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문학석사학위논문

스피노자의 평행론과

상상적 인식의 난점

-『윤리학』 2부를 중심으로-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박 민 주



- i -

국문초록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정신과 신체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정신과

신체는 한 개체의 두 측면이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심신 동일성론은

평행론이라 불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기대고 있다. “관념들

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과 동일하다.”(『윤리학』2부

의 정리7)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사유 속성 내부에서 개별 관념들

간의 인과적 계열을 의미하고,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에는 연장 속성

내부에서 각 물체들 간의 인과적 계열이 포함된다. 이 명제에 따르면

두 인과 계열은 서로 다른 두 속성의 인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상동

성이 있다. 따라서 평행론이란 한 물체 x와 그 것에 대한 관념 I(x)가

대응한다는 것을 넘어서, 물체들과 관념들의 인과 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러한 스피노자의 평행론이 상상적 인식이라는

특정한 주제에서 발생시키는 난점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 스피노자의

평행론에 의하면 정신이 어떤 외부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사물

에 의해 나의 신체에 변용이 생겼다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정신에

그 변용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고가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지각할 때, 평행론에

의하면 우리가 갖는 관념은 우리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본고는 이러한 난점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상상 이론에 대한

반론을 다룬다. Barker 등의 연구자들이 볼 때, 스피노자의 상상 이

론에서 정신이 외부 대상을 지각할 때 발생한 신체 변용과 그 변용에

대한 관념의 관계는 존재론적인 대응 관계이고, 그 관념과 외부 물체

의 관계는 인식론적 표상 관계다. 연구자들의 반론에 따르면, 스피노

자는 외부 물체와 관념 간의 인지적 표상관계를 한갓 신체의 생리학

적인 상태일 뿐인 신체 변용과 그에 대한 관념의 형이상학적 대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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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스피노자의 이러

한 설명은 정신 안의 관념의 외부 물체에 대한 외적 표상 작용을 설명

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외적 표상 작

용에 생리학적 사태인 신체의 변용과 그에 대한 관념의 대응은 무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에 적절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의 정확한 내용을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규명을 위해서 본고는 스피노자가 상상적 인식의 일반적 형태를 제시

하는 『윤리학』 2부의 정리 16부터 따름정리1까지의 논변을 세 단

계로 나누어 면밀히 고찰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도출한다. 첫

째, 스피노자에게 있어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의 대상인 신체 변용의

원인은 신체와 외부 물체이고, 결과인 신체 변용은 두 원인과는 다른

독특한 실재이다. 둘째, 스피노자가 『윤리학』 2부 정리 16의 증명

에서 그 유일한 근거인 『윤리학』1부 공리4를 변형하여 제시하는

것은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의 대상은 오직 신체 변용 밖에 없고, 때문

에 상상적 인식은 관념과 대상 간의 평행론적인 대응 안에서만 해명

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셋째, 이러한 대응 안에서 정신이

지각하는 대상인 신체 변용은 전체로서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 복합된 것이다.

이러한 세 단계의 고찰의 귀결인 ‘관념 대상의 복합성’은 스피노자가

해명하는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의 특수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스

피노자는 상상을 정의할 때,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은 외부 물체를 그

자체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존하는 것처럼 표상한다고

말한다. 이 정의는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이 관념과 외부 사물 자체의

직접적인 표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피

노자의 상상 이론은 신체 변용과 이 변용에 대한 관념 간의 대응이 어

떠한 맥락에서 외부 물체에 대한 응시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지

를 해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이 바로 신체 변용이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두 부분으로 복합되었다는 ‘관념 대상의 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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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가령,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우리는 태양을 200보 떨어

진 거리에 있는 것처럼 응시하는 가상을 경험하는데, 이 때 이러한 경

험이 가상인 것은 관념이 표상하는 대상이 태양의 본성과, ‘200보의

거리감’의 원천인 신체의 본성으로 이루어진 전체 대상으로서 신체 변

용이기 때문이다.

Radner, Bennett, Della Rocca 등이 제시한 기존 해석들을 비판

적으로 다룬 후에, 본고는 마지막으로 관념 대상의 복합성에 의거하

여 앞에서 Barker 등이 제시한 반론에 답한다. 반론의 핵심은 생리

학적 사태에 대한 인식에 불과한 신체 변용에 대한 인식 또는 관념이

정신의 외적 인식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윤리학』에서 스피

노자의 언급들을 면밀히 고찰하면, 스피노자에게 신체 변용은 뇌의

생리학적 사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스피노자의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은 Barker 등의 생각과 다르게 외부 물체와

신체 간의 외재적인 관계에 의해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대상의

복합성에 의해 해명된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인식자의 관념의 외부 사물에 대한 표상 작용

자체를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은 해명할 수 없지 않는가? 하지만 상상

적 인식의 영역에 한에서는 스피노자는 이에 대한 해명의도가 없었

다. 스피노자는 상상에서 관념들이 관련된 사물들을 온전히 반영하는

인식이 아니라 혼동되고 절단된 부적합한 인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는 상상을 단순히 비난하지 않고, 신체 변용들의 질서에 따라 우리

정신 안에서 상상의 영역이 필연적으로 구성되는 원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주요어: 스피노자, 평행론, 상상, 신체 변용, 표상

학번: 201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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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논의의 배경: 심신 문제와 스피노자의 평행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설의 영향 아래에서 물체 영역을 ‘목적’

혹은 ‘기능’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전통적인

입장과 결별하여, 데카르트(Descartes, R., 1599~1650)는 기계

론을 자신의 철학 체계 내에 도입한다. 기계론에 따르면, 물체들의 존

재와 작용은 비물질적 요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물체들의 구성

또는 배치에 의해서 해명된다. 이는 정신적인 영역으로부터 물질적인

영역의 자율성의 획득을 가리킨다.1)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기계론

의 도입은 형이상학에서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의 근본적인 구별

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별에 조응하여 데카르트에게 상이한 두 존재 영역에 속하

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실재적으로 구별되는 두개의 실체이다. 정

신은 사유 실체이고, 정신의 본성은 오직 지성, 상상, 의지의 작용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신체는 연장실체이고, 모양, 크기, 운동과 같은

연장에 고유한 특성들에 의해서만 그 본성이 설명된다.2) 이러한 정

신과 신체 간에 존재하는 본성의 차이가 정신과 신체의 실재적 구별

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

의 실재적 구별에 그 기반을 두는 심신 이원론을 주장함에도 불구하

고, 인간을 정신과 신체의 결합(union)에 의한 복합체로 사고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보기에 갈증, 허기, 고통 등의 감각이 지시하는

1) 기계론 도입의 철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Ramond(1998: 111-3)을 참조.

