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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슬로기온 3장 논증의 새로운 해석!*

1)

김 세 화

【요약문】최근 최원배는  로슬로기온3장에 나오는 논증을 새롭게 해석

했다는 필자의 주장에 비 을 가했다. 그의 비 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비 은 필자가 제시한 논증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

은 필자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다른 논증이 더 낫다는 것이

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한 답변으로 필자가 제시한 논증은 분명 새로

운 것이며, 최원배가 제시한 논증이  로슬로기온3장에 나오는 논증에 한 

보다 나은 해석이라 할 수 없음을 보인다. 나아가 최원배의 두 번째 비 이 암

시하는 보다 요하고 의미심장한 비 에 해서 언 한다.

【주요어】 로슬로기온3장, 최원배, 안셀무스, 해석

 * 수완료: 2008. 7. 5 / 심사  수정완료: 200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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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원배(2007)1)에서 최원배는  로슬로기온 3장에 나오는 논증

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필자의 주장2)에 비 을 가한다. 그의 비

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비 은 필자가 제시한 논증

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 은 필자가 원하는 결

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다른 논증이 더 낫다는 것이다. 두 비

 모두 매우 요한 을 지 하고 있는 좋은 비 이며, 이에 필

자는 본 논문에서 이 두 가지 비 에 해 나름 로 답변하고자 

한다.

2

최원배의 첫 번째 비 은 필자가 제시한 논증이 새로울 것이 없

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자가 제

시한 구체  논증을 그 숨어 있는 제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논증 Ⅲ

(ⅰ)*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

자.

 1) 최원배(2007), ｢ 로슬로기온 3장 논증의 새로운 해석?｣, 논리연구 
10-1, pp.99-107.

 2) 김세화(2005),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철학

 분석 11,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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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ⅲ)*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ⅳ)*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ⅴ)*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
(ⅵ)*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ⅶ)* 따라서 (ⅰ)*은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C)**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가 가능하다.
(ⅶ)*-1 신이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ⅶ)*-2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 이다.
(ⅶ)*-3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ⅷ)* 따라서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증을 기존의 해석과 비교해 보자.

논증 Ⅱ

(ⅰ)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

자.
(ⅱ)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ⅲ)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ⅳ)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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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
(ⅵ)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ⅶ) 따라서 (ⅰ)*은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C)**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가 가능하다.3)

(ⅶ)-1 신이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ⅶ)-2 따라서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 이다.
(ⅷ)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이 두 논증을 비교해 보면, 필자가 제시한 논증 Ⅲ은 기존의 해

석인 논증 Ⅱ과 (ⅶ)-2까지 동일하며, 그 이후의 단계인 (ⅶ)*-3과 

(ⅷ)*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원배는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국 기존의 해석인 논증 Ⅱ와 이른바 ‘새로운’ 해석인 논증 Ⅲ

의 차이는 [(ⅶ)-2] 이후 단계에 있는 셈이다. 물론 논증 Ⅱ의 최

종 결론과 논증 Ⅲ의 최종 결론은 다르다. 논증 Ⅱ의 최종 결론

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 반면, 논증 Ⅲ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가 논리 으로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에서 논증 Ⅲ은 논증 Ⅱ와 다른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논증의 최종 결론은 모두 귀류법을 통해 얻은 직  

결론[(ⅶ)-2]의 서로 다른 양상 논리  귀결에 불과하다....논증 Ⅲ

의 최종 결론은 논증 Ⅱ의 최종 결론보다 약한 주장일 뿐만 아니

라 그것은 논증 Ⅱ에서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다. 즉 귀류법에 

의해 일단 신의 존재가 필연 임을 주장하는 결론을 얻게 되면, 

 3) 엄 하게 말해서 논증 Ⅱ는 (C)** 보다 약한 (C) [P가 가능하다 →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논증 Ⅱ를 제시한 

Englebretsen은 (C)**를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세화(2005), p.3과 

n.4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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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양상 논리의 추론에 의해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이나 논증 

Ⅲ의 최종 결론을 마음 로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에서 논증 

Ⅲ이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빛을 바랜다고 생각된

다.4)

여기서 한 가지 필자가 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논증 Ⅲ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가 논리 으로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신의 존재가 논리 으로 가능함은 (ⅶ)*-3이 주

장하는 것이고, 논증 Ⅲ의 최종 결론은 (ⅷ)*, 즉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원배가 제기하는 비 의 핵

심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최원배가 주장하는 로 논증 Ⅲ과 논증 Ⅱ의 차이 이 

