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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 역사

I)있음; 있는 것(grich. ei=nai( o;n( ouvsi,a; lat. esse, ens; engl. to be, being; frz être étant)

I-1) 고 . 

I-1-1)소크라테스이 ; 라톤; 아리스토텔 스. 

I-1-1-1)소크라테스 이 .

있는 것(to, o;n)이 무엇이냐는 물음은 라톤의 소피스트 편(243d. 246a. 250d-e)에서 처음으

로 명시 으로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라톤은 아리스토텔 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근본물음의 오랜 철학 인 사유 역사를 되돌아본다1). 있음(evo,n)과 가상(dokou/nta, Schein, 假象)

의 립-이 립은 원자론자들과 특히 기 화편의 라톤의 사유에 향을 미친다-에 의해 

규정되는 르메니데스의 철학에서 있음(ei=nai)에 한 이론[존재론]은 그 첫 정 에 다다른

다2). 르메니데스는 실 인 것을 특징지우는 특성(Merkmale)을 강조한다. 사물들(ta. evo,nta, 

Dinge)은 다양하게, 변화, 생성, 소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있는 그것(das, was ist)은 필

연 으로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구분되지도 않는 하나라는 

것을 반성(Reflexion)은 가리킨다(Parmenides: VS 28, B2; B8). 엘 아 철학 자체를 표시하는 이

러한 것, 에, [곧] 있음(to. evo,n)과 가상의 가장 선명한 도식화된 립화에, 멜리소스(Melissos)와 

더불어, 원리상 첫 번째 것과 선명하게 구분됨에도불구하고 구체 인 개별자의 경우에는 항상 

두루 구분되는 것은 아닌, 즉 본래 우선 으로 있는 것과 단지 생 인 이차  의미(Sinn)에서

만 주어지는 것 사이의 립인 그런 더 나아간 립 이 들어선다3). 이러한 의미에서 최소한

1) 라톤: 소피스트 244d, 아리스토텔 스: Met. VII, 1, 1028ff. 

2)Vgl. J.H.Loenen: Parmenides, Melissus, Gorgias(Assen 1969); K.Bormann: Parmenides(1971) 

1-21. 90ff.; E.Heitsch: Parmenides und die Anfänge der Erkenntniskritik und Logik(1979) 90ff. 

125ff.; G.Calogero: Studi sull'Eleatismo(Rom 1932); Ch.H.Kahn: The Greek verb 'to be' and 

the concept of being, in: Found. Language 2 (1966) 245-265; The these of Parmenides. 

Review Met. 22 (1969) 700-724; More on Parmenides, a.O. 23(1969) 333-340; 

A.P.D.Mourelatos: The route of Parmenides(New Haven/London 1970); M. Furth: Elements of 

Eleatic ontol., in: Mourelatos (Hg.): The Pre-Socratics (Garden City 1974) 241-270; 

G.S.Kirk/J.E.Raven: presocr. philosophers(Cambridge 1957) 269ff; The Monist 62 (1979), bes.: 

D.Gallop: 'is' or 'is not', a.O. 61-80; N.-L.Codero: les deux chemins de 

Parménide(Paris/Brüssel 1984) 73ff; zur ant. Interpret. vgl. K. Bormann: The interpret. of 

Parmenides by the Neoplatoist Simplicius, a.O.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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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리스토텔 스는 소크라테스 이  철학을 해석한다 그가 소크라테스 이  철학을 우시아

(suvsi,a)에 한, 첫 번째로 있는 것에 한 물음으로 특징지울 때(Arist.: Met. VII. 1. 1028b4)

말이다. 그래서 르메니데스의 항 하에서, 부분의 자연철학자들은 실 으로 주어진 그것

은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가정을 따른다. 그러나 그 가정은, 르메니데스가 했

던 것과 같은, 일상 인 우리의 경험 상들은 단순한 가상들이라는 것으로부터 딸려 나오는

(schließen)것이 아니다. 그래서 엠페도클 스에게 있어서는 요소들만이 본래 으로 있는 것들

이기는 하지만, 그는 요소들의 섞어짐을 두루 비해 놓는다. 섞어진 것들은 있음의 생 인 

하나의 의미에서 부가되는 그의 악에 따라 일상 인 상들로 표 되는 것처럼 말이다(avll' 

aùt<a.> e;stin tau/ta( di' avllh,lwn de. qe,onta gi,gnetai a;llote a;lla kai. hvnoke.j aive.n òmoi/a, 

Empedolkles: VS 31, B17, 27-35; B26, 3f.).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데모크리토스[도], 그가 단

지 원자들과 텅 빈 공간 만이 실 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원자들이 뭉쳐져 주

어진다(es gibt) 것에 는 이론을 제기하지않을 것이지만, [그와는] 반 로 그는 우리들이 부가하

는 진실한 속성(Eigenschaften)들이 주어진다는 것에는 심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이에 따

르면] 이 속성들은 우리가 사물들에 해 지니는 일상 인 표상 안에서만 주어지기 [있기 때문

이다]4)

이런 이 인 립을 통해 있는 것의 개념을 규정하므로서, 그는 주어지는  

(gegenwärtig vorfinden)하는 것이라는 애매한 일상 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단지 상들의 

구체 인 종류와 구체 인 상들 뿐만 아니라 있는 것 일반을 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이론 인 개념에 닥아 설 수 있었다. 이것을 고르기아스는 있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ouvden 

tw/n o;ntwn e;stin,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지않다, das Seinde gebe es nicht)고 논의한다(Gorgias: 

VS 82, B 3). 

I-1-1-2) 라톤.

<있음>의 이런 이론 인 사용은 있는 것의 있음은 본래 으로 어디에서 성립하는가 라는 

3) Vgl. Melissos: VS 30, B 1ff.; dazu Reale: Melisso. Test. e framm. (Florenz 1970) 234ff.

4) Demokrit: VS 68, B 9; vgl. Plutarch: adv. Colot. 8, 1110F. = VS 68, 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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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즉 라톤이 알고 답한 의미에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즉시 설정하면서 (그 

물음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라톤의 사유도 르메니데스를 통해 이미 가리켜진 길에 우선

으로 머무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라톤은 형상에 한 소크라테스의 ‘X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추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라톤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이런 종류

의 물음에 기 될 수 있는 종류의 답의 형이상학 인 함축들을 반성한다. 만약 ‘정의(正義)는 무

엇인가’ 라는 어떤 것이 물어진다면, 과거든 재든 미래든 는 여기에서든 다른 어디에서든, 

정의로운 모든 것들이 그것에 근거하여 정의로운 하나의 사태(eine Sache, 사상, 事象)가 주어

진다(있다)고 가정된다. 사태라는 표 은 심지어 재 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조차 그 자체 주

어지는 것을 허용하는(verdient) 그러한 표 이다. 라톤은 이러한 사태를 형상 는 이데아

(ei=doj)라고 부른다. 개별자 X는 그것이 어떤 것(etwas)인 한 단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

신의 존재(Existenz)를 이데아에 힘입는다(verdanke). 따라서 라톤은 이러한 이데아를 <<추

상 인 이름, nomen abstractum>>인 우시아(ouvsi,a( 실체)와 더불어, 온(o;n( 있는 것)으로 기호

화한다(platon: Phaedo 65d-e). 이것으로부터 라톤은 이러한 우시아가 본래 인 첫 번째로 있

는 것이라는 것을 이끌어낸다. 때로 라톤은 본래 으로 있는 그리고 우시아인 모든 것에 해

서도, 개별 으로 있는 것들과 우시아 체에 해서도 말한다. 그러나 있는 것의 있음은 무엇

이 있다는 그 사실(der Tatsache, daß es das ist, was es ist.)에 힘입는다(덕이다)는 것으로부

터 라톤은 출발하기 때문에, 우시아라는 개념은 우선 으로 본질(Wesens)의 개념으로서 그와

함께 본래 으로 첫 번째로 있는 것 이라는 개념으로서 도입된다.

물론, 라톤은 첫 번째로 있는 것과 이차 으로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실

으로 그리고 진실로(wirklich und wahrhaftig)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감각 인 사물들은 단 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

아가, 그 감각 인(wahrnehmbaren)사물들 자체는 이차 인 있음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최소한도 기 화편을 특징지운다.  (감각 인) 그것들을 꾸 한 변화와 생성 안의 것으로서 

악하고 기술하는 것을 통해 라톤은 구분되는 방식으로 그것들의 지 를 특징지우려 시도한

다. [비록] 그것들은 기껏해야 하루 날의 규정된 상황들 하에서 X가 있다는 어떤 사태의 외 인 

계들로, 외양들로 놓이기는 하나, 자신들 안에 사는 어떤 우시아도 그것들은 지니지 않기 때

문에, 자신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연에 따라 실 으로 X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들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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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는 속성 각 각 X에게 타당하다. (감각 인) 그것들은 시민의 덕이 진실한 덕의 모방인 

것과 체 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X의 모사 는 모방들이다5).

이와는 반 로 라톤은 있는 것을 원한 것(to. o;n avei,)으로, 실 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avei. kata. tauvta. o;n)으로 특징지운다(Platon: Tim. 27d-28a). 르메니데스와 비슷하게 그리고 

그에게 안 하게 기 면서 라톤은 실 으로 있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 

상들과 지각 상들과 독싸(do,xa)들과 구분하는 기 들의 목록을 개시킨다. 라톤에 따르면 

실 으로 있는 것은 이데아이다. 왜냐하면 에 뜨이는 사물들은 여럿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데아를 통해서 어떤 사태의 순수한 <<있는 그 무엇(was es ist)>>이 악되기 때문이다(vgl. 

Resp. 507b). 사태의 어떤 이런 본질(Wesen)로서의 이데아는 역시 <<순수하게 있는 것

(eivlikrine.j o;n)>>이라고 이름지어지는 반면, 단지 의견의 상들일 수 있을 뿐인 에 뜨이는 

사물들은 진실하게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들 사이의, 이 양자에 여하는 존재론 인 간지

를 지닌다( 의 책, 478e). 이 때문에 합성 인 그러한 것들로서의 에 뜨이는 것들은 변하지만, 

이와는 반 로 이데아는 변하지않는 자기동일  특성으로 된다(Phaedo 78c-d). 어떤 사태의 이

데아 만이 순수한, 다른 것과 섞이지않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완 하게 있는 것

(pantelw/j o;n)이라고 이름지어지며, 그것은 인식할 수 없는 그리고 단순히 가상 인 것과 구분

된 완 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pantelw/j gnwsto,n)(이라고 이름지어진다)(Resp. 477a). 이런 방

식으로, 그것에 따르면 이데아는 감각사물 보다 더 많이 있는 것(ma/llon o;n)인 소  존재론 인 

비교의 의미에서, 그 정 에 물론 그 자체-있음과 인식의 가능성으로서의- 라톤에 따르면 <<

있음의 편(evpe,keina th/j ouvsi,a, 의 책, 509b) ‘인’ 선의 이데아가 ‘있는’ 있는 것의 계

(Hierarche)가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은 처음으로 <소피스트> 

화 편에서 설정된다. 어떤 것에 향을 미치거나 는 어떤 것에 의해 향을 입게되는 능력을 

지니는 그것으로 정확하게 있도록, 있는 것을 한계지우는 가능성을 라톤은 고려한다(Soph. 

263b-d). 라톤은 <소피스트>에서 있는 것의 형상 는 이데아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있음의 두 형식들을 구분한다. 어떤 사태의 있음은 있는 그것으로 있다는 것에 성립한다. 그러

5) Vgl. M. Frede: Being and becoming in Plato. Oxd. Studies anc. Philos., Suppl. (1988)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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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에는 그 자체 어떤 사태인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나 어 지님을 통해 단지 다른 어떤 것

과의 계 안에 있는 사태인 것과의 구분(tw/n o;ntwn ta. me.n auvta. kaq' aùta.( ta. de. pro.j a;lla avei. 

le,gesqai( 의 책, 225c-d)이 타당하게된다. 있음의 두 종류의 이러한 구분은 < 르메니데스 편

>의 두 번째 부분에서의 어떤 결론 역할을 한다. 그 곳에서의 그 구분은 제들의 구분을 한 

본질 인 토 를 형성하기 때문이다(Parm. 136a-c. 160b. 164a. 166c.). 그 구분은 단지 여를 

통해서만 있는 그리고 그러는한 어떤 고유한 있음도 지니지 않는 모든 개별자들과 그리고 고유

한 있음을 지니는 이데아들의 라톤 인 구분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피스트>는, 있음의 이러한 두 형식(Formen)과 나란히, 사람들이 있음의 수렴하는

(konversen)형식이라고 이름지을 수 있는, 거기에따라 존재(Existenz)가 하나의 개념 속성 즉 

어떤 것에 알맞은 그 속성(Eigenschaft)인 그것도 구분한다. 그것이 거짓문장의 문제의 라톤  

해결의 본질 인 부분이다. 즉 만약 소크라테스가 정의롭다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정의와의 

련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정의가 소크라테스와 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상응하게, 사람들은 만약 소크라테스가 올바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정의는 소크

라테스와 련하에 있지 않다고 즉 정의는 소크라테와 련하고 있는 모든 것과 구분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정의가 주어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의와 련하에 있는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즉 정의로운 어떤 것이 주어진다(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Soph.dd 263b-d; vgl. 256e). 

이런 의미에서 있는 것에 한 물음은 첫 번째 있는 것의, 우시아의, 이데아의 있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시아의 있음에 한) 이 물음에 우리가 확고하게 했던 것을 

통해서, [즉] 정의를 그 고 그 게(so-und-so)규정된 어떤 덕인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이 있는 

무엇으로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원리로서의 일자를 다루는 후기 화

편의 존재론에 비추어서, 있는 것에 한 물음은,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의 그 있음에 힘입

는다고,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첫 원리와의 고유한 계를 직  는 간 으로 맺는다고 할 

정도로, 그 첫 원리가 두드러진 상으로 확인된다고 답해진다.

I-1-1-3)아리스토텔 스.

역시 아리스토텔 스도 어떤 사태의 있음을 이것 는 것으로 있(을 수 있)다(Aristoteles: 

Met. V, 8, 1017b10-26)는 것 안에서  같이 성립시킨다. 물론 그로부터 더 나아가서 그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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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우월한 의미에서 어떤 사태의 있음을 그것이 본질 인 그것으로 있(을 수 있)다(das zu 

sein)는 것에서 성립한다고 엄 하게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의 있음은 하나의 인간으

로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인간으로 있기(zu sein)를, 마찬가지로 존재하기(zu existieren)를 그만

둘 수도 있다(그만 둔다)는 것 안에 성립한다. 일반 으로 표 하자면 소크라테스의 있음은 하

나의 상 는 하나의 우시아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안에서 성립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소크

라테스가 있다고 말 할 때,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의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잘알려져있다시피 

그것은, 사람들이 정의가 주어진다(있다)거나 (걸어) 감이 주어진다고 말 할 때, 사람들이 의도

하는 바의 바로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나 걸어 감은 어떤 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부터 아리스토텔 스는, 단 인 있음같은 어떤 것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있는 것은 있는 모든 

것을 포 하는 진정한 류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

리스토텔 스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우시아  실체 는 하나의 질 는 하나의 량 는 그와 

동일한 다른 어떤 것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z.B. 의 책, a.O. VI, 2, 1026a33ff.; 

VII, 1, 1028a10ff). 그러나 질과 량과 이와 동일한 것은 단지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특징지워지

는 우시아가 주어지는(있는)한에서만 단지 존재(existieren)하는 까닭에, 우시아는 첫 번째로 있

는 것이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 스는 있는 것에 한 물음을 처음부터 첫 번째로 

있는 것에 한 물음으로 다루어 나간다( 의 책, 1028a10ff). 이것의 상들이 첫 번째로 있는 

것들이며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이차 으로 있는 것인한, 아리스토텔 스는 우시아의 

원리들을 조사하는 것은 있는 모든 것들의 원리들의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우시아

들 자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의 원리들인한, 역시 우시아의 원리들은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의 

원리들이다(vgl. III, 6 - IV, 2, 1003a1-1005a18; V, 1, 1012b34-1013a23.) 만약 우시아 는 실체

의 있음에 한 물음이 답해져야한다면,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우선 인 의미에서의 실체들 

즉 실체 인 형상들과 그리고 생 인 의미에서의 실체들 즉 구체 인 상들과 그 자연들 사

이가 반드시 구분되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질료 인 실체들(ouvsi,a ẁj 

u[lh)과 그 형상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비질료 인 실체들 즉 비질료 인 형상들(suvsi,a 

cwristh,)사이도 반드시 구분되야한다6). <형이상학> 안에서의 아리스토텔 스의 이론에서는 비

질료  실체  형상의 실성은 신 인 지성의 실성과 마찬가지로 엄 하고 일차 인 의미에

서의 있는 것을 형성한다. 그 지만 가장 엄 한 의미에서 하나의 실체라는 것은 그러한 실성



- 7 -

으로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능하게 있는(suna,mei o;n)것과 실 으로 있는(evnergei,a| o;n, Met. IX, 8, 1049b24; 3. 

1047b1)것 사이의 구분이 아리스토텔 스 사유에서는 근본 인 하나의 역할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분은 그로하여 , 질료는 실 으로 주어지지(있지)않는다고, [그리고] 사실상 질료는 있는 

것이 아닌 반면에 형상은 실 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각가능한, 

질료 인 상들의 형상들은 그쪽에서는 단연코 규정된 하나의 가능성들을 통해서 성립한다. 이

것이 그것들을 통찰을 지니는 능력도,통찰이게하는 능력도 아니라, 오히려 활동 인 통찰 는 

지혜인 신 인 지성과 구분한다.

I-1-2)헬 니즘

I-1-2-1)스토아 학 .

라톤과 아리스토텔 스의 그리고 이들의 직 인 학 들의 고 철학으로부터 벗어나서 

소크라테스 이  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자신의 모범을 추구한다는 것이 헬 니즘 인 철학의 

특색이다. 스토아 학자들과 에피쿠르스 주의 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  회의 인 아카데미

와 그 자체 페리 토스에서도 아리스토텔 스  형상들은 정확히 라톤 인 이데아들 는 실

제 종과 류들처럼 거부된다. 스토아 학자들은 단지 살로 있는 것만이 있을 거라는(Alexander 

Aphr.: In Top. IV. 1. CAG 2/2, hg. M.Wallies(1891) 301.22-23.)는 에서 스스로를 정립한

다. 단지 몸 인 어떤 것만이 활동하거나 는 향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Sextus Emp.: 

adv. math. VIII, 263. Op., hg. H Mutschmann(1914) 2, 162.). 그래서 이들은 혼 는 덕의 활

동성으로부터 거꾸로된 결론, 그 자체 혼과 덕이 몸일거라는 것을 끌어들인다. 이에 상응하게 

그들은 신 자체를 몸 인 는 정신 인 는 뉴마 인 본질(존재, Wesen)로 여긴다. 그래서 

고 후기 스토아학자들은 다양하게 라톤주의에 근하긴해도, 감각할 수 있는 세계 편의 어

떤 있음의 거부는 스토아주의의 근본입장으로 남는다.

6) I, 9, 922b2; VII, 2, 1028b30f.; 11, 1037a10-17; 17, 1041a7-9; VIII, 1, 1042a25-29; 2, 1042b9; 

4, 1004a15; IX, 7, 1049a36; XIII, 2, 1077a35; zur Begrifflichekeit vgl. M.Frede/G.Patzig: 

Aristoteles <Met. Z>(1988) 1, 23; 2, 30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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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론 인 각기 입장은 사실과 공간과 시간과 진공(Vakuum)과 보다 많은 다른 것 등 주지

하다시피 몸이 아닌 사물들을 우리가 지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스토아 학자

들도 곧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어려움에 처한다. 스토아 학자들은 원인들은 몸들의 원인들이아

니라 사실들의 원인들이라는 견해를 주장한다.(eivj o;n lo,gon kathgorhma,twn h;( w[j tinej( lektw/n[    

lekta. ga.r ta. kathgorh,mata kalou/sin Klea,nqhj kai. vArce,dhmoj] <ai;tia> ta. ai;tia)7)그러나 그 자체, 

소크라테스와 건강이 몸 인 어떤 것일 때, 소크라테스가 건강하다는 그 사실은 자체 몸 인 어

떤 것이 아니다. 스토아학자들은 사실의 특별한 지 를 선명하게 한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론 안

에서 사실을 고려하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것>>(ti( etwas)의 범주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것을 했다(Alexander Aphr. a.O. [30] 301, 19ff.). 공간과 시간과 진공과 사실

-일반자: 말해진 사물들(lekta,)-은 있는 것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몸 인 것들은 아니지만 그 때

문에 없는 것들이 아니라 존속하는(ùfista,nei)8)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후기의 스토아학자들

은 어떤 것을 그것에서 그들이 몸으로 있는 것과 그리고 몸이 아닌 존속하는 것 사이를 구분하

는 개념으로 만든다(Seneca: Ep. moral. 58, 15, hg. L.D.Reynold(Oxford 1965) 1, 156)

I-2-1-2)에피쿠르스 주의

에피쿠르스 주의자들은 단지 원자들만이 본래 으로 있는 것들이라는 자신들의 가정에 직

면하여 동일한 문제를 지녔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한 사실들의 어떤 실재성들 설명하려는 

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9). 그들은 공간의 실재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실재

성이  그것들(sie)을 통해 특징지워지는 상들의 실재성과 함께 명백히 주어져야 했던 원자들

의 는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보이는 상들의 다른 종류의 속성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만족했

7) Clemens Alex.: Strom. VIII. 9, 26, 4, hg. O. Stählin/L.Früchtel(
2
1970)3[GCS 17]3-102, hier: 

96; Stobaeus: Eclogae I, 13, 1
0
, hg. K.Wachsmuth (1884, 

2
1958) 138f.; vgl. dazu: M.Frede: 

The orig. notion of cause, in: M.Schofield u.a. (Hg.): Doubt and dogmatism(Oxford 1980) 

217-249, bes. 230ff.

8) Sextus Emp.: adv. math. X, 218, a.O. [31] 349; Galen: De method. medendi II, 7. Op. omn., 

hg. C.G.Kühn(1821-22, ND 1965) 10, 155, 7-8; Sextus Emp.: Adv. math. VIII, 70, a.O. 117f.

9) Lukrez: De rer. nat. I. 464ff., hg. J.Martin(51963) 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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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비록 를들어 육안으로보이는 는 이차 인 질들의 이론이 그를 한 동기를 제공하기

는 했어도, 있는 것  있음의 개념을 개시키기 해서는 있지않는 것(das nichts)이 기여했

다. 

I-2-1-3) 기 라톤주의 자

I-2-1-3-1)세네카

확장하는 헬 니즘 인 시기와 그리고 기 황제시 의 철학은 항상 스토아주의에 의해 지

배 지만, 그러나 일 종의 라톤 주의의 부흥으로 나아갔던, ‘고 가’들로의, 무엇보다 라톤과 

아리스토텔 스로의 소 을 통해 특징지워진다. 이것이 세네카와 더불어 찰된다. 무엇보다 철

학과 결부된, 라틴어의 빈곤에 한 불평과 더불어 58 [번째] 편지를 시작한다. 키 로를 따라서 

그는 ouvsi,a 신에 <essentia>라는, 역시 아 이우스(Apuleius)와 더불어서도 발견되는

(Apuleius: De dogm. Plai. I, 6. Op. quae sup., hg. C.Moreschini (1991) 3, 87-110, hier: 94.), 

그러나 두루 철 던 것은 아닌11), 변역어를 사용한다(Seneca: Ep. 58, 6, a.O. [35] 155.). 아리

스토텔래스의 <범주론>의 향 아래서 후에 일상 인 용어 <substantia>로 된다. 세네카에 따

라, to. o;n은 <quod est>로 재 된다(Seneca: Ep. 58, 7, a.O. [35] 155.). 이와 나란히 역시 이미 

<ens>가 [그] 번역어로 발견된다(Quintilian: Inst. orat. II, 14, 2, a.O. [40] 1, 228; VIII, 3, 33, 

a.O. 2, 162.).

