하나에 따라 또는 그 둘 모두에 따라 신으로부터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은 신에 대해 그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만 사용
될 수 있다. 한편으로 긍정의 진리와 특성을 위해서는 그 전체가 긍정된
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와는 반대로 부정의 특
성을 위해서는 만일 둘 중에 하나만 결여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오니시우스는 단지 부정들은 절대적으로 참이지만 긍정은
오직 특정한 측면에서만 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의미의 양태’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단지 ‘의미된－것’이란 측면에서만(quantum ad
49) 만일 사람들이 애쉬워어스의 구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그들은
본문과 이 해답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본문에서는 ‘의미된 대상’과 관련하여, 주로 ‘완전성’(perfectio)과 ‘물체
적 형상’(forma corporalis)이란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해답에서는
‘의미된－것’과 관련하여 변형시켜 ‘물체적 조건’(conditio corporalis)이란 표
현을 사용한다. 정신 안에 있는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도 파악된 물체가 지
니고 있는 특성들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는, 토마스가 단순히 이론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해답에서도 사용
하여 대답한다고 보면, 아마도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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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tum tantum) 그렇기 때문이다.”(I Sent 22, 1, 2, ad 1)

여기서 ‘의미된－것’과 ‘의미된 대상’이라는 두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의미의 양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텍스트들에 대한 정확한 고찰로부터 우리는 토마스가 두 개념을,
애쉬워어스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토마스는 형이상학적인
고찰에서는 ‘의미된 대상’이란 개념을, 순수하게 언어철학적인 고찰에
서는 ‘의미된－것’이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두 요
소, 즉 정의에 의해서 포착되는 보편적인 본성과 현실적인 개별사물
안에 있는 본성 사이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토마스가 명확히 구분
하지 않지만, 이 구분은 다른 토론 맥락, 예를 들어 지칭의 세분이나
‘의미의 양태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50)
‘동반의미’란 개념이 ‘의미의 양태’란 개념과 가까워짐에서 암시되
었듯이51), 양태론자들에게서 ‘의미의 양태’란 개별적인 단어의 특수
하고 사전적 의미(ratio significandi)에 대해 우유적이다. 몇몇 양태론
자들은, 특정한 의미방식들(예를 들어 명사, 동사나 형용사 등)이 항
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급 자체의 일부로 속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유적인 의미의 양태들’과 반대로 ‘본질적인 의미의 양태’라고 부른
다.52) 그러나 이것들은 ‘의미된 내용(ratio significandi)’과 관련하여
단지 우유적인 성격만을 가질 뿐이다. ‘의미의 양태’의 이 우유적인
성격은, 신에 대한 명칭의 순수한 사전적인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의미의 양태’를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양태론
자들에게 ‘근원단어(dictio)’란 “아직 아무런 ‘의미의 양태’도 가지지
않은 단어”53)이다.
로카는 여기서 토마스와 양태론자들 사이의 커다란 차이점을 보고 있다:
50)
51)
52)
53)

이에 대해서는 Park(1999), pp.308-358 참조.
참조: 박승찬(2009), 153-154쪽.
참조: 같은 글, 156쪽.
참조: Rosier-Catach(2010); Pinborg(1967),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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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마스는 이것을 양태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서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신적 명칭이 지닌 ‘명칭의 의미내용’은
언제나 피조물적인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순수하고 고
유하게 적용되는 ‘명칭의 의미내용’을 찾아내기 위하여(in order to
come up with a ratio nominis) 결코(never) 피조물적인 양태를 잘라
낼(cut away) 수 없기 때문이다.”54)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이 절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토마스는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 사이의 구분을,
바로 문제가 되는 피조물의 ‘의미의 양태’로부터 ‘명칭의 의미내용’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 도입한다. 한 표현의 ‘명칭의 의미내용’과 ‘의미의
양태’는 ‘사태에 따라(secundum rem)’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개념적
으로(secundum rationem)’ 구별될 수 있다. 토마스 자신이 제3이론에 대
한 해답에서 ‘의미의 양태’를 ‘그것으로부터 명칭이 부과된 의미내용
(ratio a qua imponitur nomen)’과 ‘지시된 의미내용(ratio significata)’과
대비시킨다. 이에 더해 토마스는 더욱 분명하게 주장한다:
“만일 명칭 안에 ‘의미의 양태’와 ‘의미된 대상 자체’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명칭은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에 따라 또는 그 둘 모두에
따라 신으로부터 부정될 수 있다.”(I Sent 22, 1, 2, ad 1; 강조는
필자에 의함).

그가 제2이론에 대한 해답에서 피조물의 방식을 ‘함께－의미된－
것’에 속하도록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
로카는 신에 대한 모든 적절하고 긍정적인 명칭을 세 가지 관점,
즉 ‘의미된 대상’, ‘명칭의 의미내용’, ‘의미의 양태’와 관련하여 고찰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로카에 따르면 토마스와 양태론자
의 차이점은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와 연결되지 않은 ‘근원단어’(와
지시된 의미내용)의 실제적인 상태를 거부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위에서 인용된 그의 주장은, 그가 ‘명칭의 의미내용’으로부
54) Rocca(1991),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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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의미의 양태’를 분리하는(cut away)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거부하
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이 절에서 토마스에게서 나타나는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의 중요한 사용방식이 발견된다. 이 개념은
‘의미된 대상’과 대(對)가 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 개념은 완전성
을 불완전하게 재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인식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함께－의미된－것’으로서의 ‘의미의 양태’는 근
본적인 의미로서의 ‘의미된－것’과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몇몇 명칭
들 안에서 그것들의 ‘의미된－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불완전한 ‘분
유방식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분유방식들은 근본적으로 형
이상학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의미된 대상’이나 ‘존재의 양태’와
연관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명칭과 연관된 언어철학적인 차원에 속하
는 ‘의미의 양태’, ‘근원적인 의미’, ‘의미된 것’ 등으로부터 구별되어
야 한다.

