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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람(homo bonus), 복된 사람(homo beatus):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상적 인간에 대한 연구1)
- 덕의 연결(connexio virtutum)이론을 중심으로 이상섭(서강대)
【주제분류】서양중세철학, 윤리학
【주제어】복된 인간, 선, 선한 인간, 신학적 덕, 완전성, 윤리적 덕, 행복
【요약문】고대철학이 이상화한 인간은 서로 연결된, 또는 단일한 하나의 덕을 갖춤
으로써 모든 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러한 덕 이론은 스콜라철학에서도 기독교와 결
합된 형태로 수용되어 완전한 인간에 대한 논의에 반영된다. 13세기 스콜라철학에
서 토마스는 완전함과 선함을 연결하여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완전한 인간은 다름
아닌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사람을 가리키게 된다. 그런데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완성에는 인간본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초자
연적 최고선인 신을 인간의 가장 탁월한 부분인 지성을 통해서 소유할 때에 비로
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고 그 때에야 비로소 행복을 소유하
게 된다. 이러한 인간을 토마스는 복된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복된 인간은 현
세에서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이상으로 남아있다. 한편 현세에서 인
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완전성은 자기의 의지를 최고선을 향해 질서지
우는 의지의 올바름에서 찾을 수 있다. 토마스는 인간의지가 최고선을 향해 올바른
질서관계를 갖도록 하는 원리를 덕에서 찾았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본성에 비례하
는 능력을 통해서 습득한 윤리적 덕만으로는 최고선을 욕구할 수 없고, 초자연적
원리인 주입된 덕인 신학적 덕이 요구된다. 따라서 토마스에게서 현세에서 실현가
능한 완전한 인간은 초자연적 덕인 신에 대한 사랑에 의해 연결된 덕을 갖춘 인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을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이라 부를 수 있다.

I. 머리말
덕(virtus)이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의 주요한 원리로 간주되는 한에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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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하게 갖춘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
에서 동양에서는 공자가 완전한 덕의 실천과 실현을 통해서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인간으로 존경받는다. 한편 서양의 고대철학이 이상화한 가장 완전
한 인간의 사례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철학자로서 지혜와 절제
를 갖춘 그리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적어도 플라톤 철학의
의미에서 고대철학의 이상적 덕의 구현체로 묘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
목할 만한 사실은 프로타고라스편에서 주장되듯이 소크라테스에게서 덕
은 선과 악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환원되며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따라서
용기와 절제의 덕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에게서 덕은
단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완전한 인간
은 모든 덕을 소유한 인간이되, 이 모든 덕은 하나의 동일한 덕으로 환원된
다.1)
덕의 단일성은 각각의 덕목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고대세계에서는 – 물론 단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동
의하고 있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스토아학파에서는 각각의 덕들이 비록 내
용적으로는 구별되지만 덕으로서 모든 덕들은 모두 동일한 원리와 목적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다수성을 인정하고 각각
의 덕목들을 구분하지만 실천적 지혜를 통한 덕의 연결을 주장한다. 그는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적 덕을 소유할
수 없으며 윤리적 덕이 없이는 지혜도 있을 수 없다는, 덕들의 상호연결성
을 주장한다.2) 비록 고대의 ‘철학적’ 덕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독교적 관점
에서 재구성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교부철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의 연장
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올바른 질서를 가진
1)

프로타고라스 편의 덕의 단일성에 대해서는 김영균, ｢프로타고라스편에서
‘덕의 단일성’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견해｣, 철학연구 62, 철학연구회, 2003,

2)

5~27 참조.
B. Kent, “Augustine’s Ethic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E. Stump/N.
Kretzman (ed.), Cambridge, 2006, 205~233, 여기에서는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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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정의함으로써 모든 덕을 신에 대한 사랑(caritas)에 바탕을 둔, 일
종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한다.3) 스콜라철학에서는 유명론적 사유의 흐름
에서 덕의 분리성이 주장되기도 하지만4)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덕의 단일
성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
덕의 단일성 또는 연결성을 주장하게 되면 이상적 인간은 당연하게도 모
든 덕을 갖춘 인간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게 된다. 이 때 단일성 또
는 연결의 방식은 완전한 인간의 완전성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덕과 이상적 인간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덕들 간
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인간의 이상적 완성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이론을
제공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덕의 연결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이상적 인간의 모습을 소묘해 보려
고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선(bonum)의 개념(II)을
살펴보고, 덕과 선의 관계에 대한 논의(III)를 거쳐 본격적으로 덕의 연결에
대한 고찰(IV)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인간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다.

II. 복된 인간과 선한 인간의 구별
1. 완전성과 선
우리는 직관적으로 ‘완전한’ 인간(perfectus homo)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토마스에 따르면 ‘완전성’(perfectio)은 ‘선’

3)

B. Kent, “Augustine’s Ethics”, 215 참조.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덕의 단일성과
연결이론에 대해서는 J. Langan, “Augustine on The Unity and The
Interconnection of The Virtues”, Harvard Theological Review 72, 1979, 81~95 참

4)

조.
이에 대해서는 J. Walsch, “Buridan on the Connection of the Virtue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4/4, 1986, 454~482, 여기에서는 45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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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선이란 모든 사물들이 욕구하는 것이
며, 모든 사물들은 자기의 완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5) 토마스에 따르면
완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 단적인 의미에서
(simpliciter) 완전함, 즉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완전성을 문자 그대로 완전하
게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secundum
quid) 완전성에 이른 경우가 있다.6) 이에 따라 전자의 의미에서 완전한 사
물은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고, 후자의 의미에서 완전한 사물은 특정한 관점
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7) 그래서 모든 사물은 본성에 속하는 가능성
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존재하는 한에서’ - ‘존재한다’는 특정한
관점에서 - 선하다(bonum secundum quid)고 말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본
성적 잠재성이 남김없이 실현되었을 때에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다’(bonum
simpliciter)라고 말할 수 있다.8)
인간의 완전성은 인간의 본성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성적 동물’
로서 인간은 본질적 규정이 지성에 있지만 인간의 실체적 형상인 지성은
하위 능력들을 ‘능력적으로(virtualiter)’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식물이나 동물과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다. 동물과 공유하는 부분들에 따라
서는 인간의 완전성이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결과 제한적 완
5)

Summa Theologiae (=이하 S. Th.), Ia, q. 5, a. 1c.: “unumquodque est appetibile

6)
7)

secundum quod est perfectum: nam omnia appetunt suam perfectionem.”
S. Th. IIa-IIae, q. 161, a. 1, ad 4.
J. Aertsen, “Thomas Aquinas on the Good: The Relation between Metaphysics and

8)

McDonald & E. Stump(ed.), Ithaca and London, 1998, 235~253, 여기에서는 244
참조.
S. Th. Ia, q. 5, a. 1c. 선과 완전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J. Aertsen, “Thomas

Ethics”, Aquinas’s Moral Theory. Essays in Honor of Norman Kretzman, S.