이러한 언어 인 물음이 선명해짐에 따라, 세네카는 라톤[의] <<있는 것>>을 여섯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1)지성 인 것에, 2)<<per excellentiam, 가장 탁월

한 것>>인 한, 신에, 3)진실하거나 본래 인 것들인 이데아들에, 4) 내재 인 형상들에, 5)일상

인 의미에서 있는 것들인, 경험의 상들에, 마지막으로 6)유사존재(Quasiexisten)지니는 것들

인, 시간 는 진공(Vakuum)같은 사물들에 용될 수 있다.

10) Epikur: Ep. ad Herod. 68-73, in: Ep. tres et ratae sent., hg. P. von der Mühll  (1922) 

3-27, hier: 19-22.

11) Vgl. audch: Quintilian: Inst. orat. II, 14, 2, hg. H. Rahn (1972-75) 1, 228; III, 6, 23, a.O.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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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세 카의 출처는 모든 후기 라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성 인 것과 감각 인 것 

사이를 구분하는 <티마이오스> 27 d 38을 자주 명백히 지시한다는 것이, 주목되야한다. 지성

인 것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역 안에서 우선 으로 그리고 본래 으로 있는 것, 즉 

이데아들에 따라 (지성 인 것은) 탐구돼야한다. 그러나 그것 자체의 있음은 생 인 어떤 것

으로 다루어져야한다. 원형으로 는 <<per excellentiam, 가장 탁월한 것>>으로 있는 것인 신

은 그( 이데아들) 머에 서 (있)으므로, 그래서 그것(신)은 있는 것의 이데아일 것이기 때문이

다.

I-2-1-3-2) 메니오스, 루타르크, 필론

소  기 라톤주의에 있어서의 라톤의 있음이론의 향은 특히 아 메니아의 메니오

스(Numenios von Apamenia)의 경우에 확정될 수 있다. 메니오스는 자신의 서 <선에 하

여>에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ti, evsti to. o;n( Numenius: Frg. 2, 23, hg. E. Des Places (Paris 

1973) 44; Frg. 3, 1, a.O.>>라고 다시 묻는다. 이미 선택된 <티마이오스> 입장을 따르는 그는 

있음의, 지성 인 것의 역과 그리고 생성의, 감각가능한 몸들의 역 사이를 구분하면서 그 

물음에 답한다. 몸도 질료(물질)도 <<있는 것>>이라고 이름지어질 수 없다(Frg. 3. a.O. 44f.; 4 

a, a.O.45f.)는 것-이것은 스토아 학 의 커다란 향의 에서 볼 때 완 히 새로운 강조 

이다-을 보여주려 시도하면서 그는 그 구분을 정당화시킨다. <<있는 것>>으로 이름지어질 만

한 것은 몸이 아닌 것 그리고 지성 인 것이다. 그러나 메이오스는 지성 인 것 안에서 ouvsi,a  

 이데아와 동일시되는 신 인 지성을 구분한다. 그것을 넘어선 첫 번째 원리, 선의 이데아  

단일한  일자가 그러한 신 인 지성과 구분된다(Grg. 7, 8-15, a.O. 53; 16, a.O. 57.). 있는 

것을, 이 첫 원리로부터 한 걸음 나온 것으로서, 엄 하고 우선 인 의미에서 특징지우기 해

서, 메니오스가 있는 것의 편의 첫 원리를, 즉 선(das Gute)을 확인하므로서, 있는 것에 

한 물음이 마찬가지로 답해진다(Frg. 16, 1-4; 9-10, a.O. 57.). 첫 원리의 있음의 문제와 련해

서, 메니오스는 신이 자연스  진실로 있는 것이라는 한 통을 따른다. 이것으로부터 루타

루크(Plutarch)는 어떠한 출발을 한다12). 알 산드리아의 필론(Philon von Alexandreia)은, 일자

와 있는 것 사이의 계로부터 주어지는 문제에 혹되지않으면서, 신이 진실로 있는 것일 것이

라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한 있는 것이 하나에 [의해] 앞서 [미리] 놓여진다



- 11 -

(dem Einen vorgeordnet ist)13).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게는, 있는 모든 것을 월하는, 라톤의 

<Politeia, 국가>에 [나오는] 선의 이데아 론이 지니는 것과 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세네카

의 선례처럼, 메니오스는 첫 원리(prw/toj nou/j)를 있음의 이데아(auvtoo,n( ò me,n ge w;n)와 동일시 

함(Numeius: Frg. 17, 4, a.O. [43] 58; Frg. 13, 4, a.O. 55.)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

은, 그것이 정의롭다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의에 해 말할 수 있는 의미(Sinn)와 유비 인 

하나의 의미에서 신 [에게] 있음을 덧붙히는 것을, 메니오스로하여  허용한다.

I-2-1-3-3) 로티 스, 빅토리아 스, 아우쿠스티 스

첫 원리의 있음에 한 물음에 있어서의 통은 다음시 에 쪼개진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메니오스와는 반 로 로티 스는 일자  선은, 사람들이 <국가>와 그리고 < 르메니데

스 편>의 첫 번째 제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모든 이데아의 편에 선다고 주장한다. 있는 것의 이데아 역시 단지 더 나아간 있는 

것일 수 없다는 생각을 로티 스는, 그가 <소피스테스 편>에서 불러드린 다섯 가지 me,giata 

ge,nh(다섯가지 가장 큰 류, Platon: Soph. 254d), 있는 것, 정지, 움직임, 동일성과 다름을, 모든 

실 인 있는 것에 한, 지성 인 세계의 범주들로 악함을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다. 있는 것의 류들과 원리들의 로티 스의 연역(Ableitung)14)에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 인 있음과 생각과 생명은 서로 해체할 수 없이 묶어져 있다는, 마찬가지로 

라톤의 <소피스테스 편>으로부터 유래하는(Platon: Soph. 254d.) 가정이다. 변증 으로 개되

는 다섯가지 류들은, 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다섯 가지 류에 포섭된다는 것, 마찬가

지로 있는 모든 것의 일상 인 류들과는 달리 다섯 가지 류들은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와 맞서 

배제하는 부류들로 분할된다는 것을 통해 특징지워진다. 있는 것의 류는 다른 네 가지 류에 종

속되거나 (그 네 류를 자기에)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동일한 계(位階)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있는 것의 이데아는 첫 원리일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다섯 가지 류의 다

12) Plutarc: De E apud Delphos 392 Eff. Moralia 2, hg. M. Pohlenz/W.Sieveking (1929) 20ff.

13) Philo Alex.: De vita cont. 2. Op., hg. L. Cohn/P. Wendland(1896-1915)6, 46-71, hier: 47.

14) Plotin: Enn. VI, 2, 6-8. Op., Hg., P.Henry/H.-R.Schwyzer(Leiden 1951-73)3,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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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Vielheit, 多性)을 제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러한 다성(多性)의 근거에 놓인 단일성

(Einheit, 單一性)을 제한다.

있음과 사유와 생명은 서로 해체할수없이 묶여짐에도불구하고 구분된다는 그리고 그 게 본

래 으로 있는 것을 특징지우는 라톤의 가르침15)은 더 나아간 사유 안에서 요한 역할을 행

사한다. 이 가르침은, 삼 일체론의 삼 (Triade)가 실재성의 모든 수 에서 그리고 그래서 곧

바로 역시 신의 하나의 모상으로서의 혼 안에서도 다시 발견된다는 사상(思想)과 함께 묶이면

서, 서구(西歐)의, 마리우스 빅토리아 스(Marius Victorianus)의 삼 일체론에서 되풀이된다16). 

그리고 이러한 사상(思想)은 그 후에 다시 아우구스티 스의 삼 일체론에서 가볍게 변화된 

형식으로 요한 역할을 행사한다. 자기와 비슷한 모습(Ebenbild)으로 인간을 만든 것은 삼 성

(Dreifaltigkeit)이라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이러한 통(Herkunft)은, 있음과 이해와 의지의 삼

(Triade)의 흔 과 같은, 구분되는 삼 들에 있어서의 인간의 혼 안에서 반 된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강조한다(Augustinus: Conf. 13, 11. Op. 1/1, hg, L. Verheijen. CCSL 27(1981) 

247.).

이러한 수평 인 삼 의 내부에 하나의 질서가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의 있음은 사

유에 앞서 미리 놓여진다는 사상(思想)은, 로티 스와 더불어 때로는 물론 이미 나타난다

(Plotin: Enn. VI, 6, 1, 11, a.O.).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로티 스의 계승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그것은 있음과 생명과 사유의 계층질서 인 삼 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체계화된다. 어째든 얌블

리크(Jamblich)는 있음은 사유에 앞서 놓이며, 그리고 두 번째 제 안에서 지성 으로 있는 것

과 그리고 이런 있는 것을 사유하는 지성 사이의 실재 인 구분을, 있음과 생명과 사유 사이의 

(구분은) 아니지만17), 받아드리는18)사상(思想)을 집어든다.

15) Plotin: Enn. V. 1, 4, 26-33, a.O. [52] 2, 268-270; V, 9, 8, 8-22, a.O. 421f.

16) Marius Vict.: Adv. Ar. II, 4, Op, hg. P. Henry/P.Hadot. CSEL 83 (1971) 54-227, hier: 

197-199; III, 17, a.O. 222f.

17) 뒤의 책, 3, 45, 5ff.

18) Jamblich gei Proclus: In Tim. B. hg. E. Diehl(Leibzig 1903-06, ND 1965)1, 308, 1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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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1-3-4) 로클로스, 포르피리오스

두 번째 제의 수 에서 세 가지 구분되는 원리들의, 있는 것 자체와 생명과 지성에게서 

발견되는, 계질서 론은 로클로스와 더불어 발견된다. 세 원리들은 자기들 쪽에서 일자에 의

지한다. 그러나 있음과 생명과 지성을 나 어 지니는 그것을 한(für) 첫 원리들이 있다. 여기

에서 다시 삼 으로 원리로서의 있음과 그리고 어떤 것이 나 어 지니고 있음과 그리고 있음

을 나 어 지니는 그것 사이가 구분된다19).

두 번째 제 수 에서의 있음에 한 말일 수 있는가 라는 결정 인 물음에 있어서, 물론 

모두 로티 스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있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일자, 있는 것의 이데아

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강조된 의미에서의 있는 것이라는 메니우스의 사상(思想)을 많은 사

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어째든 다마스키오스(Damascios)는 포르피리오스를 비 하면서, 

그(다마스키오스)는 수평 인, 지성 인 삼 (Triade)의 첫 부분, 즉 있는 것 그 자체 는 있음

을 일자와 동일시하려한다20). 그것이 마리우스 빅토리아 스의 입장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안 하게 사용한 자가, 그 안에서 여러 번 포르피리오스의 학식(學識)

을 인정하고 신용한, 라톤의 < 르메니데스 편>의 익명의 주석가 다. 라톤의 < 르메니

데스 편>의 첫 제는 있는 모든 것의  편에 선 첫 원리와 련되는 반면, 그 두 번째 제

는 두 번째 기체(Hypostase), 이미 있는 것인 일자와 련한다는 것으로부터 그 주석가는 출발

한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인 일자는 첫 원리의 인 단일성과 단순성(Einheit und 

Einfachheit)과 일치할 수 없는 다수성(mannigfaltigkeit)을 이미 그러는한 표 하기 때문이다. 그

것은 최소한도 하나이며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미 있는 일자가 자신의 있음을 어디에서 끌어

오는가 라는 물음이다. 있는 그 일자가 자신의 있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닐 수는 없다. 그 

경우에는 그것 자신이 원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일자 자체의 단일성을, 그

러나 있는 것의 이데아의 그 있음을 끌어 올(bezieht)수도 없다. 왜냐하면 - 제로부터- 이미 있

19) Vgl. z.B. Elem. Theol., Prop. 100-101, in: the Elem. of theol., hg. E.R. Dodds(Oxford21963

) 90. 

20) Damascius: De Princ. I, 86, 8ff., hg. L.G.Westerink/J.Combès (Paris 1989) 2,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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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자 이 에는 단지 일자 자체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있음을 일자

와의 여(나 어지님)로부터 반드시 끌어와야만 한다21). 있음 그 자체는 있는 어떠한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있는 모든 것의 근원 는 우물(샘)으로서, 완 한 단일성 그리고 완 한 선과 동

일시된다. 그것은 한계와 다양성을 이미 의미하게 되는, 이것 는 것으로 있음 안에서 성립

할 수 없다. 그것은 한계없는 있음 자체이다.

I-2-1-3-5) 보에티우스

이러한 사상(思想)은 보에티오스(Boethius)의 경우에 그의 간략한 그러나 많은 향을 미친 

(종교 인) 논문 <Quomodo substantiae in eo quod sint, bonae sint>안에서 발견된다. 있는 모

든 것이, 그것이 있는 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선한가를 설명하려한다. 이 경우에 

보에티우스는 있는 것(id quod est)과 그리고 그것의 있음(<< esse >>)22)을 우선 으로 구분

한다. 있음 자체는 있는 어떠한 것도 아님에도 이러 러한 어떤 것으로 되기 해 그리고 이

러 러한 어떤 것으로 있는 것이기 해, 결국 어떤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그러한 있는 것이기 

해, 어떤 것을 나 어 지니는 그와같은 종류가 아니다( 의 책, Prop. III). 오히려 그 거꾸로,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먼  있음을 나 어지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어떤 것을 나 어지

니고, 그래서 이것 는 것이 있다( 의 책, Prop. VI.). 마찬가지로 있는 모든 것에 해서는 

그것이 이미 하나의 다양성을 표 하며, 있는 그것은 서로 자신의 있음을 (표 하는) 하나의 사

태(eine Sache)라는 것이 타당한다( 의 책, Prop. VIII.). 마찬가지로 으로 단순한 것, 즉 

신 는 첫 원리는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 경우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있음에 일치해

야 한다( 의 책, Prop. VII.). 그것은 하나이며, 그리고 선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있음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 그의 단일성과 선 두 가지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있음은 마찬가지로 그의 

선과 단일성 안에서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있는 모든 것은 있음을 나 어지니기 때문에, 그것이 

21) Porphyrius (?): In Plat. Parm., Frg. 12, 14-20; 29ff., in: P. Hadot: Porphyre et Victorinus 

(Paris 1968) 2, 102ff.

22) Boethius: Qoumodo subst. ...... III, Prop. II, in: Die theol. Traktate, hg. M. Eleässer(198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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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 그것은 선하다. 그리고 자신의 자연으로부터 는 우연히, 이것 는 것이 있는 것을 

통해서는 아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태의 있음은 본질 으로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있음과 본질(Sein und Wesen)는 두 가지 것이다-라는 표상과 결

부되는, 신은 있음 그 자체이다 라는 표상이 발견된다.

I-1-3)유 교; 구약성서.

있음의 이해에 있어 히 루 사유가 어느 정도에서 그리이스 언어공간과 겪리되는가 라는 문

제는 하르낙(A. von Harnacks)의 헬라화된 주장으로부터 랏쵸(C.H.Ratschow)23)에로 제기된 그

리고 특히 보만(Th. Boman)24)과 바르(J. Barr)25) 사이의 논쟁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들의 제 

자체는 한 번 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그래서 바르텔무스(R.Bartelmus)26)). 그럼에도 

드물게 계사 으로 사용되는 동사 <하야, hayah>는 ‘존재하다, existieren’  ‘ 하다, 

vorhandensein’의 의미에서 ‘있다, Sein’ 뿐 아니라27), 마찬가지로 이를 넘어서서-특히 신의 창조

활동(So bes. Gen. 1, 1-2, 4b; Ps. 33, 9.)에 한 진술에 있어- ‘발생하다, entstehen’의 의미에

서, 그러나 역시 ‘일어나다, geschehen’의 의미에서도 사용된다-그래서 언 인 낱말쓰임에 있

어서도28)-는 악에 있어서는 의견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히 루 동사 <sein>의 자주 

강조되는, 그리스 인  엘 아 인 철학의 정 인 있음에 맞세워지곤하는, <<역동 -역사

인>> 특성은 그 경우에 본질 으로, 수많은 곳에서의 <하야>는 어떤 명사의 동사화에 사한

23) C.H.Ratschow: Werden und Wirken. Eine Unters. des Wortes <hajah> als Beitr. zur 

Wirklichkeitserfahrung des AT(1941): <<wirkend dabeisein>>.

24) Th.Boman: Das hebr. Denken im Vergl. mit dem griech. (
4
1965) 27-37.

25) J.Barr: Bibelexegese und mod. Semantik(1965) 64-77.

26) R.Bartelmus: HYH. Bedeut. und Funktion eines hebr. 'Allerweltswortes'. - zugl. ein 

Beitr. zur Frage des hebr. Tempussystems(1982).

27) z.B. Jos. 5. 13; Ri. 18, 19; 2. Chr. 10, 6; Dan. 12, 1; T.W.Thacker: Compound tenses 

containing the verb <be> in Semitic and Egyptian, in: D.W.Thomas/W.D.McHardy(Hg.):   

Hebr. and sem. studies. Festschr. G.R.Driver(Oxford 1963) 156-171; J.Bergmann/H.Ringgren/ 

K.-H.Bernhardt: Art. <hayah>, in: Theol. Wb. zum AT, hg. G.J.Botterweck/H.Ringgern(1973  

ff.)2, 393-408(mit Lit.)

28) Bes. bei Ez. und Jer., aber auch z.B. 1. kön. 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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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상황과 연결된다(Ps. 33, 9; 37, 25; 69, 12; 104, 20; vgl. Bergmann u.a., a.O. [5] 399f.). 히

루 있음-개념의 특별한 문제는 특히 교부학에서 논의된, 이 곳에서는 배제되는 그리고 A와 O

의 고 번역(e;somai o]j e;somai,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과 일치하는  부분 미래 [시제]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4  ‘아흐  아셸 아흐 ’의 정

확한 의미에서 형성된다29).

I-2)고  후기; 교부학

있는 것의 교부학 인 개념은, 그것이 비기독교 인 고 와 구분되는한, 우선 으로 그리고 

특히 소  <출애굽기>-형이상학의 통 안에서 인지된다. 이 곳에서 그것은 evgw, evimi o ̀

w;n(<<Ich vin der Sd., 나는 있는 자로다, 출애굽기 3장 14 >>)의 설명으로서 신론(神論)과 결

부지어져 개된다.

I-2-1) 르타르크, 필론

교부학 인 있음-개념은 기 라톤주의에서, 즉 루타르크(Plutarch)와 더불어 비된다. 

루타르크에 따르면, ei=(<<du bist, 네가 있다>>)는 신에 한 유일한 한 호칭이다. 왜냐

하면 그는 실 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제 실 으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

떤 유일한 시간차원[의] 변화도 그것에 덧 붙 지지 않는, 원한 것 그리고 생성 소멸하지 않

는 것. 이 때문에 << 는 있다>> 라는 표 은, 신은 어떤 시간 인 있음을 지니는 것이 아니

라, << 원성의 의미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없는 것 그리고 변하지않는 것이며, 

그리고 더 빠르고 더 늦은 것이 아니며, 미래이거나 과거인 것이 아니고, 변하거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는 지  그 때 그 때의 것을(mit dem einen Jetzt das Jeweils)가득 채우며 

그리고 단지 그 게 이해하는 실 으로 있는 것일 뿐이지, 되거나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시작하지도 그만두지도 않는다>>30). <출애굽기>로부터의 그 문장 evgw, eivmi ò w;n은 알 산드리

29) Vgl. Bergmann u.a. a.O. 407; Bartenlmus, a.O. [4] 226ff.

30) Plutarch: De E apud Delphos 19f., 392 DE-393 B. Moralia 5, hg. F.C.Babbit(London/     

Cambridge 1962) 198-255. hier: 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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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필론과 더불어 그 고 인 해석을 겪는다. 그에 따르면 신에게 만 본래 인 의미에서의 

있음이 귀속되므로, 신 만이 <<있음 안에서 존재하는>>(evn tw/| ei=nai ùfe,sthken)반면, 있지않는 

것은 그 외부에서 단지 가상 인 존재 만을 지닌다(do,xh de. mo,non u`festa,nai nomizome,nwn). 이 해

석은 후에 기독교 시 에 낱말 그 로 고정되어 받아드려진다31). 그 때문에 그는 진실로 있는 

것을 뜻한다32). 그 경우에 있는 것의 개념은 라톤 인 의미에서 변하지않는 것 그리고 시간

없이 존속하는 것으로서 여겨진다. 있는 것인 한, 그 있는 것은 그 때문에 역시, 다른 하나를 필

요로하는 상 인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 히 자기자신에 의해>>있다33). 그래서 그것은 변

하지않으며 그리고 달리되지않고, 어떤 다른 것도 필요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신은 본래 인 

의미에서 다른 것에 속함이 없이, 다른 모든 것에 있음을 부여한다(De mutat. nominum 27f., 

a.O. 3, 156-203, hier: 161.). 그 때문에 그것은 역시 있는 것의 본질(Wesen)을 형성하며, [즉] 

<<단지 있을 뿐인 것, nur zu sein>>이며, 그리고 발설될 수도 없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무규

정 인 의미에서 말해질 수 없는 것(Unsagbare)이다(14, a.O. 159). 그 본질에 따라 있는 것인, 

인간의 혼을 조사하려 시도한다면, 그것에게 <<최고 선>>으로서 주어진다. 있음으로서 이해

되는 신은 포착될 수 없다(De post. Caini 15, a.O. 2, 1-41, hier: 4.). 그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 

있는 것은 단지 그 자신에 의해서만 포착된다. 그에 반하여 인간 인식은 단지 그것이 있다는 사

실(daß es ist)만을 악할 수 있다(De Praemiis et poenis 39, a.O. 5, 336-365, hier: 344.). 그 

때문에 출애굽기 그 구 도 있다는 사실(Daßsein) 는 존재(u[parxij)의, 인간에게 머무르는, 인

식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의미를 지닌다(De somniis I, 231, a.O. 3, 204-258).

I-2-2)유스티 스, 오리게네스, 클 맨스, 유제비우스

역시 <Corpus Hermeticum>에 따라서도 진실로 있는 것으로서의 신은, 물론 말해질 수 없

31) Philo Alex.: Quod deterius potiori insidiari soleat 160, a.O. [49 zu I. 2.] 1, 258-298, hier: 

294; De vita Mosis I, 75, a.O. 4, 119-199, hier: vgl. Ps.-Jutin: Cohort. ad graecos 21, 1, hg. 

M.Marcovich(1990) 23-80, hier: 51.

32) Quod det. ... 139, a.O. 289f.; vgl. De Cherub. 27, a.O. 1, 170-201, hier: 176.

33) Vgl. De migr. Abrahami 182, a.O. 2, 268-314, hier: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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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의 원인이다. 그것은 있지않는 것으로부터 유래할 수도 있으리라34). 그

러나 이런 완 히 충족 인 있는 것의 본질은 있음의 산출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

왜냐하면 없음(nichts)은 그 자신이 있지않는 것인,  모든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

체 있지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V. 9, a.O. 1, 63f.). 비록 출애굽기 안의 곳과 두

드러진 련은 없지만, 라톤화된 <출애굽기>-형이상학의 의미에 있어서 체 으로 유스티

스(Justin)는 <<당신은 있는 것을 무엇이라 이름하는가?>> 라는 물음에 련된 있는 것의 

개념을 항상 동일하며 그리고 변화하지않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의 있음의 원인인 것으로 설명

한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신이다>>35). 그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물론 정신의 을 단지 

통해서만, 유스티 스에 따르면, 신 인 있음은 인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  있는 

것 자체>>를 볼 수 있다. <<모든 지성 인 것의 원인인 [이] 것에는 어떤 색도, 어떤 모양도, 

어떤 량도 없고, 그리고 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 일반도 지니지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있

는 그 지않으면 있지않는 것이며, 본질 편에 있으면서 말해질 수도 발설될 수도 없는 그러나 

단지 선하고 아름다울 뿐이다, 그리고 순간 으로 선에 다다른 혼들 ... 안에 거한다(Dial. 4, 1, 

a.O. 11.)