Ⅳ.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 구분’과 유비
개념의 관계 확정
1. 맥키너니의 입장에 대한 비판
우리는 이제까지 고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위에서 제기되었던 RS-MS
구분과 유비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가 되었다. 본격적인 비판
에 앞서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토마스가
신학대전에서 RS-MS 구분을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STh
I,13,3에서는 ‘유비’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유비개념을 결정적으
로 규정하는 STh I, 13, 5에서는 ‘의미의 양태’란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55)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텍스트(I Sent 22, 1, 2)
55)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STh I, 13, 6에서는 RS-MS 구분을 사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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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3이론에 대한 해답에서는 명시적으로 ‘유비에 의해서’(secundum
analogiam)라는 문구가 등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이 토마스의 의
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이론에 따르면 창조된 지
혜와 신적인 지혜 사이의 차이는 ‘풀밭이 웃는다’와 같은 비유적인
사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두 요소들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이것으로부터 그 반대자는 ‘모든 명칭들은 신에 대해서 단지 비유적
인 의미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대한 토마
스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Ⅸ] “소유의 방식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는 존재의 관점에서는 풀밭의
꽃들이 인간의 웃음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것보다, 창조된 지혜가 창조
되지 않은 (신적인) 지혜로부터 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 명칭이
취해진 의미내용의 관점에서는 더 일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의미내
용은 유비에 의해서(secundum analogiam) 하나이고 신에게는 더 먼저
(per prius), 피조물들에게는 더 나중에(per posterius)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술의 진리와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부차적
으로 명칭에 의해서 인식되어야만 하는 의미의 양태(quantum ad
modum significandi)보다, 명칭 안에서 지시된 의미내용에(secundum
talem rationem significatam) 더 주의해야만 한다.”(I Sent 22,1,2,ad 3)

토마스는 논박될 이론의 첫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단지
특정한 관점에서만 그렇다. 그것은 존재가 관찰되는 한에서만 옳은 것
이다. 토마스는 여기서 한 명칭이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다는, 즉 ‘존재의 관점에서’와 ‘명칭 부과의 근거가 되는 의미내용의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
차이를 기초로 하여 토마스는 “단순한 완전성(perfectio simplex)을 표
시하고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의 의미내용들이
서로 부합하는 것이 비유적인 사용에서의 의미내용들끼리 부합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주장의 근거를 유비에서 찾
이는 이 구분을 통해 ‘유비’를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차적－내
지－후차적－의미지시’라고 규정된 ‘유비’의 선차성과 후차성을 더욱 명확
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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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의미내용은 유비에 의해서 하나이고 신에게는
더 먼저, 피조물들에게는 더 나중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그는 여기서 유비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맥키너니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RS-MS 구분을 가지고 유비를 설
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유비에 대한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텍스트가 있다. 토마스
는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지혜’라는 명칭을 설명하는 STh I, 13, 5
에서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Ⅹ] “이렇게 ‘지혜’라는 명칭을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의미된 대상’을 제한하면서 파악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신에게 대해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이와는 달리, 의미된 대상을 파악
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리고 명칭에 의한 의미지시를 초월하는 것으로
서 남겨둔다.”(STh I, 13, 5)

이 구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토마스가 한 명칭이 신
과 피조물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미하고 있다
는 것을 통해서 두 개의 다른 ‘의미의 양태들(modi significandi)’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56)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세 관점들, 즉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
명칭의 의미(ratio nominis),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 등을 주
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I, 13, 5에 나오는 “의미된 대상을∼로서(rem significatam
ut∼)”라는 문구를 토마스가 일반적으로 의미의 양태들의 차이를 표현

