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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
－영혼론 3권 3장을 중심으로－

전 헌 상

【주제분류】서양고대철학, 심리철학
【주요어】판타시아, 판타스마, 이미지, 감각지각, 지성
【요약문】이 글의 목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 개념을 둘러싼 불명확
성과 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의 설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판타시아에 관해서 가장 집약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DA III. 3
에 초점을 맞추어, DA III.3내에서 드러나는 비일관성과 균열의 원인이 무엇인
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DA III. 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그곳에서의 판타시아
론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누스바움(Nussbaum)과 스코필드
(Schofield)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DA III. 3의 후반부가 사실상 판타시아에 관한 한, DA전체를 관류하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바
탕 하에서, 필자는 마지막 단락에서, 감각지각에서의 판타시아의 역할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DA III.8과 9에서의 두 단락을 검토하고, 각각에 대한 해석
을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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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판타시아(phantasia)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
이다. 그것은 다양한 심리적 현상의 설명에 등장한다. 감각적 착오, 기억,
꿈, 운동, 추론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판타시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론 중 가장 불명확한 부분이기도 하다. 판타시아가 다양한 심리적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판타시아가 무엇
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심리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들 자체가 종종 모호하고
파편적이기 때문이다. 판타시아에 관한 가장 집약된 논의가 발견되는 영
혼론 3권 3장—이하에서는 DA III. 3으로 약칭한다—으로 눈을 돌려도
이해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이 그 속에서 단일하
고 일관된 판타시아 개념을 구성해내는 데 어려움을 토로한다. DA III. 3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을 통일시키는 원리는 느슨해 보인다.1)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은 기껏해야 ‘느슨하게 짜인 가족 개념’에 불
과하다.2)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은 단일한 관심사에서 출발한 일관
된 체계라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관찰들의 모음에 가까우며, 이것들은 종종
비일관적으로 보이고 길이와 전문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DA III.
3에서조차도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내적으로 비일관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확정된 판타시아론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 곳에서
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의 논의를 설명할 수도 없다.3)
이 글의 목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
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의 설명을 제안하는 것
이다. 그의 판타시아 개념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다양한 저작들에 대한 논
의가 요구되는 만큼 단일한 논문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기에는 과도한 과
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타시아에 관해서 가장 집약된 논의
1) “…a disjointed look, its principle of unity being a loose one (Hamlyn, 1968, 129)”.
2) “a loosely‐knit family conception (Schofield, 1992, 252)”.
3) Nussbaum, 197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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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고 있는 DA III. 3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된
대로, DA III. 3 내에서조차도 말끔하게 통일된 판타시아론을 구성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필자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글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일은 DA III. 3 내에서 드러나는 비일
관성과 균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DA III. 3의 주요 내용을 요
약하고, 다음으로 그곳에서의 판타시아론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에 관한 누스바움(Nussbaum)과 스코필드(Schofield)의 입장을, 비판적
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DA III. 3의 후반부가 사실
상 판타시아에 관한 한, DA 전체를 관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
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는 이러
한 제안의 바탕 하에서, 감각지각에서의 판타시아의 역할에 관한 단서를 제
공하는 DA III. 8과 9에서의 두 단락을 검토하고 각각에 대한 해석을 제안
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