(ⅶ)-2 이후의 단계에만 있으며, 일단 신의 존재가 필연 임을 주

장하는 결론, 즉 (ⅶ)-2를 얻게 되면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이나 논

증 Ⅲ의 최종 결론(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 결론 바로 이  단계

의 결론)을 마음 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들 때문에 논증 Ⅲ이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

분 빛을 바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를 보이기 해서

는  로슬로기온3장에 나오는 논증에 한 기존의 해석 두 가지

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로슬로기온3장에 나오는 논증에 해서는 그동안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논증 Ⅱ로, 이 논증이 신의 존재에 한 

 다른 증명을 제시한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 논증

이 신의 존재에 한 어떤 증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에 

이미 그 존재가 증명된 신의 한 특성 혹은 속성을 발견하여 보여주

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신의 속

성이 바로 필연  존재이다.5) 이 논증을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최원배(2007), pp.105-106.
 5) 김세화(2005), p.2와 n.2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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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Ⅱ#
(ⅰ)#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

자.
(ⅱ)#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ⅲ)#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ⅳ)#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ⅴ)#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
(ⅵ)#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ⅶ)# 따라서 (ⅰ)*은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C)**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가 가능하다.6)

(ⅶ)#-1 신이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ⅶ)#-2 따라서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 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한 사실이 있다. 논증 Ⅱ

는 논증 Ⅱ#와 (ⅶ)#-2 단계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은 논증 Ⅱ#의 최종 결론보다 약한 주장일 뿐만 아

니라 논증 Ⅱ#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다. 즉 귀류법에 의해 

일단 신의 존재가 필연 임을 주장하는 결론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양상 논리의 추론에 의해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다. 

 6) 엄 하게 말해서 논증 Ⅱ는 (C)** 보다 약한 (C) [P가 가능하다 →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논증 Ⅱ를 제시한 

Englebretsen은 (C)**를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세화(2005), p.3과 

n.4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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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이 귀류법을 통해 얻은 직  결

론인 신의 존재가 필연 이라는 것이면,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은 이 

직  결론의 양상 논리  귀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이 이 두 해석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해석의 경우 다른 해석에 비해 그 새로움의 빛이 바래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 텍스트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라는 을 감안하면 두 해석에서 제시하는 논증이 상당 부분 일치

한다는 것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경우 두 해석이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것은 최종 결론이 어

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

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시하고 있는 논증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아

닌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제 필자의 논증 Ⅲ과 이 두 논증을 비교해보자. 이 세 논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 만이 존재한다.

논증 Ⅱ# 논증 Ⅱ 논증 Ⅲ

☐P         ☐P ☐P
따라서 P 따라서 ♢P7)

논증 Ⅲ은 논증 Ⅱ, 논증 Ⅱ#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그 최종 결

론은 논증 Ⅱ#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한 이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면 논증 Ⅲ의 최종 결론은 최원배의 지 로 논증 Ⅱ로

부터도 얻을 수 있다.

논증 Ⅲ

 7) 논의를 단순화하기 해 이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그  단계라는 것을 

무시하 다. 이것은 아래에 제시된 정식화에도 용된다. 의 논의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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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따라서 P
따라서 ♢P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논증 Ⅱ와 논증 Ⅱ#가 거의 일치하며 논

증 Ⅱ의 최종 결론이 논증 Ⅱ#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이 논증 Ⅱ이 논증 Ⅱ#와 별로 다르지 않다거나 그다지 새롭

지 않다고 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증 

Ⅲ은 논증 Ⅱ, 논증 Ⅱ#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그 최종 결론은 논

증 Ⅱ나 논증 Ⅱ#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논증 Ⅲ이 

기존의 해석과 별로 다르지 않다거나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비

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해석이 다른 해석이라는 것, 새로운 해

석이라는 것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를 통해 보이

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시하고 있는 

논증이 기존의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아닌가에 달린 것이 아니

다.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은 신의 필연  존재이며, 이를 통해 이 

해석은 필연  존재를 신의 한 속성으로서 보이고자 하 고, 논증 

Ⅱ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로서, 이를 통해 이 해석은 신의 존재

에 한 증명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 고, 논증 Ⅲ의 최종 결론

은 신의 존재가 논리 으로 가능하다(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존재가 생각될 수 있다)이며, 이를 통해 이 해석은  로슬로기온
2장에 제시된 논증의 한 제를 정당화하고자 하 다. 논증 Ⅲ은 

기존의 해석이 제시한 논증의 최종 결론과 다르다는 에서, 그리

고 보다 더 요한 것은 이를 통해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것

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에서 필자의 논증 Ⅲ은 분명 새

로운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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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원배의 두 번째 비 은 필자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다른 논증, 즉 그가 제시한 논증 Ⅳ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 논증은 최원배(2007) p.101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다 옮기지는 않겠다. 그 논증에서 요한 것은 필자가 제시한 최종 

결론을 얻기 해 귀류법을 용하는 제가 다르다는 이다. 즉 

필자가 제시한 논증은 

(ⅰ)*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

자.