오리게네스(Origenes)는 진실한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있음에 여하는 각기 있는 모든 것

을 유지시키는 자로서의 신 이라는 부가 인 사상(思想)들을 가지고 이런 통에 도달한다36).

알 산드리아의 클 멘스(Clemes von Alexandreia)는 << 실 인 신>>을, 그 자체 모든 

것이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들도 있는 것 자체인 [그런] <<있는 것>>이라고 부르면서, 기독

교이 이라 이름붙 진 통과 연결한다37). 개념 <<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있었고 있는 

있을 그럼에도 어떤 변화에 놓이지 않는, <<단지 실 일 뿐인 있는 것>>이다(I, 71, 2, a.O. 

34) Corp. Hermet. II, 12, hg. A.D.Nock/A.-J.Festugière(Paris 1960) 1, 36f.

35) Justin: Dial. cum Trypho 3, 5, in: J.C.M van Winden: An early Christian Philosopher, 

Justin Martyr's Dial. with Trypho((cc. 1-9). Introd. text and comm.(Leiden 1971) 10.

36) Origenes: De princ. 1, 3, 5, hg. H. Görgemanns/H. Karpp (1976) 168. 170.

37) Clemens Alex.: Paed. I, 88, 1, hg. O. Stählin/U.Treu. GCS 12 (1972) 14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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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9ff.). 그럼에도 이런 이런 명칭이 충분한 이름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우

리가 신을 일자, 선, 정신, 아버지, 창조자, 는 심지어 <<있는 것 자체>>라고 이름할지라도, 

이것과 함께 우리는 신 인 있음을 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에도불구하고(infolge) 그

러한 명칭을 사용하며, 이와더불어 그것들을 받  수 있는 어떤 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38).

사람들이 이런 존재신학(Ontothelogie)의 근본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유제비오스

(Eusebios)에 따라 더 이상 이성 인 방식으로, 있는 것은 <<없음, Nichts>>으로부터 있을 것

이>>(evx ouvk o;ntwn)나, 역시 없는 것 그것은 있지않는 것으로부터(evk mh. o;ntoj( Nichtseienden)있

을 것이다고, 말할 수 없게된다. 오히려 항상 역시 언제 있는 모든 것은, ‘나는 있는 자니라’라고 

역시 말 하셨던, 유일한 그리고 순수한(allein)있는 것과 앞서존재하는 것(Präexistierenden)으로

부터 있음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항상 있는 것인 그 분은, 그 분으로부터 있음을 얻

었던 모든 것에게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 그 있음의 원작자(Urheber)가 되기 때문이다>

>39)

I-2-3)나 안쯔의 그리고 닛사의 그 고리우스

나 안쯔의 그 고리우스(Gregor von Nazianz)에 따르면, 개념 <<있는 것>>은, 신 인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명 스러운 이름이다. 왜냐하면 <<있음 그 자체가 귀속되는 그리고 다른 

것과 묶어지지 않는>> 하나의 자연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것은 

고유하게 실 인 신이며 그리고 앞 는 뒤를 통해 한계지워지지도 않거나 단 되지않는 

체이다. 신은 있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0). 있는 것으로서의 신은 있음 체를 자신 안

에 포 하기 때문에, 그 고리우스는 신을 <<있음의 무한하고 한계없는 바다와 같다, oi-o,n ti 

pe,lagoj ouvsi,as a;peiron kai. avòriston>>라는 비유로 이름짓는다. 이러한 비유를 다마스커스의 요

한네스(Johannes von DAmaskos)는 받아들인다. 이 곳 그 비유로부터 세 라틴 형식으로 계속 

주어지게된다41)

38) Strom. V. 82, 1, hg. O. Stählin/L.Früchtel. GCS 15 (1960, 
4
1985) 380, 24ff.

39) Eusebius: Demonstr. evang. IV, 1, hg. I. A. Heikel. GCS 23 (1913) 151, 21ff.

40) Gregor von Nazianz: Orat. 30, 18, MPG 36, 9-665 hier: 12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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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학의 그리이스 있음-개념의 수용 역사 내부에서는 특히 닛사의 그 고리우스(Gregor 

von Nyssa)가 신 인 충격을 다. 활동 인 있음과 단순히 공상 인(gedanklichem)있음 사

이의 스토아 인 구분의 의미 안에서 닛사주의자에 따르면 실 인 있음(o;ntwj o;n)이라는 

라톤의 개념이 <<있는 한의>> 있는 모든 것과 련을 맺는 반면, 를들어 꿈 속에서  는 

표상 인 상과 같은, 환상 인 상들은 비 실 으로 있는 것(to. mh. o;ntwj o;n)으로 나타내진

다42). -교부학에서 기독교철학의 형이상학으로 간주되는-<Hohelied>라는 그의 주석에 따르

면43) <<있는 것의 자연>>은, 하나는 감각 이고 물질 인 부분과 다른 하나는 지성 이고 빗

물질 인 부분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물질 으로 있는 것은 시간성과 그리고 범주 인 규정

성의 한계를 통해 표시되는 반면, 지성 으로 있는 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반드시 한계없는 것으

로 이해되야만 한다. 그 고리우스에 따르면, 물질 으로 있는 것은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올 수 

없으며 그리고 자연스  미리주어진 한계 안에서 자신의 있음을 지닌다는 것을 통해 규정된다. 

<< 있응 안에는 자기 외부에서 들어서고 있는 것의 없음이 머무른다. 불이 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 자연스런 고유한 한계 속에서 방해받는 각기 개별자

는 단지, 그것이 고유한 한계의 내부에서 머무는한, 단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

의 외부에서 들어설 때, 그것은 역시 있음의 외부에 있게된다>>44). 그래서 악도 있는 것의 한

계를 떠남으로 이해된다. << 그람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나갈 때, 그것 역시 더 이

상  있음 안에 있지않다. 왜냐하면 나쁨 안의 있음은 본래 인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쁨 

그 자체가 주어지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음의 존재하지 않음(Nichtexistaenz)이 나쁨으로 되므

로 [그 다] 이제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은 있음 안에 있는 것처럼, 없는 것 안에 생성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나쁨이다) 없어진다>>45).

41) 45 a, 3, a.O. 625 C; vgl. Johannes Damasc.: De fide orthod. 1, 9(2) und die lat. Übers. 

des Burgundius, hg. E. M. Buytaert (Löwen 1955) 49.

42) Gregor von Nyssa: Refut. confess. Eunomii 29. Op. 2, hg. W. Jaeger (Leiden 1960) 

312-410, hier: 323, 9ff.

43) In Canticum CAnt. orat. VI, a.O. 6, hg. H.Langerbeck (1960) 1-469, hier: 173, 7-174, 16.

44) In eccles. homiliae orat. VII, a.O. 5, hg. P. Alexander (1962) 277-422, hier: 411, 16ff.

45) In inscript. Psalmorum I, 8, a.O. 5, hg. J.McDonough(1962)24-175, hier: 63 1ff.; vgl. 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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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리우스의 신 인 업 은 그러나, <<지성 인 [있는 것의] 자연, intelligiblen 

Natur>>과 련된,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만들어진 것 사이의 구분 안에 있다. 만들어지지않은 

지성 인 자연은 본질의 의미에서 본래 인, 그러나 모든 인간의 인식과 언어와 설명을 거 하

는 것이다. 각기 덧붙 짐에 연한 그리고 각기 부족함을 느끼지않는, 항상 동일한 것으로 머

무르는, 진실하게 있는 신 인 이러한 있음은 두드러진 의미에서의 한계없는 것, 즉 실 으로 

무한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들어진 지성 인 있음, 인간 혼의 있음은 신 이고, 진실하게 있는 한계잃

은 있음을 향하는 그칠 모르는 애 과 욕망가득한 자기확장 안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ekstase, 황홀>>-만들어진 것의 역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고유한 한계로부터 벗어남(In 

Cant. Cant. orat. X, a.O. [22] 308-310.)-을 통해서 가능하게되는 신 인 본질성으로의 항상 깊

숙한 이러한 들어감(Eindringen)은 어떤 한정된 끝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 탐색의 

출발 으로 되는, 그것이 신 인 있음에 향하는 해소될 수 없는 배고픔인 한, 혼의 지성 인 

있음에게 규정된의미에서 한계잃음성의 특성이 귀속되는, 단지 잠정 인 것일 뿐이다46).

1-2-4)빅토리아 스, 포르피리우스, 보에티우스

교부학의 가장 의의있는 있음-개념들 의 하나는 마리우스 빅토리 스(Marius Victorinus)

의 것이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삼 일체론의 이해를 한 포르피리오스에 의해 새롭게 

근거지워진 신 라톤  존재론이 비옥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인 인격을 있지않음

(Nichtsein)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아리안 주의에 맞세워짐 안에서, 마리우스 빅토

리 스는 포르피리오스의 요소 론을 받아들이면서(Vgl.. hierzu P.Hadot: Porphyre et Victorinus 

(Paris 1968).), 있지않음의 잘 알려진 네 종류와 나란히 역시 있는 것의 네 종류를 구분한다. 

[1)]진실하게 있는 것 즉 이데아 인 있음의 그리고 그의 단일하고 본래 으로 있는 근거의 의

미에서 지성 인 것 곧 두 번째 신성한 인격, [2)]단순히 있기만 한 것(das bloß Seiende) 즉 

137, 4ff.

46) De vita Moysis, a.O. 7/1, hg. H. Musurillo (1964) 113. 116; vgl. auch: In cant. cant. orat. 

XI, a.O. 3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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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들어 인간의 혼과 같은 지성 인 것, [3)]진실로 있지않는 것은 아닌 것(das nicht wahrhaft 

Nichtseiende) 즉 사라지는 물질 인 몸의 감각 인 세계, [4)]마지막으로 모든 몸 인 상의 

근거에 놓인 것으로 표상되야하는 물질 그 자체, [진실로] 있지않는 것(Nichtseiende)47). 진실로 

있지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인간 환상들의 표상은 신으로채워진 하나의 역으로서의 있는 것의 

역으로부터 한계지워진다. 그래서 여러 구분되는 종류의 있는 것의 개념은, 그럼에도 본래 <

출애굽기>-형이상학의 의미에서, 신 인 있음을 그 두 번째 요소 안에서 즉 두 번째 신 인 인

격의 있음 안에서 나타내는 반면, -있는 것은 이미 하나의 움직임의 결과를 표 하기 때문에- 

신 인 있음은 있는 것의 의미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의 그 첫 번째 계기가 아닐 수 있다. 이 때

문에 그것을 마리우스 빅토리아 스는 이미 포르피리우스[가 했던]처럼 정확하게 있는 것 의 

있지않는 것(to. ùpe.r to. o;n mh. o;n, Ad Cand. 14, 1, a.O. 148)으로 나타낸다. 있지않는 것으로서의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여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의 그리고 있지않는 것

의>>, 그 자체는 어떤 있는 것도 아닌, <<원인>>(5, 2, a.O. 136)을 뜻한다. 그러나 원인으로서

의 그것이 있는 모든 것과 있지 않는 것에 선행한다면, 그것 자체는 반드시, 있는 것 자체로 규

정되거나 는-즉- 신 인 아들의 생산을 통해 규정된 형상 자체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의 형상없는 <<첫번째 있음>>[인], 무규정 인 <<순수한 있음>>이어야만 한다(Adv. Arium I, 

19; II, 4, a.O. 188-602, hier: 232ff. 404-408.). 마리아 스 빅토리 스는 있음과 있는 것의 이

러한 존재론  차이를 자신의 삼 일체명상의 테두리 안에서 라틴어로 처음 도식화한다. 그

것(차이)가 포르피리오스로부터 유래한 < 르메니데스 [편]>-주석 안에서 처음으로 의식된다. 

이 주석 안에서는 첫 번째 일자가, 있는 것에 앞선(auvto. to. ei=nai to. pro. tou/ o;ntoj), 있음 자체라

고 이름지어진다. 이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일자로서의 그것은 본질과 있는 것의 편에 있다고, 

<<있는 것은 있지않다 그리고 역시 본질성도 아니고 실성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활동한다 

그리고 순수한 활동 자체이다>>고, 반드시 말해져야한다. 그래서 있는 것에 앞 선 그리고 있는 

것과는 묶어지지않는 실 인(akuale), 인 있음과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생되는, 있는 

47) Marius Victorinus ad Candidum 6-11, in: Marius Victorinus: Traités théol. sur la trinité 

hg. P. Henry/P.Hadot. Sources chrét. 68 (Paris 1960) 130-172, hier: 138-146 mit Komm. 

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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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묶이는, 있는 것의 있음 등 두 가지의 있음이 구분되야한다48). 그리고 이 구분은 보에티

우스를 통과하여 세철학에 도달한다(Vgl. I. 490-492.). 마리우스 빅토리 스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근본 사상(思想)이 받아들여진다. <<있는 것에 앞서 그리고 로고스에 앞서, <있음>이라는 

말로 표시되는, 그리이스어 에이나이(to. ei=nai)인, 존재함(Existieren)의  힘과  능력이 주

어진다. 이 <있음>은 반드시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야한다. 첫 째 그것은 다른 있는 모든 것

들이 그것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을 포 하고 그리고 근원 인 방식으로 근원 인 ‘있음’. 다음

으로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 ‘있음’. 그래서 그것은 그로부터 오는, 류들과 종들과 그와같

은 나머지 것 등, 그러한 모든 것의 있음이다. 그러나 첫 번째 있음은 아래처럼 여할 수 없는 

[바의 unpartizipierbar]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 오히려 선행하는 존재로서의 존재(Existenz als 

Existenz)이며, 모든 일반자의 일반자이고, 무한하며, 한계없고, 자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한, 그리고 그 때문에 형상없이 불리워질 수 있다. ... 역시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은 규정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

이다>>(Marius Vitorinus: Adv. Arium IV, 19, a.O. [28] 556-558.).

1-2-5)가짜-디오뉘소스 아 오 기따

가짜-디오뉘소스 아 오 기따(Ps.-Dionysios Areiopagites)는 <출애굽기>-형이상학을 포

르피리오스 이후 존재론의 요소들과 묶는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본래 인 있는 것의 의미에서 

신은 있는 모든 것의, 동시에 <<있는 모든 것과 있는 어떤 것도 아닌 것의, pa,nta ta. o;nta kai. 

ouvde.n tw/n o;ntwn>>근원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는 있는 모든 것을 자신 

안에 포함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모든 것을 월하여있는 것으로 높여지기 때문이다49). 그러

나 그는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규정 인 방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 단 인 

그리고 한계없는, 자신 안에 체 있음을 포 하는 그리고 미리 악하는>>자이다. 그럼에도 그

48) Vgl. Hadot, a.O. [27] 2: Frg. du comm. de Porphyre <suddr le Parmende> XII, 23-35, 

a.O. 64-112, hier: 104-106; dazu: I, 141. 270. 383. 413f.

49) Ps.-Dionysius Areop.: De div. nom. I. 5f. Corpus Dionys. 1. hg. B.R.Suchla (1990) 

107-231, hier: 117, 3f.; 1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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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일 뿐 아니라 <<모든 원성으로부터 있는 것을 유래시키고 있는 것의 

있음 자체>>이다. 이 때문에 가짜 디오뉘소스는 그를 -이미 <Corpus Hermeticum>안에서 그

리고 포르피리오스에 의해 사용된 용어들을 집어들면서(Marius Vict.: Ad Cand. 14, 23: 15, 2. 

a.O. [28] 150; vgl. Hadot. a.O. [27] 69, 208f.)- <<앞서 있는 것, proo,n>>이라고 이름한다

(Ps.-Dionysius Areop.: De div. nom. V, 5, a.O. [35] 183, 13; vgl. 186, 9; V, 10. a.O. 189, 7.). 

그러나 앞서- 그리고 월해(Über)-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은 <<있는 모든 것을>> 지닌다. 

<< 나는 나의 있음 자체를, 나머지 모든 것에 앞서 생산하며 그리고 있음 자체를 통해 규정되

고 있는 것을 구성한다>>(V, 5, a.O. 184, 3ff.).<<이 때문에 신은 있음의 앞서있는 것 근원으로 

있으며 그리고 있음이 그 안에 있다. 그러나 그는 있음 안에 있지 않으며 그리고 있음으로부터 

유래하지도 않는다>>(V, 8. a.O. 186, 15-187, 3.). 가짜 디오뉘시오스는 모순이라는 주제를 소

하여 지시한다(zurückgewiesen). 생명 자체(auvtozwh,)로서의 신은 동시에 역시 생명의 지탱자

(Urheber)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듯, 그래서 그는 역시 <<있음 자체, auvtoei=nai>>와 있음의 

근원(Ursprung)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가 있는 것의 근거로서 그리고 부분 첫 있

는 것의 근거로서, 그가 있는 것의 원인자인 한, 불리우며, 다른 하나는 그가 모든 것을 월하

여, 역시 첫 있는 것을 월하여,  본질 인 방식으로 월하고 있는 한, (그는 그 게 불리우

기, XI, 6, a.O. 221, 14; 221, 20-222. 2.)>>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있음을 있는 모든 것에 보내

주고(schenken) 그리고 본질성은 생산하고, 있는 것이며, 신 하나이다. 그래서 스스로 다수화되

는 그리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실화되는, 있는 하나의  본질 인 일자로서의 근원이다(II, 

11. a.O. 136, 1ff.). 그 때문에 가짜 디오뉘시오스 아 이오 기따에 따르면-이미 포르피리오스에 

따라서처럼- 한편으로, 모든 하나와 다수자들에 앞서, 부분과 체에 앞서, 규정성과 무규정성에 

앞서 있는 그리고 있는 모든 것과 있음자체를 한계지우며 (그것들의) 원인이되는, 그 일자와 그

리고 다른한편으로, 있는 사물들을 헤아려주고 있는 하나(seienden Einen) 사이를 구분한다. 그

러나 이 있는 사물들은 항상 있지않음과 섞인다. 일자 는 선을  나 어지니지 않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 축에 들어있지도 않다. <<그러나 섞인 것은 선을 통해서 있는 것 

안에 있고 그리고 그에 하게 있는 것들 의 하나이며 한, 그것이 선을 나 어지니는 한, 

하나의 있는 것이다. ... 어떻게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있지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원히 있

는 것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한, 그러나 그것이 있음을 나 어지니는 한, 그러는한 그것은 있고 



- 25 -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있지않는 것을 체 으로 포함하며 그리고 보존한다(IV, 20, a.O. 167, 

16ff.).

I-3) 세.

라틴어공간에서의 그리이스철학 수용은 이미 가장 요한 낱말들의 번역 경우의 두드러진 

어려움에 꽃 있다. 지 까지 증명되지않은(nicht belegten), 문법학자 리스키아 스(Priscian)

에 따르면 고 라틴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ens>로 to. o;n을 번역한 사람은 세네카가 아니라 

율리우스 씨이져(Julius Caesar)이다50). 퀸틸리아 스(Quintilian)는 o;n과 ouvsi,a 신에 <ens>와 

<essentia>를 사용하는 언어  [쓰임새]를 유감으로 여긴다51). 아우구스티 스(Augustinus)는 

신을, 자신이 <<substantia>>라 이름한, 변하는 사물들과 구분하여, <<summa essentia, 최고 

존재자>>와 <<esse sincerum, 순수 존재>>라고 말한다52). 보에티우스(Boetius)는 <Isagoge> 

주석에서 <ens>(복수의 경우. <entia>)라는 표 을 사용하며 그리고 이것은 라틴어의 비일상

인 형식이라는 것에 주목한다53). <esse>로부터 형성된 <ens>는, [ ?] 모든 사람들에 의해, 

범주들 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

해진다. 신학 인 술들에서 그는 세네카와 마찬가지로 o;n을 <<quod est>>로 번역한다54). 그

는 <<esse rei>>를 가지고서, 있는 것의 정의 안에서 표 되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것에 본질

으로 덧붙여져 악될 수 있는 있음의 내용을(<<esse rei ... nihi. aliud est nisi 

definitio>>;<<사태의 있음은 ... 그것의 정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히려 ouvsi,a

에 상응하는 그리고 후에 두루 <essentia>로 사용된 것을, 기호화한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50) Priscianus: Instit. grammat. lib. XVIII, 8, 75, hg. M.Hertz (1858) 2, 239.

51) Quintilian : Instit. orat. VIII, 3, 33, hg. H.Rahn(1975) 2, 162.

52) Augustinus: De civ. Dei XII, 2, hg. H.Dombart/A.Kalb. CCSL 48 (Turnholt 1955) 356f.; 

De trin. VII, 5, hg. W.J.Mountain/F.Glorie. CCSL 50 (Turnholt 1968) 260f.

53) Boetius: In Isagoge Porphyr. I, 24, hg. S.Brandt. CSELk 48 (Wien 1906) 74; Vgl. III, 7, 

a.O. 220-225.

54) De hebdomad., in: the theolog. tract., hg. H.F.Stewart/E.K.Rand(Oxford 1953) 38-50, hier: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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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이 <Existens>로 다시 주어지는 것을 그리고 ouvsi,a에 상응하여서는 <existentia>가 주어지

는 것을 발견한다. 있는 것의 근원을 염두에 둘 때에는 역시 <Exsistere)가 사용된다. <<Ex 

alio sistere>>. 그 때 그 때 그 자가 <esse>와 <exsistere>와 묶는 의미를 정확히 끌어내기 

해서는 더 큰 망이 필요하다.

일자는 있는 것을 월한다는 신 라톤  이론을 거부하는 아우구스티 스에 따르면, 사물

들의 근원<<summa essentia, 최고 존재자>>은 변하지않으며, 자기자신과 동일하고, 해체될 

수 없으며,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해방된다(enthoben, Augustinus: De civ. Dei. XII, 2, a.O. [3] 

356f.).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annes Scotus Eriugen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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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실체(Substanz): griech. suvsi,a( ùpo,stasij; lat. substantia, auch: essentia; engl. substance; 
ital. sostanza; Substanz/Akzidens.

II-1)고 .

<substantia, 실체>라는 기교 인 낱말은 세네카에 의해 처음 들어선 이후로 그리이스어 

ùpo,stasij의 라틴 등가어(lat.Äquivalent, 等價語)로,  그와 나란히 마찬가지로 퀸틸리아 스 이

후로 ouvsi,a의 라틴 등가어로 쓰인다. 마리우스 빅토리 스와 더불어 <substantia>는 아리스토

텔 스의 첫 번째 범주의 의미에서의 ouvsi,a의 번역으로 특별히 놓여지는 동안, 이 의 ouvsi,a는 

그 그리스어를 모방하는 <essentia>로 번역된다. 이미 터툴리아 스(Tertullian)는 <substantia  

>와 <accidens>의 립은 자명한 것으로 제한다55).