Ⅱ. ‘Phantasia’
‘Phantasia’는 어원상 ‘나타나게 하다’, ‘보이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
사 ‘phantazō’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DA III. 3에
서 ‘phantasia’와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동사는 사실 ‘phantazō’가 아
닌 ‘phainetai’이다. 통상‘‐zō’ 어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능동적인 행동을 의
미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phantasia’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과 짝을 이루는 명사 ‘phantasma’를 산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헬레니즘 시대 이전에는 ‘phantazō’가 능동태로 쓰
인 용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즉 ‘‐zō’ 어미의 동사로부터 파생되어 ‘‐sia’ 어
미를 가지는 많은 명사들과 달리, ‘phantasia’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
전의 용례들에서는, ‘phantasma’를 능동적으로 산출해낸다는 식의 능동적
인 의미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phantasia’의 수동성은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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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phainetai’와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고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다.4)
아리스토텔레스의 ‘phantasia’의 번역어로 통상 사용되는 것은 우리말
의 ‘상상’, 영어의 ‘imagination’다. 하지만 이 잘 알려진 대로, ‘상상’이나
‘imagination’은 ‘phantasia’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단어는 아니다.
사전적으로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
속으로 그려 봄’을 의미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phantasia’가 기억 과정
에도 개입하고 감각 지각 활동에도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상’이라
는 번역어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득의하지만 특
정한 번역어 대신 ‘phantasia’의 음차인 ‘판타시아’를 일관되게 사용하기
로 하겠다. 그리고 ‘phantasma’ 역시 ‘판타스마’로 부르도록 하겠다. 판타
시아의 의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
은 ‘판타시아’가 때로는 능력을, 때로는 활동을, 때로는 활동의 산물을 의미
한다는 점이다.5) 산물의 의미로 사용될 때, ‘판타시아’는 ‘판타스마’를 의
미한다. 능력의 의미로서의 판타시아는 ‘phantastikon’으로 지칭되기도 한
다. 이 글에서는 산물을 의미하는 경우는 ‘판타스마’를 사용하도록 하고, 능
력이나 활동을 의미할 때는 ‘판타시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Ⅲ. 영혼론 3권 3장
앞서 언급한 바대로, DA III. 3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중 판타시아
가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일단 우리는
DA III. 3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감각지각(aisthēsis)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3권 2장과 지성(nous)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3권 4장
사이에 위치한다.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시사하는 바는 판타시아가 감각과
지성이라는 두 인식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우는, 혹은 두 능력을
4) Schofield, 1992, 251‐252. n. 11.
5) Frede, 1992,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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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키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DA III. 3에서 ‘판타시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다음의 구절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판타시아는 감각지각과도 다르고 사고(dianoia)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것은 감각지각 없이 생겨나지 않으며, 그것 없이는 판단(hypolēpsis)이 생
겨나지 않는다(DA 427b14‐16).” 이 구절은 간명하게 DA III. 3에서의 아리
스토텔레스의 과제를 요약해 준다. 한편으로 그는 판타시아가 감각과 사고
각각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판타시
아가 그 둘과 어떻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일단
그는 감각을 판타시아의 필요조건으로, 판타시아를 사고의 필요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
인가?판타시아는 “그것에 의해서 어떤 판타스마가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말하는(kath’ hēn legomen phantasma ti hēmin gignesthai) 것(DA 428a1‐
2)”으로 규정된다. 일단 판타시아는 판타스마를 생겨나게 하는 능력이고,
판타스마는 판타시아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판타스마는 정확
히 무엇이고, 판타시아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겨나게 하는가? 이 물음에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는 대신, 아리스토텔레스는 판타시아를 다른 인식 능
력/활동과 구분하는 일에 DA III. 3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그의 관심사는
위의 규정에 곧바로 이어지는 물음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는 이렇게 묻고
있다. 그렇다면 판타시아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식별하는(krinomen),
그리고 참 혹은 거짓을 말하는(alētheuomen hē pseudometha) 능력들 혹은
성향들 중 하나인가?” 그는 이러한 능력들의 예로 감각(aisthēsis), 믿음
(doxa), 지식(epistemē), 지성(nous)을 든다. 이제 DA III. 3에서의 논의 순
서에 따라, 판타시아를 다른 능력/활동들과 구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
의를 하나씩 검토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판타시아와 처음으로 구분을 시도하는 것은 판단
(hypolēpsis)이다. 그는 둘 사이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6) 첫째,
6) DA 427b16‐17의 원문은 “hoti d’ ouk estin hē autē noēsis kai hypolēpsis”로, 직역하
면 “사유와 판단이 같지 않음은 분명하다”이 된다. 하지만 문맥상 대조가 되어야 할 것
은 사유와 판단이 아닌 판타시아와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햄린이 그의 번역에서 채
택한 방식을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를 판타시아가 판단과 같은 종류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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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시아는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게 달려있는(epi hēmin) 반면, 판단은 우
리에게 달려있지 않다(DA 427b16‐20).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장의 근거
로, 기억술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열하고 그것들의 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eidōlopoiountes), 우리가 우리 눈 앞에 어떤 것을 생성해 낼 수 있
다(pro ommatōn…ti poiēsthai)는 사실을 든다. 판타시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떠올리고자 하는 사태를 우리가 배열하고자 하는 방식
으로 떠올릴 수 있다. 반면 믿음(doxazein)의 경우7)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없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anankē…hē pseudesthai hē alētheuein). 즉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참,
거짓과 연관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참임을, 그리고 그 믿음에 대응되는 사태가 실제로 성립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 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참임을 믿는다. 어느 누구도
“나는 P가 거짓임을 알아. 하지만 나는 P라고 믿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판타시아와 믿음의 두 번째 차이점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두렵거나 무섭다고 믿을 때는 즉
각 영향을 받으며,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판타시아
의 경우, 우리는 마치 그림에서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볼 때와 같은 상태에
있다(DA 427b21‐24).”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믿음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떨게 한다. 믿음은 대응되는 사태가 실재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서운 일에 대한 판타시아는 그러한 반응이 일으키지 못한다. 마치
그러한 일을 그린 그림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그 판타시아는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제한된 반응을 일으키거나 혹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것
이다.
판타시아는 다음으로 감각지각과 구분된다(DA 428a5‐16). 아리스토텔
레스는 다섯 개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아님은 분명하다는 것으로 읽는다(Hamlyn, 1968, 53).
7)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하의 논의에서 ‘hypolēpsis’를 ‘doxa’와 ‘doxazein’으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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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감각지각은 외부에 존재하는 감각대상이 주어질 때에만 발생하는
반면, 판타시아는 상응하는 외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생겨날 수
있다. “감각지각은 시각과 같은 잠재태이거나 봄과 같은 현실태이다. 그러
나 이것들 중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떤 것이 나타난다
(phainetai). 예를 들어 꿈과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DA 428a6‐8).” 둘째, 감
각지각은 모든 동물에게 발견되지만, 판타시아는 그렇지 않다. 개미나 벌,
그리고 유충에게는 판타시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DA 428a8‐
11). 셋째, 감각지각은 항상 참인 반면, 판타시아는 대부분 거짓이다(DA
428a11‐12). 넷째, 판타시아는 감각지각이 분명치 않을 때 작용한다. “[감
각을] 감각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활성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지
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인 것처럼 보인다(phainetai
touto hēmin anthrōpos)’고 말하며, 이것은 참이거나 거짓이다(DA 428a12
‐15).” 다섯째, 시각적 대상은 눈을 감았을 때에도 나타난다(phainetai)
(DA 428a15‐16).
판타시아가 DA III. 3 428a4‐5에서 열거된 분별 능력, 즉 감각, 믿음, 지
식, 지성 중 감각과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머지 셋과 어떻게 다
른가를 보이는 일이 남았다. 판타시아가 지식이나 지성과 동일시될 수 없음
은 간단한 논증으로 정당화된다. 지식이나 지성은 항상 참인 반면, 판타시
아는 거짓일 수 있다(DA 428a16‐18). 하지만 믿음의 경우는 다른 논증이
필요한데, 믿음은 판타시아와 마찬가지로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판타시아와 감각을 구분할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논
증을 다시 끌고 들어온다. 믿음은 확신(pistis)을 수반하는데, 확신은 이성
적 동물에게서만 발견되는 반면, 판타시아는 그렇지 않은 동물들에서도 발
견된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판타시아가 감각과 믿음의 결합체일 가
능성을 검토하는데, 이 점을 논박하는 그의 핵심 논증(DA 428b2‐9)은 지금
까지 그가 제시한 어떤 논증보다도 길고 복잡하다. 논증은 하나의 예와 함
께 주어진다. 우리는 거짓되게 보이는(phainetai…pseudē) 것에 대해서 동
시에 참된 판단을 할(hypolēpsin alēthē echei)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은
반경 1 척으로 (거짓되게) 보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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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다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판타시아가 감각과 믿음의
결합이라는 입장은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어떤 사
람—편의상 a라 하자—P라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도∼P라는 거짓 판
타시아를 동시에 가진다고 해 보자. 그 입장이 여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설명의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a가∼P라는 거짓 판타시아를 가
진다는 것은∼P라는 거짓 믿음을 가짐을 함축하므로 (왜냐하면 판타시아
는 감각과 믿음의 결합이므로), a는 P라는 참된 믿음을 포기한 것일 가능성
이다. 또 다른 하나는 a가 동시에 P와∼P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일 가능성
이다. 하지만 이 두 가능성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첫 번째 가능
성의 경우, 사태가 그대로 성립해 있고, a가 자신의 참된 믿음을 잊어 버리
거나 달리 설득되지도 않았음에도 그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반면 만일 a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
면, 그 믿음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것인데, 이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결
론이다.8)
DA III. 3 428b10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이제까지의 논의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띈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판타시아를 다른 능력들로부터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부터의 논의는 그것을 특히 감각지
각과 연결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다음이다.
어떤 것이 움직여질 때, 다른 어떤 것이 그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리고 판
타시아는 운동의 일종(kinēsis tis)으로 생각되고, 감각지각 없이는 생겨나
지 않으며(ouk aneu aisthēseōs ginesthai), 감각지각하는 것들에게, 그리
고 감각지각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은 감각지
각의 활동(hē energeia tēs aisthēseōs)에 의해서 생겨나며, 이것은 필연적
으로 감각지각과 유사해야 하므로(tautēn homoian anankē einai tēi
aisthēsei), 이 운동은 감각지각 없이 생겨나지도, 감각지각하지 않는 것들
에게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운동을 가진 것은 그것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것은 참이고 거짓이다(DA 428b10‐17).
8) Caston과 Scheiter는 착오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
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DA III. 3은 판타시아를 다루고 있는 챕
터라기보다는 착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챕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술이 된다
(Scheiter, 2012, 266. not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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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서 필자는 다음 단락에서 좀 더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 단락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론 2권 6
장에서 제시된 감각지각의 세 종류를 다시 끌어들여 각각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한 후, 판타시아가 오감 모두에 대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각
과 연관된 이름을 갖게 된 연원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DA III. 3을 마무
리하고 있다.