Aquinas on the Good”, 240이하 및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Washington, 1992, 96이하 참조. 필자는 선과 완전
성의 관계에 주목해서 토마스에게서 개별선, 공동선, 최고선의 관계를 다루었
다. 이상섭,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개별선, 공동선, 최고선의 관계와 형이상
학적 근거｣, 철학연구 130, 대한철학회, 2014, 219~246 참조. 이 연구는 그
연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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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성적 부분에 따라서 완성되었을 때
에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인 한에서의 인간의 완전성에 도달한 것이고, 그럼
으로써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homo perfectus simpliciter)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다.9) 그러나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선은 자연 본성의 선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완성이 인간의 유일한 목적만도 아니다.
토마스는 인간의 선(bonum hominis)을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
에 비례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본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선이다.10) 이에
따라 토마스는 인간의 초자연적 목적, 즉 인간의 자연본성을 넘어서는 완전
성에 대해서 말한다. 이러한 구분에 상응해서 인간이 자연 본성적 능력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완전성을 갖춘 한에서는 단지 특정한 관점에서 완전
하다고 말할 수 있고, 반면 초자연적 완전성에 따라 인간이 완전성에 이르
렀을 때에야 비로소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11)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인간의 완성은 인간의 가장 탁월한 부분인 지성의 완성을
가리키되, 지성의 완성이 초자연적 목적과의 관계 하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9)

10)

De virtutibus in communi q. un., a. 10, ad 1.: “[...] secundum partem intellectivam,
quae naturalem et corporalem excedit: et secundum hanc simpliciter est homo
perfectus [...]”
De virtutibus in communi q. un., a. 10c.: “[...] duplex hominis bonum; unum
quidem quod est proportionatum suae naturae; aliud autem quod suae naturae

11)

facultatem excedit.”
De virtutibus in communi q. un., a. 10, ad 1: “ita et quantum ad perfectionem
finis, dupliciter homo potest esse perfectus: uno modo secundum capacitatem suae
naturae, alio modo secundum quamdam supernaturalem perfectionem: et sic dicitur
homo perfectus esse simpliciter; primo autem modo secundum quid.” 여기에서 용
어와 관련하여 덧붙여야할 것이 있다. 완전성과 선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을 우리는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homo
bonus simpliciter)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토마스는 “완전
한 인간”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상응하는 맥락에서 “선한 인간”
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찾
을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을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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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단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완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인간의 완성에는 초자연적 계기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
적인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자연본성을 넘어서
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완성에 도달한 인간을 가리키게 된다.
2. 행복(beatitudo)과 복된 인간(homo beatus)

이러한 생각은 토마스의 행복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는
행복을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 궁극적 목적(finis ultimus)으로 파악한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더 이상 아무 것도 바랄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
게 인간의 욕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12)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
서 행복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실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즉 인간에게
행복은 지성적 본성의 궁극적인 완성을 의미한다.14)
그런데 토마스는 “행복 자체는, 영혼의 완전성이기 때문에, 영혼에 내재
하는 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낳는 것은 영혼 밖에 있다”고
덧붙인다.15)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는 목적을 사물 자체와 사물의 소유로
나누어서 고찰한다.16) 즉 목적은 소유하고자 하는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
고 그 사물의 소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13)

S. Th. Ia-IIae, q. 1, a. 5c.
J. Porter, Nature as Reason. A Thomistic Theory of Natural Law, Grand

14)

Rapids/Cambridge(U.K.), 2005, 158 참조.
S. Th. Ia, q. 62, a. 1c.: “nomine beatitudinis intelligitur ultima perfectio rationalis

15)

seu intellectualis naturae.”
S. Th. Ia-IIae, q. 2, a. 7, ad 3: “beatitudo ipsa, cum sit perfectio animae, est

12)

quoddam animae bonum inhaerens. sed id in quo beatitudo consistit, quod scilicet
beatum facit, est aliquid extra animam.” 이에 대해서는 G. Wieland, Trans. G.
Kaplan, “Happiness(Ia IIae, qq. 1-5)”, The Ethics of Aquinas, S. Pope(ed.),
16)

Washington D.C., 2002, 57~68, 여기에서는 61 참조.
S. Th. Ia-IIae, q. 2, a. 7c.: “finis dupliciter dicitur: scilicet ipsa res quam adipisci
desideramus; et usus, seu adeptio aut possessio illius 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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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창조되지 않은 선인 신 자신이지만, 소유의 측면
에서 보자면 최고선인 신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17) 그런데 신을 소유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으로서 영혼에 속하는 것이지만, 소유의 대상인 신은 결코
영혼에 속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은
‘인간의’, 즉 ‘인간 영혼의’ 최고선, 인간 영혼의 최종적인 완성이지만, 인간
영혼의 최종적 완성은 인간 영혼이 아닌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마스는 구체적으로 행복은 지복직관(visio beatifica), 즉 신의 본
질에 대한 직관에 있다고 주장한다.18) 오직 신만이 본질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만이 인간 지성을 완성시키며, 인간을 완전한
의미에서 행복하게 만든다.19) 이에 따라 인간의 궁극적 완성인 행복은 인
간 (사변) 지성의 완성에 있으며, 지성의 완성은 그것에 자연적으로 비례하
는 대상이 아니라 지성을 무한히 넘어서 있는 신의 본질에 의해 이루어진
다. 이제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을 한 인간은 ‘복된 인간’이 된다. 복된 인
간은 인간본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목적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완전하
게 실현한 인간을 가리킨다. 완전성과 선의 동일성 맥락에서 보자면 복된
인간이야말로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
간”이라고 불러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지복직관으로서의 행복은 비록 인간(영혼)에게 속하는 선이지만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넘어선다. 지복직관의 상태에서 인간은 비록 자기 자신이 신
이 되지는 않지만 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에 의해 고양되어야만 한다. 인
간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되려면 ‘자기 자신의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완
전성의 궁극적 기준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러한 요구는 인간의 자연적 조건을 넘어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
간은 완전성을 꿈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는 하
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점
(terminus ad quem)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완
전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 없다.20) 물론 원리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인간은
17)
18)
19)

S. Th. Ia-IIae, q. 3, a. 1c. 참조.
S. Th. Ia-IIae, q. 3, a. 8c.
S. Th. Ia-IIae, q. 3, a.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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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선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21) 그럼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에
게서 ‘복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이상적 인간은 이 세상의 자연적 조건 하
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상’일 뿐이다.
3. 불완전한 행복과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

이 세상에서 실현가능한 방식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이 세상에
서 도달 가능한 완성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는 이 세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저세상에서의 완전한 행복
과 비교하여 불완전한 행복(beatitudo imperfecta)과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에 대해서 말한다. 토마스
에 따르면 불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의 유사성을 분유하지만22) 완전한
행복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한 행복은 ... 전체로
서 관조에 있[지만]” “불완전한 행복은 일차적이고 주된 의미에서는 사변지
성에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인간의 행위와 감정들을 인도하는 실천지성의
작용에서 발견된다”23)는 차이가 있다. 이 주장은 이 세상에서 실현가능한
인간의 완전성이 어디에 있는지 시사해준다.
토마스가 완전한 행복이 신의 본질에 대한 지적 직관에 있다고 말한 이
유는 사변적 지성이 인간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고, 사변지성의 작용인 관조
는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 행위이며 또한 인간이 신이나 천사와 같은 존
재와 공통성을 갖는 작용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24) 그런데 토마스는 그
자체로 고려했을 때 지성이 인간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유지한
채 “어떤 관점에서는” 지성이 아닌 의지가 더 탁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

23)

S.
S.
S.
S.

24)

in contemplatione. Beatitudo autem imperfecta, [...] primo quidem et principaliter
in operatione practici intellectus ordinantis actiones et passiones humanas...”
S. Th. Ia-IIae, q. 3, a. 5c. 참조.

20)
21)
22)

Th.
Th.
Th.
Th.

Ia-IIae,
Ia-IIae,
Ia-IIae,
Ia-IIae,

q.
q.
q.
q.