고  이후의 ùpo,stasij는 먼  가짜-피타고라 인 술(Okellos aus Lucanien)에서는 ‘지속

하는 존립, dauerhafter Bestand’의 의미에서 그리고 에피쿠르스주의자 Demetrios Lakon과 더불

어서는 ‘존재, Existenz’, ‘ 실성, Wirklichkeit’의 의미에서 철학 인 용어로 놓여지며56), 그리고 

헬 니즘 인 그리고 로마제정시 의 텍스트들에서의 그것은 철학 인 쓰임새의 경우 ‘ 실성’ 

일반과 ‘존속, Bestehn’과 ‘존재’, 특히 단순한 표상과 구분된(ùposta,sei/evpinoi,a|)‘ 실 인 존재’, 그

리고 스토아  맥락(Kontext)에서는 특히 ‘몸의 , körperlicher Vorhandensein’을 의미한

다57). 처음으로 포르피리오스를 통해서 ùpo,stasij는 고유하게 기교 인 용어로 되며 그리고, 그 

때 그 때 토탈 인 특성을 지니는 그리고 그 자신 충분한, 스스로 안에서 완성된 있음의 층의 

완성된 있음방식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포르피리오스는 스와 혼과 세계몸을 개별

존재들의 미완성된 있음방식(meristai. ùposta,seij)에 립되는 << 체 이고 완성된 휘포스타시

스, o[lai kai. te,leiai ùposta,seij>>로 정립한다58). 완성된 휘포스타시스들이 자신들 안에서 명백해

지는, 그러나 있는 것을 월한 자의, 일자 자체의 있음방식들인 한59), 이로부터, 어떤 삼

55) Vgl. C. Arpe: Substantia. Philologus 94 (1941) 65-78 (mit Belegen).

56) Vgl. J.Hammerstaedt: DAs Aufkommen der philos. Hypostasisbedeutung. Jb. Antike 

Christentum 35 (1992) 7-11, bes. 7f.

57) Vgl. J.Hammerstaedt: Art. <Hypostasis>. RAC 16 (1994) 986-1035, hier: 988-994. 998.

58) Porphyrius: Sent. §30, hg. E.Lamberz (1975) 20f.; vgl. Hammerstaedt, a.O. [3] 996.

59) Vgl. Porphyrius: Frg. 220f., hg. A. Smith (1994) 2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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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s)의 서로에 종속되는 부분이 동시에 각 층에 동 근원 으로 서로 병치되는(gleichursprün- 

glich koordiniert), 그러한 포르피리오스 인 세 층(Triadik)과 결부되어 (그 휘포스타시스들은) 

주어지며60), 세 가지 구분되는 그러나, mi,a ouvsi,a evn trisi.n ùposta,sesin(  <<세 가지 있음 방식들 

안에서의 하나의 실체>>의 기호 -형식들 안에서 그것들의 표 을 발견하는, 하나의 신성(神

性)에 따른 그 본질의 분리되지않는 있음방식으로서의 그 (휘포스타시스)들의 삼 일체 인 의

미가 주어진다61).

<있음>, <존속, Bestehen>을 한 보다 더 엄 한 표 으로서의 철학  사용을 통해 

ùpo,staij는 ouvsi,a에 직 으로 근 -분명한 동일화로까지-하게된다62). 앗티카에서는 잘알려진 

이 낱말(우시아)-언어 으로는 ei=nai의 이  명사화로서의, <있음>:<있는 것임, Seiendheit>의 

가장 외부 으로 가능한 강화(Verstärkung)-은 일상언어 으로 ‘능력’, ‘소유’, 특히 ‘소지소유’, 

‘가옥과 지’, ‘재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우시아)는 라톤을 통해서 그리이스 인 있음사유

의 근본낱말로 높여진다63). 집합단수(명사) ouvsi,a는 일상언어 으로는 항상 다수성의 단일성(die 

Einheit einer Vielheit)을 뜻한다. 동일한 개인에게 속하는, 다수 개별소유자의 능력(을 뜻한

다)64).

II-1-1) 라톤

라톤과 더불어, 서로 가장 긴 하게 련되는, 철학  용어로서의 ous̀i,a의 두 가지 의미들

이 구분될 수 있다65). 한편으로 그것은, 변하는 속성들(pa,qh)과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

60) Dazu: W.Theiler: Die chaldäischen Orakel und die Hymnen des Synesios (1942), in: 

Forsch. zum Neuplatonismus(1966) 252-301; P.Hadot: Porphyre et Victorinus 1-2 (Paris 1968) 

1, 222ff.; G.Girgenti Il pensiero forte di Porfirio (Mailand 1996) 248-270.

61) Vgl. P.Hadot: Christl.Plaronismus. Die Theolog. Schr. des Marius Vict. (1967); 

Hammerstaedt, a.O. [3] 997. 1020-1023. 1025-1031.

62) Vgl. Marius Victorinus: Adv.. Arium II, 4, 45ff., hg. P.Henry. CSEL 83/1, 178.

63) Vgl. R.Hirzel: ouvsi,a, Philologus 72 (1913) 42-64.

64) Vgl. H.H.Berger: Ousia in de Dialogen van Plato (Leiden 1961) 9-18. 322; vgl. auch: 

Hirzel, a.O. [9] 47ff.

65) Vgl. Berger, a.O. bes. 48ff. 134ff. 279ff. 32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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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분되는 어떤 것의 모든 개별자들 안에서 달리되지않고 지속하는 본질(Weses)을 나타내

며66),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단순히 있지않음(nh. o;n( mh. ouvsi,a)뿐만이 아니라 역시 생성(ge,nesij)

과도 구분되는 원한 것 그리고 변하지않는 것으로서의 있음을 나타낸다-이 두 번째 의미에서

의 ouvsi,a는 라톤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to. o;n과 ei=nai를 의미한다67). [이] 양(兩) 의미에 있어서

의 ouvsi,a에는 단지 순수한 사유(nou/j( no,hsij( fro,nhsij)안에서만 근가능하며68) 그리고 거기에서

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된 규정(ẁrisme,non( peperasme,non)을 뜻한다69). 

ouvsi,a는 완 하게 그리고 으로(àplu,twj) 있는 것이며70) 그리고 이데아와 동일시된다71). 그

러나 단수 집합 (명사) suvsi,a는 구체 이고 개별 인 본질성을 뜻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모

든 본질성들의 토탈성(pa/sa h̀ ouvsi,a)72)으로서의 있음 자체(auvth. h̀ ouvsi,a)73)도 뜻한다. 이 (있음 

자체로서의 우시아)가 << 있는 것으로 있는 있음, ouvssi,a o;ntwj ou=sa>>74), 있음의 충족이다. 모

든 본질성들의 토탈성으로서의 순수한 있는 것임(kaqara,( avlhqinh,( o;ntwj ouvsi,a(  die reine 

Seiendheit)이, 완 한 단일성과 체성(e[n o[lon te,leion)으로서의 모든 이데아들을 자신 안에 포

66) Platon: Prot. 349b; Cham. 168d; Euthyphro 11a; Meno 72b; Crat. 385e-386a/e. 388c. 393d. 

423e. 424b. 431d; Hipp. mai. 301b/e. 302c; Phaedo 65d. 76d. 77a. 101c; Resp. 359a. 377e. 

534bc; Phaedr. 237c. 245e. 270e; Theaet. 172b. 202b. 207c; Parm. 133c. 135a. 149e; Leg.668c. 

891e. 895d. 896a.

67) Phaedo 78d. 92d; Resp. 479c.485b. 486a. 509b. 523a. 524e. 525bc. 526e. 534a. 585b-d; 

Phaedr. 247c; Theaet. 155e. 160bc. 185c. 186a-e. 202a; Parm. 141e. 142b-d. 143a-c. 144a-e. 

151e-152a. 155e-156a. 161e-162b. 163c-164a; Soph. 232c. 239b. 245d. 246a-c. 248a/c-e. 250b. 

251d-252a. 258b. 260d. 261e. 262c; Polit. 283de. 285b. 286b; Phileb. 26d. 27b. 32b. 53c. 

54a/c-d; Tim. 29c. 35ab. 37a/c. 52c; Leg. 903dc. 950b. 966e; Ep. VII, 344b.

68) Phaedo 65c-e. 76dc ff. 79d. 92d; Resp. 476a-477b. 490b. 570b ff. 523a ff. 525a ff. 534a ff.; 

Phaedr. 247c ff.; Theaet. 185c ff.; Parm. 134a ff. 135b ff.; Soph. 246b ff. 248a ff.; Polit. 285a 

ff.; Phileb. 58a ff.; Tim. 27d ff. 29c. 37a ff. 39e.; Ep. VII, 344b.

69) Parm. 158 a 1 ff. d 1 ff.; Test. Plat. 22B, in: K.Gaiser: Platons Ungeschriebene Lehre(196 

3, 
2
1968) 480.

70) Test. Plat. 32, §263 mit §270, a.O. 499ff.

71) Symp. 211b1 f.; Vgl. Phaedo 785d f.

72) Phaedo 76d8 f.; vgl. Resp. 485b1-7. 486a9 mit 5.

73) Phaedo. 70d1; vgl. Resp. 585b12.; Phaedr. 247c7; Soph. 246b8.

74) Phaedr. 247c7; vgl. Resp. 585b1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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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는 하나(e[n o;n)이다75). 그리고 순수한 사유 안에서 인식된 것으로서의 이런 << 완

하게 있는 것(pantelw/j o;n)>>은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움직임과 생명과 혼과 사유와 정신

(ki,nhsij( zwh,( yuch,( fro,nhsij( nou/j)을 포함한다76). 이러한 <<완 한>> 는 <<본질 인 생명

>>(pantele.j zw/|on( o[ e;stin zw/|on)그것(우시아)은 이데아들의 토탈성을 포 한다77)-<있음>은 단일

성으로서의 규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부한 는 두드러진 의미에 있어서의 있음은 단지 <<

나뉠 수 없는 그리고 자기자신과 원히 동일한 실체>>(avme,risroj kai. avei. kata. tauvta. e;dcousa 

ouvsi,a)일 뿐이다. 그럼에도 역시 상들이 단일성과 규정성의 어떤 정도(Grad)를 반드시 나타내

는 한, 그것들에게도 반드시 어떠한 ouvsi,a가 반드시 인정되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우시아)는<<

몸의 역 안에서 나뉠 수 있는 것으로서>>(peri. ta.. sw,mata gignome,nh meristh,)단지 있음의 어떤 

부족한 양상(Modus)을 표 한다. (그런데) 그것들 사이에는 결국, 나뉠 수 없으면서 동시에 나

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그 양자(兩 )를 매개하는 <<실체의 세 번째 종류, tri,ron ouvsi,aj 

ei=doj>>가 성립한다78). 이것이, 나뉜 것은 그것에 의해 생명이불어넣어진 유기체 안에서 동시에 

도처에서 체로서 있기 때문에, 나뉜 것 안에서 자신은 나뉘지않은 채 머무르는, 혼의 수학

으로 구조지워진 있음이다.

<있음, Sein>은 ‘단일성’을 의미한다는 근본통찰로부터 나아가면서, 라톤은, 그 안에서 있

는 것들이 존재(existiert)하는, 있음방식들의 첫 범주 인 나뉨에 도달한다. 아무 련도 없이 

는 으로(àplu,twj) 존재하는 그리고 인식하는, 자기 스스로 있는 것(kaq' aùta,)에 그는 

련 맺고 있는 것(pro.j e[tera)을 맞세워둔다. 련 맺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있음에 있어서 스스로 

-있는 것에 련 맺고 있는 반면, 스스로-있는 것은 련들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

다79). 이것 안에서, 실체(ouvsi,a)와 그리고, 단지 실질 인 있음과의 규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리

75) Resp. 585 b mit 485b. 486a; Phaedr. 247c; Soph. 246b mit 248a; Parm.142bff. mit 157de; 

vgl. Phaedo 76d mit 78d.

76) Soph. 248a-249b; vgl. dazu: H.J.Krämer: Der Ursprung der Geistmet. (Amsterdam 1964, 
2
1967) 193ff.

77) Tim. 30c ff.; vgl. 37d ff. 39e ff.

78) Tim. 35 a und ff.; vgl. Test. Plat. 25A, a.O. [15] 485; dazu: GAiser, a.O. 41ff. mit 95ff.; 

Proclus: In Tim. II, 147ff. 238f., hg. E.Diehl (1903ff.); Plotin: Enn.IV,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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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는한 자신의 있음을 이것과의 련 안에서 지니는80), 속성(pa,qoj sumbebhko,j)의 범주  근

본구분이 근거지워진다. 있음 종류들의 이러한 등 은 이데아들 안의 있음의 단계들과 혼

인-수학 인 것과 감각 인 것들과 연 된다. 그래서 원히 있는 지성 인 것들(이데아들, 수

학 인 것들, 혼들)은 남김없이 실체 인 것의 있음종류(Seinsart)를 소유하는 반면, 변하는 감

각 인 것들은 남김없이 (실체 인 것의 있음과) 련를 맺는 있음종류이며 그리고 그의 무엇임

(Wassein)의 실화로서의 덕들을 통해서만 자기에게 오는 ouvsi,a를 나 어지니고, 그래서 그것

은 본래 인 무엇(ti,)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무엇에 따라 제한되는 것들(toiou/ton( poio,n( ein 

nach einem Was Qualifiziertes)일 뿐이다81).

II-1-2)스페우시푸스, 기 아리스토텔 스

라톤의 제자들 스페우시푸스와 크세노크라데스와 아리스토텔 스는 ouvsi,a의 존재론 인 

근본개념과 더불어, 원히 있는 지성 인 것들(ouvsi,a nohth,) 그리고 변하는 감각 인 것들(ouvsi,a 

aivsqhth,)에 있어서의 있음의 단계의 계기(Motiv)  실체 인 있음과 그리고 그것에 논리 으로 

 존재론 으로 의지하는 우연 인 있음에 있어서의 있음종류의 범주  등 을 받아들인다82). 

그럼에도 이들 모두와 더불어, 특수자와 개별자를 해 보편자의 효과 인 존재론  무력화가 

이루어진다. 존재론의 이러한 회는 실체 인 있음인 단순한 것의 일자론  우월성을 통해서 

동기지워진다83). 스페시우푸스는 다섯 있음의 단계(ouvsi,ai)를 구분한다. 수학 인 수들, 크기들, 

혼들, 물질 인 몸들 그리고 더 나아간 것들(추측컨  모상)84). 그에 반하여 이데아들은 스페

79) Test. Plat. 31. 32, § 263 mit §270, a.O. 495f. 499. 500; vgl. Parm. 133c ff.; Soph. 255 c.

80) Vgl. Ph. Merlan: Beitr. zur Gesch. des ant. Platonismus I. Philologus 89(1934) 35-53; vgl. 

Simplicius: In Cat., hg. K.Kalbfleisch. CAG 8 (1907) 63, 22ff.

81) Vgl. Platon: Tim 49d-50 a; Ep. VII, 342e-343c mit Polit. 283 d; dazu: H.J.Krämer: Arete 

bei Platon und Arist. (1959) 302-316.

82) Vgl. Aristoteles: Met. VII, 1f., 1028a/b; XII, 1, 1069a/b; Xenocrates: Frg. 5, hg. R. Heinze 

(1892, ND 1962) 161.

83) Dazu: H.J.Krämer: Arist. und die akad. Eidoslehre. Arch. Gesch. Philos. 55(1973) 119-190, 

bes. 147ff. 163ff. 174ff.

84) Speusipp: Frg. 48. 72. 88, hg. M.Isnardi Parente(Neapel 1980) 87f. 94f. 100-103; da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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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푸스에 의해 더 이상 모범 인 있음의 충족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것들의 일반

인 본질규정들로서의 이데아들이 그것들에 의존하는  개별자들 만을 단지 그는 실체로 인정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데아들을 나 어지니는 사물들 안에서의 그것들의 나뉨과 그것들의 다

양화로 인한 그 이데아들의 나뉠수없음성과 단순성에 한 스페시우푸스의 의심을 통해 잘 동

기지워졌다85).

스페우시푸스에 의해 좁게 사용된 ouvsi,a-개념은 <범주론>에서의 기 아리스토텔 스에게 

들어선다86). 라톤과 더불어 그( 기 아리스토텔 스)는, 개념 인 그리고 있음에 알맞게 자존

으로(cwristo,n)있는 실체들(ouvsi,ai)과 그리고 비자존 인 우연 인 것들(sumbebhko,ta)로, 을 구

분한다. 이것은 기체로서의 실체에 내재한다는 것(evn ùpokeime,nw| ei=nai)가, 나아가서 아홉 아리스

토텔 스-범주들로의 그것의 분 화가 새롭다87). 아리스토텔 스 범주들의 ‘ 과수, Überzahl’를 

크세노크라테스는 실체 인 것과 계 인 것으로의 라톤의 둘로 나눔에 의해 비 한다. 그러

나 우연 인 것들과 구분되는 실체들(동일한 단계들, 아래와 비교하라)에는 더 많거나 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실체에 어떤 것도 맞서 정립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자신들의 수 인 단일성과 련없이 맞서 정립되는 우연 인 규정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찬가지

로 속성들의 변화 도 에도 동일한 것으로서 유지된다는 것은 라톤 이다88). 그러나 스페시우

푸스처럼 아리스토텔 스도 개체(Einzelns)를 근원 인 의미에 있어서의 실체(prw,th ouvsi,a)로서 

인정한다. 단지 구체 인 개별자(Individuum)만이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고 수 으로 하나일 것

(a;tomon kai. e[n avriqmw/|)인 반면, 일반 인 본질성은 여럿에 의해 말해질 수 있기(ouv e[n ))) avlla. 

kata. pollw/n le,getai) 때문에, 일반 인 그 본질성은 어떤 단일성도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이( 개별

Ph.Merlan: From Platonism to Neoplatonism (Den Haag 1953, 31968) 96-130; Krämer, a.O. 

[22] 207-214. 351-361.

85) Frg. 77. 80, a.O. 97-99; vgl. Platon: Phileb. 15 ab; vgl. Arisoteles: Met. XIII, 9, 1086 a 4; 

XIV, 2, 1090 a 8; dazu: H.Cherniss: The riddle of the Early Academy(Berkeley 1945); dtsch.: 

Die Ältere Akademie, übers. J.Derbolav (1966) 52-56; Krämer, a.O. [29] 164ff.

86) Vgl. Krämer, a.O. 155-174; zum Folgenden: Merlan, a.O. [26].

87) Aristoteles: Cat. 4f., 1 b- 4 b.

88) Aristoteles: Cat. 5, 2b22ff.; 3b24ff. 33ff. 4a10ff.; vgl. Platon: Phaedo 93bff. 102bff. 104bff.; 

Test. Platon. 32, §§ 263ff. 270ff., a.O. [15]4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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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이 근원 인 실체라는 것)를 한 그 근거지움이다89)-분명히 이데아들의 단일성에 한 스

페시우 스의 의심이 제된다. 개체(Einzelne)은-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며- 그 때문에 마찬가

지로 있음의 마지막 담지자이다. 왜냐하면 나뉠 수 없는 것으로서의 그것은 최상의 단일성의 정

도를 실화하는 반면, 류들은 자신들의 종들로 그리고 이 종들은 자신들 안에 보존된

(evnupa,rconta)개별자들로 나뉠 수 있어서, 개체 인 것은 곧바로 이데아  나뉨의 나뉠 수 없는 

마지막 요소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90). 그 때문에 단지 개체만이  완 히 규정된 어떤 것(to,de 

ti)이며 그리고 다른 모든 것-자체로서는 하나의 그것에 따라 말해지지도 않으며 하나의 그것에 

붙지도 않는91), 보편자(류들과 종들)와 속성들-이 그것에 따라 말해지는 논리 이고 존재론 인 

마지막 기체(Substart)이다92). 보편자들은 생 인 의미에서 개체의 본질규정으로서의 실체들

(deu,terai ouvsi,a)이며 마찬가지로 규정들의 기체이다93). 그러나 이 경우에 종은 류의 부분의 생

산으로서의 그 보다 높은 단일성의 정도 탓에 역시 보다 높은 정도에의 실체(ma/llon ouvsi,a)이

다. 그래서 우선 인 실체가 이차 인 실체에 해 계하듯 종들은 류들에 해 계한다94). 

아리스토텔 스는, 그것의 부분이 일면 인 논리-존재론  의존이라는 라톤 인 기 에 따라

(pro,teron-u[steron fu,sei/sunanairei/sqai) 계질서 으로 서로 묶이는95), 있음의종류의 단계화에 들

어선다. 그래서 그것의 제거와 더불어 자신들도 함께 제거되는, 실체에 속성들은 의지한다. 이와 

동일한 계를 이차 인 실체가 우선 인 실체에 해 지니며 그리고 이차 인 실체의 내부에

서는 류들이 종들에 해 지닌다. 자존성(Selbstständigkeit)과 단순성으로만 특징지워지는 우선

인 실체는 그 때문에, 그것의 제거와 더불어 다른 모든 것들도 제거될, 마지막 그리고 본래

89) Aristoteles: Cat. 5, 3b10-10; vgl. a37ff.

90) Cat. 5. 2a14-17; vgl. Met. V. 3, 1014a/b; dazu: Krämer, a.O. [29] 157ff.

91) Cat. 5, 2a11ff. b5f. 15ff.; 3 a 8ff.

92) Cat. 5, 3b10-12; zu Herkunft und Bedeutung des Terminus vgl. Test. Plat. 22B, a.O. [15] 

480.

93) 2b29ff.; 3a9ff.

94) 2b7-22; vgl. Met. III, 3, 999a1-6; XI, 1, 1059b34-38.

95) Test. Plat. 22 B; 32,§269; 33 a-b; 34, a.O. [15] 478. 500. 504-506; vgl. zum folgended; 

Porpyhrius: In Cat., hg. A.Busse. CAG 4/1 (1887)118, 24-1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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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eigentlich) 실성이다96). 여기에, 그것을 통해 있는 것의 의미의 다양성이 하나의 근본의미에 

련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로되는-이와함께 두드러진 의미에서(o;n h|- o;n) 있는 것, 곧 실체

로 되는-, <형이상학>의 pro.j e[n- 계가 시된다97). 

II-1-2-1)성숙한 아리스토텔 스, 크세노크라테스

성숙한 아리스토텔 스는 근원 이고 인 의미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prw,twj( àplw/j 

o;n)으로서의98) 실체를 Met. Z와 H에서 새롭게 주제화한다. 실체 자체는 모든 속성들의 마지막 

기체(Substrat)이기 때문에, 실체는 어떤 다른 것의 속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아가서 실체는 

자존 으로 그리고 완 히 규정된 어떤 것으로 존재(to. cwristo.n kai. to,de ti ùpa,rcein)한다는 

것99)을, 실체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이런 모든 특징이 그것에 귀속되는, 개체(su,nolon, 

Einzelwesen)은 그러나 이제  더 분석될 수 없는 마지막 것으로 더 이상 타당하게되는 것이 아

니라, 원리들로서의 종 인 본질형상(ei=doj)과 질료(u[lh)를 통해 그 쪽에서 구성된다. -역시 질료

에 귀속되는-기체 특성은 실체의 유일한 기 으로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구체 인 개체

와 개체를 규정하는 에이도스가 실체의 모든 세 가지 특징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질료보다 그리

고 su,nolon[합쳐진 것, 개체]보다 존재론 으로 더 근원 이고 더 있는(pro,teron kai. ma/llon o;n)에

이도스를 통해서100)개체는 자신의 규정성을 단지 강화시킬 뿐이다. 그 때문에 완 히 규정된 본

질, 즉 정의 안에서 악된 개체의 본질 인 무엇(to. ti, h=n ei=nai)의 의미에서의 에이도스가 근원

인 의미에서의 실체이다(ei=doj de. le,gw to. ti, h=n ei=nai èka,stou kai. th.n prw,thn ouvsi,an)101). 이 때

문에 구체 인 개체는 단지 생 인 의미에서만 실체이다(ùste,ra ouvsi,a)102). 여기에, 단지 개체

96) Cat. 5, 2b5ff. 17ff.; 3a1ff.

97) Aristoteles: Met. IV, 1f., 1003a21ff. b5-10; VII, 1, 1028a10-15; XI, 7, 1064a28-b3; dazu: 

Ph.Merlan; Met.: Name und Gegenstand. J.Hell. Studuies 77 (1957) 87-92; ND, in: Hager 

(Hg.), a.O. 251-265; From Platonism ..., a.O. [30] 212ff.