Ⅳ. 심상으로서의 판타시아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원래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아리
스토텔레스가 ‘판타시아’ 그리고 ‘판타스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져 온 답은 이런 것이다. 아리스토
텔레스의 판타스마는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난 일종의 이미지이며, 판타시아
는 그러한 이미지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어떤 것의 심상(mental
image)으로서, 판타스마는 그것이 표상하는 것과 유사성을 가지는 어떤 것
이고, 바로 이 유사성 때문에 그것을 표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미지를, 마치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듯,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바
라본다. 판타스마를 일종의 이미지로 보는 해석은 판타시아가 궁극적으로
감각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감각과 판타시아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
과도 잘 부합하는 듯 보인다. 판타시아는 감각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DA
427b15‐16). 그리고 판타스마는 감각지각에 의해서 야기되며, 그런 이유로
감각지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DA 428b10‐17). 이런 언명들은 판
타스마가 감각지각이 우리 영혼에 미친 영향의 부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각지각의 대상과 유사하고 그것을 표상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판타스마는 그 대상과 그것이
영혼에 미친 일차적 영향의 이미지로서 판타스마를 해석하는 것을 그럴 법
하게 해준다. 이러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근대 경험론의 주장들, 특히 상상
을 ‘쇠퇴하는 감각(decaying sense)’으로 정의하는 홉스(Hobbes)9)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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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상의 ‘희미한 이미지(faint image)’로 규정하는 흄(Hume)10)을 연상시
킨다. 아닌게아니라, 판타시아에 대한 이미지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판
타시아론을 근대 경험론의 상상력 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착상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 뒤에서 잠시 살펴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
유가 판타스마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지 해석은 여기에 대해서
도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다. 모든 사유는, 외적 대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외적 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사유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
이 다름 아닌 이미지로서의 판타스마라는 것이다.11)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스마를 일종의 이미지로 보는 해석에 대
해서 모두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그 중에서 다른 학자
들에 의해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누스바움의 비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에서 판타스마를 심상으
로 이해되어야 할 구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
9) “…so also it happeneth in that motion which is made in the internal parts of a man,
then, when he sees, dreams, etc. For, after the object is removed, or the eye shut, we
still retain an image of the thing seen, though more obscure than when we see it.
And this is it the Latins call ‘imagination,’ from the image made in seeing; and
apply the same, though improperly, to all the other senses. But the Greeks call it
‘fancy,’ which signifies ‘appearance,’ and is as proper to one sense as to another.
‘Imagination,’ therefore, is nothing but ‘decaying sense,’ and is found in men, and
many other living creatures, as well sleeping as waking (Hobbes, Leviathan, I.2).”
10) “Those perceptions, which enter with most force and violence, we may name
impressions; and under this name I comprehend all our sensations, passions and
emotions, as they make their first appearance in the soul. By ideas I mean the faint
images of these in thinking and reasoning...(Treatise, 1.1.).” “The first circumstance,
that strikes my eye, is the great resemblance betwixt our impressions and ideas in
every other particular, except their degree of force and vivacity. The one seem to be
in a manner the reflexion of the other;… (Hume, Treatise, 1.2).”
11) Nussbaum은 이미지 해석의 핵심을 다음의 두 명제로 요약한다. 1. 판타시아는 모든
경우에 어떤 유사성에 의해서 표상하는 심상을 포함한다. 2. 판타시아는 항상 다음의
두 과정을 포함한다. 심상을 가짐, 그리고 그것을 내성함(Nussbaum, 1978, 224). 이
해석의 연원은 Freudenthal (1863)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로는
Sorabji를 들 수 있다. Nussbaum은 Hamlyn, Hicks역시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Nussbaum, 1978, 222. n. 2.). Ross 역시 이미지 개념을 판타시아를 설명
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Ross, 1923, 148‐151).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