5,
5,
3,
3,

a. 3c. 참조.
a. 1c. 참조.
a. 6c. 참조.
a. 5c.: “Et ideo ultima et perfecta beatitudo [...] tota consis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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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는 그리고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의
지는 지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의지의 대상은 지성의 대상보다
더 높은 사물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25) 왜냐하면 “지성의 작
용은 인식된 사물의 규정성이 인식 주체 안에 있음으로써 성립되지만, 의지
의 작용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향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다].”26) 이에
따라 만일 대상이 영혼보다 높다면 의지는 그 대상만큼 높아지는 반면에,
지성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은 지성의 높이만큼 낮아지게 된다.27) 현세의
조건에서 사변지성의 총화인 사변학문들(scientiae speculativae)은 감각의 한
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감각적 인식을 매개로 초월적 존재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변학문을 통해서 사변지성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은 신이 감각사물의 제일원인이라는 사실 및 그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속성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에 따르면 이 세상의 조건에
서는 사변지성을 통해서 결코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없으며, 그
런 한에서 사변지성의 작용은 “참되고 완전한 행복의 분유”28)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믿음을 통한 인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믿음도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성 작용도 완성을 추구하는 한에서 의지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의지에
의해 움직여진다.29) 여기에서도 의지의 우위가 발견될 수 있다. 지성은 의
지에 의해 움직여짐으로써 신에 대한 직관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

25)

26)

S. Th. Ia, q. 82, a. 3c.: “Secundum quid autem, et per comparationem ad alterum,
voluntas invenitur interdum altior intellectu; ex eo scilicet quod obiectum voluntatis
in altiore re invenitur quam obiectum intellectus.”
S. Th. Ia, q. 82, a. 3c.: “[...] actio intellectus consistit in hoc quod ratio rei
intellectae est in intelligente; actus vero voluntatis perficitur in hoc quod voluntas

27)

inclinatur ad ipsam rem prout in se est.”
S. Th. Ia, q. 82, a. 3c. 참조. 이에 대한 설명은 R. Leonhardt, Glück als
Vollendung des Menschseins. Die beatitudo-Lehre des Thomas von Aquin im

28)

Horizont des Eudämonismus-Problems, Berlin-New York, 1998, 205 참조.
S. Th. Ia-IIae, q. 3, a. 6c.
S. Th. Ia-IIae, q. 9, a. 1c. 참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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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의지에 의해 움직여진 지성이 의지의 욕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가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세적인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토마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하
더라도 의지가 최고선을 ‘지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목적을 향한 운동
과 목적에 도달함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유비적 명칭을
가지고 신을 지시하고자 할 때 지시양태(modus significandi)에 따라서는 신
을 지시할 수 없지만, 지시된 사물(res significata)의 관점에서는 신 자신을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30)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행복을 향한 의지의 올바른 질서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
는 완전한 행복은 비록 지복직관에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지의 올바
름”(rectitudo voluntatis), 즉 최고선에 대한 합당한 의지의 질서가 요구된다
고 말한다.31)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행복의 관점에서 의지의 선성은 사변
지성의 직관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32) 이러한 의지의 올바름
은 또한 직관을 통해 획득된 행복의 상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의지의 올
바름이란 다름 아닌 최종목적, 즉 최고선을 향한 합당한 질서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 질서는 행복을 얻기 위한 요구조건일 뿐만 아니라 복된 사람의
의지의 상태이기도 하다.33) 물론 후자의 경우는 신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인식에 동반하는 의지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선행하는 의지의 올바름
과 지복직관에 동반되는 의지의 올바름은 모두 신을 향한 의지의 올바른
질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토마스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의지의 올바름의 성취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조건에서는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한, 지성의
불완전한 완성보다는 최고선에의 지향을 통한 의지의 완성이 인간에게 허
용될 수 있는 최고의 완성인 것 같다.34) 최고선을 향한 의지의 작용을 올
30)
31)
32)
33)
34)

Summa contra Gentiles(=이하 S.c.G). I, cap. 30, n. 277 참조.
S. Th. Ia-IIae, q. 4, a. 4c. 및 ad 2 참조.
R. Leonhardt, Glück als Vollendung des Menschseins, 252 참조.
S. Th. Ia-IIae, q. 4, a. 4c. 참조.
이에 대해서는 R, Leonhardt, Glück als Vollendung des Menschseins, 204~20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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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끄는 것은 실천지성의 역할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토마스는 불완전한 행복이 이차적으로는 인간의 행위와 감정들
을 인도하는 실천지성에 있다고 말한다.
토마스가 “인간은 [...] 전체로서 선하기 때문에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의 선성을 통해서 일어난다”35)고 말했을 때,
바로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의지가 신을
향한 올바른 질서를 갖고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 물론 선한 –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36) 그러나 완전한 행복이든 불완전한 행복이든 행
복을 위해서는 최고선을 향한 의지의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런데 토마스는 이와 같이 인간의 완성인 행복이 의지의 선성에 있으
며, “어떠한 순수한 피조물들도 행복을 향하게 하는 작용의 운동이 없이는
결코 합당하게 행복을 얻을 수 없다”37)고 말하며, 특히 현세적 조건에서(in
statu viatoris) “인간은 공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작용의 운동을 통해서 행
복을 얻을 수밖에 없다”38)고 말한다.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이 행위를 통해
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면 어떠한 종류의 행위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39) 즉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단적인 의미에서
35)

De virtutibus in communi q. un. a. 7, ad 2: “homo [...] dicitur bonus simpliciter
[...] ex eo quod secundum totum est bonus; quod quidem contingit per bonitatem
voluntatis.” 인간을 전체적으로(secundum totum) 선하게, 즉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을 찾으려면 인간의 작용 전체에 작용하는 능력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토마
스에 따르면 의지가 다른 지성능력들을 작용으로 이끄는 능력이다.(S. Th.
Ia-IIae, q. 9, a. 1c.) 의지의 선성 없이는 사변지성의 인식도 잘못된 사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는 지성에 의해서 인간은 특정한 관
점에서만 선하게(bonus secundum quid) 된다고 말한다.(S. Th. Ia-IIae, q. 56, a.

36)
37)
38)
39)

3c.)
S. Th. Ia-IIae, q. 5, a. 8, ad 3.
S. Th. Ia-IIae, q. 5, a. 7c.
S. Th. Ia-IIae, q. 5, a. 7c.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R. Leonhardt, Glück als Vollendung des
Menschseins,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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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III. 덕과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선하게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단순해
보인다. 즉 “선한” 행위를 통해서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선한’ 행위
인가? 이를 위해서 인간 행위의 선과 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
마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행위(actus hominis)와 인간적 행
위(actus humanus)를 구분하고, 지성에 의해 선한 것으로 파악된 것을 욕구
하는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나오는 인간적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40) 그런데 토마스에 따르면 행위의 종류, 즉 행위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네 가지 요소가 있다. 행위자체,
대상, 상황 및 목적이 그것들이다.41) 이 중에서 특히 대상과 목적이 중요하
다. 윤리적 선과 악은 인간 행위의 종적 구분인데 이 종적 차이는 일차적으
로 대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42) 한편 자발적 행위인 인간적 행위는 의
지로부터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적으로부터도 종적인 규정성을 얻게
된다. 목적은 의지의 내적작용의 대상으로서 외적 행위의 대상에 대해서 형
상과 질료의 관계에 있다.43)
이러한 요소들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어 인간의 완전성에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적 행위의 선과 악이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40)

S. Th. Ia-IIae, q. 1, a. 1c. 토마스는 신학대전 제2의 1부, 제6문제에서 자발

41)

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한다.
토마스는 신학대전 제2의 1부, 제18문제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걸쳐 인
간적 행위의 선, 악을 결정짓는 4가지 요소들을 설명한 후, 제4항의 말미에
이를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J. Aertsen, “Thomas Aquinas

42)
43)

on the Good”, 245 참조.
S. Th. Ia-IIae, q. 18, a. 2c. 및 5c. 참조.
S. Th. Ia-IIae, q. 18, a. 6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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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성이 지성에 있다는 것, 즉 의지의 선성의 기준이 의지 자체가 아
니라 지성이라는 사실이다. 자발적 행위의 원리인 의지가 지성에 의해 규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와 지성의 결합은 토마스 윤리학의 중요
한 특징이다.44)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는 행위야말로 인간
에게 선한 것, 인간 본성의 완성을 가져다주는 것이다.45) 그러한 행위는 또
한 선한 목적과의 합당한 질서관계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
듯이 인간에게 최고의 완전성을 부여하는 궁극적 목적은 최고선으로서의
신이다. 그러므로 인간적 행위의 선과 악은 직접적으로는 지성과의 일치에
서 찾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과의 질서관계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46) 물론 이 두 기준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인간적 행
위의 선이 인간 본성인 지성성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올바른
목적지향도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
본성의 완전성은 주체의 측면에서 인간의 완전성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
성 초월적 목적의 획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토마스는 인간의 윤리적 삶을 이루는 사회성과 신에 대한 진리의 추
구를 인간 이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끌어내기도 한다.47) 이러한 두 기
준에 부합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선한 인간이 된다. 그런데 선한 행위
를 하지 않는 선한 인간은 없지만 선하지 않은 인간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종류의 선한 행위가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덕에 관한
이론이 이것을 설명해준다.
토마스에 따르면 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완성시킨다. 덕은 그
것의 주체(subiectum)인 여러 능력들을 완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위자 자신
및 그의 행위를 좋은 것(선한 것)으로 만들고 완성시킨다.48) 존재론적으로
44)
45)
46)
47)