2)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1부 53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유 실체의 본성과 연장

실체(물체)의 본성을 구별한다. “길이, 너비, 깊이로의 연장은 물체의 본성을 이

루며, 사유는 사유 실체의 본성을 이룬다. 물체에 속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은

것은 연장을 전제로 한다...예를 들자면 모양은 단지 연장 실체에서만, 운동은 단

지 연장된 공간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상상력, 감각 그리고 의지는 단지

사유 실체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데카르트, 1973, t.Ⅲ: 123)



- 2 -

심신 상호작용은 정신과 신체의 결합 또는 통일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3)

하지만, 정신과 신체를 전혀 상이한 실재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인간

을 정신과 신체의 복합체로 사고하는 데카르트의 심신 결합 모델은

다음과 같은 난점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전혀 상이한 물질적인 실체

와 비물질적인 실체의 ‘결합’(혹은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4) 그리

고 사유 실체인 정신의 작용 방식과 연장 실체인 신체의 작용 방식이

전혀 상이하다면, 정신에서 신체로, 신체에서 정신으로의 어떠한 심

신 상호 작용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는가?5)

이러한 두 질문이 각 각 지시하는 바, 흔히 심신 문제로 불리는 심

신 통일과 심신 상호작용의 난점은 비단 데카르트에게만 문제인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홉스와 같은 유물론자가 아닌 한에서, 17세기

의 다수의 사상가들은, 한편으로는 정신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의 근

3)『성찰』의 「여섯 번째 성찰」(데카르트, 1973, t.Ⅱ,: 228-9) 참조.

4)정신과 신체, 즉, 사유와 연장의 결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데카르트와 동시대

를 살았던 가상디의 비판이 대표한다. 『성찰』에 대한 「다섯 번째 반박」(데카

르트, 1973, t.Ⅱ.: 777-81)에서 가상디는 데카르트가 「여섯 번째 성찰」에서

제시한 정신과 신체의 결합의 모델이 정신이 뇌의 특정한 부분에 있다는 점을 상

정하고 있음을 추론해낸다. 이러한 사실의 추론은 데카르트의 심신 모델을 위협

한다. 가상디가 보기에 정신이 뇌의 특정한 부분에 있거나, 혹은 전체에 있다면,

이는 정신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장소성은 연장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신(사유)과 신체(연장)의 결합을 주장하는 데카르

트의 심신 통일의 주장은, 데카르트 자신이 주장한 사유와 연장의 본성 간의 근본

적인 상이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후 데카르트가 『정념론』 1부 31

항(데카르트, 1973, t.Ⅲ: 977)에서 정신이 흔히 송과선이라 불리는 신체의 특

정한 부분인 뇌의 작은 선(glande)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가상디의 비판은 유효하다.

5) 심신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엘리자베스의 비판이 유명하다. 「데카르트에

게 보낸 1643년 5월 6일에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정신의 의지로 신체를 움직

이는 심신 상호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모든 운동의 결정은

[(a)]움직이는 사물의 충돌을 통해, [(b)]사물이 그것을 움직이는 것에 의해 밀

려지는 방식에 의해, 또는 [(c)]후자[사물을 움직이는 것]는 표면의 특수한 성질

들과 모양에 의해 일어납니다. 물리적 접촉은 처음의 두 개의 조건들[(a), (b)]

에 필요하고 연장은 세 번째의 조건[(c)]에 필요합니다. 당신께서[데카르트]는

완전히 하나[연장]를 당신의 정신개념에서 제외하셨는데, 다른 하나[물리적 접

촉]는 제가 보기에 비물질적인 것과 양립 불가능한 듯합니다.”(엘리자베스 & 데

카르트, 200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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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상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과 신체로

이루어진 인간의 통일성을 해명해야 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라이프

니츠(Leibniz, G. W., 1646-1716) 의 경우, 그의 관념론적 세계

관 안에서 실체는 분할 불가능한 관념 실체, 즉 모나드이다. 이러한

그의 실체관에 따라 인간의 존재는 정신인 하나의 모나드와, 정신이

지배하는 매우 많은 모나드들이 합성된 신체의 결합6)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모든 피조물 간의 인과적 상호작용은 금

지되므로, 정신과 신체의 상호 작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정신과 신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들을 신에 의해 예정된 정신과 신체의 조화, 즉 예정 조화의 원리에

의해 해명했다.7) 그리고 기회 원인론을 대표하는 말브랑슈

(Malebranche, N., 1638-1715)는 신의 의지에 의한 인과 작용

외의 그 어떤 피조물 간의 직접적인 인과 작용을 부정하고, 따라서 정

신과 신체의 직접적인 인과 작용 또한 부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신체

의 운동 법칙이 정신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를 통해서 심신 상호작용

의 현상을 설명하려했다. 즉, 신은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의 실재적

인 원인인데, 이때 신은 정신의 의지로써 신체의 운동이 발생하는 예

외를 허용한다.8)

라이프니츠 등의 17세기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피노자

(Spinoza, B., 1632-1677)도 심신 상호작용을 거부한다. “신체는

정신을 사유하도록 규정할 수 없고, 정신도 신체를 운동으로, 다른 어

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E3P29)) 하지만 스피노자는 위의 철학

자들과 다르게 인간을 상이한 두 실재의 결합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6)『모나드론』 63-70절(라이프니츠, 윤선구, 2010: 282-287) 참조.

7) 라이프니츠의 심신 간 예정 조화에 대해서는 같은책 78-81절(같은책: 291-3)

참조.

8)심신문제에 관련한 말브랑슈의 입장에 대해서는 Garber, D & Wilson,

M(1998: 841-2)을 참조.

9) 스피노자의 저작 중에서 『윤리학』은 약어 E로 표현한다. Def는 정의, Ax

는 공리, P는 정리, C는 따름정리, S는 주석 L은 보조정리, App는 부록,

Ex는 해명이다. 가령, E3P2S는 『윤리학』 3부 정리2의 주석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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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신체는 우리가 사유 속성 아래에서도 연장 속성 아래에서도

이해하는 하나이자 동일한 개체이다.”(E2P21S) 스피노자에게 정신

과 신체는 동일한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정신과 신체는 분리와

합성이 가능한 수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의 실재일 수 없고, 정신과 신

체는 어떠한 동일한 실재가 이해되는, 또는 표현되는 상이한 방식들

로 제시된다.