98) Met. VII, 1, 1028a30f.; vgl. 32ff.

99) VII, 3, 1028b36ff.; 1029a8f.; 27f.; vgl. V, 8, 1017b23-25.

100) VIII, 3, 1029a27-33 mit 5-7.

101) VIII, 7, 1032 b 1f.; vgl. 11, 1037 a 28f. 33-b 3; 8, 1033b17f.; 17, 1041b8f.; VIII, 8, 

1050b2; vgl. Art. <To ti en ei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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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생성소멸하는 반면, 종 인 에이도스 그 자체는 자존 인 (시간을 월하는, überzeitlich) 

있음을 소유한다는 것103)이 속한다. 본래 인 실체는 마찬가지로 정의 안에서 악된 a;tomon 

ei=doj인104) 반면, 개체에는 어떤 정의도 주어지지않는다105). 아리스토텔 스는 그의 동일성과 단

순성과 무합성성(tauvto,n( àplou/n( avsu,nqeton)을 통해서 종-에이도스를 구체 인 개체와 마찬가지로 

류 인 보편자와 구분한다106). 동일한 류의 개별자들은 질료를 통해서 구분되는 반면, 나뉠 수 

없는(a;tomon) 것으로서의 에이도스는 자신과 동일하다(tauvto,)107). 그리고 류와 종차의 진술을 지

니는 정의는 항상 여러 부분인 반면, 완 히 규정된 어떤 것으로서의 실체는 항상 단일하며(h ̀

ouvsi,a e[n ti kai. to,de ti shmai,nei)108) 그리고 단지 노에시스 으로만 악된다109). 이와더불어 아

리스토텔 스는 <형이상학>에서 실체를 단일성의 기 을 통해서도 규정한다. 왜냐하면 본질의

무엇(Wesenswas)은 직 인 하나의 단일성이며 그리고 그 때문에 완 히 규정된 있는 것이기

(to, ti, h=n ei=nai euvqu.j e[n ti, evstin w[sper kai. o;n ti)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확히 그것은 본래 인 

의미에서 있는 것(o[per o;n)이다110). 실체의 이러한 일자론 (henologischen)인 규정에 근거하여 

아리스토텔 스는 류 인 보편자의 실체성을 거부한다. 그 때문에 보편 인 이데아들은 어떤 

실체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데아들은 단일성이면서 반드시 동시에 --이데아들에 여하는 종

102) VII, 3, 1029a30ff. mit 6f.

103) VII, 8f., 1033a - 1034b; VIII, 3, 1043a-1044a; vgl. K.Oehler: Ein Mensch zeugt einen 

Menschen (1962), in: Ant. Philos. und Byzantin. MA (1969) 95-145, bes. 121ff.

104) Dies ist in der Forschung umstritten: vgl. H.Steinfath: Selbständigkeit und EInfachheit 

(1991); 형이상학 VIII, 13, 1038b10에 근거한, 개별형상으로서의 에이도스 해석에 해서는: vgl. 

M.Frede/G.Patzig: Arist. 'Met. Z' 1-2 (1988) bes. 1, 42ff. 48-57.; M.Frede: Individuen bei 

Aristoteles. Antike Abendland 24 (1978) 16-39.

105) Aristoteles: Met. VII, 10, 1036a2-6; VII, 15, 1039b20-1040a7.

106) Vgl. Met. VII, 11-17, 1036a-1041b.; VIII, 6, 1045a/b; dazu: Krämer, a.O.[29] 176ff.; 그 때

문에 종-에이도스는 아리스토텔 스에 있어서는 어떤 보편자도 아니다: vgl. J.Owens: The 

doctr. of being in the Aristot. Met., chap. 11(Tronto 1951, 31978), 367-374).

107) Met. VV, 8, 1034a5-8; vgl. 4, 1030a6-13.

108) VII, 12, bes. 1037b25-27; vgl. Test. Plat. 22B, a.O. [15] 478ff.

109) IX, 10, 1051b17-1052a4; dazu: K.Oehler: Die Lehre vom noet. und dianoet. Denken bei 

Platon und Arist. (1962, 
2
1985) 182ff., bes. 212-221.

110) Met. VIII, 6, 1045a36-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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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들에 있어서-- 다수성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이데아들의 단일성에 한 

스페시우 스의 의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a;tomon ei=dos 에 치시킨 이데아들로 

한정한다. 나아가서 이것들은-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 어떤 실체들도 아니다. 하나의 실체 안

의 보다 실 인 본질성들의 공존(Koexistenz)이 그것(들)의 단일성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

다111). 이와는 반 로 그 때문에 개체는 실체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질료(evsca,th u[lh)가 어

떤 방식으로든 그 본질의형상(Wesensform)과 동일시되며 하나이기 때문이며, 그러는한 그것은 

그(본질의형상)을 잠재 으로 포함하며 그리고 그 (본질의형상)에 의해 실 인 있음으로 높여

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개체 안의 질료와 형상은 따로 떨어지는(auseinanderfallen)것이 아니

라 에이도스의 실성을 통해서 하나로된다112). 이것이 구체 인 개체의 원리(avrch,)요 있음의 

근거(ai;tion tou/ ei=nai)이다113). 따라서 실체의 모든 계기들-su,nolon( a;tomon ei=doj( evsca,th u[lh, 개

체, 종 인 형상, 마지막 질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e[n pwj, Einheit)이다. 그러나 인, 

제한되지않는 실 인 하나(단일성)은 단지 어떤 질료도 포함하지않는 것(o[sa de. mh. e;vei u[lhn( 

pa,nta àplw/j o[per e[n ti)114), 곧 그 무제한 인 단일성 탓에 근원 인 실체인 순수한 에이도스 

자체이다. ouvsi,a의 여러 의미는 그 때문에, 질료없이 근원 인 그리고 최고인 존재의무엇

(Wesenswas, 본질인무엇)으로 있는(to. de. ti, h=n ei=nai ouvk e;cei u[lhn to. prw/ton), 하나의 무질료

이고 그리고 변하지않는 실체 안에서만 이해된다(realisiert)115). 그것이 순수한 에이도스로서의, 

어떤 잠재성도 없는, 순수 실성(evne,rgeia)이며, 자신 안에 어떤 실 되지않는 가능성도 포함하

지않는, 있음의 완 한 충족이다116). 이것이 신 인 정신(nou/j)의 본질이다. 그 때문에 단 으로 

단순한 그리고 실 인 순수한 스로서의 첫 번째 그리고 최상의 실체이다(prw,th ouvsi,a)117). 

아리스토텔 스는 <형이상학>에서 마찬가지로 pro.j e[n- 계 안에서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과 

111) VII, 13f., 1038b-1039b.

112) VIII, 6, 1045b17ff.

113) VII, 17, bes. 1041a9f b25-28; vgl. V. 8, 1017b15.

114) 1045b20-23.

115) XII, 8, 1074a35f.; vgl. VII, 17, 1041a7-10.

116) XII, 6, 1071a19-22; 7, 1072a25f. b26-28; De an. III, 5, 430a17f.

117) Met. XII, 7, 1072a31ff.; 8, 1073a30. b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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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첫 번째 실체의 두 가지 개념을 인정한다. 즉 한번은 각 개체의 본질의 무엇으로서

의 완 히 규정된 에이도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한 그리고 변하지않는 그리고 월 인 실

체(ouvsi,a avi<dioj kai. avvki,nhtoj kai. kecwrisme,nh)118)로서의 원형 (paradigmatischer)인 방식인 ouvsi,a

인,  신 인 스, 최상의 에이도스. 왜냐하면 그것은 두드러지게 있는 것(o;n h-|| o;n kai. cwristo,n)

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제 일 철학은 곧 바로 노에시스 인 최상의 실체 론으로서의 보편

인 존재학(Seinswissenschaft, 있음에 한 학문)이다119). 이에 반하여 변하는 각기 실체는 자신

의 실성 안에서, 그리고 즉 에이도스와 ouvsi,a로서의 자신의 특성 안에서 제한된다120). 아리스

토텔 스는, 항상 있는 그리고 변하지않는 실체(신)와 항상 있는 움직여지는 실체(하늘)과 움직

여지면서 변하는 실체(달 아래의 자연, sublunare Natur)등, ouvsi,a의 세 가지 단계로 닥아선

다121). 세 가지 모든 실체 단계(Stufen)들은 개별 인 표자들의 많음을 통해 이 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단지 움직여지지않는 신 인 실체의 개별 인 표자들-항성(恒星, 

Fixsternbeweger)들과 나란히 서로 질서지워진 55 개의 천체를움직이게하는 것들(Sphärenbew- 

eger)-은 질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에이도스를 통해서 구분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최

상의 실체의 경우에는 수 인 단일성이 종 인 단일성과 일치하게 된다(e[n a;ra kai. lo,gw| kai. 

avriqmw/| to. prw/ton kinou/n avkinhton o;n)122).

아리스토텔 스와 스페우시 스와는 달리 크세노크라테스는 존재론 인 이데아론에 그리고 

이와 함께 보편자의 실체성을 고수(固守)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는- 라톤과 멀어지면서-, 류

의 부분으로서의 종은 류에 해 단순한 것일 거라는 근거에서, 종은 류에 앞선 본질 인 우선

성(Priorität)을 [진니다]고 말한다123). 그는 라톤처럼 suvsi,a의 세 등 을 구분하면서[도], 아리

118) 1037a4.

119)  XI, 7, 1064a28-b14.; VI, 1, 1026a23-32; vgl. K.Oehler: Die systemat. Inergration der 

Aristot. Met., in: Ant. Philos. ..., a.O. [51] 189-217; Merlan, o.O. [45].

120) Met. XII, 8, 1074 a 36f.

121) XII, 1, 1069a30ff.; 6, 1071b3ff.

122) XII, 8, 1074a36f.

123) Vgl. Alexander Aprod.: Widerlegung der Behauptung des Xenokrates, daß die Art vor 

der Gattung ist und ihr auf natürl. Weise vorgeordnet. übers. J.van Ess, in: Krämer, a.O. 

[29] 188-190; dazu: Krämer, a.O. 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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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 스처럼 ‘하늘 심 으로’(uranozentlich) (그 세 등 을) 정돈한다. 즉 지성 인 실체와 

감각 인 실체  이 양자가 합해진 그리고 억견 인 실체(ouvsi,a nohth,( aivsqhth,( su,nqetoj kai. 

doxasth,). 매개하는 이 두 번째 실체는 고정된 하늘과 별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세계 혼(yuch. 

tou/ panto,j)을 포함한다. 세계 혼을 포함하여 하늘을 규정하는 ‘왕 인’ 원리는, 동시에 세계의 

근거가되는 단일성(mo,naj)과 정신(nou/j)인 그리고 이데아들을 자신의 사유내용으로서 자신 안

에 담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실체와 일치하는, <<첫 번째 신(prw/toj qeo,j)>>이다124).

II-1-3)스토아학 , 에피쿠르스학 .

실체 인 것과 계 인 것으로 있음의종류를 두 가지로 나 는 아카데미 인 [방식]은 모

든 헬 니즘 인 철학 학 들에 의해 수정되며 받아드려진다125). 가까스로 스토아학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실체론과 범주론을 개시킬 뿐이다. 스토아학은 철 해진 유물론  일원론의 의

미에서 모든 규정들과 변화의 질료 인 기체(ùpokei,menon)를 실체(ouvsi,a)로 규정한다. 개체의본질

(Einzelwesen)은 물질 인 기체에 비하여 단지 그 기체에 부착된 질들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그

것들을 내재 인 생명에 있어 자신의 안에서 생산하는 실체의 그 비자존 인 속성들(pa,qh)일 뿐

이다. 그래서 우연 인 것들은, 그 상태에 있어 제한된 기체에 다시 상 인 상태들(pro,j ti, pwj 

w;conta)로서 부착되는 계들에 이르기까지, 제한된 기체의 상태(pw.j e;conta)로서 그 기체에 부착

된다126). 그래서 범주들은 복잡함의 척도에 따라 의존과 부착의 계속되는 계열의 등 (Stufenr-  

eihe)을 형성한다. 바로 이 계열의 정 에 단순한 것이 있음의 담지자로 선다. 여기에서는 이것

이 물질이다127).

에피쿠르스는 스스로 있는 실체들의 단계(Absufung)를 가지고 아카데미 인 있음의 나눔에 

더 근 한다. 그는 이 단계 아래에서 단순한 몸과 합성된 몸, 다음에 지속하는 몸에 부착되어 

‘ 속하는’(beiläufigen)속성들(sumbebhko,ta)-몸의 크기와 모양과 색과 무게와 결국 변하는 ‘우연

124) Xenokrates: Frg. 15f., a.O. 164f.; dazu: Kraäme, a.O. [22] 21-126.

125) Vgl. H.J.Krämer: Platonismus und hellenist. Philos. (1971)82-96.

126) SVF 2, 369. 371 mit 1, 85. 87; 2, 316.

127) SVF 2, 329. 332f.; vgl. Plotin: Enn. VI, 1 (42),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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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머지 속성들(sumptw,mata)과 같은 것들-을 이해한다128). 아 로디시아스의 알 산더

(Alexander von Aphrodisias)는 아리스토텔 스에 의해 구분된 실체의 세-계기, 에이도스와 질

료와 su,nolon을 단일하게 suvsi,a로 나타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 스와 멀어지면서 (그는) 단지 

몸 인 su,nolon을 자존 인 실성으로 다루는 반면, 에이도스와 질료를 단지 이로부터 추상된 

순수한 개념 인(evpino,a|) 자존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몸 인 실체와 몸이아닌 

실체의 비 아리스토텔 스 인 립(ouvsi,a sw,matoj-avsw,matoj)에 몸 인 실체의 우 성을 가지고 

닥아선다129).

II-1-4)신 라톤주의( 로티노스, 로클로스, 포르피리오스, 암모니오스)

신 라톤주의는 범형 인(paradigmatische)있음충족으로서의 ouvsi,a의 라톤의 규정을 포

인 방식으로 새롭게한다. 아리스토텔 스의 실체 개념은 있음과 생성(suvsi,a - ge,nesim)의 존재

론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티 스는 아리스토텔 스의 실체개념을 비 한다130). 

감각 인 실체는 단지 호모뉘모스한 의미에서만 <실체>라 이름지어질 수 있는 반면, <<사유와 

생명의 이데아들을 자신안에 포함하는, o[tan ei=doj tou/ noei/n kai. zh/n la,bh|>>, 원히 있는 지성

인 것은 완 하고 본래 인 의미에서 ouvsi,a이다131). 그 자체로서 스인, 그 때문에 스가 강조

된 의미에서 prw,th ouvsi,a인, 완 하게 있는 것이라는 라톤의 개념을 새롭게한다132). 로티

스 사상(思想)의 실마리는 있음의 충족(der Fülle des Seins)이라는 라톤  사상(思想)이다. 

ouvsi,a는 순수한 충족으로서의 에이도스이다. 그러나 개별 인 에이도스 (의 충족)이 아니라 모

든 이데아들의 토탈성이며 그리고 그 때문에 (ouvsi,a는) 자기 자신안에서 완 히 규정된 것(to,de 

128) Epikur: Ep. I, 67-73, in: Epicurus: the extant remains, hg. C.Bailey(Oxford 1926, ND 

1970) 40-46.

129) Alexander Pahrod.: De an. mant., hg. J.Bruns. CAG Suppl. 2/1 (1887) 121, 20ff.; dazu: 

K.Wurm: S. und Qualität (1973) 181-191.

130) Plotin: Enn. VI, 1(42), 1-3; VI, 3 (44), 2; dazu: Ch.Horn: Plotin über Sein, Zahl und 

Einheit (1995) 30-61.

131) Enn. V. 6, (24), 6, 18-21; zu den senciblen Ousiaen: vgl. Enn. VI, 3 (44), 3. 5. 7; dazu: 

Horn, a.O. 62-105.

132) z.B. Enn. V, 3 (49), 5,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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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ẁrisme,non)이다133). 최상의 그리고 완 히 끝난 규정성은 그 때문에 개별존재(Einzelwesen)의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마지막 dihairetisch한 에이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꾸로, 자기

자신 안에서 분리되지않은 모든 개별자들을 포함하는 그 때문에 동시에 그 개별자들보다 더 포

인 단순한, 있음의 모든 것을 포 하는 단일성을 소유한다134). 이것으로부터 동시에 ouvsi,a의 

자존성(Selbstständigkeit, 자립성)은 인 있음(pa,nth o;n)에로의 그 극단 인 첨 화를 경험

한다. ( 인 있음은) <<있음에 한 어떠한 지시도 부족하지 않는, w-| mhde.n avpostatei/ tou/ 

ei=nai>> 완 하게 있는 것(tele,wj o;n)으로서 동시에 필연 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통해 있는 

것, par' aùtou/ o;n>>이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성의 토탈성으로서의 있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데아들의 분 된 다수성으로 스스로 개하며 그리고 힘으로서 그러한 자기 개를 완수하는 

생명성이다(evn telei,a| zwh/|). 그것은 모든 이데아들의 자기 자신 안에서 계하는 단일성을 이러한 

자기 개 안에서 자기 자신과 매개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 안의 정신이며 

인 이성이다(nou/j kai. pa,nth fro,nhsij). 그리고 정신으로서의 있음의 자기 매개는 원한 

작용성(aktualität)안에서 항상 자유로운 과정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안의 모

든 것이고 그리고 단일성으로서의 모든 것, òmou/ pa,nta kai. e[n pa,nta>>이다135). 이러한 모든 하

나는 실체-개념의 생각가능한 최상의 충족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규정되기 때문이

다. 이 경우 정신의 자기 매개화의 계기로서의 각 각 개별  이데아는 그 안에 존하는 나뉠 

수 없는 체있음에 힘입어서 인 지성 인 자기 련으로서의 실체의 특성을 지닌다136).

이에 반하여 감각 인 실체는 로티 스에 있어 <<질들과 질료가 합성된 것, sumfo,fnsij 

tij poioth,twn kai. u[lh>>이다137). 이 경우에 그는 철 하게, 몸 안에 거주하는 구성 인 본질규

정하는 는 ‘symplerotischen' 인 질들( 를들어 불의 따스음)과 그리고 이미 구성된 몸을 따

라오는 우연 인 질들을, 구분한다138). symplerotischen한 질들의 형성 원리는 개별 인 에이도

133) Enn. V, 5 (32), 6, 1-6.

134) Enn. VI, 2(43), e; vgl. 2, 5ff.; III, 3(48), 1, 8-27; III, 8(30), 8, 30-48 u.ö.

135) Enn. III, 6 (26), 6, 7-23.

136) Enn. V, 9 (5), 8, 2-4; dazu: W.Beierwaltes: Plotin. Über Ewigkeit ung Zeit (1967, 31981) 

21-34; Denkens des Einen (1985) 56-64.

137) Enn. VI, 3 (44), 8, 12-22; 15, 24ff; II, 7 (3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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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다, [즉]로고스로서의, 곧 혼 안의 논증 으로(diskursiv)다양한 이데아로서의, 질들의 질

이지않은 동일한 원형이다139).

단지 자기자신을 통해서만 있는 그리고 규정되는 것으로서의 실체 라는 로티 스의 스

론 인(noologische) 새로운 규정은 능력을 실체성의 본래 인 기 과의 자기 련으로 드높인다. 

이것은 로클로스에 의해서 <<자기자신을 통해 존속하는 것, auvqupo,staton>>에 한 그의 이

론으로 체계화된다. 이에따라, <<자기자신을 통해 자기를 구성하는, ta. par' èautw/n ùfista,mena>  

>것만이 자존(립) 인 있음, 즉 <<자기를 통해 존속하는 있음, ouvsi,a auvqupo,statoj>>을 소유한

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pro.j èauto. evpistreptiko,n>>능력을 소유한 것만이, 마찬

가지로 정신 인 것(만이) 단지 자기 자신을 통해 존재한다. 그것은 자기를 구성하는 것에 힘입

어서 생성소멸하지않으며 부분도없고 단순하며 항상있고 그리고 시간을 월한다140).

스로서의 실체의 규정은 신 라톤 인 아리스토텔 스-주석가들을 통한 아리스토텔 스 

실체-개념의 해석을 한 박이(Folie, 돋보이게하는 것)이다. 알 산드로스의 포르피리오스

(Porphyrios von Alexande)는 몸 인 실체와 몸아닌 실체의 구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더 

나아가서 몸 아닌 실체들의 두 가지 종류 사이를 구분한다. 알 산더의 경우와 같이 개념 인 

추상으로서 타당한, 개별사물(Einzeldinge)의 내재 인 본질형상들(ei;dh e;nula)은 avsw,mata 

avcw,rista(분리되지않은 몸아닌 것들)이며, 감각 인 실체의 원리인 지성 인 실체로서 있는 그리

고 형이상학 람다의 신 인 prw,th ouvsi,a와 동일시되는 월 인 이데아들(ei;dh cwrista,)이 

avsw,mata cwrista,(분리된 몸아닌 것들)로 그 (분리되지않은 몸아닌 것들)에 맞선다141). 에이도스

의 두 종류와 구분된 몸 인 개별자는 그와는 반 로 로티노스의 경우에서처럼, 그것의 개별

성은 그의 속성들의 규정된 형성이 어떤 두 번째 개별자와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안에서 성

립하는, 속성들의 ‘묶음’(a;qroisma)이다142). 암모니오스-학 (Ammonios-Schule)는 이러한 배경

138) Enn. VI, 3 (44), 8, 22-30; II, 6 (17), 2; vgl. Platon: Phaedo 103c-e.

139) Enn. VI, 3 (44), 15, 24-38; II, 6 (17), 3, 6-15; II, 7 (37), 3.

140) Elem. theol. §§40-49. 51; vgl. §§15-17, hg. E.R.Dodds(Oxford 1933, 
2
1963) 42-50. 

16-20.

141) Phrphyrius: Sent. §§19. 42, a.O. [4] 10. 53f.; Simplicius: In Cat., a.O. [26] 77f. u.ö.

142) Porphyrius: Isag. 2b48-3 a 3, hg. A. Busse. CAG 4/1 (1887) 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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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보편자의 라톤  있음우 의 의미에서 <범주론> 안의 첫 번째 실체와 두 번째 실

체의 의존 계를 뒤 바꿔놓는다. 개별실체는 그 인식에 따라 우리에게만(pro.f h̀ma/j)만 단지 첫 

번째 것이다. 그러나 있음의 순서에 따라 생되면, 보편  본질로서의 두 번째 실체는 그 인식

에 따라 우리에게 보다 늦은 것인 동안에도, 그러나 있음에 따르면 우선성을 소유한다(pro,teron 

fu,sei). 그것은 라톤 인 이데아의 의미에서 충족 인 보편성으로 악된다.. 그 특수자들

(Besonderungen)로서의 개별실체들을(Einzelsuvstanzen)자기자신 안에 포함하는 그리고 이런 

(개별실체들)에 비해 더 근원 인 것이며 더 힘있는 것이며 더 진실하게 있는 것(presbu,teron( 

krei/tton( o;ntwj o;n)이다143).