을 제로 시작되는데, 논증 Ⅳ는 

(ⅰ)**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없다고 가정하자.

를 제로 이에 귀류법을 용하여 결론을 얻는다. 최원배는 논증 

Ⅲ의 최종 결론이 (ⅰ)*에 귀류법을 용하여 얻은 직  결론이 

아닌데 반해 논증 Ⅳ의 최종 결론은 (ⅰ)**에 귀류법을 용하여 

얻은 직 인 결론이라는 이 장 이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결론을 얻기 해서는 논리 으로 보다 단순한 논증 Ⅳ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결국 김세화가 원하는 로  로슬로기온3장의 논증을 2장 

논증의 한 제인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를 

정당화하는 논증으로 보려면, 우리는 논증 Ⅲ이 아니라 논증 

Ⅳ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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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논증 Ⅳ가 논리 으로 보다 단순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로슬로기온3장의 논증에 한 보다 나은 해석

이라는 주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이  논문

에서도 지 했듯이 논증 Ⅳ는 텍스트와 맞지 않는다.9) 그리고 이

것은 최원배도 “하지만 김세화의 지 로 이것은  로슬로기온
에 나오는 안셀무스의 언 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 이 있다”
고 인정하고 있다.10) 텍스트와의 일치가 텍스트에 한 해석에 있

어서 훨씬 더 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로슬로기온3장의 

해석으로 논증 Ⅳ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 주장은 따라서 그 논거

가 매우 약하다.

4

그러나 최원배의 이 두 번째 비 은 그가 직 으로 제시하지

는 않았지만 매우 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다른 비 을 암시한

다. 만약  로슬로기온3장의 논증이 2장 논증의 한 제인 “신
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를 정당화하는 논증이라면, 
왜 안셀무스는 2장에서의 논증에서처럼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을 

부정하는 제로부터 시작하여 귀류법을 용하는 논증 Ⅳ를 제시

하지 않았을까? 그가 정말로 3장 논증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결론이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라면 그는 보다 

단순한 논증인,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2장 논증의 형식과 좀

더 일치하는 논증 Ⅳ를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논증 Ⅳ은 텍스

 8) 최원배(2007), p.107.
 9) 김세화(2005), pp.6-7.
10) 최원배(2007),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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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맞지 않는다. 즉 논증 3으로부터 우리는 논증 Ⅳ를 제 로 

끄집어 낼 수 없다. 그 다면 이것은 바로 안셀무스가 3장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결론이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가? 이 비 은 결국 안셀무스는 3장 

논증을 2장 논증의 한 제를 정당화하려는 논증으로 결코 의도한 

바가 없었고, 따라서 논증 Ⅲ은 그가 의도한 논증이 아니라는 것이

다.
필자는 이 비 이 텍스트의 해석과 련하여 매우 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필자는 논증 

Ⅲ은 사실 안셀무스가 실제로 의도한 논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역시 받아들인다.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서 자가 실제로 의도

한 것을 얼마나 존 해야 하는가, 텍스트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

고 하더라도 자가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텍스트

에 한 해석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는가, 자의 의도는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여기에서 필자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나 커다란 문제이다. 다만 필자는 이미 이  논문에서 논

증 Ⅲ은 안셀무스가 의도한 논증으로서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도출

해낼 수 있는 논증으로서 제시한다는 을 밝혔으며, 논증 Ⅱ 역시 

동일한 비 에 직면한다는 것을 지 하고자 한다.11), 12)

서울산업 학교 기 교육학부 

Email: seahwak@snut.ac.kr

11) 김세화(2005), pp.3-4.
12) 익명의 심사 원들께, 그리고 특히 최원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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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Seahwa Kim

In a recent paper, Wonbae Choi raises two objections to my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The first one is 
that my interpretation is not new, and the second one is that 
there i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which is better than mine. I 
defend my interpretation against them. I also touch on a related 
issue which can be derived from his second objection.

[Key Words] Proslogium  3, Wonbae Choi, Anselm, Interpre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