121

지만 누스바움이 보기에, 이미지로서의 판타스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판
타시아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론과
자연학 소론집—이하에서는 PN으로 약칭한다—의 약간의 단락들에서
등장할 뿐이다. 더 많은 곳에서 판타스마는 이미지들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때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
는 경우도 있다. DA III. 3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심상으로서의 판타시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판타시아를 감각지각이나 믿음
과 구별할 때, 그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심상으로서의 판타스마
라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phainetai’의 특정한 용례이다. 판타시아와 믿
음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태양의 예(DA 428b2‐4)를 다시 상기해 보
자. 태양은 반경 1 척으로 보이지만(phainetai),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 사는 곳보다 크다고 확신한다. 이 예의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는 반경 일 척 크기의 태양의 심상을 마음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주장을 하고자 했다고 믿을 어떤 증거
도 없다고 누스바움은 말한다. 판타시아는 태양의 심상이 아닌 태양 자체를
그 대상으로 가지며, 그것은 태양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즉 문제의
구절에서 판타시아와 믿음은 전자가 태양의 이미지를, 후자가 태양 자체를
대상으로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기본적인 감각 경험에 어떠한 해석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12)
또 DA 428a14 이하에서 판타시아가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불확실한 감각
지각 상황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이 예에서
도 판타시아의 대상은 심상이 아니라 외계에 존재하는 실재하는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13)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을 심상이라는 단
일한 아이디어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누스바
움은 결론 내린다.
DA III. 3에서 ‘phainetai’ 동사의 용법에 주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
변들은 분명 이미지 해석을 전제하지 않고도 이해가능하며, 그렇다면 굳이
12) Nussbaum, 1978, 249.
13) Nussbaum, 1978,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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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여러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 해석을 그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누스바움의 생각14)에는 분명 상당부분 공감되는
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전히 일종의 심상으로서의
판타스마, 그리고 그것이 생겨나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판타시아라는 생각
은 DA III. 3 전체를 관류하고 있으며,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
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미지 해석은 누스바움의
평가처럼 그저 DA III. 3의 일부에서만 모습을 나타내는, 판타시아를 둘러
싼 잡다한 생각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생각들의 핵심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서 인
용되었던 DA 428b10‐17이다.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감각지각과
판타시아의 인과적 연관성이다. 판타시아는 일종의 운동이고, 그것을 움직
이는 것은 감각지각의 활성화이다. 그리고 이런 연관성 때문에 판타시아는
필연적으로 그것의 원인인 감각지각과 유사하다. 이런 설명은 감각대상, 감
각지각, 그리고 판타시아를 유사성 관계로 연결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지각 이론에 따르면, 감각지각은 감각대상에 의해서 감각기관이 영향
받음에 의해서 일어난다. 감각지각은 일종의 질적 변화(alloiosis)이며(DA
416b33), 감각대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paschein)이다(DA 417a15). 지
각이 일어날 때, 감각기관은 감각대상과 유사하게 되며(DA 418a5‐6), 이때
감각기관은 질료 없이 감각대상의 형상을 받아들인다(DA 424a18‐19). 즉
감각지각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의 감각적 형상을 받아들여 그 대상과 유
사해졌을 때 발생한다. DA 428b10‐17에 따르면, 이 감각지각의 활성화는
다시 판타시아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후자가 전자와 유사한 것이 되
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판타시아는 감각대상과 유사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다. 이제 우리가 물어봄 직한 질문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판타스마
에 대한 이미지 해석과 잘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점은 누스바움도 인정하고