J. Aertsen, “Thomas Aquinas on the Good”, 248 참조.
S. Th. Ia-IIae, q. 18, a. 5c. 참조.
S. Th. Ia-IIae, q. 19, a. 4c. 참조.
S. Th. Ia-IIae, q. 94, a. 2c. 참조. 이에 대해서는 F. Copleston, Aquinas. An
Introduction to the Life and Work of the Great Medieval Thinker, London,
22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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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 일종의 습성(habitus)에 속한다. 그런데 덕은 인간이 올바르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악한 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습성 또는 지속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오직 “선한 습성(habitus bonus)”49)만이 덕이 될 수 있다.
덕은 결코 나쁘게 사용될 수 없는 정신의 선한 성질로서 항상 선과 관계하
는 습성이며,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적 습성이다.50) 그러므로 모든 습
성 또는 성향이 다 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습성 또는 성향이
덕의 본질적 규정을 가지려면 항상 선한 행위를 향해 있어야 한다. 덕은 항
상 그 자체로 선한 완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51)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덕을
갖춘 인간만이 그 자신과 그의 행위가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마스에 따르면 의지의 선성을 얻기 위한, 그럼으로써 단적
으로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한 활동에 대한 탐구는 우선적으로는 윤리적 덕
에 대한 탐구에 다름 아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 윤리적 덕에 따라서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다고 말한다.”52)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은 “덕
스러운 행위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53)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에서 자
세하게 설명되겠지만 여기에서 미리 강조해야만 할 것은 윤리적 덕을 통한
인간의 완성은 윤리적 덕이 오직 윤리적 덕으로만 머무는 한에서는 불완전
한 덕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최고선으로서의 신을 향한 올바른 질서
에서야 비로소 발견되는 의지의 올바름을 위한 일종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덕을 통해서 신을 향한 올바른 질서를 갖기 위한 준비가 마련된 의

48)

S. Th. Ia-IIae, q. 58, a. 3c. 외.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51)

Aquinas’s Summa Theologiae, 96 참조.
S. Th. Ia-IIae, q. 54, a. 3c. 참조.
S. Th. Ia-IIae, q. 55, a. 4c. 참조.
S. Th. Ia-IIae, q. 55. a. 3c. 참조. 이에 대해서는 J. Porter, Nature as Reason.

52)

163 참조.
S. Th. I-II, q. 66, a. 3, ad 2. 이와 관련하여 J. Aertsen “Thomas Aquinas on the

49)
50)

53)

Good”, 249 참조.
S. Th. Ia-IIae, q. 5, a. 7c.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는 윤리적 덕을 이 세
상의 행복으로 인식한다. 이에 대해서는 J. Porter, Nature as Reason, 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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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여기에 부가되는 신학적 덕을 통해서 신을 향한 올바른 질서관계를
갖게 되고, 그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이 된
다.54) 이로써 우리가 II-1절에서 언급했던 초자연적 목적을 통한 완성을 이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의 덕 이론은 아리스
토텔레스의, 또는 비기독교적 철학자들의 철학적 덕론과는 차이가 있다. 토
마스의 신학대전 제2의 1부와 제2의 2부 전체는 덕 이론에 바쳐지고 있
다. 토마스는 제2의 2부의 전반부에 세 가지 신학적 덕에 대해서 먼저 논의
한 후 나중에 소위 사추덕에 대해서 설명한다. 완성의 순서에 따르자면 신
학적 덕은 윤리적 덕을 전제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윤리적 덕에 대
한 논의가 신학적 덕에 대한 논의에 선행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토마스는
신학적 덕을 먼저 설명한다. 이러한 순서는 토마스가 윤리적 덕을 신학적
덕과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서 고찰하기 보다는 신학적 덕에 의해 완성된
한에서의 윤리적 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55) 그러나 다
음 절에서 우리는 완성의 등급을 따라서 윤리적 덕에서 출발하여 신학적
덕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덕을 통해서 어
떠한 과정과 순서에 따라 완전해지는 살펴보겠다.

54)
55)

De virtutibus in communi q. un., a. 10c. 및 ad 1 참조.
이것은 토마스에게서 덕이 단순히 신학적 덕과 윤리적 덕으로 구분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덕들은 대상에 따라, 덕이 관계하는 궁극적 목적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각각 신학적 덕과 윤리적 사추덕, 초자연
적 덕과 자연적 덕, 주입된 덕과 획득된 덕으로 구분된다. 토마스의 덕의 구
분에 대해서는 W. Mattison, “Thomas’s Categorizations of Virtue”, The Thomist
74, 2010, 189~235, 특히 213~229 참조. 자연적 덕은 획득된 덕이고 초자연적
덕은 주입된 덕이다. 한편 신학적 덕은 주입된 덕이므로 초자연적 덕일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윤리적 사추덕은 획득된 덕이지만 주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획득된 윤리적 사추덕과 주입된 윤리적 사추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의하고 있는 덕을 획득된(자연적) 사추덕, 주입
된(초자연적) 사추덕 그리고 주입된(초자연적) 신학적 덕으로 크게 삼분할 수
있다.(W. Mattison, “Thomas’s Categorizations of Virtue”, 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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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연적 질서에서 인간의 초자연적 완성
1. 인간 공동체의 질서에서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 실천적 지혜
를 통해서 연결된, 획득된 사추덕을 갖춘 인간

(1) 연결되지 않은 덕의 불완전성
토마스는 실천적 지혜(prudentia), 정의(iustitia), 용기 (fortitudo) 및 절제
(temperantia), 이 네 가지 윤리적 덕을 네 가지 “주요한” 덕 또는 “사추덕”
이라 부른다.56) 그런데 우리는 이 중 한 가지 덕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덕
은 결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드물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
은 덕들이 서로 독립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주목
하여 스코투스는 덕의 분리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철학적 근거를 지
성에 대한 의지의 우위 또는 의지의 독립적 지위에서 찾는다. 즉 어떤 사람
은 실천적 지혜의 덕은 있지만, 실천적 지혜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의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적 지혜는 자유로운 의지를 강제할 수 없고 의지
는 자유롭게 이성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57)
물론 토마스도 의지의 ‘행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토마스에
따르면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다. 오
히려 선을 향해 자신의 선택을 고정시키는 것이 참된 자유(vera libertas)라
고 생각하였다. 최고선이 의지에게 욕구의 대상으로서 주어지게 되면 그것
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의지를 항상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자유라는 것이다.58) 그렇기 때문

56)

토마스에 따르면 덕의 본질적 규정은 지성적 덕보다는 윤리적 덕에서 더 잘
발견되기 때문에 윤리적 덕을 “주요한 덕” 또는 “추덕(virtutes cardinales)”이라
불렀다. 덕은 욕구의 올바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
리적 덕을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 Th. Ia-IIae, q. 61, a. 1c. 참

57)