II-1-4-1)기독교 신 라톤 주의(그 고리우스, 빅토리아 스, 아리스토텔 스 보에티우스)

기독교  신 라톤주의에서의 실체-개념의 받아들임과 계속되는 개는 반론을 통한 신의 

삼 성의 올바른 악과 본질 으로 함께 규정된다. 처음으로 터툴리아 스(Tertullian)는, 하나

의 <<substantia>> 안의 세 <<personae, 격>>에 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신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 사이의 련을 기술한다144). 이 이후로 아리안주의와의 교리 인 반론들 안에서, 신

성(神性)의 하나의 ouvsi,a안의 동일한 본질의 세 휘포스타시스들이라는 형식이 두루 정립된

다145). ouvsi,a와 ùpo,stasij의 의미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에로 정돈시키는 것이 욧

이었다. ouvsi,a아래에서 일반 인 본질성을 그리고 ùpo,stasij아래서 그의 개별 인 실화들을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은 그로센으로부터온 바실리우스(Basilius dem Grossem) 다. 이 경우, 그( 

개별 인 실)들이 동일한 본질성을 소유하는 한, 그것들은 서로 òmoouvsij(같다)하다146). 이것은, 

143) Ammonius: In Cat., hg. A. Busse. CAG 4/4 (1895) 36-40; vgl. auch: Joh. Philosoponus: 

In Cat., hg. A. Busse. CAG 13/1 (1898) 50, 1ff.; Olympiodor: In Cat., hg. A. Busse. CAG 

12/1 (1902) 57, 5ff.; Simplicius: In Cat., o.O. [26] 76, 25-78, 3.; Elias: In Cat., hg. A. Busse. 

CAG 18/1 (1900) 161, 20-24; 163, 6-15; dazu: K. Kremer: Der Met.-Begriff in den 

Arist.-Komm. der Ammonius-Schule (1961) 56-61.

144) Tertullian: Adv. Praxean 12, bes. 6f. CCSL 2 (Turnhout 1954) 1172f.

145) Vgl. Hammerstaedt, a.O. [3] 1012-1023 mit belegen.

146) Basilius der Gr.,; Ep. 38, 2f., in: Saint Basile lettres, hg. Y. Courtonne(Paris 1957ff.) 1, 

81ff.; Ep. 214, 4, a.O. 2, 205f.; Ep. 236, 6, a.O.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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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성의 휘포스타시스들은  분리될 수 없는 단일성을 형성하는 특수성과 더불어, 신 인 

격들이 서로에 해 그리고 신성 하나에 해 맺는 련에도 역시 타당하다147). 니사의 그 고

리우스와 나 안즈의 그 고리우스(Gregor von Nyssa und Gregor von Nazianz)는 ùpo,stasij를 

< 격, pro,swpon( 인격>과 <개별자, a;tomon>와 동일한 것으로 묘사한다148). 신 인 실체 안에서

의 세 격(인격)들 는 휘포스타시스들의 구분성과 분리불가능성, 하나성과다수성의 계에 

한 철학 으로 한 몰입은 포르피리오스의 삼 성(Triadik)의 개념 인 수단을 가진 마리

우스 빅토리 스(Marius Victorinus)에 의해 비로서 이루어진다. 세 계기들 각 각은 다른 두 가

지를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하며, 그리고 여기로부터 <갈데아 신탁, Chaldäischen Orakel>들의 최

고의 신성은 자기 자신에로 쇄도해오는 셋-하나를 의미한다는 그런 길로 있음과 생명과 사유는 

신 인 스 안에서 스며든다고 포르피리우스가 말했다(gelehrt)면, 빅토리 스는 이것을 기독교 

삼 성 안의 세 격들의 상호 계에 용한다. 이 경우 그는 아버님을 아들과, 아들을 생명과, 

그리고 정신을 사유와 동일시한다149). 포르피리오스에게서처럼, 빅토리아 스에게도 있는 것을 

월하는 자는 순수한 신성이요, 규정된 있는 모든 것을 월하는, 한계없고 규정없는 <<

순수한 있음, esse purum=auvto. to ei=nai>>이다150). 이러한  있음이 규정된, 에이도스를 

통해 각인된 있음(<<formatum esse>>)에게 원리로서 그것의 근거가 되는한, 그것은 

<<substantia, ouvsi,a>>로서 이름지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 때

문이다. 이와는 반 로, 인 있음을 자기 안에 포함하는 세 신성한 격들의 다른 것과 구

분되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에이도스 으로 규정된 있음은 그러나 그것들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substantia>>인,  ùpo,stasij이다. 따라서 실체는 이 인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실체는 

역시 이것들의 근거로 놓인, 구분되지않은 순수한 있음 자체로서의 신성의 휘포스타시스  특

147) Ep. 38, 3, 30-33; 4, 6-13; 4, 81-87, a.O. 1, 83f. 87.

148) Gregor Nyss.,: Ad Graecos. Opera, hg. W.Jaeger (Leiden 1921ff.) 3, 1, 26, 17f.; 31, 1f.; 

vgl. In diem Luminum, a.O. 9, 229, 15ff.; C.Eunomium 1, 226, a.O. 1, 92f.; Gregor Naz.: Orat. 

20, 6, 25ff. Sources Chrét. 270, 70; Orat. 21, 35, 17-21, a.O. 186.

149) Vgl. Hadot, a.O. [6] [7]; Girgenti, a.O. [6].

150) Marius Vitorinus: Adv. Arium IV, 19, 4-20, a.O. [8] 253f.; vgl. Porphyrius: In Parm. 

XII, 22-35, in: Hadot, a.O. [6] 2,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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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있음방식들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마지막 것 (순수한 있음)이 <<최상의 척도에

서의 실체이다151). 비록 더 높은 의미에서도 그 지만, 인 있음 자체를 실체로 기호화하

는 것과 더불어, 빅토리아 스는 이 게 표 하기를 거부한 포르피리오스를 넘어선다152).

삼 성을 한 논의들 안에서의 실체-개념이 담지하는 역할은 라톤주의의 부정(否定)신학

의 동시 인 수용과 더불어 있는 것의 범주 인 규정들이 신의 월 인 있음 일반에 용

되는가의 문제로 나아간다.  그래서 아우구스티 스는 -실체와 계를 도외시하면-신 안의 모든 

범주들은 외부힘으로 들어선다고 가르친다.  신은 더욱이 실체이다. 그러나 우연 인 규정들이 

그에게 부착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단순성 탓에 그는 유일하고 순수한 <<substantia>>

와 <<essentia>>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신은 실체이다). 그것들은(sie) 어떤 우연 인 것도 소

유하지(besitzt) 않기 때문에, 그것들(substanz und essentia)은 동일한 실체의 삼 성 안의 신

인 격들의 계들153)이다. 보에티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모든 범주들은 단지 변한 그

리고 의(轉義) 인 의미에서만 신에 해서 말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 계[ 라는 범주는] 

 어떤 의미에서도 (신에 해) 말해질 수 없다고 보에티우스는 설명한다. 동시에 있음의 편

에 신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신은 순수한, 단지 자기자신을통해서만 규정되는 있음으로서의 실

체이다(<<substantia in illo non est vere substantia sed ultra substantiam, 그 분 안의 실체는 

순수한 실체가 아니라  머의 실체이다>>). 신에게는 어떤 종류의 우연들도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신은 정의롭다 는 하다고 이름지어지려면, 이와 함께 그의 본질과 구분되는 

어떤 속성들도 말해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의 이데아 자체이며 함의 이데아 자

체이며 그로 인하여 그의 정의와 함은 그의 실체와 동일시되고 그래서 (超)실체 이기 때

문이다. 이데아(<<forma>>)로서의 신은 각기 다수성이 없는 순수한 단일성이므로(<<vere 

unum nec ulla pluralits>>)154)그 다. 이러한  실체 인 일자는 선의 이데아(<<fotma 

151) Adv. Arium II, 4, 32-58, a.O. 177f.; vgl. I, 30, 20ff.

152) Porphyrios: In Parm. XIII, 13-23, in: Hadot, a.O. [6] 2, 106-108.

153) Augustinus: De trin. V. 2-5, MPL 42, 912ff./CCSL 50 (1968) 206-210; vgl. VII, 5, n.10, 

a.O. 942/260f.

154) Boethius: De trin. 4, in: the theol. tract., hg. H.-F.Stewart/E.K.Rand (London 1918, ND 

196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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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i>>)이며, 모든 이데아들의 단일성이고, 그것을 월하는 어떤 완 무결한 것도 생각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nihil melius excogitari queat>>)155). 포르피리오스와 빅토리 스처럼 보

에티우스는 그것을, 있는 모든 것과 구분되는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는, 그러나 

있는 것에게 있음의 형상(<<forma essendi>>)을 빌려주는, 있음자체(<<esse ipsum>>)와 동

일시한다. 있음자체는 구분되지않아 단순한 반면, 있는 것 안에는 존재(Existenz, <<esse>>)와 

무엇임(wassein, <<esse aliquid>>)이 들어서며 그리고 이것 안에서 더 나아간 무 본질 인 무

엇임과 본질 인 무엇임(<<esse aliquid>>-<<esse aliquid in eo quod est>>)이 우연과 실체로

서 서로 (들어선다)156).

II-1-5)에리우게나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annes Scotus Eriugena)는, 아리스토텔 스의 범주론을 

그 근원 인 라톤  토  안에서 완 하게 통합하는 고도의 근원 인 회를 실체-개념에게 

제공한다.

II-2)스콜라 학

II-2-1) 기 스콜라 학

II-2-2) 기 스콜라 학

II-2-3)후기 스콜라 학

155) De consol. philos. III, 10, 25ff., a.O. 268 mit 9, 5f., a.O. 264; vgl. III, 11, a.O. 276-284.

156) Quomodo substantiae in eo quod sint bonae sint cum non sint substantialia bona(De 

hebdomadibus) §§2-5. 7f., a.O.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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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ssenz, essentia.

<essentia> 라는 용어는, -이미 아우구스티 스와 더불어 함께 사용될 수 있었던 

<substantia>와 나란히-, 그리이스어 ouvsi,a의 라틴 번역어이다. <<essentiam dico, quae ouvsi,a 

graece dicitur, quam usitatius substantiam vocamus, 나는 <essentia>를 그리이스어 ouvsi,a에서 

뜻하는, 우리가 일상 으로 <substanz>라 이름하는 그것이라고 이름한다>>157). ouvsi,a와는 반

로(그리고 독일어 <wesen>과는 반 로) <essentia>는 일상언어가 아니라 키 로(Cicero)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주조된 기교 인 낱말이다158). 그 생어는 모든 유럽철학 언어 안으로 스며

들었다. 라틴어 안으로의 고  그리이스 용어학의 답습이, 그것의 새로운 해석이 오래 에 이루

어진 우리의 시 에로 발생했기 때문에, 용어 <essentia>도 그러했다. 정의 안에서 악된 본질

과 하나의 사상(Sache, 事象)의 무엇임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 스의 범주론의 의미에서 두 

번째 ouvsi,a를, 그 아래서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essentia>는 ouvai,a를 뜻한다. 이러한 사태에 

용어 <substantia secunda>도 이미 속한다159). 이러한 쓰임새는 학교규칙에 따라 계속 넓 진

다.

<essentia>와 <substantia>를 상호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160)은 그 의미(Bedeu- 

tung)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essentia>의 감각(Sinn)의 형성 역사는 본질

으로 신학 인 동기를 통해서 규정된다. 신 인 에센티아와 창조된 에센티아와 련하여 이러

한 용어의 쓰임새를 일치시키려는 필연성에 그( 역사)는  한편으로 부딪힌다161). 다른 한편으로 

라틴어 언어 공간에서의 니 아 공의회의 삼 일체교리의 올바른 이해로부터 자라난 어려움들

이 있다. 보에티우스의 경우 essentia와 substantia의 계의 결정 인 해결에로 나아간다. <<

에센티아는 보편자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개별자와 개체들 안에서만 성립한다, 

essentia in universalibus quidem esse possunt, in solis vero individuis et particularibus 

157) Augustinus, De trinitate V, 8, 9.

158) Seneca, Ep. ad Luc. 58, 6; Sidonius Popllinaris, Carmen 14, Ep. dedic. 5.

159) Boethius, In Cat. Arist. I. MPL 64, 186ff., bes. 189a; In Porphyr. Com. IV. MPL 64, 129.

160) z.B. Calcidius, in: Plato Latinus, Vol. IV: Timaeus, hg. R.Klibansky (1962) 78, 4.

161) Augustin, De civ. Dei, XII, 2, 514; vgl. Apuleius, De Platone 1, 6. Opera, hg. P. Thomas 

(1921) 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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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162). 신학 이고 철학 인 해석이 하나로 묶어진다. 이( 하나, 단일성)으로부터, esse

와 그리고 existentia와 그 (essentia)가 계를 맺는, essentia의  규정이 자란다. 역사 으로 

문제학은 이슬람 사유의 답습과 방어로부터 그 결말(Ausgang)을 받아들인다163). 아비센나

(Avicenna)와 더불어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 있는 에센티아를 있는 모든 것은 지니며, 그것

의 필연성을 통해 있고 그리고 그것의 있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Dicemus quod omne 

quod est essentiam habet, qua est id quod est, et qua est eius necessitas, et qua est eius 

esse>>이라고 고정된다164). ......

162) Boethius, Contra Euthychen, hg. Peiper c. 3, 33f. 60f. 79f.

163) A.-M. Goichon: La distinction de l'essence et de l'existence d' aprés Ibn Sinn 

(Avincenne) (Paris 1937).

164) Avicenna, Logica I (Venedig 1508) fol. 3v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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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xistenz, existentia

IV-1) 빅토리 스(아우구스티 스, 보에티우스, 알쿠니우스.)

<existentia> 라는 낱말은 라틴어에서는 마리우스 빅토리 스의 신학 인 술에서 처음으

로 떠오른다(um 360 n. Chr). 이 ( 술)곳에서는 그것이 항상 ùparxij의 번역으로 고정되어 

사하며 그리고 ouvsi,a, <substantia>와 립되어 다시 주어지는 반면, <substantia>는 ùpo,stasij

의 번역어로 간직된다. <existentia>는 철학언어에서 자주 <esse>의 자리에 놓여지곤하던 

<existere>에서, 특히 분사형으로 생된다. <existere>와 <esse>의 이런 의미의 동일화의 근

거에서 <existentia>는 빅토리 스와 더불어 <essentia>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되고

-[<essentia>를] 빅토리아 스 자신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65)- 그리고 체 일반 으로는 

<das Sein>을 의미하게된다. 그러나 빅토리 스에 의해 이용된 그리이스어 원  안으로 u[parxij

와 ouvsi,a을 함께 놓이게 했던(beigelegt, 덧 붙이게 해던), 그 때 그 때의 특별한 의미에 상응하

여 <existentia>는 빅토리 스의 경우에 세 가지 구분된 의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a) 자신의 술어를 통해 규정되는 구체 인 주체와 립된, 주체도 속성도 아닌 순수한 있음

처럼, 그 첫 의미에 있어서의 <existentia>(u[parxij)는 <substantia>(ouvsi,a)와 립하여 선다166). 

이러한 맞세움은 하나의 존재론을 제하는데, 그 존재론에 따르면 항상 보다 더 특수한 규정들 

는 질들의 덧붙힘을 통해 구체 인 실성(substantia)에 다다르기 해, 있음은 근원 으로 보

편 이며 그리고 무 규정 이고(바로 그것이 엑시스텐티아이다)그리고 계속해서 규정된다. 

u[parxij와 ouvsi,a의 동일한 맞세움은 다마스키오스(Damaskios)경우에도 발견된다167). 그리고 아마 

빅토리 스 자신은 포르피리오스의 이러한 구분을 지닐 것이다168). 사람들은 그 (구분)을 라

톤주의와 아리스토텔 스주의와 스토아주의 사이의 엄 한 상호 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맞세움은 사상(事象)의 이상 인 있음과 그리고 그 사상 자체 사이의 아리스토텔

165) Marius Vitorinus, Adversus Arium. hg. Henry/Hadot III, 7, 29-35; dtsch. bei P.Hadot: 

M. Victorinus. Christl. Platonismus, in: Bibliothek der Alten Welt (=BAW) (1967) 246.

166) a. a. O. I, 30, 21-26. BAW 74; vgl. Candidi Ep. (=M. Victorinus) I, 2, 19. BAW 74.

167) Damaskios, Dub. et Sol. §120, hg. Ruelle 1, 312, 11.

168) Vgl. P.Hadot: Porphyre et Victorinus (Paris 1968) 267-271,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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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인 립(to. èkastw|/ ei=nai와 èkatoj)에 우선 으로 상응한다169). 그러나 아리스토텔 스의 승

(傳承)에서는, 사상(事象)의 이상 인 있음을 기호화하기 해, 결코 u[parxij를 사용하지않는다. 

u[parxij라는 그 낱말은, 그 안에서 ouvsi,a 는 ùpo,stasij와 날카롭게 조를 이루는 스토아  통

에서, 그 철학  의미를 지닌다. 스토아학자들에게는 ouvsi,a 는 ùpo,stasij가, 존재론 인 실재성

의 충족을 자체로서 소유하는 구체 이고 물질 인 기체(Subjekt)를 의미하는 반면, u[parxij는 

이러한 구체 인 기체들의 실 인 속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물질 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에는 단지 가상 인 실재성만을 지니는 하나의 사건(Geschehnis)(을 의미할 [뿐]이

다)170). 신 라톤주의에서는 이러한 스토아 인 무-물질 인 것(Nicht-Stoffliche)이 라톤 인 

무-물질 인(비 질료 인)것으로 된다. 이런 독립 인 것(Eigenstandes)을 결여하는 속성이, 

라톤주의자가 그것을 악한 것 처럼, 하나의 속성으로, 즉 실체 는 구체 인 주(기)체가 그것

을 나 어지니는 미리존재하는 이데아로, 된다. 실체없이 활동했던 것이 보편 이고 무규정 인 

있음의 순수한 활동(Wirken)으로 된다. 그래서 <사상(事象)의 이상 인 있음, to. èkastuw|/ ei=nai>

이라는 아리스토텔 스  개념이 다시 다시 그의 근원 인 라톤  감각을 취할 수 있게된다. 

아직 구체 이지않는 그 있음(Sein)이 미리존재하는(präexistente)이데아로 된다. 빅토리 스는 

마찬가지로 엑시스텐티아를 <<prae-existens substantia>>로, 즉 구체 인 실성에 앞서 존재

하는 제로 정의할 수 있었다171). 이런 마지막 정의는 <<Voraus-Beginn>>로 의미되는 그리

고 <엑시스텐티아>가지고는 그 번역을 악할 수 없는, u[parxij의 어원론  감각을 지시 암시

한다. 그 인 제는, -아마 여기에서 포르피리오스를 뒤따랐을172)-빅토리 스173)가 주

없이 <엑시스텐티아>로 이름한, 신 자신이다. 자기인식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기 해 

169) Aristoteles, Met. VIII, 3, 1043b2 und VII, 6, 1031a15.

170) Arius Didymus 26, Doxogr. graec., hg. Diels 461, 19-20: Sextus Empiricus, Pyrrh. Hyp. 

II, 80; vgl. H Dörrie: Hypostasis. Nachr. Akad. wiss. Göttingen, philos.ßhist. Kl. 3 (1955) 

51-54. 63; Hadot, a.a.O. [4] 489.

171) M. Victorinus, a.a.O. [1], 30, 22. BAW 158; vgl. Damaskios, a.a.O. [3] §34, 1, 66, 22.

172) Hadot, a.a.O. [4] 267-271.

173) Victorinus Hymn. III, 38. BAW 332; Adv. Arium I, 33, 24. BAW 165; Candidi Ep. I, 1, 

16; 2, 19; 3, 16. BAW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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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이고 인 무 규정  엑시스텐티아가 그곳을 통해 스스로 <<생명>>으로 들어선, 

그래서 그 (엑시스텐티아)가 스스로를 세 국면의 과정을 통해 완 하게 규정된 실체(substantia)

로 구성하는, 신 인 실성의 자기정립(Selbstsetzung)이 주어진다174).

b)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제 거꾸로 <substantia>(ouvsi,a)가 아직 무규정 인 있음을 기호화

하며 그리고 <existentia>(u[paxij)가 형상을 받아들이는 규정 인 있음을 기호화한다175). 이러한 

감각은, 한편으로 u[parxij 와 ùpo,stasij를 뒤섞었던(혼동했던, vermengte)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ouvsi,a(= 빅토리 스에게는 substantia)를 무규정 인 것으로 그러나 ùpo,stasij를 규정 인 것을으

로 악했던 4 세기 (初)의 기독교 승으로부터 유래한다176). 이러한 새 구분은 이제 빅토리

스와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련을 기술하는 데에 사한다. 이 셋 각 각은, 

그러나 각 각 자신에게 고유한 종류에 알맞은, 즉 자신의 독특한 엑시스텐티아(고유한 속성 

Eigentümlichkeit, 규정, 상태 Beschaffenheti, 활동성 Tätigkeit)에 알맞은, 일반 인 신  

substantia이다177). <엑스텐티아>의 이러한 신학 인 낱말사용은 다음세 에서 단지 드물게 

발견될 뿐이다. 4 세기 말 라틴어사용자들은 항상 굳건하게 ùpo,stasij를 <substantia>와 결부시

키기 때문이다. <엑시스텐티아>를 <proprietas, 속성>과 동일시함은 보다 후에 단지 오로시우

스(Orosius)와 더불어 나타날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익명의 신앙고백에서178)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엑시스텐티아>이 ùpo,stasij라는 낱말에 상응하는 공의회서류의 어떤 라틴 번역본179) 

안에서 (나타날 뿐이다).

c) 세 번째 의미에서의 <엑시스텐티아>는 단 으로 빅토리 스와 더불어[서 만] 

<substantia>의 단순한 동의어(Synonym)로 되며 그래서 정확하지않는 방식으로 <<aliquid 

174) Victorinus, a.a.O. [1] 1, 51, 19-27. BAW 194; I, 60, 5-12. BAW 205; vgl. Damaskios, 

a.a.O. [3] §121, 1, 312, 16.

175) Victorinus, a.a.O. [1] II, 4, 11. 31. BAW 219.

176) Athanasius, Ep. ad Afros 4. MPG 26, 1036b; Basilius von Cesarea, Ep. I, 38, 3. MPG 

32, 328 b.

177) Victorinus, a.a.O. [1] IV, 33, 32. BAW 318; III, 8, 41-44. BAW 248.

178) C. Caspari: Kirchenhist. Anecdota 1 (Christiania 1883) 310.

179) Acta Conciliorum Oecumenicorum, hg. Schwarz II, 2, 2, 6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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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 어떤-있음,  Etwas-Sein>>을 기호화한다(나타낸다, bezeichnet)180).

빅토리 스 이후 고  말 사람들은 existentia의 감각에 해 더 이상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

고 단지 드물게 사용될 뿐인 그 낱말은 아주 무규정 인 감각을 지닌다. 아우구스티 스181), 칼

키디아 스182)(4세기 후반부), 펠라기우스183), 클라우디아 스 마메르투스184)와 카시오도르185)

의 경우에 마주치는 아주 은 곳에서 그것은 사상(Sache, 事象)의 구체 인 실재성을 기호화한

다. 낱말의 좁은 감각에서, 칼키디우스186)의 경우에(possibilitas와 립되는) 그리고 에클란의 율

리아 스187)의 경우에(possibilitas와 립되는) 그리고 한 오188)의 경우에 그리고 <De 

attributis personae> 라는 익명의 술가189)의 경우에, 그것은 실화의 과정, 나타남-들어섬

(Erscheinen oder Heraus-Treten)(<ex-sistentia>의 어원론 인 감각에서)을 의미한다. 마크로

비우스와 보에티우스-그 낱말이 한 번 나타난, 아마 작(僞作)일 것인, (신학) 논문 <De fide

>190)-의 경우에 <엑시스텐티아>는 빠진 것처럼 보인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그것을 회피했

다는 것 그리고 <substantia> 라는 낱말이 u[parxijs의 [번역어로] 다시 주어져 사용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191). 비록 <existentia> 라는 낱말이 마찬가지로 폐기 기는 했어도, 그 용어를 신

에 용했던 그리고 <existentia - vita - intelligentia> 라는 삼 성(Trias)을 지시 암시한 빅

토리 스의 도식화는 그것을 <De fide>에서 인용한 알쿠니우스를 통해 세에 알려진다192).

180) a.a.O. [1] I, 30, 26. BAW 158; I, 55, 19. BAW 199.