14) 사실 Nussbaum이 이미지 해석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 하는 데에
는 그 해석이 그 자체로 가지는 난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난점들에 대한
Nussbaum의 비판은 Nussbaum 224‐230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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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이다.15) 하지만 누스바움이 보기에, DA 428b10‐17는 아리스토텔
레스의 판타시아론을 대표하지도, DA III. 3에서의 그의 주된 관심사를 표
현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분량으로
만 따진다면, DA 428b10‐17는 DA III. 3의 작은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락은 DA III. 3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
된 관심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관심사는 다름아닌 판타
시아를 감각과 지성을 연결 혹은 매개하는 능력과 활동으로서 자리매김하
는 것이었다. 이 점은 DA III. 3에서 ‘판타시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
에서도 드러난다. “판타시아는 감각지각과도 다르고 사고(dianoia)와도 다
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각지각 없이 생겨나지 않으며, 그것 없이는 판단
(hypolēpsis)이 생겨나지 않는다(DA 427b14‐16).” DA III. 3에서 이 문제
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 주어지는 대목이 바로 DA 428b10‐17이다. 이곳에
서 판타시아는 일종의 운동으로 감각지각의 활성화에 의해 야기되고, 그렇
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해지는 어떤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설명이 판타스마를 일종의 이미지로 보는 해석과 잘 부합한다면, 그 해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을 구성하는 핵심을 포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필자는 이 점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DA 428b10‐
17을 DA III. 3의 중심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필자의 새로운 견해가 아니
라, 최소한 아퀴나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견해라
는 사실이다. 아퀴나스가 보기에, DA 428b10‐17 이전의 내용에서 아리스
토텔레스가 수행한 것은 판타시아가 이전의 철학자들이 생각한 지식의 종
류들 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음을 밝히는 일이었다. 그리고 DA 428b10‐
17에서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으로 “판타시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DA
428b10‐17에서 판타시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DA 438b18 이하에서는
판타시아의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아퀴나스는 풀이한다.16) 둘째, 이미
15) Nussbaum, 1978, 251.
16) Aquinas 1994, 201. 428b10‐17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표준적 판타시아론—종종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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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석의 단서는 DA III. 3 내에서 DA 428b10‐17 외의 부분에서도 발견된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A 427b16‐20에서 판타시아는 우리에게 달려있
다는 점에서 판단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억술
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의 상들을 만들어내고(eidōlopoiountes), 눈 앞에 어
떤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다(pro ommatōn…ti poiēsthai)는 사실에 대해 이
야기한다. ‘eidolon’이라는 단어, 그리고 눈 앞에 무엇을 만들어 냄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로서의 판타스마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다.
결국 필자는 판타스마가 감각지각으로부터 유래한 일종의 이미지이고
판타시아는 그것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아리스토텔레
스의 판타시아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생각은 DA
III. 3에서도, 비록 모든 곳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관적인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해된 판타스마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서의 판타시아가 어떤
식으로 감각지각과 사유 사이에서 작용하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미지 해석이 DA III. 3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의 중심적 관심사와 무관하다고 보는 또 하나의 해석을 잠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해석은 스코필드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Ⅴ. 비‐전형적 감각 경험과 판타시아
스코필드는 DA III. 3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판타시
아의 의미에 관해서 누스바움과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스코필드 역시 심상
으로서의 판타시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에 있
어서 누스바움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판타시아의 본성을