조)
A. Broadie, “Duns Scotus and the Unity of the Virtue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2, 1999, 70~83, 여기에서는 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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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일 누군가가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한다면 – 실천적 지혜가 좋은 것으
로 제시한 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악을 욕구한다면 – 그것은 참된 의미에
서의 자유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악한 것(불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 자체도 불완전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실천적 지혜가 정의로운 행위를 위한 적절한 수단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좋은 것으로 판단을 내린 후 의지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고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에도 의지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스코투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실천적 지혜가 있음에도 정의를 갖추지 못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토마스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는 수단에 대
해 올바르게 숙고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판단한 데로 의지를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명령에 실패한 실천적 지혜는 불완전
한 상태에 있는 것이며, 엄밀한 의미의 실천적 지혜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처한 사람은 실천적 지혜는 있는데 정의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
천적 지혜의 덕도 정의의 덕도 갖추진 못한 사람인 것이다.59)
토마스는 이와 같이 다른 덕이 없이 오직 한 가지의 덕 만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분리된 덕은 덕이라고 이름붙이더
라도 “불완전한 덕(virtutes imperfectae)”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60) 서로 연
결되지 않은, 특히 실천적 지혜가 없이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덕은 전적
으로 불완전한 덕으로서 단지 “특정한 덕들에 대한 경향성”61), 즉 “선의 유
에 속하는 어떤 일을 하려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경향성(inclinatio
)”62)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는 악하게 행동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들은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하고
58)

59)

60)
61)
62)

이에 대해서는 이상섭, ｢자기실현에서 자기규정으로 – 토마스 아퀴나스와 페
트루스 요한네스 올리비의 자유론 비교｣, 철학 118, 한국철학회, 2014,
27~58, 여기에서는 36~39 참조.
S. Th. IIa-IIae, q. 47, a. 13c. 참조. 이에 대한 설명으로 A. McKay, “Prudence
and Acquired Moral Virtue”, The Thomist 69, 535~55, 여기에서는 550~552 참조.
S. Th. Ia-IIae, q. 65, a. 1c., In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In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S. Th. Ia-IIae, q. 65, a.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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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롭게 이용될 수 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말이 채찍을 맞고 더욱 맹
렬히 달리는 것과 비교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성향이나 습성이 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선한 행위를 낳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경향성들은 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다.63) 그러므로 “불완전한 덕”, 덕처럼 보이는 경향성을 갖춘 사람들은 특
정한 관점에서는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만 그러할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으로는 인간을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
(2) 실천적 지혜를 통한 윤리적 덕의 연결
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덕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덕
을 갖춘 사람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덕을 다 갖추
어야 한다는 것은 단적인 의미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지만, 완전
한 습성인 덕 자체의 속성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토마스에
따르면 참된 의미에서 하나의 덕은 다른 덕들과 연결(connexio)되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덕 자체의 속성 때문에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하나
의 덕에 따르는 특정한 관점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즉 ‘단
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덕
의 단일성 이론에 대한 토마스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덕의 연결
(connexio virtutum)” 이론이다.64)
덕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덕들 간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각각의 덕들은 종적으로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우위관계
도 갖는다.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적 선의 원인과 뿌리는 지성이다.”65) 그
러므로 그 자체로 (실천)지성의 완전성이면서 윤리적 덕이기도 한 실천적
지혜가 가장 앞선 덕이며, 나머지 윤리적 덕들은 지성과의 근접성에 따라서
63)
64)

65)

In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이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이정희, ｢토마스 아퀴나스의 덕의 연결론｣, 대구사
학 96, 대구사학회, 2009, 189~229 참조.
S. Th. Ia-IIae, q. 66, a.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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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관계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지성적 욕구인 의지를 완성시키는 정의가
다른 두 가지 윤리적 덕인 절제와 용기보다 더 앞서며, 절제보다 용기가 앞
선다.66) 이렇게 덕들 간의 종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차이도 있다. 윤리적 덕은 개인에 따라서 – 그것의 원인은 자연적 기질이
나 이성능력의 차이 또는 은사 때문일 수도 있는데 – 완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67)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덕들은 서로 연결
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근거는 바로 실천적 지혜에 있다.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나머지 윤리적 덕들은 선의 근거인 올바른 이성(recta ratio)에 참여
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덕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68) 토마스에
따르면 “어떠한 윤리적 덕도 실천적 지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다. 그 까닭
은 윤리적 덕의 고유성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덕은 일
종의 선택하는 습성(habitus electivus)이기 때문이다.”69) 실천적 지혜는 “행
해야 할 일”(agibilia), 즉 적절한 중간(중용)을 그것에 연결된 윤리적 덕들에
게 제공한다.70)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 즉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판단하는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천적 지혜나 정의의 우위가 일방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덕은 완전성을 위해서 서로에게 의존하며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
어 있다. 좋고 올바른 선택의 습성인 “윤리적 덕들이 실천적 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듯이, 실천적 지혜도 윤리적 덕 없이는 있을 수 없다.”71) 왜냐하
면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목적에 이르는 올바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도 필요하지만 목적에 대한 올바른 지향도 필요하기 때문인데
66)
67)

68)

69)
70)

71)

S. Th. Ia-IIae, q. 66, a. 1c., S. Th. Ia-IIae, q. 66, a. 4c. 참조.
S. Th. Ia-IIae, q. 66, a. 1c. 토마스는 이러한 주체의 차이를 고려해서 덕을 탁
월성으로 해석하는 스토아의 덕론을 비판한다.(같은 곳)
이에 대해서는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01 참조.
S. Th. Ia-IIae, q. 65, a. 1c.
In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이에 대해서는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02 참조.
In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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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용기와 절제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72) 왜곡되지 않은 감각
적 욕구가 합당한 목적을 향한 의지를 올곧게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윤리적 덕과 실천적 지혜의 상호적이고, 순환적 관계가 나타난
다.73)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중용에 도달하지 못하고 따라서 나머지 윤리
적 덕을 갖지 못하게 되지만, 역으로 윤리적 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숙고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천적 지혜의 우위를 전제한 윤리적 덕들 상호 간의 의존관
계에 따라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두 윤리적 덕을 갖는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즉 윤리적 덕들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74) 그러나 덕의 연결이론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하
나의 덕만을 훈련하고 습득하게 되면 나머지 덕들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의
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연결된 덕을 모두 습득하려면 모든 윤리적 덕
의 대상들과 관련해서 훈련을 해야만 한다. 만일 한 대상과 관련해서만 훈
련하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다면 훈련된 대상에 관련된 습성은
획득했지만 덕의 규정성은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75) 그렇지만 이와 같은
수련을 통해서 덕을 획득하였다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덕을 현실
적으로는 갖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덕이 미치는
모든 대상에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76)
(3) 정치적 덕으로서의 윤리적 덕의 불완전성
윤리적 덕을 갖춘 사람은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토마스는 실천적 지혜에
의해서 연결된 윤리적 덕을 갖춘 사람은 단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면서 곧바
로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토마스에게서 윤리적 덕들은 지성적
덕과 대비되어 ‘윤리적’ 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 소
72)
73)
74)
75)
76)

S.
In
In
S.
S.

Th. Ia-IIae, q. 58, a. 4c. 참조.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Th. Ia-IIae, q. 65, a. 1, ad 1.
Th. Ia-IIae, q. 65, a. 1, a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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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랑의 세 가지 “신학적 덕”과 비교하여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77) 윤리
적 덕의 한계와 불완전성은 바로 이 신학적 덕과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신
학적 덕에 비해 윤리적 덕은 작용범위와 목적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신학적 덕이 관계하는 대상은 신 자신인 반면, 윤리적 덕은 인간지성이 접
근 가능한 활동들과 관계하기 때문이다.78)
이러한 윤리적 덕의 불완전성은 불완전한 행복의 불완전성과 관련이 있
다. 덕은 인간과 인간의 행위를 완전하게 함으로써 행복에 이르게 하는 원
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79) 그런데 불완전한 행복의 불완전성은 이중
적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행복과 불완전한 행복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의 차이에서 발견된다. 즉 그 목적이 인간
본성에 비례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성초월적인 것인가에 달려있다.80) 이에
따라 윤리적 덕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원리라고 했을 때의 행복이 불완전
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 경우 그 불완전성은 지향하는 목적
과 관계하는 대상의 불완전성과 한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신학적 덕과 비교하여 윤리적 덕은 인간지성에 자연적으
로 비례하는 대상들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특히 토마스는 초자연적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사추덕, 즉 자연적 원리에 따라 획득된 윤리적 덕을 “정치적
덕(virtus politica)”81)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정치적 덕은 ... 현세의 시
민적 선으로만 질서 지어진 덕이다.”82) 윤리적 덕은 이처럼 목적의 지향
자체가 한계 지어졌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다른 한편 목적의 지향 자체는
완전하지만 목적의 성취가 불완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자
신의 자연적 능력을 넘어서는 최고선을 지향함으로써 자신의 초월적 완성
을 욕구하지만 그것을 위한 능력 또는 원리들이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다.
77)
78)
79)
80)
81)
82)