56) 이 질문은 핀보오그가 훌륭한 요약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셸텐(Schelten)
의 견해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대답되는 것처럼 보인다: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를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의 양태란 한 명칭으로
표현된 어떤 완전성에 대한 우리 표상의 유한하고, 제한되고, 피조물적인
형태지만, 그 단어로 표현된 본래적인 완전성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의미된 대상’이란 반대로 순수한 완전성 자체이다.” G. Scheltens, Die
thomistische Analogielehre und die Univozitätslehre des J. Duns
Schotus. Werl 1965, p.323. [Pinborg(1967), p.39, n.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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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을 의미지시한다”(significat∼ut
∼)라는 문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토마스는 STh I, 13, 5의 인
용을 신과 피조물에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동일한 의미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일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절
에서 ‘의미된 대상’이라는 개념을 그것에 일반적으로 대구를 이루는
‘의미의 양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명칭의 의미내용(ratio nominis)의 차원을 ‘의미의 양태’의 차원으
로부터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가 여러 곳에서 ‘함께－의미된
－것’ 또는 ‘동반의미’의 영역에 속하는 ‘의미의 양태’를 서로 다른
‘분유의 양태들(modi participandi)’을 표현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보통 그가 ‘명칭의 의미내용’과 동일시하고 있는 ‘의미
된－것(significatum)’으로부터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내용들
(rationes)의 차이를 ‘의미의 양태’를 가지고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
다. 그 이외에도 우리는 I Sent 22,1,2,ad 3에서의 인용(Text [VIII])의
도움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만일 유비적인 표현들
이 신에게 적용되는 진술의 진리와 특성을 사람들이 찾는다면, 그 표
현된 의미내용(ratio significata)이 ‘의미의 양태’보다 더욱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맥키너니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
리는 여러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57) 토마스가 많은 곳에서 ‘건강’이
57) 맥키너니가 자신의 주장을 위한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구절에서
도, ‘의미의 양태’ 개념이 아니라 ‘서술의 양태(modus praedicandi)’라는 개념
이 사용된다. 참조: I Sent. 22, 1, 3, ad 2: “Dicendum quod aliter dividitur
aequivocum, analogum et univocum. Aequivocum enim dividitur secundum
res significatas, univocum vero dividitur secundum diversas differentias;
sed analogum dividitur secundum diversos modos. Unde unicuique
generi debetur proprius modus praedicandi. Et quia in divinis non
salvantur nisi duo genera quantum ad rationem communem generis,
scilicet substantia et ad aliquid; ideo dicuntur in divinis duo modi
praedicandi. Unumquodque autem genus dividitur univoce in species
contentas sub genere, et ideo speciebus non debetur proprius modus
praedicandi. Et propter hoc quamvis quaedam contenta in praedicamento
qualitatis dicantur de Deo secundum rationem speciei, non t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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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예를 유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RS-MS 구분을 유비와 관련
하여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이 구분을 통해서 ‘건강’
의 예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 이외에도 토마스는 페트루스 히스파
누스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의미의 양태’와 ‘동반의미의 양태’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의 양태’란 개념은 종종 문법적인 ‘의미의 양태’와 밀접한 관계
에 놓여 있다.58) 비록 둘 사이의 연결이 필요할 때에만 명시적으로
언급될지라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키너니의 해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애쉬워어스의 비판에 공감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아퀴나스가 ‘건강한’이란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토
론들을 보거나 보통 품사의 구분으로서 사용되는 문법적인 형태를 고
려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양태들(modi significandi)’을 보거나 이상한
해석이다.”59)

2. ‘사변적 문법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자들의 부적절한
해석들
우리가 앞서 분석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비판했던 로스와 맥키너니
의 가장 큰 취약점은 토마스 시대 이전과 동시대에 발전했던 언어철
학적 내용, 특히 ‘사변적 문법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거나, 제
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들도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의미된 대상’ 또는 ‘의미된－것’, ‘명칭의 의미내용’, ‘의미의 양태’ 또
는 ‘함께－의미된－것’의 차이나는 영역을 혼동함으로써 많은 혼란에
afferunt novum modum praedicandi, etsi afferant novam rationem
significandi. Unde, quamvis in Deo non sint nisi duo modi praedicandi,
sunt tamen plures rationes significandi secundum quas divina nomina
multiplicari possunt.” 그러나 ‘서술의 양태’는 ‘의미의 양태’와 무조건 동
일시 될 수는 없는데, 토마스에게서 전자는 후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58) 참조: 박승찬(2009), pp.161-168.
59) Ashworth(1991a),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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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버렸다. ‘RS-MS 구분’과 ‘유비’ 개념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몇 가지 부적절한 해석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핀보오그는 ‘사변적 문법학’에 대한 해
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학자들
중에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이 최초로 언급된
것을 보에티우스에게서 발견한다.60) 보에티우스는 한 곳에서 그 개념
을 다의적인 표현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의미상의 차이들을 표현
하기 위해 사용한다.
“말의 구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다의성이니 애매모호
성과 같이 다양한 의미들로 구분된다. […] 그러나 다른 방식은 ‘양태
에 따른 것으로(secundum modum)’, 즉 이것은 다수의 것을 의미하지
는 않지만 다양한 양태에 따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한자’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한 사물을 의미하지만, 그 끝은 발견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말은 그 자체로 다수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일한 것에 대해 다양한 양태로 서술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는 그
자체로 의미하지만, 다른 방식은 규정에 따라 의미한다.”61)