스피노자는 이처럼 상호작용 금지와 동일성으로 표현되는 심신 관

계의 두 가지 특징을 이른바, 평행론 정식에서 기초한다.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과 동일한 것이다.”(E2P7)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스피노자에게 실체는 오직 절대적으로 무한

한 존재자인 신 밖에 없고, 사유와 연장은 신의 본질을 이루는 두 개

의 속성이다. 이러한 실체와 그 두 속성의 구도 위에서 ‘관념들의 질

서와 연관’은 사유 속성 내부에서 사유 양태들인 관념들의 실존과 작

용을 규정하는 인과적 계열을 의미하고,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에는

연장 속성의 양태인 물체들의 실존과 작용을 규정하는 인과적 계열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평행론 정식이 말하는 바는 관념들의 인과계열과

물체들의 인과 계열이 서로 독립적인 계열로 고려됨과 동시에 두 계

열이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행론 정식의 토대

위에서, 상동적인 관념들과 연장들의 각 인과 계열 안에서 동일한 자

리를 점유하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관념과 관념대상(ideat)의 관계

를 맺으며 대응하는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

로 스피노자에게 있어 자연 안의 모든 개체들은 사유와 연장의 두 측

면의 대응으로 설명(E2p13S)된다.

『윤리학』의 연역적인 체계 내에서 평행론은 2부에서 5부에 이르

기까지 정신과 신체의 작용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영역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규제하고 해명하는 전제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평행론이 일

반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념적 사태와 그에 대응하는 연장적 사태의

동일성을 주장한다면, 자연의 일부를 이루는 각 인간 안에서 발생하

는 모든 정신적 사건과 그에 대응하는 모든 신체적 사건 또한 평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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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에 따라 서로 동일성을 갖고 대응하기 때문이다. 우선 2부에

서 스피노자는 정신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이 갖는 관념의

대상을 신체의 상태를 지시하는 신체의 변용(이하 신체 변용)으로 규

정하는데(E2P12), 관념과 신체 변용(affectio)의 대응은 평행론에

서 제시된 ‘관념들의 질서와 사물들의 질서의 동일성과, 개별 관념과

개별 대상의 동일성’에 의거해 있다. 마찬가지로 스피노자가 『윤리

학』 3~5부에서 실천 영역의 논의를 전개할 때 이 영역의 핵심적인

탐구 대상인 ‘정서’(affectus) 또한 평행론에 근거해 있다. 스피노자

가 정서를 “인간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증

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 변용들이거나, 동시에 이 변용들에 대한 관

념들”(E3Def3)(강조는 인용자)로 정의할 때, 이 정의에서 ‘변용들’

과 그에 대한 ‘관념들’의 대응은 평행론에 의해 기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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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제기

나는 이 논문에서 『윤리학』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

는 평행론이 특히 우리 인식을 해명하는 원리로 적용될 때 발생하는

난점에 집중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내가 다루려는 문제는 우

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평행론에 의해 정초

된 스피노자의 인식론이 해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평행론에 따르면, 스피노자에게 있어 어떤 관념(사유의 양태)과 어

떤 물체(연장의 양태)가 서로 동일성 관계 아래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어떤 관념과 어떤 물체가 관념과 ‘관념대상(ideat)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직 관념은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대

응하는 물체만을 대상으로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론에 의해 정

초되는 ‘정신과 신체의 동일성’은 정신의 유일한 대상이 신체임을 의

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과 신체의 대응 관계가 곧바로 정신의 인

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피노자에게 정신이 ‘지각한다는 것’은 정

신이 ‘자신 안에 관념을 갖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정신은 많은 관념

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이고, 이러한 복합체 안에 관념이 인과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정신이 지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이 지각하는

대상은 오직 신체 안에 일어나는 신체의 상태, 즉 신체 변용

(affectio)이다.(E2P12) 그리고 정신의 대상이 오직 인간 신체이기

때문에, 정신은 오직 신체의 상태만을 지각할 수 있다.(E2p13)

평행론에 의해 정초된 스피노자의 인식론이 우리의 경험적 인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우리는 스피노자가 신체 변

용이라 부르는 신체의 상태(constituo)10)만을 지각하지 않는다. 우

리는 경험적으로 무수히 많은 외부 사물들을 지각한다. 물론, 스피노

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외부

10)스피노자에게 신체의 ‘상태’와 ‘변용’은 동외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본

질의 변용을 이 본질의 그 어떠한 상태(constitutinem)로 이해하기 때문이

다.”(E3af1Ex)(인용자 강조) 여기서, ‘E3af1E’는『윤리학』 3부의 끝에 있는

정서들의 정의 1의 해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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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에 대한 지각을 상상(imaginatio)으로 규정한다. 상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스피노자는 신체가 외부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조건에

서, 신체 안에서 산출되는 ‘신체 변용’을 ‘사물의 이미지(imago)’로

부른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응하는 정신 안의 관념, 즉 ‘이미지에 대

한 관념’이 외부 물체를 실존하는 것으로 표상할 때, 스피노자는 이러

한 표상의 방식을 상상(E2P17S)으로 부른다. 그런데 본래 외부 물

체가 아니라 신체 변용인 ‘사물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갖는 관념이 어

떻게 외부 물체를 표상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는 어떻게 신체 변용과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의 대응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외적 인식을 해

명하는가?

이 물음과 별개로, 스피노자가 평행론에 의거하여 ‘신체 변용과 그에

대한 관념의 대응’에 의해 외적 표상을 설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

들11)이 있다. 이러한 반론의 요지는 스피노자가 외부 물체에 대한 상

상을 해명할 때 관념의 대상이 이중적이라는 것에 있다. 만약 스피노

자가 제시한대로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외부 물체를 표상하게 될

경우, 관념의 대상은 신체 변용이자, 외부 물체이다. 스피노자는 보통

대상과 관련하여 관념을 부를 때, ‘~에 대한 관념’이란 표현을 쓴다.