canonical theory of phantasia’로 불린다—이 발견된다고 보는 현대의 학자로 Wedin
을 들 수 있다(Wedin, 1988). 반면 Nussbaum은 그러한 표준적 이론의 존재 자체를 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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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데 있어서 ‘phainetai’의 용법이 주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누스바움이 ‘phainetai’가 적용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스코필드는 특별한 의미 영역의‘phainetai’가 아리
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사였다고 본다. 스코필드의 표현을 빌자면, 그 관심
사는 “비‐전형적인 감각 경험(non‐paradigmatic sensory experience)”이
다.17) 비‐전형적 감각 경험은 예를 들어, 꿈, 환각,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봄, 그리고 불확실한 감각자료를 해석하는 것 등이다. 이것들은 성공적인
감각 경험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특징의 일부를 결
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회의적이고, 조심스럽고, 혹은 비‐개입적
인(sceptical, cautious, or non‐committal) phainetai”를 산출한다.18)
스코필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DA
III. 3에서 가장 중요한 논증으로 간주하는 것에 주목해 보자. 그것은 감각
지각과 판타시아를 구분하는 네 번째 논증(DA 428a12‐15)이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우리가 확실한 감각지각을 가지지 못할 때 ‘∼인 것처럼 보인다
(phainetai)’고 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 이 점이 판타시아와 감각지각을
구분하는 단서라면, 이때 판타시아와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는 ‘phainetai’
는 우리가 그것의 참을 확신하고 있는 명제에는 적용될 수 없는 종류의
‘phainetai’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의 참을 확신하고 있는 감각지각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우리가 눈 앞에 하얀 종이를 보고 있을 때에도, “이 종
이는 하얗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에서의 ‘phainetai’는
판타시아를 감각지각으로부터 구분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phainetai’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phainetai’은 어떠한
‘phainetai’이어야 하는가? 그 ‘phainetai’는 그것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을
주장하지 않는 종류의 ‘phainetai’, 즉 회의적이고, 조심스럽고, 비‐개입적
인 ‘phainetai’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phainetai’는 약한 의미에서의
‘∼처럼 보인다’, 즉 ‘(정말로∼이지는 않지만)∼처럼 보인다’로 표현될 수
있을 ‘phainetai’일 것이다. 스코필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17) Schofield, 1992, 252.
18) Schofield, 199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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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inetai’가 DA III. 3에서 판타시아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
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19)
네 번째 논증을 기준점으로 삼아 스코필드는 ‘phainetai’가 등장하는 다
른 두 논증, 즉 첫 번째와 네 번째 논증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을 제
안한다. 꿈의 예,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것의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외적 대상으로부터의 판타시아/판타스마의 독립
성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들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의 특별한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phainetai’가 등장하지 않는 나머지 두 논증은 어
떠한가? 스코필드는 그것들 역시도 동일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설명 가능
하다고 말한다. 만일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phainetai’를 염두에 둔다
면, 어떤 동물들이 감각은 가지지만 판타시아는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 정확한 취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리스토텔
레스는 보다 특별한 의미의 ‘phainetai’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
지막으로, 감각지각은 항상 참이지만 판타시아는 주로 거짓이라는 말도 그
가 비‐전형적인 감각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로 생각
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네 번째 논증에 대한 해석을 기준점으로 삼고 나머지 네
논증을 동일한 방식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스코필드의 의도는 다소 작위적
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의혹 자체는 그의 해석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해석에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것은 공교롭게도 가장 기본적인 인식 작용과 관련해 드러난다. 즉 그것은
고유감각대상에 대한 지각에서의 판타시아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DA
428b17‐25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지각을 고유감각대상의 지각, 공통
감각대상의 지각, 그리고 부수적 감각지각으로 구분하고, 첫 번째의 지각은
항상 참이거나 최소한도의 거짓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두 번째와 세
19)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의 궁극적 관심사를 Schofield와 유사하게 규정하는 학
자로 Mordrak이 있다. Mordrak은 감각지각이 표준적인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반면,
판타시아는 비표준적인 조건, 즉 진리적 감각지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조건(conditions
that are not conducive to veridical perception) 하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둘 사이의 결
정적인 차이라고 말한다 (Mordrak, 198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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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의 지각에는 거짓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DA 428b25‐30에서, 그는 이 세 종류의 감각지각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
것의 활성화에 의해 야기되는 운동—즉 판타시아—도 오류의 가능성을 갖
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설명은 항상 참이거나 최소한도로 거짓인 고유감각대상에 대한 지각
역시도 판타시아를 수반함을 시사하는데, 이 판타시아를 어떻게 ‘회의적이
고, 조심스럽고, 혹은 비‐개입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스코필드
의 판타시아 해석은 모든 감각지각에 수반하는 판타시아를 이야기하는 아
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부합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아닌가?20)

Ⅵ. 감각지각과 판타시아
DA III. 3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판타시아에 관해서 제시하는 설명들이
비일관적이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판타시아가 꿈, 기
억, 지각적 착오와 같은, 비‐전형적인 감각경험에서도 작용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판타시아를 전형적인 감각경험에서 작용하는 감각과
지성으로부터 구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꿈이나 착오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판타시아의 그러한 측면이 그의 주요한 관심사로 보이는 일까지 일
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판타시아는 명백히 전형
적인 감각경험에서도 작용하는 능력이다. 판타시아론이 제시되는 DA III.
3의 위치, 그리고 판타시아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대목에서 그것이 감각과
지성 사이의 연결고리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자는, 최소
한 영혼론 내에서는, 전형적인 인식상황에서의 판타시아의 역할이 아리
스토텔레스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인식상황에서 판타시아는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
20) Schofield 본인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그의
답은, 실망스러운, “I have no answer to this puzzle.”이다 (Schofield, 199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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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산
발적이고, 소략하며,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글에서 허용된 분량을 넘어선다. 따라서 필자는 그 물음에 대한 실마리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의 의
미를 규명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일단 DA 428b10‐17
에서 우리는 판타시아가 감각지각의 활성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종의 운
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문제는 감각지각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 판
타시아는 감각지각에 의해 주어진 것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인가가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두 개의 단락이 있다.
사고하는 영혼에게 판타스마들은 지각된 것들(aisthēmata)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혼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이나 나쁜 것으로 긍정 혹은 부정할 때, 그
러한 것을 추구하거나 회피한다. 따라서 영혼은 결코 판타스마 없이는 사유
하지 못한다(DA III. 8. 431a14‐17).
관조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판타스마를 동시에 관조해야 한다. 왜냐하
면 판타스마들은 질료가 없다는(aneu hylēs) 점만 제외하고는 지각된 것들
(aisthēmata)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타시아는 긍정이나 부정과는
다르다. 참과 거짓은 사유되는 것들의 결합(symplokē noēmatōn)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무엇이 첫 번째 사고되는 것들을 판타스마들로부터 구분해주
는가? 분명 이것들도 다른 어떤 사고되는 것들도 판타스마들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판타스마들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DA III. 9. 432a8‐14).21)