다른 장소에서 그는 이 개념을 명사와 동사 사이의 아리스토텔레
스적인 구분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을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한다.62)
60) 참조: Pinborg(1967), p.30.
61) Boethius, De divisione, PL 64, 888D-889A: “Fit autem vocis divisio
tribus modis. Dividitur enim in significationes plures, ut aequivoca vel
ambigua […] Alio autem modo secundum modum, haec enim plura
non significant, sed multis modis, ut cum dicimus infinitum, unam rem
quidem significat, cuius terminus inveniri non potest. […] Sic igitur
haec vox non plura significat secundum se, sed multimode de singulis
praedicatur, unum tamen ipsa significans, alius vero modus secundum
determinationem.”(Ibid., n.36에서 재인용)
62) Boethius Commentarii in librum Aristotelis Per hermeneias. Editio
secunda, ed. Karl Meiser, Leipzig 1880, 57, 6-10: “Aliud est enim significare
tempus, aliud consignificare. Verbum enim cum aliquo proprio modo
tempus quoque significat: ut cum vel agentis vel patientis modum
demonstrat, sine tempore ipsa passio vel actio non profertur.”(Ibid.,
n.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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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보오그의 설명들로부터, 보에티우스에게서 ‘의미의 양태’란 개념은
전문용어가 아닌 단지 일상적인 언어이고 우연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
실이 드러난다. 핀보오그에 따르면 이렇게 비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
던 ‘의미의 양태’가 전문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중반의
콩슈의 윌리엄(Wilhelm von Conches, 1130년경에 활동)과 페트루스
헬리아스(Petrus Helias, 1140-50년경에 활동)에 이르러서였다.63) ‘의
미의 양태’에 대한 이러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도 핀보오그는 “유비
적인 개념들에서는 […] 의미된 대상들은 어쩐지 동일한 것이고 의미
의 양태만이 다를 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주장은 매우 불분명한데 주의할 것은 그의 주장이 처음으로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이 나오는 보에티우스의 구절을 일부 잘못 해
석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보오그는 무엇보다도 그 개념
이 “우리가 유한한 것을 의미하는 다양한 방법(따라서 다의적 개념에
대한 논의가 관건이다)”64)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뮐러(K.
Müller)에 따르면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
“첫째, 여기서 ‘양태(modus)’란 바로 다의적인 표현들과 관련되지 않
은 의미 변화의 수단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다른 방식
은’[alio modo]!). 둘째로 ‘무한자(infinitum)’는 단지 예를 나타내기 위
해 도입되었고, 그래서 그 텍스트는 결코 무한자에 대한 명칭을 다루
고 있지 않다.”65)

또한 핀보오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이론의 핵심텍스트 중에
하나(Ver 2,11)를 이용하여 비슷한 시도, 즉 그 개념의 도움으로 유
비의 첫 번째 유형(비례, proportio)을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유비의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의성과 지칭
(suppositio)에 대한 토론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이
63) 참조: Fredborg(1973), p.28.
64) Pinborg(1967), p.30.
65) Müller(1983),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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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한편으로 일의적이고 한편으로 다의적이다. 이것은 항상 사물
의 동일한 특성을 지시하는 한에서 일의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
은 다양한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를 통해서 지시된 특성의
다양한 실존방식을 ‘함께－의미하기(mitbezeichnet)’ 때문에 다의적이
다.”66)

그렇지만 그의 해석은 그 텍스트에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도
리어 의심스럽다.67) 왜냐하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이 전체 절(Ver
2, 11)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스스로 같은 단락
에서 “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이 유비와 관련해서 커다란 어려움
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유비적 서술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양태’라는 것을 사물화시키지 않고
‘양태’와 같은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68)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 문제에 관해 주목할 만한 저술을 남긴 뮐
러는 사변적 문법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로스나 핀보오그의 부
적절한 해석을 비판하며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의미의 양태’에 대해
부정확한 해석을 내린다.
“바로 토마스가 그렇게－거의 전문용어에 해당되는－문법적이고 의미
론적인 범주로서의 ‘의미의 양태’를 유비문제에 도입하기 때문에, 토
마스가 생각하는 ‘의미의 양태’와 문법학자들의 ‘의미의 양태’ 사이의
구분은 졸리베(J. Jolivet)가 기술했던 것과 같이 결코 단지(bloß) 관심
의 차이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범주를 가지고 도달하고자
하는 인식의 성과는 양편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점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문법학자는 언제든지 ‘의미의 양태’를 구체적인 언어재료를 가지고 설
명할 수 있다. […] 이와는 달리 토마스에 의해 신학 안에서 사용된 양
66) Pinborg(1972), p.101.
67) Ver 2,11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승찬(1999b), 205-210쪽 참조.
68) Pinborg(1972), pp.1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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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들은 일체의 예가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기 때
문에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다.“69)

비록 뮐러 자신이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의 발전에 대해 자신의
논문에서 요약을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해석에서 역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뮐러의 사고 과정과 설명들로부터 우리는 토마스가
이미 완전히 발전한 ‘의미의 양태 이론’을 신학에 도입했던 것과 같
은 인상을 받게 된다. 양태론자들의 이론은 1270년대에 집필된 일련
의 작품들에서야 완성되었기 때문에70), 우리는 토마스가 기껏해야 이
이론의 초기 발전과정을 알았을 수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인
은 앞의 논문에서 그가 이 이론을 직접적으로 알았을 것에 대해 의
구심을 표현했다.71)
두 번째로 그 둘 사이의 관심에 대한 차이는 ‘단지(bloß)’라는 단어
를 통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토마스가 얼마나 경제적
으로 구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논증
의 목적이 토마스에게서 이 질문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추측할 수 있다.72)
세 번째로 구체적인 언어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관
련된 대비도 또한 사태에 완전히 맞지 않는다. 실제로 양태론자들은
항상 예를 도입하고, 지시된 대상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어적인 형
식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토마스가 신학 안에서 사용한 의미의
양태를 위한 예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토마스가 다른 많은
구절에서 예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73)
69)
70)
71)
72)