가령, 스피노자는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을 설명할 때 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반론이 구체화된다. 첫째, 스피노자

는 “~에 대한 관념”이란 표현을 애매하게 사용한다. 가령 내가 태양

을 볼 때 정신의 관념은 태양에 대한 관념이자 신체 변용에 대한 관

념이다. 이를 근거로 몇몇 연구자들은 스피노자가 연관된 대상과 관

련하여 관념의 두 가지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두 의미

는 다음과 같다. ➀평행론적인 의미에서 관념과 그 대상의 대응 관

계, ➁관념과 외부 물체와의 인지적 관계. ➀은 관념과 신체 변용의

관계를 가리키고 ➁는 관념과 외부 물체의 관계를 가리킨다. 둘째, 비

판적인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스피노자는 평행론이 규제하는 관

11) Taylor, A. E(1972: 206), Barker, H(1972: 136), Sullivan, C.

J(19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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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그 대상의 대응의 원칙에 따라 ➁를 ➀에 의해 설명하는데, 이는

내용이 전혀 상이한 두 가지 대응 관계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결국 스

피노자는 ➀과 ➁를 혼동한다. 즉 ➀에서 관념과 내용은 신체 변용이

고 신체 변용이 가리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체, 특히 ‘뇌의 생리학적’

상태이다. ➁에서 관념의 내용은 외부 물체이다. 따라서 두 번째 비판

은 전혀 상이한 ➀,➁를 동일시하는 스피노자의 인식이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12) 결론적으로 이러한 반론이 제기하는 두 가지 비

판은 스피노자의 평행론의 체계가 경험적 인식을 해명하는 데에 부적

합한 인식임을 암시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반론에 스피노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답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의 도출이 본고의 명시적인 목표이다. 그

리고 이 반론에 답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스피노자가 어떻게 ‘신

체 변용에 대한 관념’에 의해 외적 인식을 해명했는지를 규명할 것이

다. 이러한 고찰에서 내가 도출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피노

자가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은 평행론에 의해 규제되는 오직 관념과

신체 변용의 대응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둘째, 신체 변용은 단

순히 신체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이 합성된 복합체이다. 이를 나는 관념대상의 복합성이

라 부를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제시한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에

서, 관념이 표상하는 대상은, 엄밀히 말해 외부 물체가 아니라 두 본

성의 복합체인 신체 변용이다. 여기에 감각적 인식에 대한 스피노자

의 해명의 독특성이 있다.

12) Barker(1972)와, Pollock(1887)의 지적이다. 이상의 반론에 대해서는 3.2.

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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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의 구도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의 토대인 평행

론 정식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형이상학의 영역 안에서 고찰한다.

이 고찰의 과정에서 스피노자에게 실체, 속성, 양태 개념이 무엇이고,

스피노자가 관념들의 영역의 인과적 연쇄와 물체들의 영역의 인과적

연쇄에 어떻게 동일성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정신

과 신체의 동일성이 어떤 토대를 갖고 있는지가 논의된다.

둘째, 서론(1.2)에서 제기한 난점을 좀 더 분명하게 정식화 한다.

셋째, 관념대상의 복합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도출을 위해 신체 변

용이 신체와 외부 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과적으로 산출되는 과정

을 먼저 고찰하고, 신체 변용과 관념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를 근거로 관념대상의 복합성을 도출한다. 이어서 관념대

상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스피노자가 외부 물

체에 대한 상상, 즉 외부 사물에 대한 표상 작용을 해명하는지 고찰한

다음, 스피노자의 외부 세계에 대한 상상 이론의 특성을 ‘외부로부터

의 단절’로 규정한다.

넷째, 흔히 감각적 표상과 동외연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에서 관념과 대상의 관계에 대한 기존 해석과 관념대상의

복합성에 도출한 본 논문의 해석을 비교 고찰하면서, 본 논문의 해석

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섯째, 이러한 타당성을 근거로 처음 제기된 반론에 답하고, 외부

물체와의 순수한 표상 관계 없이, 신체 변용과 그에 대한 관념의 대

응에 의해서만 상상적 영역을 해명하는 스피노자 상상 이론의 의의를

제시한다.



- 10 -

2. 예비적 논의: 스피노자의 평행론 개론

평행론의 인식 영역에의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평

행론 정식 자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과 동일하

다.”(E2P7)

우선, 이 정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들만을 살펴보자. 여기서 스

피노자는 두 개의 질서와 연관을 표현한다. ⓐ‘관념들의 질서와 연

관’과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이 있다. 스피노자가 이 정리의 주석

에서 이러한 질서와 연관을 ‘원인들의 연관’으로 다시 표현하는 한에

서(E2P7S), ⓐ는 모든 관념들 간의 인과적 연쇄, ⓑ는 모든 사물들

간의 인과적 연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정리가 직접적으로 제시

하는 사실은 ⓐ와 ⓑ를 각각 구별되는 ‘인과 연쇄’로 나눠서 제시하는

동시에, 동일시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는 물체들, 또는 스피노자의 용어로 ‘연장 속성의 양태들’의 인과 체

계를 가리키는 것처럼 소개된다. 그러한 한에서 평행론은 자연 전체

에서 관념들의 인과적 연쇄와 물체들의 인과적 연쇄의 동일성을 의미

한다. 스피노자 자신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평행론’이라는 말은 관

념들의 인과 연쇄와 물체들의 인과 연쇄가 서로 인과적으로 교차하지

는 않지만, 각 계열의 구조 간에 상동성이 있는 것에 대한 기하학적

비유이다.13) 하지만, 이러한 관념과 물체 영역 간의 동일성은 평행론

13)‘평행론’(parallelism)이라는 말로 정신과 신체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철학자는

라이프니츠였다. 라이프니츠는「단일한 우주적 영혼에 관한 교설에 대한 반성

들」에서 다음과 같이 평행론을 제시한다. “...나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물

질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간의 완전한 평행론을 설립하였다. 나는 영혼과 그의 기능

이 물질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질적 기관들을 동반하고, 또한 영

혼의 기능들은 항상 이 기능들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기능들을 동반하고, 이 관계

는 상호적이고 항상 그럴 것이라는 것을 보였다.”(Leibniz, 1989: 556) 라이프

니츠의 평행론은 상이한 두 실재인 정신과 신체 간의 대응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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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식이 포함하고 있는 일부를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가 말하

는 바는 ‘물체’들의 질서와 연관이 아니라,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행론이 말하는 ⓐ,ⓑ의 동일성의 전체 의미는 무엇

인가? 그리고 이러한 정식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장에서 이러한 물음들을 다룰 것이다.