이에 대해서는 W. Mattison, “Thomas’s Categorizations of Virtue”, 216 참조.
S. Th. Ia-IIae, q. 62, a. 2c. 참조.
S. Th. Ia-IIae, q. 62, a. 1c. 참조.
S. Th. Ia-IIae, q. 62, a. 1c.
S. Th. Ia-IIae, q. 61, a. 5c.
In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4, ad 7: “sed virtutes politicae ... ordinantur
tantum ad bonum civile praesentis vi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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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토마스에 따르면 완전한 행복은 인간 본성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 원리 없이 자연적인 행위의 원리만으로
는 – 성취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 그러한 행복을 향한 올바른 질서를 가
질 수조차도 없다.83) 신학적 덕의 필요가 여기에서 대두된다. 어쨌든 윤리
적 덕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덕으로 머무는 한에서는 이중적인 의미에
서 모두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적인 면에서 불완전한
윤리적 덕이 관계하는 불완전한 행복의 불완전성의 지양은 올바른 목적의
지향과 지향된 목적의 달성 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토마스에 따르면 완전한 행복의 획득은 이 세상에서
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완전한 행복을 향한 의지의 운동은 – 물론 이 경
우에도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 이 세상에
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정치적 덕으로서의 획득된 윤리적 사추덕이 서
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미의
덕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윤리적 덕은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 토마스는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 않다. 신
학적 덕의 하나인 “신에 대한 사랑(caritas)이 없이도 윤리적 덕이 연결되는
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토마스는 덕의 완전한 연결은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덕이 연결되지 않는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85) 그렇
83)

S. Th. Ia-IIae, q. 62, a. 1c. 참조.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향한 자연적 욕구’와
‘신을 향한 자연적 욕구’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W.

84)

O’Connor, The Natural Desire for God, Milwaukee, 1948, 31이하 참조.
여기에 주목해서 Cajetan을 비롯한 중세의 토마스 주석가들은 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덕의 연결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대에서는 T. Osborne,
“Perfect and Imperfect Virtue in Aquinas”, The Thomist 71, 2007, 39~64 등이 그

85)

러한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라 A. McKay, “Prudence and Acquired Moral Virtue”, B. Shanley,
“Aquinas on Pagan Virtue”, The Thomist 63, 1999, 553~577 등은 비록 불완전
하더라도 윤리적 덕의 연결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인간의 정치적, 윤리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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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더라 하더라도 획득된 윤리적 덕의 연결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우리는 토마스가 정치
적 덕이 지향하는 목적인 공동선에 대한 추구가 인간 본성의 완성을 가져
오는 특정한 관점에서 “참된 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세속적 정치공동체에서의 인간 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만 정치적 덕을 그 자체로 추구
하는 것은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
다.86) 인간을 전체로서 완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윤리적 덕
은 신에 대한 사랑 없이도, 그 자체로 덕의 본질적 규정을 가지며 실천적
지혜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정치적, 시민적 선(bonum civile)을 낳고, 그럼
으로써 비록 잠정적이고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행복을 낳고 인간을 그런
만큼 선한 존재로서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의 최고선이
아닌 특정한 관점에서의 선, 그런 한에서 부분적인 선인 시민적, 정치적 공
동선을 최고선인 것처럼 추구하는 윤리적 덕은 불완전한 덕이라 할 수 있
고, 그 결과 윤리적 덕의 연결도 불완전한 것으로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
연결되지 않은 덕은 덕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 덕의 본질적 규정을 상실
할 위험이 있다.87)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는 덕을 가진 인간이 추구하는
“특수한 선이 참된 선이라면, 예를 들어 공동선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그
덕은 참된 덕이 된다. 그러나 만일 궁극적이고 완전한 선을 향하지 않는다
면 (참되지만) 불완전한 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참된 덕은 사랑
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88)고 말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성에는 도달했
지만, 사랑을 통해서 신에는 이르지 못한 그러한 덕들은 [...] 인간적 선의
관점에서는 어떤 점에서 완전하지만, 단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고]”89) 그

86)
87)

88)
89)

성이 신학적 덕에의 의존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B. Shanley, “Aquinas on Pagan Virtue”, 554~555 참조.
E. Schockenhoff, Trans. G. Kaplan and F. Lawrence, “The Theological Virtue of
Charity (IIa IIae, qq. 23-46)”, The Ethics of Aquinas, S. Pope(ed.), Washington
D.C., 244~258, 여기에서는 250~251 참조.
S. Th. IIa-IIae, q. 23, a. 7c.
De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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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덕을 갖춘 사람을 단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는 정치적 덕의 연결을 주도하는 실천적 지혜의
불완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잘못된 목적, 즉 나쁜 목적
을 위한 실천적 지혜는 단적으로 거짓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갖춘 사
람은 악한 사람이다. 반면에 좋은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발견을 위한
실천적 지혜는 참된 지혜이다. 그런데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좋음이
인생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정에 매여 있는
목적이라면 ‘불완전’한 실천적 지혜가 된다. 물론 실천적 지혜 자체의 기능
이 불완전하게 발휘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참되고 완전한 실천적 지
혜가 있다. 즉 목적지향이 올바르고 심사숙고, 판단 및 명령의 기능을 완전
히 발휘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기능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 목적지향에 있
어서 제한적인 실천적 지혜는 선과 악 모두에 열려있다. 추구하는 목적이
비록 선하지만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서 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상의 목적이나 항해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은 현명한 ‘사업가’ 또는 현명한 ‘항해사’라고 불리지 현명한 ‘인
간’이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90) 즉 다른 관점에서는 현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특
수한 직업상의 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치적 공동체 전체의 범위로 확장
할 수 있다. ‘한’ 정치적 공동체는 그것이 처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조
건에 의해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체의 목적 지향이 ‘공동체’의 한
계내로 설정될 수 있다.(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공동체-초월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일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는
목적에 올바르게 봉사하는 한에서 좋은 것이지만 목적의 한계성에 직면해
서 ‘특정한 관점에서’만 올바르다고 말해야 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선하게 바꾸고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덕이고, 반면에 사람과 사람의 일을 단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90)

S. Th, IIa-IIae, q. 47, a. 13c. 참조. 이 텍스트에 대한 설명은 A. McKay,
“Prudence and Acquired Moral Virtue”, 550~552 참조. 다른 견해로는 T. Osborne,
“Perfect and Imperfect Virtue in Aquinas”, 57~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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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관점에서 선하게 만드는 것은 불완전한 덕이다.”91) 이러한 관점에
서 획득된 덕으로서 자연적 윤리적 사추덕은 자연적인 덕인 한에서 단지
특정한 관점에서의 선의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특정한 공동체
에서 요구되는 덕을, 참된 의미에서 모두 갖춘 사람, 즉 연결된 윤리적 덕
을 갖춘 사람은 그러므로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 공동
체의 목적의 관점에 따라 – 특정한 관점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
다.
2.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의 결합에서 단적으로 선한 인간: 신
에 대한 사랑을 통해 연결된 덕을 갖춘 인간