Müller(1983), p.99.
박승찬(2009), 156쪽; Rosier-Cathach (2010).
박승찬(2009), 182-183쪽.
그 둘 사이의 관심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승찬(2009)과 본 논문의 맺음말
참조.
73)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STh I, 13, 3의 경우, 그의 추정과는 달리 이미 I,
13,1,ad 2 & ad 3에서 문법적인 형태의 예들을 제시한 바 있다. 더 나아
가 스코오트[Schoot(1993a), p.50]는 토마스가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한다
는 사실을 주목하게 만든다: “[…] the very first question afte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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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인 양태의 언어적인 다양성은 뮐러에 따르면 토마스에게서
두 가지로 축소된다:
“소위 ‘신적인 양태’와 ‘피조물의 양태’가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과 대비하여 지극히 불분명한 부정을 통해서만 형식
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의미의 양태와 관련해서는 신에 대해 고유
하게 언급되지 못한다’(STh I, 13, 3)”74)

‘신적인 양태/피조물의 양태’란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토마스에 따르면 피조물적인 양태 이외에 다
른 ‘의미의 양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적인 의미의 양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토마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더 탁월
한 방식에 따라(secundum eminentiorem modum)’ 또는 ‘더욱 고유하
게(magis proprie)’와 같은 표현은 ‘의미의 양태’가 아니라 ‘의미된 완
전성들’이나 ‘의미된 대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더 탁
월한 방식에 따라’(I, 13, 3) 또는 ‘그렇지만 어떠한 피조물도 신 안
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에 따라 저 완전성을 수용할 수 없다’
라는 표현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카의 정확한 설명에 주
의해야 한다:
“토마스가 신에 대해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에는 […] 우
리는 그가 느슨하게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신의 무한성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엄격한 형태의 양태를
소유하는 것을 신에게서 미리 배제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75)

그러므로 피조물적인 ‘의미의 양태’의 부정으로부터 ‘신적인 의미

13 shows how Aquinas, according to the rule set, in a very concrete
way distinguishes the mode of signification and the signified thing in
predication ‘knowledge’ (scientia) of God: STh I,14,1,ad1 […]” 참조: CG
I,30; STh I,39,4 & 5.
74) Müller (1983), p.99.
75) Rocca (1991),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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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태’를 도출해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로부터 필자에게는 이 맥락과 관련된 뮐러의
해석이 내리는 결론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이러한 신학적인 맥락에서 ‘의미의 양태들’을 실재적이고 경험적으로
규정되는 범주로 이해하는 일은 사람들이 침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마침내 실패로 판결을 받게 된 시도에 빠지고 만다.”76)

위에서 살펴본 학자들 대부분이 ‘의미의 양태’라는 표현이 사용되
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반면, 부어스
마이어(K. Buersmeyer)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하는 ‘의미의 양태’
라는 표현을 사변적 문법학에서 사용하는 같은 표현과 철저히 비교함
으로써 많은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해 준다. 그에 따르면 양태론자들
이 ‘의미의 양태－인식의 양태－존재의 양태’ 사이의 구조 동일성
(isomorphism)에 치우친 반면에, 토마스는 ‘의미의 양태’ 안에 ‘존재
의 양태’로부터의 반향이 드러날지라도 이 반향이란 불완전하고 매우
주의깊게 고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77) 이러한 지적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언어적 차원인 ‘의미의 양태’로부
터 ‘존재의 양태’나 존재론적 차원의 특성들을 유추해 내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풍부한 배경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S-MS
구분을 너무 성급하게, 토마스가 훨씬 더 즐겨 사용하는 ‘사태에 따라
(secundum rem)’와 ‘개념[또는 의미내용]에 따라(secundum rationem)’이
라는 구분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신의
진술에 대한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유비’의 기본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념에 따라(secundum rationem)’가 무엇이고 ‘사태에 따라(secundum

76) Müller (1983), p.100.
77) 참조: Buersmeyer (1987),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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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과－문법적인 맥락에서의 이와 등가적인
구분, 즉 신에 대한 진술의 ‘의미의 양태’와 그 ‘의미된 대상’ 사이의 구분
－은 ‘명제집’ 주해제I권 전체에 걸쳐 매우 자주 사용되었고, 신에 대한
서술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의 후기 작품들 모두에서 핵심구분으
로 남아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과 피조물 모두에 대한 동일한 명칭이 고유
하게 서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는 유비(analogy)에 대해 그가 말해
야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다.”78)