반면, 스피노자에게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실재의 두 측면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

문에 평행론이라는 표현이 스피노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다는 지적들(Jaquet,

2005: 9-16, 마슈레이, 1997: 72-3)이 있지만, 그럼에도 스피노자에게 정신과

신체는 상이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일종이 평행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들뢰즈(1968: 94-7)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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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평행론의 전제

우선, 평행론 자체에 내포된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과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의 의미와 ⓐ,ⓑ의 동일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들을 확인하자. 이는 평행론의 정식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

한 물음을 해결하는 시도이다.

2.1.1. 실체, 속성, 양태

평행론에서 일단 ⓐ,ⓑ에서 각각 제시되는 ‘관념’과 ‘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평행론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관념과 사

물을 스피노자의 존재론의 기초적인 틀에 적용시켜 고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빠르게 스피노자 형이상학의 세 가지 기본 개념

-실체, 속성, 양태-이 무엇인지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의 틀 안에서 실체는 하나 밖에 실존하지

않는다. 즉, 스피노자는 실체 일원론자이다. 실체는 “자기 안에 있고,

자기에 의해 인식되는 것14)”(E1Def3)으로 정의된다. 이는 실체의

실존과 인식에 있어서의 자립성을 의미한다.15)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14)‘자기에 의해 인식된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피노자는 이 표현을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 다른 사물의 개념이 필요

치 않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15)이는 실체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다. “나[스피노자]는 실체를 자기 안에 있고 자기

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한다...”(E1Def3) 스피노자는 ‘자기 안에 있음’이

란 표현을 타자와의 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떠한 공통성도 없다는 의미로 사용

한다.(E1P2)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실존한다면, 그 원인은 필연적으로 자기 안

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실체가 이 실체의 원인인 경우 두 실체는 공통적

인 것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는 자기 원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

한 타자와의 통약 불가능성은 실체의 인식론적 자립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다

른 것과 공통된 것이 없는 자기 원인인 실체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른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체 개념에 있어서 ‘급진적인 자립성’은 스피노자와 데카르트 간의 뚜렷한

구별 점을 나타낸다.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 1부, 51항에서 실체를 “존재



- 13 -

이러한 두 가지 자립성을 충족하는 실체는 오직 신 밖에 없다. “신 이

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도 알려질 수도 없다.”(E1P14) 그렇

기 때문에 스피노자에게 실체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고되는 개별적

영혼들, 물체들과 같은 사물들이 아니다.

둘째, 실체는 무한히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실체의 각 속성은

무한하다. 우선, 왜 실체의 각 속성은 무한해야하는가? 스피노자는

속성(attributum)을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성이 지각하

는 것”(E1Def4)으로 정의하고, 속성들에게 실체의 실재성을 구성하

(constitere)고 표현하(exprimere)는 기능을 부여한다.16) 그렇다

면, 속성들 각각이 무한한 것은 그것들이 표현 또는 구성하는 실체가

무한한 것17)에 기인한다.(E1P8) 만약, 실체의 무한한 본질 또는 본

성을 구성하는 속성이 유한하게 되면 실체는 유한하게 표현되어야 하

고, 이는 실체의 무한성과 상충된다. 따라서 실체가 무한하다면, 실체

의 각 속성은 무한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실체에게 무한히 많은 속

성들이 있는가? 더 엄밀하게 말해, 실체는 단순히 무한하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이다.(E1Def6) 스피노자는 실체가 ‘절대

적으로 무한한 것’과 ‘실체에 무한히 많은 속성들이 귀속되는 것’을 동

일시한다. 이와 반대로, 무한한 실체가 하나의 속성만을 가졌다고 가

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데카르트, 1973, t.Ⅲ: 121)으

로 정의하는 한에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을 계승한다. 우선 데카르

트에게 이러한 정의를 엄밀하게 충족시키는 실체는 신 밖에 없다. 그렇지만 데카

르트는 이 정의의 규칙을 완화하여 신의 피조물인 개별 사물들도 실체로 규정한

다. 즉 개별 실체들은 ’신의 협력‘을 제외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조건적인 자립성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데카르트의 실체

의 정의를 급진적으로 계승했다.

16)스피노자는 E1Def6, E1P10s, E1P11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다.

17)스피노자는 E1P11에서 무한히 많은 속성들을 가진 실체의 실존을 증명하기 전

까지는, 가정적으로 하나의 실체 당 하나의 속성만을 부여한다. 이러한 다수의 실

체의 가정 아래에서 E1P8에서 스피노자는 실체를 무한한 것으로 규정한다. 가

령 어떤 실체가 유한하다면 이러한 실체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러한 제한을 이 실체와 동일한 속성을 보유한 다른 실체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두 실체는 속성이 같으므로 서로 식별 불가능하

게 된다.(E1P5) 따라서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체는 무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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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자. 이 경우 실체는 그 속성이 나타내는 ‘자신의 유 안에서(in

suo genere)’만 무한하다. 그런데, 이 실체의 속성을 X라 하고, 이

실체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의 속성을 Y라 하자. X와 Y를 동시에 고

려했을 때, X가 표현하는 실체의 ‘유 안에서의(in suo genere) 무한’

은 Y가 표현하는 ‘유 안에서의 무한’에 대한 부정을 함축하게 된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무한성을 개념을 “그 어떤 본성의 실존의 절대적

인 긍정”(E1P8S)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체에 귀속되

는 무한은 ‘유 안에서의 무한’보다는 논리적으로 무한성과 관련한 그

어떤 부정도 함축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한이다. 따라서 실체는 절대

적으로 무한하고, 무한히 많은 속성들을 갖는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속성 개념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속성’이란 말의 용법처럼 어떤 사

물의 ‘특성’(property)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윤리학』

1부의 맥락에서, 스피노자가 실체의 실존과 본질을 동일시하고

(E1P2018)), 속성의 정의(E1Def4)가 속성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

하는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속성 개념은 ‘연장’, ‘사유’와

같은 속성으로 표현되는 실체의 실존 자체이다. 따라서 실체의 각 속

성들은 실체의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재성이 구성되고 표현되는 방식

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개개의 유한한 사물19)은 실체

‘안에’ 있는 실체의 변양(modificatio) 또는 변용(affectio)인 양태

(modus)이다.(E1Def5) 스피노자의 존재론에서 ‘자기 안에’ 실존하

기 때문에 자신에만 의존하는 실체는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 존재들

인 양태들은 실체 안에 있으며, 그 자신들의 실존과 인식에 있어 실체

18)“신의 실존과 신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19)그렇다고 실체의 양태가 꼭 유한한 사물, 유한 양태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실체 또는 실체의 속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출되는 양태를 무한 양