181) Augustinus, Sermo 71, 26.

182) Calcidius, In Tim. 25 d, gh. Waszink 18, 2.

183) Pelagius bei Augustin, De natura et gratia XIX, 21.

184) Claudianus Mamertus, De statu animae III, 12.

185) Cassiodor, Var., hg. Mommsen, I, 10, 19, 14.

186) Calcidius, a.a.O. [19] §235 = 289, 2.

187) Julian von Eclan bei Augustinus, Contra Julianum op. imperf. I, 47.

188) Ler der Grosse, Sermo 76, 2.

189) Rhetores lat. minores, hg. Halm 306, 10.

190) Boethius, De fide, Zeile 57 Rand.

191) Scotus Eriugena, MPL 122, 1119 c ( = Übersetzung von Pseudo-Dionysius, De div. 

nom. II, 1); 1121 c ( = De div. nom. I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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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세

기 세부터 까지의 Existentia-개념이 두루 거쳤던 감각변천의 표 을 해서는 있음

의철학(Seinsphilosophie)과 본질의 형이상학(Wesensmethaphysik) 사이의 반정립(Gegensatzt)이 

그 실마리로서 사할 수 있다. 이와함께, 논리 으로 생된 그리고 역사의 필연 인 결과처럼 

엑시스텐티아의 오늘날 이해가 주어질 것이라고, 역시 각기 개념역사 인 통찰처럼 <엑시스텐

티아>의 개념역사도 단순한 역사 인 박물 작품 보다 더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아야한다.

IV-2-1) 스콜라 학

기 세와 기 세의 신학-철학자들은 명사 형 <existentia>를 드물게 사용한다. 역시 이

들은 동사형 <existere>도 희박하게(sparsam) 사용한다. 그 신에 이들은 <esse>와 그리고 아

직도 명백한 <subsistere>를 선호한다. 그 증거로, <<deus vere est>>를 터베리의 안젤무스

(Anselm von Canterbury)는 그 명제 안의 유명한 논의들의 결과로 다음처럼 요약한다. <<지성 

안에서든 실성 안에서든, 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의심없이 존재한다, 

Existit ergo procul dubio aliquid, quo maius cogitari non valet, et in intellcetu et in re>

>193). 데까르트와 스피노자와 다른 자들과 더불은 소  존재론  신증명의 재수용과 변천에 있

어, 그 사이시 에 잘 알려지게된 <existentia>가 규칙 으로 나타난다.

기 세의 보편논쟁에서 페터 아벨라르두스는 보편자의 자립 인 <Existentia>에 반 한

다. ......

192) Alcuin, De fide II, 2. MPL 101,, 24d ( = Victorinus, Ad Cand. 13, 6; Adv. Arium I, 33, 

24).

193) Anselm von Canterbury, Proslogion, proemium c. e. MPL 158, 22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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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Trinität (griech. h̀ a[gia tria,j; lat. trintas; engl. trinity; frz. trinité; ital. trinitè).

V-1)성서

구약은 무제약 이고 성스러운 한 분이신 그리고 유일하신 신의  세계성을 유지할  알

았고(jes. 6, 3 그리고 그 분의 성스러운 다른종류이심(Anderartigkeit)이 성스럽지않는 백성에게 

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Hos. 11, 9b). 야훼의 성스러움은 이스라엘로의 그의 근의 부담

(zu Lasten)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월과 그 분의 이스라엘로의 근(임재)가 

함께 묶어지는, 야훼의 이름, 그 분의 주권, 천사, 그 분의 말 , 그 분의 지혜, 그 분의 정신, 법

칙 [등의] 매개( 재)를 구약은 인정한다. 물론 이런 재방식들은 야훼 자체가 아니라, 피조물

인(kreatürliche) 실성들이기는 해도, 그것들은 그 분을 그럼에도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염려

하시면서(sorgend)살아계시는 신으로 재하게 만든다. 유일하신 신은 자신과 구분되는 삶의 상

황과 반항으로 진실하지못한 인간들에게 달하실 수 있는 다 길러낼 수 없는 충족한 생명의 

(신이시다). 이스라엘은 만들어진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신호(Zeichen)를 통해서 이런 부유함을 

받아들인다.

이스라엘로의 근하시려는, 구약에 나타나는 야훼의 일련의 의지에 근거하여 신약에서의 

신의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여기에서 수님은 단지 그 분만이 마지막 효력을 명백하게 하시는

(vgl. Matth. 11, 25-27), 신과의 연결부분이시다. 잇따라서 수님은, 율법 수를 월(완성)하시

면서 아버님과의 공동체를 일으키신다(vgl. MK. 10, 17-22). 그 아드님은 자신의 백성에로의 신

의 직 성을 표상하지는 않으신다. 그 분은 그 분의 두드러진 매개이시다.  그 분의 말 과 그 

분의 행동과 그 분의 체 인격(Person)안에서 수님은 신의 (Präsenz, 顯現)이셨다. 그 분

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림자 안에 이런 간역할이 계속해서 감추어진다. [그러나] 그( 간역

할)은 근본 으로 그 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기된다[-행해진다]. 그래서 인간 으로 그러한 

것을 이해할수 없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심은 신 (아버님)의 바로 그 모습이시다(2. Kor. 

4, 3f.; Kol. 1, 15). 인간 지혜의 모든 반항에 맞서 그 분을 우리와-함께하시는-신으로 믿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Werk)이다. 그 (역사)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께서 <<부활 이후 권능 

속에서 신의 아들로서 인정되신다>>(Röm. 1, 4). 은 수님을 이것에게 임마 엘로서 믿으라

고 권유하시는 것이 성령의 활동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자가 주님으로 인정되시는 것은 성령

의 덕분이다(1. kor. 12, 3). 믿는 자들의 이러한 가슴과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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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ße)에서, 아들 안의 아버님께서 인식되시며 그리고 그 분의 이름 안에서 바로 곁의 분이 

되시고, 교회가 자라난다(vgl. Matth. 10, 40-42). 교회는 성령의 힘에 의해 그리스도의 살로 

된다(1. Kor. 12, 13).

보다 후의 반성이 < 격, Person, 인격>이라 부른, 신 한 분의 교환될 수 없는  이름들이 

(Madtth. 28, 19의 세례의 법식과 알맞게) <아버님>과 <아드님>과 <성령>이라고 불리운다. 이

것은, 그 세 이름들이 본래 으로 신 한 분의 과정을 기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계

시역사를 통해 구성된 그리고 기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신 자신의 격 인(인격 인) 실성

을 기호화하는 한, 일어난다. 신의 세 이름들로 구원의 역사를 묶는 의식으로부터 바울(paulus)

은 통 인 축복을 도식화한다. << 주 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신의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가 

희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2.Kor. 13, 13). 그 사도는, 신 한 분께서 십자가의 기 으로까

지 아드님 안에서 스스로를 인간에 가까이 증명하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

러한 분으로서 임재하셨다 라는, 기독교 인 신에 한 신앙고백(신 인식, Gottesbekenntnis)이 

열리게한다. 

V-1-1)교부학

기 기독교가 자신의 신 인식(신에 한 신앙고백)을 도(공)식화 하려는, 움직여진 과정안에

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인격 그리스도와 묶는 것이 문제시된다. 이 경우에 신의 유일성이 

처분되서는 안 되었다. 세 가지 형상(Gestalt)에 한 말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신의 단일성

과 유일성에 한 인식 안에 그 (세 형상)들이 숨겨졌다. 신의 이러한 유일한 한 분을 이스라엘

의 신, 수 그리스도의 아버님, 야훼는 뜻한다. 그 분은 모든 신성의 우물(근원)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신조(<< 는 진리이신 한 분 신을 믿습니다, Credo in Deum unum verum ... 

>>)는 아직 거의 정해지지 않았다194). 그 신조는 성서의 자연스런 표 과 흡사했다. 그리스도를 

신과 동격화하면서 기교회는 그에 따른 종교  행 를 신성해진 인간들로 간주하지않았다. 오

히려 기교회는 그 (동격화)를 신 인 본질로 인정했고 (그 게) 가르쳤다. 그래서, 인간이 되

194) Constitutiones eccl. aegypt. (um 500), in: H.Denzinger/P.Hünermann (Hg.): Enchir. 

symbol. [ES] (371991) N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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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규정된 곳에, 이 과 그리고 이 후 미래에 규정된 하나의 시간에, 도달될 수 없는 

것처럼, 신 자신은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그( 기교회) 것은 말할 것이다. 신 자신 즉 그

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신이 아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 안에 자

신의 충족으로 거하시는(vgl. Kol. 2, 9)신의 단일성과 유일성을 어둡게(모호하게, verdunkelt)하

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단일성에 한 이러한 인식은 동시에 그 두 분의 구분성을 

강조한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아버님에 해 맺으시는 계에 있어서의 단일성과 구분성을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사상(事象)에 맞게 함께 말하려는, 기교회의 기독론 이고 그리고 삼

일체론 인 문제가 놓인다. 아버님과 아드님과 성령 이 세 이름을 한 가장 빠른 우선 인 증

언은 세례교본195)과 성찬식교본196)이었다. 리옹의 이 네우스(Irenäus von Lyon)에 따르면, 세 

분의 신에 한 인식(신앙고백)은 세례 시에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셨던 <<regula veritatis>>

에 속한다197). 오리게네스(Origenes)에게 삼 일체 인 세례인식(신앙고백)은 <<교회가 거기에 

메달리는,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떠 받쳐지는, 끊어지지않는 세 밧 >>이다198). 그것은 동시에 

각 각 신학 인 반성을 한 규범(<<regula>>)이다199). 아를 스의 시노데(Synode von Arles, 

314)는 <<아버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근거한>> 세례(신앙고백)을 요구한다200). 그리고 아

를 스의 사리우스(Cäsarius von Arles)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삼 일체에서 성립

한다>>(<<in Trinitate consistit>>)고 언 한다201). 역시 교회는 이러한 세 가지(Dreiheit)를 

195) Didache VII, 1. 4, in: A. Lindemann/H.Paulsen (hg.): Die apostol. Väter(1992)12f.; 

Justininus: Apol. I, 13. 61. MPG 6, 345.420f.,; Tertullian: De bapt. XIII. MPL 1, 1324; De 

praescr. haer. XIII. CCSL 1, 197f.; Hippolyt von Rom: Traditio apostol. XXI, hg. B. Botte. 

Sources chrét. [SC] 11bis (Paris 21984) 84-86; Irenäus von Lyon: Epideixis III. VII. C, hg. 

M.Froidevaux. SC 62 (Paris 1959) 32. 41f. 170.

196) Justinus: Apol. I, 65, 67, a.O. 428f.; Hippolyt: Trad. IV. VI, a.O.48-52. 54; Origenes: De 

orat. XV, 1; XXXIII, 1. 6, hg. P.Koetschau. GCS 3(1899) 333f. 401f.; In 1Kor. 7, 5, hg. 

Jenkins. J. theol. Studies 9(1908) 500-514, hier: 502, 13-15.

197) Irenäus von Lyon: C. haer. I, 9, 4, MPG 7, 545; vgl. Epid. III, a.O. [2] 31.

198) Origenes: In exod. hom. IX, 3, hg. W.A.Baehrens. GCS 29(1920) 239.

199) De princ. I, praef. 2, hg. H.Görgemanns/H.Karpp (1976) 84/85.

200) E.S Nr. 123.

201) Cäsarius von Arles: Vetus missale gall. XI. MPL 72. 349; vgl. H. de Lubac: C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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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름에 있어 이미 일 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는 교회는 삼 일체(신앙고백)안에서 이

러한 하나임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신의 공동체에 호소한다202).

더 나아간, 오히려 간 인 형성 힘(Gestaltugskräften)에 속하는 구분된, 더욱이 세례신앙

에 외부 으로 머무르는 그럼에도 삼 일체의 이해하는 길을 터주는, 그러한 설명시도가 있다. 

여기에 호교가(護敎家)들의 특히 로고스 명상이 과련된다. 이들은 구약(Ps. 107, 20; vgl. 33, 6; 

147, 15)과 요한복음에서 그 연결 을 찾는다. 그럼에도 스토아 학과 기 라톤주의와 알 산

드리아의 필론(Philon von Alexandrien)이 더불어 주어진다. 필론에게 로고스는 신이, 세계 창

조주의 신 인 이성으로203), 태어난 것이다204). 그러나 그(로고스)것에게는, 요한복음에서 구성

되는 그리고 상호 이지않는 그리스도  강조 을 정립하는 역사 -인격  망(Sicht)을 결여

된다.

유스티 스(Justinus)와 더불어 이러한 차용(Anleihen, 借用)들은 더욱이 이차 이다. 그러나 

그는 로고스(그리스도)를, 불 붙 진 횃불처럼 그 분 보다 지혜가 지않는 그리고 그 분으로부

터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그 아버님의 지혜로 기호화한다205). 아테나고라스

(Athenagoras)는 로고스를, 아버님으로부터 유래한, 마찬가지로 창조되지 않는 말 으로 해석한

다. 그리고 그 분의 공동성(koinwni,a)을 이( 말 )을 가지고 도드라지게한다. 아테나고라스는 세 

이름들의 단일한 힘과 그리고 동시에 질서 안에서의 그 분들의 구분성을 강조한다(th.n evn th/| 

ènw,sei du,namin kai. th.n evn th|/ ta,xei diai,resin)206). 처음으로 하나의 삼 성(tria,j, Dreiheit)에 

한 말한 안디옥의 테오필루스(Theophilus von Antiochien)는 이( 삼 성)것을 각기 신의 그리

고 로고스의 그리고 지혜의(Qeo,j( Lo,goj( Sofi,a)그(삼 성)것으로 해석한다207). 이것을 가지고 호

(1975) 51.

202) 1.Klemens-Br.XLII, 3; XLVI, 6; LVIII, 2, in: Lindemann/Paulsen, a.O [2] 126f. 142f.; 

Irenäus von lyon: C. haer. I, 10, 1,ö V, 20, 1, a.O. [4] 549. 1177; Ignatius con Antiochien: Ep. 

ad Magn. XIII, 1f., in: Lindemann/Paulsen, a.O. [2] 198f.

203) Philo Alex.: De cherub. 125-127; De spec. leg. I, 81.

204) Philo Alex.: De agr. 51; De confus. ling. 63. 146.

205) Justinus: Dial. cum Tryph. LXI. CXXVIII. MPG 6, 613-616. 776; vgl. Origenes: Com. in 

ep. ad Rom. V, 8. MPG 14, 1040.

206) Athenagoras: Leg. pro christ. X. XII. MPG 6, 909. 916.



- 57 -

교가들은 삼 일체에 있어서 신의 단일성을 태롭게 하는 Monarchianismus(항목참조)208)와 

Modalismus(항목참조)209)의 잘못된 이론을 막으려한다. 그래서 교황 디오니시우스 1 세(Papst 

Dionysius I, res. 259-268)는 <<신 인 삼 성>>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군주론, heilige 

Lehre der Monachie>>을 지키라고 요구한다(qei,a tria.j kai. to. a[gion kh,rhgma th/j monarci,aj)210). 

이러한 논의에서 아드님의 본질(Wesensheit)이 아버님의 [그것과] òmoou,sioj하다는 개념과 마주

친다211). 2 세기의 그노시스(Basilies)는 히폴리투스(Hyppolyts)의 보고에 따라 삼 일체-명상

[론]을 인정한다. 삼 일체-명상론에 따르면, 세계를 월하는 신과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몸의 

세계를 매개하기 해, 세계를 체 으로 월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수 안에 있는 

<<아들, Sohnschaft>>로 된다212). 발 티 스(Valentinus)는 이미 아버님과 아드님과 성령님의 

<<세 휘포스타시스(trei/j ùposta,seij) 와 세 격들(tri,a pro,swpa)>>213)에 해 말했다.

그노시그노시스 인 이원론에 반 하여 리옹의 이 내우스는 신의 그리고 그 분의 말 (아

드님)의 그리고 그 분의 지혜(성령님)의 자기 달(Selbstmitteilung)을 인정한다214). 아버지로부

터 그 말 의 유래는 비록 알려질 수 없기는 해도, 아버님과 <<coexistens, 공존>>하는 것으로

서의 아들이 요시된다215). 구속은 삼 일체 으로 활동하는 신의 경제 인 구원작업이다. 터

207) Theophilus von Antochien: Ad Autol. II, 15. MPG 6, 1077; der Begriff <Trias> auch 

bei dem Valentinianer Theodot, bei Clemens Alex.: Exc. ex Theod. LXXX, 3, hg. O.Stählin. 

GCS 17(1909) 131.

208) Paul vo Samosata bei Epiphanius: Panarion haer. LXV, 3, 4, hg. K. Holl. GCS (1933) 5; 

bei Hilarius von Poitiers: De syn. LXXXI. MPL 10, 534.

209) Kleomenes bei Hippolyt: Ref. omn. haer. IX, 7, hg. P. Wendland. GCS 26 (1916) 240; 

Noetus bei Hippolyt: C. Noet. III MPG 10, 808.

210) Dionysius I.: Br. an Dionys von Alex. (262). ES Nr. 115.

211) Dionys von Alex. bei Athanasius: De sent. Dionys. XVIII. MPG 25, 505; vgl. W. 

Bienert: Das vornicaenische òmoou,sios als Ausdruck der Rechtgläubigkeit. Z.Kirchengesch. 90 
(1979) 151-175.

212) Basilides bei Hippolyt: Ref. VII, 20-27, a.O. [16] 195-208.

213) Valentinus: Frg. 9, in: W.Völker (Hg.): Quellen zur Gesch. der christl. Gnosis (1932) 60; 

übers. in: W.Förster (Hg.): Gnosis 1: Zeugnisse der Kirchenväter(
2
1979) 314.

214) Irenäus von Lyon: C. haer. IV, 20, 1. MPG 7, 1032.

215) II, 30, 9; 28, 6, a.O.823, 809; vgl. IV, 20, 1. MPG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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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리아 스와 더불어 유일 신에 한 신앙은 복음으로부터 유래하는 삼 일체 인 신앙규범과 

묶어진다. 이 경우에 신 한 분을 한 세 이름이-Modalisten(양상주의자들)처럼-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 인 하나의 실체 안의 그 때 그 때 특수한 고유한있음(Eigensein)이 문제시된다. <<

상태(statu)에 따라 셋이 아니라 계(gradu)에 따라 셋이며, 실체(subtantia)에 따라서가 아니라 

형상(forma)에 따라, 가능한 것(potestate)이 아니라 종(specie,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 (셋이다) 

그럼에도 ... 한 분의 신>>. 그래서 삼 성 안의 단일성이-여기에서는 먼  개념이- 표 된다

(<<unitatem in trintatem disponit>>)216). 삼 (일체)성의 구분되는 세 형상들을 해 터툴리아

스는217)-역시 한계지워진 방식에 있어서의 로마의 히폴리트(Hippolyt von Rom)218)처럼- <

격, person, 인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Doketismus와 Adoptianismus와 Modalismus에 반

하여 논의하는- 노바티아 스(Novatian)219)는 삼 일체 신앙의 <<regula veritatis>>을 옹호

한다220). 그럼에도 그 때 그 때 <substanz> 사용함에 있어서는 흔들린다221). 알 산드리아의 

클 멘스(Clemens von Alexandria)는 미리 각인된 라톤과 더불어 삼 성(a[gia tria,da)을 본

다222).

오리게네스(Origenes)의 경우, 삼 (일체)-신학은 이후 삼 일체 인 계시 사상(思想)과 일

치한다. 삼 성은 그에게 우선 으로 세례신앙고백(인식) 안에서 표 된다223). 마르코이오 스

(Marcions)의 이원론에 의해 한계지워지는 오리게네스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질서지우시는

>> 신 한 분에 한, <<모든 창조에 앞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그리고<<인간으로 되신

>> 수 그리스도에 한, << 아버님과 아들의 명 와 가치를 나 어 지니시는>> 성령에 

216) Tertullian: Adv. Prax. II, 1-4, CCSL 2, 1160f.; <T. 삼 성> auch: a.O. III, 1: De pud. 

XXI, 16, CCSL 2, 1161, 1329; zu T.(삼 성) als <<regula fidei>> vgl. De praescr. haer. XIII. 

CCSL 1, 197f.; Hippolyt: Trad. III VI, a.O. [2]46, 54.

217) Tertullian: Adv. Prax. VII, 9; XII, 3, CCSL 2, 1167, 1173.

218) Hippolyt: C. Noet. XIV. MPG 10, 821.

219) Novatian: De trin. X. XI-XXV. XXVI-XXVIII. MPL 3, 928f. 930-964. 964-971.

220) IX, a.O. 927.

221) VII. XXXI. XXIV, a.O. 924, 978, 961.

222) Clemens Alex.; Strom. V. 14, 102, 3-103, 1, hg. O.Stählin. GCS 52 (1960) 395.

223) Origenes: De princ. I, 3, 2, a.O. [6] 16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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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앙을 사도 인 포교( 敎)의 이라고 이름한다224). <<아버지와 아들의 자연과 본질의

>>단일성은 <<정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그 분의 의지와 동일하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태어난

다는 것에서 성립한다225). <<기도할 만한 가치있는 삼 성>>이라고 강조되는 성령226)에 고유

한 휘포스타시스가 귀속한다. 설령 그 (성령) 분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유래하시는지가 설명되

지 않기는 해도 말이다. 그 (성령) 분의 활동은 은총입은 사람의 <강화, 强化>와 <성화, 聖化>

이다227).

동시 의 로고스이데아(Logosideen)의 향은 형이상학 인 Subordinatianismus(종속주의)를 

아리우스(Arius)와 더불어 잇따르게 한다. 아리우스는 양상주의(Modalismus) 그리고 그노시스

와 싸운다228). 그러나 아들에게(마찬가지로 역시 정신에게)는 단지 만들어진 있음을 다. 그 

(아들과 정신) 분은 아버지와 <<동일하지않고 그리고 역시 본질의있음(wesenssein)도 아니다

>>. 신 인 <<트리아스>>(Trias, 삼 성)는 << >>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휘포스타시스들은 서로 섞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한 분은 다른 분에 해 무한히 더

한 (Ehre)를 지니므로 그 다>>229). 아리우스에 반 하여 니 아 공의회 신조(325)는 아버

지와 함께 본질 으로있는(wesenseinen, òmoou,sioj),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 생산되는, 그

러나 만들어지지는 않는 gezeugt, nicht geschaffen>>, 아들을 인정한다230).

4 세기에는 비유사 (Anhomoier, unähnlic)와 유사 (Homoier)  유사본질 (Homoiousia-  

ner, wesensähnlic, 실체유사 )와 동일본질 (Homoousianer, wesensgleich)가 맞서 립한

다231).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fu,sij  ouvsi,a(<자연>, <본질, Wesen>, <실체, substantia>)

224) I, praef. 4, a.O. 86f.-90f.

225) I, 2, 6, a.O. 132f.-134f.; vgl. I, 2, 10, a.O. 148f.

226) Comm. in Joh. VI, 33, hg. E. Preuschen, GCS 10 (1903) 142.

227) De princ. I, 3, 3, 5-8.

228) Arius: Br. an Alexander von Alex. und Kaiser Konstantin, in: Athanasius: Werks, hg. 

H.G.Opitz (1934) 3/1, 12f. 64 (Urkuden 6. 30).

229) Arius: Thalia, in: Athanasius, a.O. 2/1, 242f.

230) EE Nr. 125f.