우리는 ‘의미의 양태’라는 개념이나 RS-MS 구분을 토마스가 신에
관련된 진술과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실의 인정이 RS-MS 구분이 ‘개념에 따라－사태에 따
라’ 구분과 등가이거나, 더 나아가 ‘유비’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RS-MS 구분과 ‘개념에 따라－사태에 따라’ 구분은 모
두 인간의 인식차원과 존재론적인 차원 사이의 구분에 근거하고 있
다. 그러나 ‘개념에 따라－사태에 따라’ 구분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
미로 그것이 언어와 관련된 차원이든 단지 개념과 관련된 차원이든
관계없이 정신 밖의 사태와의 차원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며, 여기서는 ‘주된 의미내용’ 차원과 이에 부가되는 ‘동반의미’의 차
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토마스는 이러한 매우 포괄적인 의
미로 자신의 전 작품에서 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엄격히 말
해서 ‘명칭의 의미(ration nominis)’와 ‘의미된 대상’ 사이의 구분과
관련된 것이지 RS-MS 구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79) 이 구분들을 충
분히 구별하지 못하면, 본질과 존재가 일치하는 신에게 사용되는 모
든 단어가 동의어로 착각되거나80), 같은 정신적인 개념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품사의 단어들을 구별할 수 없는 등 엄청난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의 양태’의 차이는 주된 의미의 변화
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을 나타내는 동반의미 차원에 있
는 ‘양태’의 차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어스마이어는 사변
78) Ibid., pp.83-84.
79)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과 상세한 설명은 Park(1999), pp.119-128 참조.
80) STh I, 13, 4와 이에 대한 분석은 박승찬(1999a), 192-1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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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법학자들이 강조했던 구조 동일성(isomorphism)에 대해서만 관
심을 가지고 비판할 뿐, 그것이 동반의미(consignificatio)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
다. 따라서 토마스의 유비 개념을 해석하는 면에서는 불충분한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언어적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존
재의 특성들을 찾아내려는 현대판 ‘구조 동일성’ 주창자들의 성급한
결론들을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부어스마이어의 논문이 일부 불충분한 설명을 포함하더라도 ‘의미
의 양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토마스를 읽고 있다면,
최근에 발간된 테 벨데(Te Velde)의 글은 중세 언어철학에 대한 지식
이 거의 없이 이전 토마스 연구가들의 분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RS-MS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의 이러한 범주적으로
차이나는 구조와 관련된다.”(p.60)81)
“(현세에서) 우리에게 신에 대한 의미있는 진술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의미의 양태’와 ‘의미된 대상’ 사이의 긴장 관계, 즉 그 명칭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범주적 의미내용과, 그 명칭들이 그 의미를 신에
게서 가지고 있는 초월적 의미내용 사이의 긴장관계이다.” (p.75)

테 벨데의 이러한 설명들은 토마스 특정 텍스트로 부터 이해한 내
용을 정식화한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개념들이 그 밖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더욱이 그가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유비 개념 자체에 대한 진술에서도 ‘선차적－내지－후차적
(per-prius-et-posterius)-의미지시’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설명(STh I, 13, 6)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못하다.82) 위와 같은 성급
한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은 RS-MS 구분을 신에 대한 진술에서 사용
하는 토마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1) Te Velde(2005), p.60.
82) 이에 대해서는 박승찬(1999a), 199-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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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유비 개념 이해의 편협성은 그가 토마스가 사용하는 예 중에
서 중요성을 차지하고 이는 비례적 유비(analogia proportionalitatis)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주적, 초범주적 차원의 구별로 유비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설명 방식은 비유적인 언어 사용도 불완전한 유비라고 보는 토
마스의 설명83)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RS-MS 구분을 가지고 유비를 해명하려는 테 벨데식 설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비 진술의 전제가 되는 부분과 실제 사용방식을 충분
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형이상학적 전제가
되는 신과 피조물의 분유 관계와 인식론적인 전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84) 즉, 유비가 신과 피조물의 근본적 차이를 부여한다기보다, 그
런 성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과 피조물에게 동일한 단어를 사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유비적 사용에 근거해
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 RS-MS 구분
을 직접적으로 유비 논의(STh I,13,6)에 도입하는 토마스의 의도이다.

Ⅴ. 맺음말
우리는 이제까지의 고찰들을 토대로 우리는 머리말에서 언급된 질
문(A)에 대해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에 앞서 다시 한 번 RS-MS 구분이 유비에 관한 토
론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짧게 이
구분이 실제로 유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학대전의 한 구절(STh
I, 13, 6)의 마지막 단락들을 살펴보겠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명칭에 의
83) 참조: I Sent 19, 5, 2, ad 1; STh I, 13, 6.
84) 지엽적으로는 테 벨데가 의미론적인 설명과 형식논리적인 설명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형식논리적 차원과는 달리 의미
론에는 근본적으로 이해와 존재의 차원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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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미된 대상에 관한 한 피조물에 대해서보다는 신에 대해 더 먼저
[명칭들이] 말해진다. 그것은 이런 유(類)의 완전성들이 신으로부터 피
조물에게로 흘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칭의 부과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인식하는 피조물에게 더 먼저 그런 명칭을 부과한다. 위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이런 명칭들이 피조물에게도 적합한 의미의 양태를 갖
는다.”(STh I, 13, 6)