(1) 덕의 형상으로서 신에 대한 사랑: 신학적 덕과 윤리적 덕의 관계
위에서 말했듯이 ‘완전한 인간’, ‘완성된 인간’은 목적의 완전성의 관점에
따라 인간본성의 능력에 따르는 완전성과 초자연적 목적에 따르는 완전성
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토마스는 이에 대응하는 두 종류의 덕을 구분한
다. 참되고 완전한 인간의 덕은 궁극적 완성에 대응하는 덕, 즉 초자연적
완전성에 대응하는 덕이다.92) 윤리적 덕과 비교하여 신학적 덕이라고 부르
는 이 덕은 “참되고 완전한 덕”으로서 이것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우리는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 “단적인 의미에서 완성된 인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덕은 인간을 초자연적 목적, 즉 신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지향에 있어서는 완전하되 성취의 측면에서는 불완전하다는 의미에
서의 불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초자연적 완전성이 인간의 완전성인 한에서 ‘인간’ 자신을 완성
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넘어서는 것인 한에서 인간
91)
92)

De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De virtutibus in communi q. un., a. 10, ad 1: “Unde duplex competit virtus
homini; una quae respondet primae perfectioni, quae non est completa virtus; alia
quae respondet suae perfectioni ultimae: et haec est vera et perfecta hominis
vir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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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획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향
자체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겨날 수 없다. 인간을 초자연적 목적으로 향하
게 하는 덕은 ‘초자연적’ 덕으로서, 인간의 반복된 덕에 따르는 행위에 의
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주입된 덕(virtus divinitus infusa)”이
다.93) 초자연적 신학적 덕으로서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은 자연적인 방식
으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완전한 본성의 상태에서 인간은 [...]
신을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 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은 의지의 이성적 욕구가 이것을 결여하고 있다. 만일 신의
은총에 의해 치유되지 않는다면 타락된 본성 탓에 사적인 선만을 좇게 된
다.”94) 구체적으로 말해 신에 대한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신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신적인
사랑 자체에 대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일치로서
성령 자신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95)
그러므로 신에 대한 사랑은 은총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인간의 본성적 능력을 통해서 획득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 본성 안
에서 인간 본성을 원리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는 초자연적 원리
에 의해 주입된 것이라고 해도 신에 대한 사랑이 외적으로 인간을 움직이
는 것인 한에서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신에 대한 사랑은 신으
로부터 오더라도 그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인 것이다.96)
따라서 주입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97) 그렇기
93)

94)
95)

S. Th. Ia-IIae, q. 63, a. 2, ad 2. W. Mattison, “Thomas’s Categorizations of
Virtue”, 223 참조.
S. Th. Ia-IIae, q. 109, a. 3c.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37
참조.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한 신과의 일치는 일종의 “정서적 일치”(unio
secundum affectionem)이다. 이에 대해서는 S. Th. Ia-IIae, q. 28, a. 1c. 참조. 또

96)

한 C. Malloy, “Thomas on the Order of Love and Desire: A Development of
Doctrine”, The Thomist 71, 2007, 65~87, 여기에서는 68 참조.
E. Schockehhoff, “The Theological Virtue of Charity”, 2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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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자연적 덕인 신학적 덕이 인간의 완전성에 속하는 것이 된다.
토마스에 따르면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초자연적, 신학적 덕은 불완전한
상태의 자연적 윤리적 덕을 완성시킨다. 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다른 모든
윤리적 덕들은 불완전한 것으로 남게 된다.98) 더 나아가 사랑은 “덕들의
형상”99)으로서, 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참된 덕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100)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해야하는 것은 획득된 윤리적 덕들이 신학
적 덕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덕을 통해서 신에 대한 올바
른 질서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총은 자
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101)는 스콜라철학의 근본원리가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신에 대한 사랑은 윤리적 덕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모든 윤리적 덕들이 함께 주입된다.”102) 즉 신학적 덕
에 의해서 형상을 부여받은 한에서, 윤리적 사추덕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자연능력에 의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 “주입된” 덕으로 고양된다.103) 실천
적 지혜가, 정의가, 용기와 절제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덕목들이
신에 대한 사랑을 위한 덕목이 되며, 신에 대한 사랑은 그것들을 통해서 작
용한다.104) 예컨대 윤리적 덕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인도되어 올바른 판
단과 선택을 하게 되듯이, 신에 대한 사랑은 실천적 지혜로 하여금 궁극적
목적을 위해 해야만 할 일을 올바로 깨닫게 한다.105)
97)

S. Th, IIa-IIae, q. 23, 2c. 참조. 이에 대해서는 R. Leonhardt, Glück als

Vollendung des Menschseins, 246 참조.
S. Th. IIa-IIae, q. 23, a. 7c. 참조.
99) S. Th. IIa-IIae, q. 23, a. 8c.
100) S. Th. IIa-IIae, q. 23, a. 7c. R. Leonhardt, Glück als Vollendung des
98)

101)

Menschseins, 246의 요약 참조.
S. Th. Ia, q. 1, a. 8, ad 2: “...gratia non tollat naturam, sed perficiat.” 이에 대

103)

해서는 W. Mattison, “Thomas’s Categorizations of Virtue”, 224 참조.
S. Th. Ia-IIae, q. 65, a. 3c.
M. Sherwin, “Infused Virtue and the Effects of Acquired Vice: A Test Case for

104)

the Thomistic Theory of Infused Cardinal Virtues”, The Thomist 73, 2009, 29~52
여기에서는 41 참조.
E. Schockenhoff, “The Theological Virtue of Charity“, 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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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윤리적 사추덕은 최고선을 향한 질
서를 새로이 갖게 된다. 사랑은 획득된 덕들을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삶을
위한 덕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을 위한 덕목으로 전환시킨다.106)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제하고 오직 초월적 선에 대한 맹목적 사랑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공
동체의 ‘한정된 선’, 부분적 선에 대한 추구가, ‘보편적 선’에 대한 지향으
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107)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
된 공동체 내에서의 삶이 신을 사랑하는, 신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웃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축하며
그것은 박애로 이어진다. 신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
서 나를 사랑하게 되며108) ,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
한 사랑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획득된 덕의 상대주의
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른 덕들을 모두 가져
야만 한다.” “사랑은 궁극적 목적과 관계하는 관계로 모든 덕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109)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자연적 덕이 연결되어
– 불완전한 – 덕의 본질적 규정을 이루는 것처럼, 신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을 하나로 연결하여 완전한 덕으로 만든다.110) 그러므로 이제 “만일 우리
가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덕을 생각한다면, 덕들은 사랑 때문에 서로 결
합되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신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러한 종류

105)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37

참조.
E. Schockenhoff, “The Theological Virtue of Charity. 251 참조.
107) De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4c. 참조.
108) T. Osborne, Love of Self and Love of God in Thirteenth-Century Ethics, Notre
106)

109)
110)

Dame, 2005, 92 참조.
De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윤리적 덕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으며(S.
Th. Ia-IIae, q. 66, a. 4c.), 또 사랑도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S. Th. Ia-IIae, q. 66, a.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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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떠한 덕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랑과 함께 모든 덕을 소유하게 되겠기
때문이다.”111) 이제 신에 대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덕들을 함께 가
지고 있는, 단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간이 된
다.
(2) 지복직관의 단초로서 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는 초자연적 완전성을 낳는 최고선
을 향한 올바르고 합당한 질서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신
적 본질의 소유로서의 행복 자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목적의 지향
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초자연적 목적과의 올바른 질서를 수립했다는 점
에서는 불완전하지 않지만, 신적 본질의 소유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점에
서는 아직 완전한 행복 자체는 아니다. 신에 대한 사랑을 소유한 인간은 행
복을 향한 올바른 질서에 있는 선한 의지를 가진, 단적인 의미에서 선한 인
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복된 인간은 아니다. 물론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은총을 가진 사람은 이미 저 세상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비록 ‘불완전한 방
식으로’나마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학적 덕인 신에 대한 사랑을 통
해 연결된, 주입된 윤리적 덕을 갖춘 인간은 – 상대적인 의미에서 – 완전
성에 도달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궁극적이고, 완전한 저 세상에
서의 행복과 비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성이라
는 말을 했다. 신에 대한 사랑이 없이, 즉 은총의 도움이 없이 인간본성에
비례하는 목적의 성취로서 윤리적 덕의 획득도 물론 상대적인 의미의 자율
성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목적이나 요구에 부합되는, 인간 공
동체의 관점에서 완성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공동체의 보편성에
비례해서 인간의 완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본성의 한계 내
에서의 성취로서, 인간본성을 넘어서는 완전한 행복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
로서 문자 그대로 불완전한 행복이다.
이에 비해 사랑 및 사랑을 통해 연결된 주입된 윤리적 덕을 갖춘 인간의