태로 규정한다. 연장 속성의 경우 무한 양태는 직접무한양태와 간접무한양태로

나뉜다. 스피노자는 직접무한양태를 ‘운동과 정지의 법칙’으로 보았고, 간접무한

양태를 ‘전 우주의 얼굴(E2P13S)’, 즉 물체들의 총체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편지」64 (스피노자, 2002: 919)를 참조하라. 단, 본고의 전체 논의가 상상

적 인식에서 개별 관념과 그 대상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무한양태

의 차원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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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즉 이러한 인과적 의존은 실체로부터 개별

사물들이 산출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스피노자가

이러한 개별 사물들을 실체의 양태뿐만이 아니라 속성의 양태로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물들은 신의 속성들의 변용 외에

어떠한 것도 아니다. 다르게 말해, 신의 속성들이 특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들이다.”(E1P25C) 예컨대, 사유 속성이

사유 안에서 고려되는 실체를 표현하고, 관념들은 사유 속성의 특정

한 표현들인 한에서 사유 속성의 양태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물체’들

은 연장 속성의 특정한 표현들인 한에서 연장 속성의 양태들이다. 그

런데 이처럼 스피노자가 양태 개념을 ‘실체의 양태’와 ‘속성의 양태’로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충분

한 대답은 우리가 평행론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뒤에 제시할 수 있다.

어쨌든, 스피노자가 평행론을 이끌어 가는 『윤리학』 2부 초반의 논

의에서 사유 양태인 관념과 다른 속성의 양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실체의 양태 개념 보다는 속성의 양태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자.

이제까지의 고찰에 따르면,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사물들은

스피노자가 인간의 지성이 알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제시하는 사유 속

성의 양태(관념)이거나 연장 속성의 양태(물체)(E2P1~2)20), 아

니면 그 외 미지의 무한히 많은 속성들의 양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행론에서 제시되는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과 ⓑ사물들의 질서와

20)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속성들 중에서 두 속성 밖에 알지 못하는가? 스피노자는

“우리는 물체들과 사유의 양태들 말고, 다른 독특한 사물들을 느낄 수도 지각할

수도 없다”(E2Ax5)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윤리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속성들은 사유와 연장의 속성밖에 없다. 왜 우리는 실체의 무한히 많은

속성들 중에서 단 두개의 속성만을 아는가? 이는 취른하우스가 「편지63」에서

스피노자에게 제기한 문제이다. 「편지64」에서 제시된 스피노자의 답변의 요지

는 ‘[사유 속성의 양태인]정신의 대상은 오직 [연장 속성의 양태인] 신체라’는 점

을 상기시킬 뿐이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는 곧 ‘인간 정신은 물

체와 관념 밖에 지각할 수 없다’(E2Ax5)는 자신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또한 스피노자의 평행론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난점이

지만, 본 논문은 논의의 한계로 인해 다루지 않겠다. 이 두 편지에 대해서는 스피

노자(2002: 916-9)참조.



- 16 -

연관에서 관념과 사물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

관념은 사유 속성의 양태를 의미하고, 사물은 그 외 다른 속성의 양태

를 의미한다. 단, 사유 속성의 양태도 사유하는 실체의 특정한 변용이

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물로 고려된다.

2.1.2. 관념들과 사물들의 대응의 원형(E2P3)

그런데, 평행론 정식(E2P7)의 핵심적인 주장은 ⓐ,ⓑ가 ‘동일성’ 관

계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 간에 대응은 어떻

게 성립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단초는 관념들과 사물들의 대응

관계의 원형을 제시하는 E2P3에 있다.

“신의 본질과 신의 본질(essentiae)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sequuntur) 모든 것(omnium)에 대한 관념이 신 안에 있다.”

“증명; 왜냐하면 신은 (E2P1에 의해) 무한히 많은 사물들을 무한히 많

은 방식으로 사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해(같은 것이지만,

E1P16에 의해) 신은 그 본질과 그 본질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

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의 권능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E1P35에 의해),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관념

이 존재하고, (E1P15D에 의해) 신 안이 아닌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인용자 강조)

이 정리와 증명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이 정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

로 말 할 수 있다. ‘신은 어떤 사물 x에 대한 관념 또는 I(x)21)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평행론(E2P7)에서 관념들과 사물들이 대응

하는 최초의 원리이다. 그렇다면 이 정리는 그 내용은 두 가지 종류의

대응을 제시한다. 우선 ‘신의 본질’과 ‘신의 본질에 대한 관념’의 대

응이 있다. 바로 다음 정리의 증명(E2P4D)이 말해주는 것처럼22)

21)이하, 어떤 사물을 x라 하면, 그에 대한 관념(idea)은 I(x)로 표기할 것이다.

22)“무한한 지성은 신의 속성들과 신의 속성들과 속성의 변용들[양태들]에 대한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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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본질’은 ‘실체의 속성들’과 동의어이고 ‘신의 본질에 대한 관념’,

즉 무한한 지성은 속성들에 대한 관념이다. 이어서, ‘신의 본질로부

터 따라 나오는 각 사물’과 ‘그에 대한 각 관념’의 대응이 있다. ‘신의

본질’은 모든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본질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은 ‘모든 속성들의 모든 양태’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대응의 형태는 신의 어떤 속성의 양태와 그 양태에 대한 관념의 대응

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속성들에 대한 관념’(무한한

지성)과 ‘각 속성의 양태에 대한 각 관념’은 서로 외재적인 관계에 있

지 않다는 것이다(E2P4). 왜냐하면 속성의 양태에 대한 관념들은

무한한 지성을 이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한한지성

은 전체로서 무한 양태이고, 속성의 양태들에 대한 관념들은 무한한

지성에 속하는 유한한 양태들에 대한 관념들이다.