단순한 완전성(perfectio simplex)을 뜻하는 유비적인 명칭이 신과
피조물에게 사용되게 된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선차적－내지－
후차적－관계들’이 있다: ‘의미의 양태’의 관점에서는 피조물이 신보
다 더 먼저이지만, ‘의미된 대상’의 관점에서는 신이 피조물보다 더
먼저인 것이다. 그러므로 RS-MS 구분은 ‘선차적－내지－후차적－의
미지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비문제 자체로 성급하게 동일시되거
나, 신과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유비적인 명칭들의 사용에 있어서 고
려되지 않고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RS-MS 구분과 유비개념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서는 우리가 위에서 확정한 바 있었던 (i)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
(ii) ‘의미된－것(significatum)’ 또는 ‘명칭의 의미(내용)(ratio nominis)’,
(iii)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라는 세 관점을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85)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은 명칭의 의미변화가 다양한 관점에서 일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함으로써 명확하게 답변될 수 있다. 유비개
념이란 그 의미변화가 (ii’) ‘의미된－것’이나 ‘명칭의 의미내용(ratio
nominis)’, 더 정확히 말해서 ‘근원적인 의미(significatio principalis)’
의 관점에서 일어난 것이다. 즉 이 차원에서 한 대상에 대해서는 본
85) 그러나 토마스는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세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그는 맥락의 필요에 따라 각 두 요소들이 심지어는 단 한 요소만
을 다른 구분을 통해서 더욱 심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마
스는 우리의 텍스트(V), 즉 I Sent 22,1,2,ad 2와 병행구절 STh I,13,3,ad
3에서 ‘의미의 양태’를 ‘명칭의 의미’라는 뜻의 ‘의미된－것’으로부터 명확
하게 구분한다. 그 이외에도 우리의 텍스트 (III)과 (VII), STh I,13,3&6에
서 RS-MS 구분을, STh I,13,4에서는 ‘의미된 대상’과 ‘명칭의 의미내용’
의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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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적이고 선차적으로(per prius),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는 선차적인
하나의 대상과 관련하여(하나와 관련된 진술) 후차적으로(per prius)
사용될 때에 유비개념이 탄생한다. 그러나 명칭의 의미변화는 (iii’)
‘의미의 양태’와 관련된 차원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
우에는 ‘동반의미(consignificatio)’의 차원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뿐,
그 ‘근원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86)
토마스가 ‘의미의 양태’를 ‘유비’라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 도
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이 개념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
하는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가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에는 때때로 묘사에 있어서 전혀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
거나 두 요소들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치환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마스는 ‘의미의 양태(modus significandi)’에
대구가 되는 용어로서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개념이나 관용구를 사용
하고 있다: i) ‘의미된 대상’(res significata-I Sent 22, 1, 2; STh I, 13,
3외 여러 곳), ii) ‘이런 종류의 명칭들이 의미하는 바로 그것’(id quod
significant (huiusmodi) nomina-STh I, 13, 3; I Sent 23, 1, 3) 또는 ‘명
칭을 통해 의미된 바로 그것’(id quod significatur per nomen-STh I, 13,
3, ad 2), iii) [근원적] 의미([principalis] significatio) 또는 ‘의미된－
것’(significatum-I Sent 22, 1, 2, c & ad 4; 이 경우에 그는 modus
significandi란 개념을 consignificatio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iv)
‘의미된 완전성’(perfectio significata-STh I, 13, 3); v) ‘명칭의 부
과’(impositio nominis-I Sent 24, 2, 2, ad 2), vi) 동반의미와 의미
(consignificatio & significatio-I Sent 18, 1, 2), vii) ‘지칭의 양태’(modus
supponendi-I Sent 26, 1, 1, ad 5). 그가 이처럼 개념들을 자유롭게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서는 항상 토론의 맥락과 논증의 목적에 주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87) 실제로 토마스는 신에 대한 진술 가능성
86) 이 논문에서는 언급되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변화는 지칭이
론(theory of supposition)에서 확장(ampliatio)과 제한(restrictio)이라는 전
문용어를 통해 표현되는 외연(Extension)의 관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Park(1999), pp.231-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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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유비 개념 사용에서는 단 한 번도 RS-MS 구분
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신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는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더라도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88)
이상에 요약해 본 바와 같이 토마스는 RS-MS 구분과 유비 개념을
모두 신에 대한 진술 가능성을 정초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결코 이
구분을 가지고 유비개념을 설명하려 한 바가 없다. 더욱이 ‘선차적－
내지－후차적－의미지시’라고 규정될 수 있는 유비는 한 단어의 ‘근
원적 의미’나 ‘의미내용’과 관련된 것이지 이에 수반되는 ‘의미의 양
태’의 차원으로부터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RS-MS 구분
을 가지고 유비개념을 규정하려고 시도했던 핀보오그나 맥키너니, 또
는 후대의 다른 추종자들(부어스마이어나 테 벨데)보다 이 둘 사이의
역할을 구분하고, RS-MS 구분을 신에 대한 진술가능성의 보조 수단
으로 인정했던 애쉬워어스가 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의 견
해는 마치 ‘RS-MS 구분이 유비에 관한 토론에 있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구분은 유비적인 표현들이 신에게 적용될 때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일한 표현들이 신과 피조물에 대해서 말해
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신에게 적용될 때에 유비개념을 더 명확
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S-MS 구분이 지닌 의미는 보다 큰 맥락에서 그가 이를
87) 참조: Rosier(1995), p.146.
88) 이 두 가지가 본래 서로 다른 관심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토마스
이후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에서도 드러난다[참조: Marenbon (1993),
p.143]. 우리는 뮐러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토마스가
이미 완전히 발달한 사변적 문법학의 ‘의미의 양태 이론’을 받아들인 것
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신학적인 논의
들이 ‘의미의 양태’나 ‘지칭’ 등의 전문 용어들을 더욱 상세하게 연구하도
록 하는 자극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사변적 문법학자들은
‘유비’와 관련된 논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의미의 양태’를 별도의 영역에
서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들이나 후대의 양
태론자들에게서는 토마스가 유비개념을 통해 강조했던 ‘의미의 양태’가
‘인식의 양태’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제한성을 지닌다는 중요한 통찰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참조: Buersmeyer (1987),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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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분명해질 수 있다. 토마스가 이를 즐겨
사용하는 신에 대한 진술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토마스는 명칭을 부과하는 행위와 인간의 인식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
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개념적으로 포착한 한에서, 어떤 것을 명명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느님을 피조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적인 가능성은 ‘의미의 양태’와 ‘인식의 양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직접적인 연결을 강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왜냐
하면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통해 체험 가능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자기 본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이 지상 생활에서 본질적으로 직
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의 양태’가 항상 ‘인식의 양태’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명칭은 신에게 사용될 때에 결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가 원인론(Liber de causis, prop. 6)에서 취한 “모
든 명칭은 그 의미에 있어서 신에게 사용되기에 불충분하다”(omne
nomen deficiat a significatione divini esse: I Sent 4, 1, 2)라는 문장
을 ‘의미의 양태’에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의미의
양태에 관한 한, 모든 명칭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Quantum ad
modum significandi, omne nomen cum defectu est).” (CG I, 30)
우리는 유사한 제한을 僞디오니시우스로부터 취한 세 가지 진술방
법 중의 ‘부정적인 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결함이 단지 ‘의미의
양태’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스에 의하면 몇몇의 명칭들은 고
유한 의미에서 신에게 대해 말해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STh
I,13,3). 토마스는 이러한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데, 그것은 ‘의미의 양태’와 종종 ‘의미된 대상’이라
고도 불리는 ‘근원적인 의미(significatio principalis)’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의미의 양태’를 초월하는 것이다.89)
89) 참조: I Sent 4, 1, 2: “[…] 그럼에도 불완전함에 속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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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마스는 신에게 대한 서술에서 ‘의미의 양태’를 초월하라
는 부정적인 요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적어도 한 특정한 ‘의미의
양태’가 한 단어가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 항상 그것과 연결되어 있
고, 각각의 ‘의미의 양태’는 어떤 한 특정한 관점에서, 예를 들면 구
체적인 의미의 양태는 완전성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의 양태는 단순
성 때문에 등등 신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STh I,13,1,ad 2), 그
는 ‘의미의 양태’란 개념을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신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 예들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는 ‘의미의 양태’를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와 혼동해서도 안 되고, ‘의미의 양태’로부터
‘의미된 대상’의 특성을 추론해 내서도 안 된다.90)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유비’가 ‘근본적 의미’ 또는 ‘의미내용’의
변화와 상관관계에 주목했다면 ‘RS-MS 구분’은 한편으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완전성이나 이에 수반되는 ‘존재의 양태’와, 다른 한편으
로 인간의 ‘인식의 양태’와 이에 의존하고 있는 ‘의미의 양태’가 혼동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RS-MS 구분과
유비개념은 하나가 다른 한쪽으로 환원되거나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신에 대한 올바른 진술 가능성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었던 것이다.
유비 개념의 사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도입된 다른 구분을 가지고 유비 개념을 설명하려 하거나, 이를 유비
이론에 포함시켜 비대한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완결된 체계를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맥락에 적합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토
써, 우리는 그 두 명칭들을 모두 신에게 사용한다.”
90) 토마스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RS-MS 구분에서는 ‘사물 안에 있
는 본성’(res significata) 내지 ‘지성 안에 있는 본성’(significatum)이 ‘의
미의 양태’와 대를 이루고 있는지는 부차적이다. 토마스는 두 개념을 엄
격한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서로 교환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신에게 사용되는 명칭들은 ‘동의어’인가”(STh I, 13, 4), 또는 유
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에서는 ‘사물 안에 있는 본성’과 ‘지성에 의해
취해진 본성’ 사이의 구분은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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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의 의도91)를 이해하는 데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
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구들의 자유로운 사용이야말로 열린 사상가
로서의 토마스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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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inction Between a “Signified Thing” and a
“Mode of Signifying” and the Concept of
“Analogy”