필자가 이 두 텍스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가 ‘aisthēma’이라 부르고 있는 것과 판타스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 텍스트는 영혼론 전체를 통틀어 ‘aisthēma(ta)’라
는 단어가 등장하는 단 두 곳이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
인가에 관해서 그 텍스트들은 그다지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우선
aisthēma의 정확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21) aisthēma와 phantasma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은 Insomn. 462a27‐31이
다. “하지만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꿈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판타스마들과 구
분되는, 참된 관념들 역시 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잠자는 동안, 잠들어있는 한에서,
지각된 것들(aisthēmata)의 운동으로부터 생겨나는 판타스마, 이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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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hēma는 감각지각을 일으키는 외적 감각대상, aisthēton과는 다른 것이
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aisthēma는, 그것의 정확한 본성이 무엇이든, 감
각지각에 의해 발생한 영혼의 어떤 상태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가? 그것은 감각지각에 의해 발생한 감각기관의 생리적 변화 상태인
가? 아니면 어떤 심리적 변화 상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 물음은 영혼
과 육체의 관계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어떤 단정
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위의 텍스트
들 속에서의 aisthēma(ta)를 감각지각에 의해 발생한 일종의 심상으로 간
주하는 것이 더 그럴 법하다고 보는 쪽이지만,22) 그것을 생리적 변화로 볼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23)
그렇다면 aisthēma와 판타스마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위의 두 텍스트를 나누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DA 431a14‐
17가 실천적인 맥락에서의 판타시아의 역할에 관련되어 있다면, DA 432a8
‐14는 이론적 맥락에서의 그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DA
431a14‐17로부터 시작해보자. 일단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것을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일을 판타스마와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스바움에게 이것은 의미심장한 단서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어떤
22) Sorabji는 ‘aisthēma’를 ‘sense‐image’로, 장영란은 ‘감각‐자료’로 번역하고 있다
(Sorabji, 2004, 11; 장영란, 2000, 249).
23) 필자가 보기에, aisthēma의 본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감각지각이
일어날 때 감각기관은 감각대상의 형상을 질료 없이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
히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aisthēma’는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의 형상을 받아들였을 때
놓이게 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후자의
문제 자체가 그 자체로 엄청난 논란거리라는 사실이다.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갈
린다. 한편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도했던 바를 감각 기관 자체가 감각 대상
과 문자 그대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눈이 어떤
대상의 빨강을 지각할 때, 눈의 특정 부분은 실제로 빨갛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
면 또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각 기관의 변화가
물리적, 생리적 변화가 아닌 모종의 심리적 변화, 즉 대상의 감각적 성질을 인지하게
(aware) 되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literalists’
라 불리며, Sorabji, Everson, Slaskey 등이 대표적인 옹호자들이다. 후자의 입장을 지
지하는 학자들은 ‘spiritualists’라 불리며, Burnyeat, Johansen 등이 그 진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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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판타시아의 작용임을 시사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판타시아가 일종의 해석적 능력, 즉 무엇인
가를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으로 보는(seeing as)’ 능력 혹은 활동임을
시사한다.
동물 운동의 직접적 원인은 욕구(orexis)이다. 하지만 욕구는 판타시아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말한 것처럼, 동물은 욕구능력을 가
지는 한에서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판타시아 없이
는 욕구능력을 가질 수 없다. 모든 판타시아는 추론적이든지 감각적인데,
후자는 다른 동물들도 공유하는 것이다(DA 433b27‐30). 욕구에는 방향이
전제된다. 즉 모든 욕구는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이다. 이제 한 동물
이 어떤 대상을 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
자. 그 동물은 우선 주변 환경 속에서 그 대상을 선별해내야 하고, 그것을
욕구의 대상으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욕구의 대상으로 규
정하는 것, 이것을 누스바움은 판타시아의 작용으로 본다. 누스바움은 목마
른 사람의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우물을 보고 그것
을 마실 것으로서 주목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내가 지각한 것들의 잡다
한 모음 속에서 선별된다.24)
그렇다면 사고하는 영혼에게 판타스마들이 aisthēmata의 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실천적 사고를 할 때 지성은 판타스마들을 일종의
사고의 재료 혹은 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으로 보
인다. 실천적인 사고는 종종 현재 주어져 있지 않은 어떤 대상 혹은 상황을
떠올리고 그것을 추구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황을 감각지각이 없이도 판타스마들이 욕구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설명
한다. “사유하는 것은, 따라서, 판타스마들 안에서 형상들을 사유한다. 그리
고 그것들 안에서 그것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것과 회피되어야 할 것이 결
정된다. 따라서 감각지각들 없이도, 그것이 판타스마들과 관련될 때, 그것
은 움직인다(DA 431b2‐5).” 하지만 현재 실제로 발생한 감각지각의 대상
에 대한 욕구에서 aisthēma와 판타스마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은 일종의
24) Nussbaum, 197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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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계를 구성하며, 전자가 후자를 촉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물음
에 대한 답은 aisthēma의 의미 혹은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만일 aisthēma를 극도로 좁은 의미로, 즉 감각지각에 의해서 야
기된 즉각적이고 비‐해석적인 상태로 해석한다면, 사고하는 영혼이 감각지
각이 개입된 욕구를 가질 때 판타스마가 개입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만일 aisthēma를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즉 실제감각지각으
로부터 야기된 심적 표상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실제 감각지각
이 개입된 욕구의 경우 사실상 aisthēma가 곧 판타스마이기도 하게 될 것이다.
두 해석의 방향 중 누스바움은 전자로 기우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후자가 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스바움
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감각지각(sense‐perception proper)은 전적으로 수동
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한다. 즉 그것은 외적 대상이 감각기관에 가한 영향
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누스바움이 보기에,
약간의 예외는 존재하지만, DA와 PN 전반에 걸쳐서 감각지각과 관련해 두
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수동적 성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기관이 감
각대상의 형상을 수용하는 것을 밀랍에 인장이 찍히는 것에 비유한다. 외적
자극에 의해 형성된 이런 찍힌 자국이 다름 아닌 aisthēma이고, 그것의 질
료가 감각기관이 겪은 생리적 변화이다. 이런 식으로 감각지각은 단순히 받
아들이는 역할을 할 뿐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누스바움
은 이러한 감각지각의 수동성을 판타시아의 능동성과 대비시킨다. 우리는
단순히 감각적 자극만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그것을 그것의 맥락
으로부터 떼어내며, 그것을 특정한 어떤 것으로 파악한다. 누스바움이 보기
에 바로 이때 판타시아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이다.25)
누스바움의 해석은 감각지각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약화시켜 그것을 철
저히 수동적인 수용능력으로 격하시킨다. 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과연 아리
스토텔레스 자신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하는 해석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해석은 사실상 감각지각의 역할을 감각대상으로부터 즉각
25) Nussbaum, 1978, 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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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주어지는 것,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유감각대상의 지각이라 부른
것에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시각과 봄의 경우, 그 고유대
상은 색이다. 따라서 누스바움의 해석의 관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감각의
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색의 지각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이 운
동함을 보는 것, 그리고 어떤 하얀 대상이 특정 인물임을 인지하는 것은 감
각의 작용이라기보다는 판타시아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
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의 두 사례
를 감각지각의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운동을 공통감각
의 작용으로, 하얀 대상이 특정 인물임을 인지하는 것을 부수적 감각의 작
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누스바움이 감각 능력 영역의 최소화를 시도
하고 있는 곳에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DA 432a8‐14로 눈을 돌려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판타스마가 질
료가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aisthēma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
는 매우 불분명하고, 그 의미를 확정할 단서 역시 거의 없다. 필자는 문제의
‘aneu hylēs’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지각
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의 형상을 ‘질료 없이’ 받아들일 때 성립한다고 말
했을 때의 그 ‘질료 없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aisthēton과 aisthēma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가 후자의 경우에는 aisthēma
와 판타스마 사이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옳다면, aisthēma가
aisthēton에 의해 야기된 후자의 이미지이듯이, 판타스마는 aisthēma에 의
해 야기된 후자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해는 DA 428b10‐
17에서 논의되는 감각지각과 판타스마의 인과 관계, 그리고 둘 사이에 성
립하는 유사성 관계에 대해서도 그럴 법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론적 사고에서 사고의 대상들이 판타스마와 동일한 것은 아
니지만 후자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사
고의 대상들이 감각지각의 대상들인 형상들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
되어 있다(DA 432a4‐5). 감각적 대상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은 감각적 대상
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감각적 대상들 안에 존재하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