111)

De virtutibus cardinalibus, q. un., a.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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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최고선과의 올바른 질서관계를 갖는, 초자연적 은총에 의해서 초자
연적 최고선으로 정향된 그러나 아직은 최고선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 본성
의 완성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 안에서 완전한 행복은 일
종의 “준비(praeparationes)” 또는 “배열상태(dispositiones)”로서 존재하며,112)
그런 한에서 성인(聖人)들은 저 세상에서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비록 불
완전한 단초(inchoatio imperfecta)의 형태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13) 이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불완전한 행복은 윤
리적 덕의 획득을 통한 불완전한 행복과 신학적, 초자연적 덕의 주입을 통
해서 얻을 수 있는 불완전한 행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행복의
불완전성은 초자연적 도움이 없는 자연적 완성 자체의 불완전성을 가리키
며, 후자의 행복의 불완전성은 종결(terminus ad quem)과 비교된 시작
(terminus a quo)의 불완전성, 즉 아직 종결되지 않은 시작의 의미에서의 불
완전성이다.114) 그러나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모두 사랑은 신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115) 물론 이 세상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
(caritas viae)은 그 자체로는 종착점이 아니지만, 신과의 영적인 결합으로서
인간의 의지운동의 종착점인 최고선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산출함으로써
인간 행위와 욕구의 원리가 된다. 초자연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신에 대
한 사랑은 자연적 질서에 속하는 인간의 실천지성과 지성적 욕구인 의지를
인도하고 올바른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다시 실천지성은 윤리적 덕을 규제
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본성적 한계를 넘어선, 참된 의미에서의 선, 단적
인 의미에서의 선을 얻도록 이끈다.116)
S. Th. Ia-IIae, q. 69, a. 2c. 참조. 이에 대해서는 J. Porter, Nature as Reason,
157 참조.
113) S. Th. Ia-IIae, q. 69, a. 2c. 참조.
114)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26.
이러한 맥락에서 J. Porter, Nature as Reason, 157은 행복을 네 종류로 구분한
112)

115)

다.
S. Th. Ia-IIae, q. 67, a. 6, ad 2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토마스는 사랑의 성장
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한다(S. Th. IIa-IIae, q. 24, a. 4 – a. 12) 이에 대해
서는 R. Leonhardt, Glück als Vollendung des Menschseins, 250~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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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의지의 선성을 완성시키고 그
럼으로써 인간본성 및 인간의 행위를 완성시킨다. 다시 말해 선한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신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인간은 토마스가 말하는 단적인 의
미에서 선한 인간으로서, 그 안에서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의 일치가
일어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
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복된 인간- 초자연적 질서에서의 이상적 인간
초자연적 완전성인 완전한 행복을 갖춘 인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함으
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신에 대한 사랑이 신과의 영적인 결합을 의
미하는 한에서 이 세상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과 저 세상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은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복직관의 단초로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완성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의 완성인 셈이다.117) 신적 본질 그 자체인 신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신이 현전해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신의
선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불
완전한 단초의 형태로, 일종의 준비의 형태로 있을 뿐이며 저 세상에서야
비로소 완전한 상태가 되며, 그 때야 비로소 인간의 의지의 선성이 지복직
관을 통한 신과의 일치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된다.118)
의지의 완전한 선성은 최고선인 신의 소유의 전제이면서 신을 소유한 상
태이기도 하다.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미에서
116)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33

117)

참조.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18)

126~127 참조.
J. Keenan, Goodness and Rightness in Thomas Aquinas’s Summa Theologiae, 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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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인 신을 향한 의지의 운동 자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안식에 이른 의지의 상태이지만 그러한 안식에의 도달은 사
변적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복 ‘직관(visio)’이라는 이
름을 갖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최고선인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은 최고선
자체의 최고선 자체에 대한 직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신만이 행복 자
체이다.119) 인간이 이와 같은 신적인 행복에 이르려면 신에 대한 지향뿐 아
니라 신적 본질을 직관하는, 신적 본질과 다름 아닌 신적 직관 자체를 소유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직관으로 고양되는 지성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의지의 고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적 본성의 신적 본질로의 고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한한 인간의 무한한 신적 본질로의 고양일 수는
없다. 인간 본성에 더해지는 신의 은총에 의한 인간 본성의 초월이다.120)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적 본질에 의한 신적 본질 자체에 대한 신적 직
관은 아니다. 인간 본성에 더해진 은총을 통한, 그럼으로써 인간 본성을 넘
어선 인간 지성의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복
직관은 신적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신적 행복의 분유라고 말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인식능력을 무한히 초월하는 초자연
적 사건이지만 여전히 신적 행복자체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 이것은 ‘인간의’ 행복이며 그러한 저 세상에서의 행복은 인간을 ‘복된
인간’으로 만든다. 복된 인간은 분명하게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완전성
일 것이다. ‘준비’로서 ‘단초’로서 이미 이 세상에도 있지만, 오직 저 세상
에서만 실현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행복이지만 우리 아닌 것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완전성은 인간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초자연적 질서에서 완성된 인간, 즉 복된 인간은 이미
인간을 넘어선, 그러나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 있는 인간이다.121)
119)

120)
121)

반면에 인간의 행복은 일종의 “분유”이다. S. Th. Ia-IIae, q. 3, a. 1, ad 1 참
조.
이에 대해서는 S. Th. Ia, q. 12, a. 2c. 참조.
이 논문은 2014년 6월 20일에 개최된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하계학술심포
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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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mo beatus, Homo bonus: A Consideration of the Ideal Type
of Man according to Thomas Aquinas
Lee Sang-Sup
(Sogang Univ.)
In the ancient Greek philosophy, the ideal type of man is thought of as the
virtuous having all virtues which are actually reduced to one virtue or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This theory of virtue was received into the
scholastic philosophy and reflected in the discussion on the ideal type of man.
Thomas Aquinas in the 13

th.

century thought that the concept of ‘good’ is

closely related to that of ‘perfection’, referring to the perfect man as the good
man. But according to Aquinas, the perfection of man as man includes the
supernatural element transcending the human nature. In other words, human
person is said to reach her perfection as human, only insofar as she would
possess the trans-natural, highest good, which is God, through her excellent
part, that is, in intellectual way. That person is called ‘homo beatus’. The ideal
of ‘homo beatus’, however, remains unattainable in the natural way in this life,
only reachable in the life to come. On the other hand, the highest grade of
perfection available to the human being in this life consists in the ‘rightness of
the will’, in its due order towards the highest Good which perfects human
beings in the highest degree. Thomas finds in the virtue the principle which
directs human will towards the highest Good. The ethical virtues attained
through the human powers and activities proportionate to her nature cannot,
however, enable human beings to direct their will towards the highest Good.
But the ‘infused’ theological virtues are needed for it. Consequently, the perfect
man in this life is the man having caritas together with all vir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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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ed through the love towards God as form of virtues, whom Aquinas
calls ‘the good human person in the absolute sense(homo bonus simpliciter).
Key Words: Good, Happiness, Homo beatus, Homo bonus, Perfection,
Theological virt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