Park, Seung-Chan
The main tools that Thomas Aquinas accepted from medieval language
philosophy are the “distinction between a signified thing (res significata)
and a mode of signifying (modus significandi)” (=RS-MS-distinction) and
the concept of analogy. He frequently used these tools in his works, for
example, Summa Theologiae. Among modern scholar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RS-MS-distinction and the concept of analogy as
proposed by Thomas Aquinas?” Thomism experts and recent scholars
dealing with these themes were unaware of the latest research in medieval
language philosophy, and consequently some Thomists misinterpreted the
texts of Thomas. Therefore, in this paper I critically analyze the main
texts of Thomas (I Sent 22,1,2; STh I,13,1-6 etc.) and investigate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se texts. I als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RS-MS-distinction and the concept of analogy. Through analysis I
show that in the case of changing the “mode of signifying” the “principal
meaning” of a word is not changed, but only in the dimension of
consignification does the change occur. Consequently, if the analogy that
is “per-prius-et-posterius-signification” draws attention to the 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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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al meaning,” the RS-MS-distinction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 in the ontological dimension or “mode of being” and
the human “mode of understanding” and the following “mode of
signifying.” Accordingly, the RS-MS-distinction and the concept of
analogy should be treated as distinct concepts as each has its proper role
as a tool used in the ceaseless efforts to make correct statements about
God.
Keywords: Thomas Aquinas, Analogy, Principal Meaning,
res significata, modus significan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