그렇다면, 신의 본질과 그에 대한 관념의 대응을 제외하고 개별 사

물들의 차원에서 이 정리(E2P3)에 내포된 사물들과 관념들의 대응

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물을 X로 표시하고, 변수 X 안에 들

어오는 사물에 대한 관념을 I(X)로 표시하자. 그러면 X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물들은 우선, 어떤 물체 즉, 연장 속성의 양태(Ea)이

다.(E2P2)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히 많은 속성들의 어떤 양

태(Xα, Yβ...등)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유

양태인 관념 자체도 사물의 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스

피노자는 관념들 자체도 사유 속성의 양태로서 그 자체로 실재성을

가진 사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관념도 사유 속성 아래에서 실재

인 한에서 신은 이 사물인 관념을 Pa라 할 때 신은 관념 I(Pa)를 형

성한다. 마찬가지로 이 ‘관념에 대한 관념’도 사물이기 때문에 신은

‘관념에 대한 관념에 대한 관념’(E2P20)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유 속성 내부에서 이러한 관념과 사물의 관계는 끝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대응 관계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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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연장 속성(E) 양태;

Ea

미지의 속성 
Y의 양태

Yα

미지의 속성 
N의 양태

Nβ

 어떤 관념을 사유 속성의 
양태, 즉 사물 Pa라 할 때

Pa I(Pa))...
관념(사유 

속성의 
양태)

I(Ea) I(Yα) I(Nβ) I(Pa)) I(I(Pa))...

그런데, 이러한 대응들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으로 분리된다. �왜 모든 속성의 모든 양태

들이 실존해야 하는가? ‚왜 모든 속성의 양태에 대응하는 관념이 실

존해야 하는가?

먼저 �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각 속성

의 양태들이 신으로부터 산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속성의 양태들이

실체의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재성’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 이 점은

이 정리(E2P3)가 참조하는 E1P16이 잘 보여준다.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사물(즉, 무한한 지성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 한다.

이 정리(E1P16)가 증명하려는 사실은 모든 속성의 모든 양태(신의

본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오는 무한히 많은 사물)

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정리가 증명하려는 것은-이 정리의 따름정리(E1P16C1)에서 스피

노자가 “신이 모든 사물의 작용인”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들로부터 속성의 양태들이 산출되는 인과적 필

연성이다.

“증명;...그 어떤 사물의 정의가 주어지면, 지성은 그로부터 다수의 특성

들을 결론짓고, 이 특성들은 실제로, 사물의 정의(즉 사물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고, 사물의 정의가 더 많은 실재성들을 함축할수록

더 많은 특성들이 따라 나온다. 그리고 신의 본성은 각각이 역시 그 유

안에서(in suo genere)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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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들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

(즉, 무한한 지성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

로 따라 나온다.”(인용자 강조)

스피노자는 다소 비유적인 방식으로 사물의 정의(본질)와 특성들의

관계에 의거하여, 속성의 양태들의 산출의 인과적 필연성을 증명한

다. 여기서 증명의 핵심은 사물의 정의와 특성들의 수의 비례적 관계

이다. “사물의 정의가 더 많은 실재성들을 함축할수록 더 많은 특성

들이 따라 나온다.” 즉, 특성이 많을수록 정의는 더 많은 실재성을 갖

는다. 이어서 스피노자는 정의와 특성들 간의 관계를 ‘신의 본성’과

‘속성의 양태들’에 대입한다. 그러면, ‘사물의 정의(본질)의 실재성’

에는 ‘신의 본성의 실재성’이 대응하고, ‘특성들’에는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오는 무한힌 많은 것’(각 속성의 각 양태)이 대응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사물의 정의의 실재성: 사물의 특성=신의 속성의 실재성: 각 속성의

각 양태

이러한 도식에 의거하면 왜 모든 속성의 모든 양태가 필연적으로 실

존해야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속성의 양태들의 실존 자

체가 실체의 실재성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한히 많은 속성들

의 무한히 많은 양태들이 산출되지 않는다면, 신의 ‘절대적으로 무한

한 실재성’은 부정을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실체가 존재하면, 이 실

체가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재성을 가진 만큼 속성의 양태들이 필연적

으로 실존해야한다.

이제 ‚의 물음으로 넘어가자. 이처럼 각 속성의 양태들이 실존해야

한다면, 왜 이에 대응하여 관념들이 실존해야 하는가? 스피노자는 관

념들의 실존을 신의 사유 역량의 무한함에 의해 증명한다. “신은 무한

히 많은 사물들을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사유 할 수 있”(E2P3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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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속성은 다른 속성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속성이므로, ‘사유함’에

있어서 무한해야 한다. �에서 본 것처럼, 신의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

재성에 의해 모든 속성의 모든 양태들이 실존한다면, ‘사유함’에 있어

서 사유 속성의 측면에서 고려된 신은 이 모든 것을 사유 할 수 있어

야 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사유 할 수 없다면, 신의 사유에는 무능

(impotentia)이 부여된다. 그러면, 신의 사유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유하는 신이 무한한 사유 역량을 가졌다면, 신이 신의

속성과 모든 속성의 모든 양태들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23) 그리고

신은 이러한 무한한 자신의 전지적 역량에 따라 “그 본질[속성들]과

그 본질[속성들]로 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이 사유하는 행위는 다른 속성들의 실재성이

양태들의 산출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념들을 인과적으로 산출하는 것

이다. 따라서 신의 사유 역량이 무한하다면, 신은 그 만큼 모든 속성

과 모든 속성의 양태에 대한 관념을 자기의 관념 전체를 의미하는 무

한한 지성 안에 갖는다.

따라서, �,‚에 대한 이러한 답변들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스피노자

의 평행론 정식(E2P7D)에서 관념들과 사물들이 왜 대응해야 하는

지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 속성의 양태인 관념들이 신의 사유

의 일부로서 신의 전지한 사유 역량에 따라 모든 속성의 양태를 대상

으로 갖기 때문이다.

23)거꾸로 신이 자신이 생산한 것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면, 이는 반대로 신이 양태

들을 산출하는 역량에 무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E2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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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속성간 인과적 자립성과 상호작용 금지

(E2P5~6)

그런데, 우리는 아직 평행론에서 제시한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과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을 사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는 단지 ⓐ에서 ‘관념들’과 ⓑ에서 ‘사물들이’ 관념과 그 대상으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평

행론 정식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남은 문제는 ⓐ, ⓑ 각각에서

관념들과 사물들이 어떻게 ‘질서와 연관’, 즉 인과적 연쇄를 이루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앞의 논의는 속성의 양태들이 속성으로부터 인과적으로 산출되

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속성들은 자신의 유 안에서 신의 무한한 본

질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표현’은 각 속성이 자신의 양태들을 인과적

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사유의 양태인 관념의 원인은 사

유 속성이다. 연장의 양태인 물체의 원인은 연장의 속성이다. 이러한

사실을 더 강화시키면, 스피노자가 E2P5-6에서 제시한 주장이 된

다. 두 정리(E2P5-6)에 따르면, 모든 속성의 모든 양태들은 각 속

성의 내부에서만 인과적으로 산출된다. 가령 연장 속성의 양태와 사

유 속성의 양태와 인과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스피노자가 E3P2

에서 정신(사유속성의 양태)과 신체(연장 속성의 양태) 의 상호작용

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정리(E2P5-6)에서 증명되는 사실

에 기인한다.