231) vgl. A. Adam: Lehrbuch der Dogmengesch. 1 (1965) 2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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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vpo,stasij  pro,swpon(<휘포스타시스>, <인격, Person, 격>, <Persona>)에 해 맺는 

계의 개념 인 선명화가 문제시되면, 다른 한편으로 구속(救贖) 안에서의 신 인 자기 달은 

어떤 있음의 척도의 감소를 겪을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자기 달은 실 으로 치유 이라는, 

[그래서 그러한 신의 자기 달을 통해] 신은 인간이 되며 이와 함께 인간은 신 으로 될 것이라

는 확신이 문제시된다. 이 내우스232)이후로 잘 알려진 그리고 특히 알 산드리아 사람들에 의

해서 개된 이러한 동기가 아버님과 아드님과 성령님의 본질의 동일성에 한 그리고 이 분들

의 그 때 그 때의 자립(Selbststande)에 련된 물음의 배후에 선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는 아리안주의에 지속 으로 반 하며 그리고 한 분의 본질의 (ouvsi,a와  ùpo,stasij의 사이의 

구분 없는233)) 그 때 그 때 특수한 자립(Eigenstand)에도234) 아울러 공동으로 할동함에도 불구

하고235)삼 성 안에서 곧 아버님과 아드님과 정신 안에서 신의 단일성과 유일성과 나뉠수없음

성을 매개하려는 모든 시도에 (지속 으로 아타나시우스는 반 한다). 소  Pneumatomachen에 

반 하여 그(아타나시우스)는 아드님에게 주어지는 아버님과의236)역시 성령과의 본질의 동일성

(wesensgleichheit)을 승인하라고 요구한다237).

아타나시우스와 병행하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향을 입었음에도, 터툴리아 스를 

통해 규정된 개념성을 가지고 포이티에르의 힐라리우스는 서구에서 삼 (일체)신학을 개시킨

다238). 여기에서 힐라리우스는 하나의 신 인 <<substantia>>  <<natura>> 안에서의 세 

<<Personen>>의 구분을 해239) <proprietas> 개념을 사용한다240). 신 라톤  향(포르피리

232) Irenäus von Lyon: C. haer. III. 19, 1. MPG 7, 939f.

233) Athanasius: Ad Afr. IV. MPG 26, 1036.

234) C. Ar. I, 39. MPG 26, 93; De decr. XXII. MPG26, 453-456; De syn. LI. MPG 26, 784.

235) Hilarius von Plitiers: De trin. VII, 31f. CCSL 62, 298f.

236) Athanasius: Ad Afr. VIII. MPG 26, 1044; Ep. ad Ser. OO, 35, MPG 26, 612-616; De 

syn. XLII. XLVIII. LIII. MPG 26, 768. 777. 789.

237) Ep. ad Ser. I, 2; III, 2. MPG 26, 533. 628.

238) Hilarius von Poiters: De trin. VII, 31f. CCSL 62, 298f.

239) IV, 35. 42; V, 10. 35, a.O. 139. 149. 160. 189; zum Hi. Geist vgl. II, 31-33, a.O. 65-69.

240) z.B. IV, 33; VIII, 34; XI, 1, a.O. 137. 347. 530.



- 61 -

오스) 하에서 마리우스 빅토리우스(Marius Victorius)는 삼 (일체)를 있음과 생명과 사유의 단

일성으로 악한다241). 그는 신 인 본질의 단일성 안의 세 휘포스타시스들에 해 말하기 

해 격(인격, Personbegriff)개념을 회피한다242).

동방에서는 무엇보다 카 도기아 사람 바실리우스(Basilius)와 나 안쯔의 그 고리우스를 

통해서 더 나아간 발 을 하게된다. 바실리우스는 ouvsi,a와 uvpo,stasij사이의 구분에 성공하며 

그리고 양자(兩 )의 개념을 그 구분성에 있어 삼 일체론 으로 효과 이게 하기에 성공한다. 

그는 세 uvpo,stasin를 통해 더 근  제한되는 공통인 것, 있음의 기체(Seinssubstrat)로서 ouvsi,a를 

규정한다. <<우리는 신성 안의 유일한 본질(ouvsi,a)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있음과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휘포스타시스(ùpostatij)를 특수한(Besodere)어떤 것으로 받

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과 아드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섞이지않는 그리고 뚜렸한 개념을 

보존한다>>243).

여기에서 바실리우스는 <휘포스타시스>에 립되는 개념 <Person>(pro,swpon)을 내용이 거

의없는 것으로 다루는244) 반면, 나 안쯔의 그 고리우스는 개념 양자(兩 )를 동일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한다245). (그 고리우스의) 이것을 통해 터툴리아 스의 용어  선개념이 이

제 동방신학에서 이해되며 받아드려진다. 그 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 보다 더, 신성의 세 격

을 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교환될 수 없는 독자성(Eigenart, 특성)과 존속(Subsistenz)의 요

소를, 강조한다. 문헌 언어 안의 pro,swpon/<persona>는 역시 ‘개체’(Einzelwesen)  ‘개별

자’(Individuum)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 한 방식으로 주체성의 요소를 삼 일체 신

241) Marius Victorianus: Adv. Ar. I, 13, 38f.; 32, 32-37, hg. P Henry/P.Hadot. SC 68 (Paris 

1960) 216. 282.

242) I, 41, 26-29, a.O. 310; Hym. III, 214-219, a.O. 648.

243) Basilius: Ep. 236, 6. MPG 32, 884; vgl. Ep. 38, 1. 3f., a.O. 325. 328f.; so auch bereits 

Meletius bei Epiphanius: Adv. haer. (panar.) LXXVIII, 34. MPG 42, 468; vgl. B.Studer: Der 

Person-Begriff in der frühen kirchenamtl. T.-Lehre. Theol. Philos. 57(1982) 161-177.

244) Ep.. 210, 5. a.O.776.

245) Gregor von Nazianz: Or. XVII, 16, hg. J.Bernardi. SC 384 (Paris 1992) 84; vgl. Or. 20, 

6, hg. J.Mossay. SC 270 (Paris 1980) 70; Or. 31, 3. 32, hg. P. Gallay, SC 250 (Paris 1978) 

280. 340 (bildliche Analogien der T.; Licht bzw. Quelle-Fluß-Strom).



- 62 -

학 속으로 가지고 온다. <person> 개념과 나란히 <Beziehung, 련>(sce,sij( <relatio>)이 들

어선다. 신 인 세 격들의 각 각의 고유성(Proprietät)은 그 때문에 그 격들이 서로 처하는 

련들로부터 주어진다. <<아버님은 본질성의 이름도 아니요 활동성도 아니라, 아들이 아버님

에 해 그리고 아버님이 아드님에 해 맺는 련을 나타내는 이름이다>>246). 아버님은 있음

의근원(Quellesein)과 생산되지않는있음을 나타내며, 아드님은 생산된있음을, 성령은 유래하는있

음(Hervorgegangensein)을 나타낸다247).

카 도기아의 세 번째 사람 닛사의 그 고리우스(Gregor von Nyssa)는 내 인 삼 일체  

과정  아버님과 아들로부터의 정신의 유래(Hervorgang)를 반복하여 반성한다248). 다른 두 카

도기아 사람들보다 강하게 그는 신의 본질성을 강조하려 한다. 세 격의 창조활동과 구원활

동은 서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고249) 오히려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250)고집한다.

콘스탄티노  공의회는 Nizänum의 개념성을 더 진척시키면서 한편으로 신 인 동일한 본

질(Homoosie)을 (아래처럼) 도식화한다. << 능한 아버지 신 한 분을, ... 그리고 태어난 신의 

아들, 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을 우리는 믿는다>> (이 분은) <<생산된, 창조되지않는>> 그

리고 <<아버님과 하나의 본질, òmoou,sion tw|/ patri,>>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님으로부터 

(evk tou/ patro,j)유래하신>> 성령님을 믿는다251). 다른 한편으로, <<아버님과 아드님과 성령님의 

하나의 신성과 힘과 본질성(qei,thtoj kai. duna,mewj kai. ouvsi,aj mia/j)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와 가치와 동일하게 원한 지배가 세 체 완 한 휘포스타시스 는 격들에 있어(evn trisi. 

teleiota,taij up̀osta,sesin( h;goun trisi. telei,oij prosw,poij)믿어진다는 것을 선명하게 하면서, ouvsi,a

와 ùpo,stasij\의 구분을, 콘스탄티노  공의회는 받아들인다252).

246) Or. 29, 16, hg. Gallay, a.O. 210.

247) Or.. 31, 9, a.O. 292.

248) Gregor von Nyssa: C.Eunom. I. MPG 45, 369; Quod non sunt tres dii. MPG 45, 133.

249) Ad maced. XII. MPG 45, 1316.

250) Ep. V. MPG 46, 1032; vgl. De bapt. Chr., a.O. 585; Or. cat III. MPG 45, 17f.

251) ES Nr. 150; vgl. Nr. 301.

252) Ep. Constantinopoliani concilii ad papam Damasum (382), in: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hg. J.Alberigo u.a. (2196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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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으로부터>> 정신이 나온다는 것을 콘스탄티노  종교회의가 인정한 것은 우선

으로 라틴 서구에서 받아드려진다. 그러나 낱말들이 수정된다. 5 세기 기형식에 있어, 먼  공

식 으로 최 로 11 세기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니 아-콘스탄티노  형식에, 성령은 아버님으로

부터 그리고 <<아드님으로부터>>(<<filioque>>)나온다는, 보충형식을 잇 다. [이것은] (정치

이고 그리고 교회정치 인 원인들과 나란히) 서구 교회 분열로 이끈다253).

아우구스티 스와 힐라리우스와 나 안쯔의 그 고리우스 등 등은 교회의 삼 일체 신앙을 

받아들여, 특히 아리안 주의에 반 하여254), 확증하고 발 시킨다255). 그는(아우구스티 스?) 단

지 우물쭈물하기만 할 뿐 그리고 직  번역하지 않은채 <휘포스타시스>, <Substanz>, 그리고 

<Person>을 넘겨받는다256). 이것들 신에 그는, 신에게 하지 않는, <Substanz>의 맞선 

개념인 <Akzidenz, 속성>(<<relativum non est accidens>>)을 사용하지 않기 해, <Relation, 

계>를 사용한다257). 신 안에서는, 다른 격과 련 맺는 격에 해 말해지는 것을 제외하

면, quod relative quaeque persona ad alteram dicitur>>, 모든 것이 하나이다258). 이러한 가르

침을 지탱하기 해 아우구스티 스는, 이미 그에 앞서 안디옥의 테오필루스(Theophilus von 

Antiochien)이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으로부터의 비유를 선택한다. 인간은 

세 겹(dreifaltigen)신의 모상(模像)이기 때문에, 신의 삼 (일체)성 안에서 인간의 정신이--인간

의 있음과 인식과 의지 안에서259), 는, 보다 후에, <<기억, 지성, 의욕, memoria, intelligentia, 

voluntas>>260)  <<mens, notitia, amor, 마음, 앎, 사랑>>261)--로 시된다. 이것들은 그러나 

253) Vgl. dazu: D.Ritschl: Zur GEsch. dder Kontroverse um das Filioque und ihrer theolog. 

Implikationen, in: Geist Gottes - Geist Christi, hg. L. Vischer (1981) 25-42.

254) Tract. in Joh. 36, 9.

255) Augustinus: De trini. I, 4, 7; XV, 28, 51.

256) De Trin. V. 9, 10.

257) V. 5, 6.

258) De civ. Dei XI, 9, 10.

259) Augustinus: Conf. XIII, 11, 12.

260) De trin. X, 11, 18.

261) IX,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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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에서 하나의 세 겹(Dreiheit)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 모두 체 그리고 각 각 그 

자신으로  세 가지(dreifache) 행 의 그 자연에서 소유된다>>262).

이와함께 (터툴리아 스처럼) 아우구스티 스는 하나의 다른 스콜라 인 삼 일체-신학을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단지 신 하게 가져와진) Person개념이 수용되면서 더 나아가 아버님은 

삼 성의 <<principium, 원리>>로서, 아드님은 아버님의 모상 그리고 창조의 원형으로, 성령은 

<<donum, 선물>>과 <<vinculum trinitatis, 삼 의 끈>>으로 이해된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의 내용  방법론 인 겹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성)으로부터 <아버님>과 <아들>과 <

정신> 세 이름을 이 분들의 고유한 활동성 안에서 규정하기 해 그리고 양상주의(Modalismus  

)에 맞선 윤 을 그리기 해, 서쪽은 신 인 하나의 본질성을 꽉 붙든다263). 이에 한 고

인 요약은 <<una essentia vel substantia, tres personae, 하나의 본질 는 실체, 세 (인

격)>>264)이라는 아우구스티 스의 명제로 주어진다. 이에 반하여 동방은 내 인 삼 일체 인 

근원원리로서의 아버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드님과 성령님을 통해 아버님과 묶어지는, 하나의 

신 인 본질에 한 말을 가지고 동쪽은 Subordinatianismus(종속주의)와 만난다.

아우구스티 스와 나란히 특히 보에티우스는 두고 두고 세(MA)신학자들과 련되며265), 

가짜 디오니수스 아 오 기따는 라틴어  삼 일체론에 향을 미친다. 보에티우스(Boethius)

와 더불어 방법론 으로 진 된 증명방식이 자신의 한계를 지닌 앎과 묶어진다266). 보에티우스

는 <Relation>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티 스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 스와는 

달리 그는 <person>과 <substantia>를 서로 매개시키지 않는다267). 가짜 디오뉘소스 아 오

262) XV, 17, 28.

263) Vgl. The. De Régnen: Et de théol: positive sur lq Ste. Trinité (Paris 1892-98) 1, 

335-340, 428-435.

264) Augustinus: De trin. VII, 4, 7.

265) Alkuin: Lib. de processione I. MPL 101, 76. Gilbert von Poitiers: De trin. I, 2, 89. The 

comm. on Boethius, hg. N. M. Häring(Toronto 1966) 98; Thierry von Chratres: Tract.d de 

sexdirum operibus III. The comm., hg. N.M. Häring (Toronto 1971) 556; vgl. XXVII, a.O. 

566f. (Hl. Geist = Weltseele); Clarembald von Arras: Komm. zu Boehthius De trin. hg. W. 

Jansen (1926); Thomas von Aquin: In Boethuim De trin.

266) Boethtius: De trin. VI, 3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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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따(Ps.-Dionysius Areoparita)의 경우에는 신의 불가해한 단일성과 단순성에 직면하여 삼 (일

체)론은 움츠러든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로 여 히 주어진다268). 그 때문에 디오니시우스

는 << 아버님은 근원 인(quellenhaft) 신성이시고, 수님과 성령님은 말하자면 신이 생산하신 

신성의 새 싹이시며 동시에 그 꽃들이며  본질 인 빛이시다>> 라는 하나의 비유(Bild)로 포

착한다269). 이와 련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annes Scotus Eriugena)는 <<  본질

인 단일성과 말로하기힘든 삼 성, superessentialis unitas et ineffabilils trinitas>>라는 도식

으로 마무리한다270). 그럼에도 에리우게나에게는 <<una essentia vel substantia, tres 

personae>>라는 아우구스티 스의 명제가 <<una essentia in tribus substantia, 세 실체들 안

의 하나의 본질>>로 된다271). 이 이외에도 스코투스는 삼 (일체)성을 구분되는 창조의보기

(Schöpfungsinstanz)로 생각한다. 아드님은 아버님께서 그것을 통해 사물들의 이상 인 원리를 

창조하시는 말 이시다. [그리고] 정신이 그 원리를 류와 종과 개체에게 나 어 다272).

V-2) 세

서방과 마찬가지로 동방의 -, (hoch)- 그리고 후기 스콜라 신학의 핵심에는 성서  증

언과 교부 통(Vätertradition)을 그 증거로서 끌어 는 것이 속한다. 그리스도 신앙과 성사

(Sakramenten, 聖事)와 나란이, 삼 (일체론)은 세 신학의 그 주제 다. 그 게도 많은 앎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삼 일체 인 신에 한 신앙을 극복하려했다. 그러나 셋 하나인 신

성의 무한성은 그리고 인간의 단지 창조된 인식힘과 그 원죄 인 상처는 자기한계를 인정하라

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스콜라학에게는 어떤 합리 인 삼 일체-신학이 거부될 수 없[었]다. 도

그마(교리, Dogma)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 그러나 이 심신상의신비의 비 -연역 인 설명

267) VI, 7ff.

268) Ps.Dionysius Areop.: De div. nom. I, 4; II, 7 Corp. Dionys. (1990-91) 1, 112f. 131.

269) II, 7. a.O. 132.

270) Johannes Scotus Eriug.: De div. nat IV, 10.

271) Omelia V. hg. E. Jeaneau. SC 151 (Paris 1969) 222.

272) De div. nat. III, 9; II,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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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진다.

터베리의 안젤무스(Anselm von Canterbury)는 그 신앙을 재하기 해 합리 인 생각을 

끌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삼 일체-신학을 한 하나의 결정지 (Kristallisations-  

punkt)으로 된다.

V-2-1)종교개 과 신조주의

V-2-2)경건주의

V-2-3)계몽주의

V-2-4)슈라이에르마흐

V-2-5)헤겔

V-2-6)쉘링

V-2-7)명상신학

V-2-8)이상주의 이후

V-2-9)20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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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Inkarnation (griech. sa,,fkwsij( lat. incarnatio).

VI-1) 교부학

육화(肉化)라는 낱말과 개념은 2 세기 기독교 신학에서 형성된다. 이것에는 요한복음 1장 14

 말  ‘말 이 살로 되셨다, ò lo,goj sa.x evge,neto’이 근거로 놓인다. 그러하신 분으로서 과거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살과 피의 인간으로 되셨다는, 미리 존재하셨던 신의 계시(Offenbare)

로 수님은 우선 으로 이해된다. 요한(복음)의 통아래에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con Antiochien, 115년 경)는 그의 몸 인 존재 실성(Existenzwirklichkeit)의 doketische한 휘

발(揮發)에 맞서 그리스도를 살담지하고계신분(sarkofo,roj)으로 옹호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성체(Eucharistie, 聖體)제공자로서의 << 수 그리스도 살>>안에서의 구원의 보증에 한 심

이 그를 이끈다273). 동일한 사상(事象) 련에 있지[만] 요한복음에 의존하지 않는 유스티 스

(Justinus, 155년 경)도 신의 말 을 통해 살로 되신(dia. lo,gou qeou/ sarkopoiohqei,j)그리스도에 

해 말한다274). 자신의 기 라톤 (mittelplatonischen)사유의 지평 안에서 형성된 로고스 론

을 가지고 유스티 스는 육화 개념을 유래시킨 요한복음 서문에 한 이해를 미래에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처음으로 이 내우스(Irenäus, 180년 경)와 함께 생겨났다. 이 네우스는 ò lo,goj ))) 

sarkwqei.j ùper avnqrw,pwn(인간을 해 살로되신 로고스, der Logos, Fleisch geworden um der 

Menschen willen)275)라는 동사형식으로 처음 요한복음 1 장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각인시키며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그것을 교회의 가르치는 통의 공식 인 요약 형식의, 신의 아들에 한 

진술로서 받아들인다276). 그는 역시 명사 형 sarkwqai.j도 형성했으며277) 그리고 신 인 불멸을 

인간이 나 어지닌다는 의미에서 인간 구원은 신이 인간으로 되시는 것을 통해서만 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278). 이 새로운 용어론은 빠르게 확산되서279) 곧 성찬식 문헌에서 확고한 자

273) Ignatius, Ep. ad Smyrn. 5, 2; 7, 1 u.a.

274) Justinus, Apol. I, 66, 2; 32, 10; ferner Dial. c. Tryph. 45, 4; 84, 2.

275) Irenäus, Adv. haer. I, 9, 3, hg. Harvez 1, 84

276) a.a.O. I, 10, 1 =1, 90.

277) III, 18, 3 =2, 97 u.ö.

278) III, 18, 7 = 2, 100.

279) z.B. Meliton von SArdes, Passahom. §70. 104; Clemens Alexandrinus. Strom. I, 1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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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차지했다280). 그러나, sa,rx는 (그의 소멸성에 있어) 체 인간을 성서 통에서처럼 기호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정신에 구분되는 인간의 살-물질 인 것만을 기호화하는(나타내는) 

헬 니즘 인 인간론의 효력 역안에서는 그것이 오해 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고스 는 신의 

아들 신에 신 인 pneu/ma를 sa,rkwsij의 기(주)체로 말하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었다281). 는 

이에따라, evnswma,twsij라는 라톤  표상을 움켜진 swmatopoiei/sqai(몸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라고 유스티 스는 이미 말할 수 있었다282). 그래서 무엇보다 오리게네스(Origens)에 의해서 

그러는한  그리스도의 육화(Inkarnation)는 일련의 세계 과정 에 미리 존재했던 모든 정신

혼들의 육화(육화(肉化, 살로 됨)의 특별한 경우로 이해 다283). 다른한편으로 그것은 

evnanqrw,phsij(인간이 됨)에 한 근원 인 진술의 오해를 보존해주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었

다284). 4 세기 논쟁 동안에 이러한 개념은 아주 오랫동안 통화되버린 낱말 sarkou.aqai의 해석

으로서 니 아(325 년) 공의회의 교회의 공식 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진다285). 이와함께 <육화, 

Inkarnation>는 미리존재하는 신의 아들의 완성된 인간화의 의미로 결국 정의된다. 그리고 어휘

<incarnatio>, <incarnari>가 처음으로 (3세기부터?)이래네우스-번역에 놓여지는 라틴교회의 

역에서는 이것을 특히 사람들이 (인간의 의미에서 살)<caro>의 성서  의미범 로 항상 의식했

다(z.B. Augustinus. De civ. Dei XIV, 2, 1; Enchir. 34.). 상황에따라 그 때 그 때 형성된 동의

어 <inhumanatio>가 두루 철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도 <incarnatio>라는 낱말이286) [아주] 

오랫동안 배의식 언어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 이후 기독론의 더 나아간 역사는 <육화, 

incarnatio)로 기호화된 사건을 무엇보다, 구속(救贖)자의 하나의 인격(person, 격)에 있어, 신

Hippolyt von Rom, Contra Neöt. 16f.

280) Vgl. die Präfation in der Kirchenordnung Hippolzts.

281) z.B. Kallist bei Hippol., Elench. IX, 12; vgl. Clemens Ales., Paed. I, 6, 43.

282) Justinus, Dial. 70, 4.

283) Origenes, In Joh. II, 31, 187; VI 5, 29ö vgl. VI, 14, 86 u.ö.

284) a.a.O. II, 11, 81ff.; VI 35, 174 u.ö; ebenso Hippol., Contra Noët. 4.

285) H. Lietzmann: Symbole der Alten Kirchen (41935) 26; Denzinger/Schönmerzer, 

Enchiridion symbolorum Nr. 54.

286) Facundus von Hermiane(um 550), Prodefensione trirum capitulorum IX, 3. MPL 67,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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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리고 인간 인, 두 자연들의 일치에 한 가르침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에 련한다. 이 

경우, 그 때 그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한 기독론 인 반성의 싹(동기, Ansatz)을 신 인 삼

성의 두 번째 격으로서의 그리스도로(bei) 취하느냐 는  그 분의 역사  존재(Existenz, 

실존)에 있어서의 나자렛의 수(Jesus von Nazareth) 인간으로(bei) 취하느냐에 따라, 

<incarnatio, 육화> 개념의 기능은 변한다287).

VI-2) 세

<<Cur Deus homo>>와 <<Quomodo Deus homo>>를 주제로 삼을 때 그리고 그러나 <육

화> 개념 자체를 본래 으로 변경시킴이없이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세신학은 교부  동기

(Ansätze, 動機)들을 받아들인다.

VI-3) 종교개 으로부터 재까지.

287) Dazu: W.Pannenberg: Grundzüge der Christol. )1964, 31969) bes. 2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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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Geschichte, Historie(att. ì̀̀̀stori,a( ion. ìstori,h, lat. historia, ital. storia, frz. 
histoire, engl. histoy)

VII-1) 고

VII-2) 성서와 교부학과 세

VII-3) 인본주의와 계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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