133

는 사고의 대상들을 포착하는 것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학문적
지식은 감각대상 안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적 감각대상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 지식은 보편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
의 대상은 개별적인 것 안에 존재하는 어떤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결국
학문적 지식의 성립 여부는 그때그때 주어진 개별적 감각대상으로부터 보
편적인 지성의 대상으로의 확장가능성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개별로부터 보편으로의 이러한 확장을 가능케 하는 어떤 매개
물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판타스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눈앞
에 보이는 바로 이 특정한 막대가 물 속에서 구부러져 보이는 상황을 생각
해 보자. 이 개별적 사실에 대한 앎은 아직 학문적 지식으로 불릴 수 없다.
이 앎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보편적인 막대에 대한 앎으로 확장될 때에
만 비로소 학문적 지식은 성립된다. 만일 우리가 전자로부터 후자로 도약할
수 없다면, 보편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적 지식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이 막대의 표상을 넘어 막대 일반의 표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
다.26) 따라서 감각적 대상에 대한 학문적 지식은 개별적인 감각자료들로부
터, 혹은 그것들을 통합해 하나의 보편적 표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에 달
려 있는 셈이다. 이제 이러한 능력을 판타시아로, 그리고 그것의 산물을 판
타스마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판타스마를 비감각적이고 보편적인 개
념을 감각적이고 개별적인 감각대상과 연결시키는 매개체, 그리고 그런 점
에서 이론적 사고의 필수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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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antasia in Aristotle’s De Anima Ⅲ. 3

Chun, Hun-Sang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an interpretation of how to
understand

Aristotle’s

apparently

disconnected

and

inconsistent

discussion of phantasia in DA III.3. After summarizing the main threads
of Aristotle’s discussion, I examine, critically, the two influential views
—one given by Nussbaum and the other by Schofield—on the main point
of Aristotle’s conception of phantasia in DA III.3.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I defend the traditional view that Aristotle’s main concern is
found in the later part of DA III.3. and argue that the concern is to present
phantasia as a linkage between sense-perception and intellect. In relation
to this conclusion, I examine the two puzzling passages where
phantasma & aisthēma are discussed together, and suggest an
interpretation of what the passages tell us about the role of phantasia in
normal epistemic circumstances.
Keywords: phantasia, phantasma, image, sense-perception, intell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