관념Idea 대상 간의 인과적 자율성의 정리(정리I)

“관념들의 형상적 존재는 신이 다른 속성에 의해 설명되는 한에서가 아니

라 신이 사유 하는 것으로만 고려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재인

(agnoscit)한다. 즉, 신의 속성들과 개별적 사물들에 대한 관념들은 관

념들의 대상, 즉 지각된 사물들이 아니라 사유하는 것인 한에서 신 자체

를 작용인으로 재인한다.”(E2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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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res 간 인과적 자율성의 정리(정리R)

“어떤 속성의 양태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신이 다른 속성 아래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속하는 속성 아래에서 고려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

으로 갖는다.”(E2P6)

정리I(E2P5)와 정리R(E2P6)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관념

들 또한 사물이기 때문에 정리R 자체는 정리I를 포괄한다. 두 정식

에 따르면, 사유의 양태인 관념들을 포함하여, 그 어떤 속성의 어떤

양태들의 원인은 다른 속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각 속성의 양태들이

산출되는 인과성은 속성 내적으로 자립적이다.

다만, 게루(Gueroult, M)가 밝힌 것처럼, 정리I와 정리R은 양태

의 원인의 속성 내적 자립성의 중요한 두 의미를 보여준다. 우선, 정

리I는 “관념들의 원인에 대한 실재론적 개념을 배제한다.”24) 스피

노자에게 있어 관념의 표상적 실재성25)은 관념이 어떤 속성의 양태

를 표상(represent)하는 기능에 의해 주어진다. 그렇지만 정리I는

이러한 기능이 대상, 즉 다른 속성의 영역에 속하는 물체나, 또는 미

지의 속성의 양태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컨대, 데

카르트가 성찰에서 관념의 표상적 실재성의 원인을 관념의 대상에서

찾은 것과 대조적으로26) 스피노자에게 있어 “신의 관념도, 신이 가진

24)Gueroult(1974: 60) 참조.

25)스피노자는 관념의 실재성을 형상적 실재성과 표상적 실재성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 이러한 두 실재성을 부각시키진 안았지만, 관념에 ‘표상적으로’(objective)라

는 부사로 관념을 수식하고(E2P7C), 관념의 형상적 존재(E2P5)라는 표현으

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두 실재성으로 스피노자의 관념 개념의 특수성을 사고하

는 것은 적절하다. 스피노자의 관념 개념을 이러한 두가지 실재성으로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Allison(197: 89-90)을 참조.

26)데카르트에게 관념은 사유 실체인 개별 정신의 사유 양태로 고려된다. 데카르트에

게 사유는 우리가 의식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

리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속하는 사유의 양태인 관념은 정신 안에서 의식적인

사유의 형상으로서 형상적 실재성을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관념에는 대상이 되

는 존재를 정신 안에서 표상하는 관념의 표상적 실재성이 있다. 동일한 정신 안의

관념들은 그 관념의 대상이자 원인인 존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표상적 실재성

이 정해진다. (데카르트의 「3성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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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생산한 모든 것들에 대한 관념도, 대상이 사유의 외부에서 실행

하는 작용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27) 이어서, 정리R은 정리I로부터

올 수 있는 관념론적인 결과를 예방한다.28) 즉, 정리R은 사유 속성

의 양태가 아닌 사물들이 관념들이 그 실존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정리R의 특성은 이 정식이 제시되는 정리의 따름정

리(E2P6C)의 다음 구절이 잘 보여준다. “사유의 양태들이 아닌 사

물들의 형상적 존재는 신의 본성이 먼저 사물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신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두 정식은

관념들과 사물들은 서로에 대해 어떠한 특권적인 작용을 할 수 없음

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모든 속성 내부의 인과적 자립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스피노자는 두 정리에서 공통적으로 ‘속성들의 개념적

자립성’에 의해 인과적 자립성을 증명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리

는 정리R(E2P6)의 증명만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각 속성은 다른 속성들 없이 자기에 의해 알려지기 때문이

다.(E1P10) 따라서 각 속성의 양태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속성의 개

념을 함축하고, 다른 속성의 개념을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1Ax4에

의해) 각 속성의 양태들은 신이 오직 신이 다른 속성 아래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속하는 속성 아래에서 고려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갖

는다.”

증명의 핵심은 E1P10을 원용하여, 속성들 간의 개념적 자립성을 제

시하는 것이다. 속성들 간의 개념적 자립성은 속성들 간의 통약 불가

능성을 의미한다. E1P10에서 속성들 간에 통약 불가능성이 부여된

것은 순전히 속성들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에 기인한

다. 스피노자는 실체를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자기에 의해 알려지는

것’(E1Def3)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내포된 바에 따르면, 한편

27)Gueroult(1974: 60)

28)같은 책, 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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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어떤 실체는 다른 실체와 실재적인 인과적 작용을 위한 어떤

공통점도 없다29). 즉, 실체에는 존재론적 자립성이 있다. 다른 한편

으로는 이 실체는 다른 실체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공

통점도 없다. 실체에는 인식론적 자립성이 있다. 그리고 속성 또한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한에서 이러한 두 가지 자립성을

부여받는다. 즉, 실체의 무한히 많은 속성들은 서로 공통적인 것이 없

다.

결론적으로, 속성들 간의 자립성은 속성들 간의 어떠한 공통점도 없

는 상이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E2P6)의 맥락에서,

인식론적 차원에서 어떤 속성의 양태는 바로 자신이 속하는 속성의

개념만을 함축하고, 자신과 전혀 상이한 속성에 속하는 양태의 개념

은 함축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속성의 양태는 다른 속성으로부터 인

과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속성의 무한히 많은 양태들

은 자신이 속하는 속성만을 원인으로 가져야 한다.

그런데, 속성 내부의 인과적 자립성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속성들로부터 그 속성의 무한히 많은 양태들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스피노자는 이 정리에서 이러한 산출과정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지

만, 그는 이미 E1P28에서 이러한 속성의 양태들의 산출을 제시 했

다.

“그 어떤 독특한 것들, 즉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모든 사물들은

역시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다른 원인에 의해 작용하도록 결정

되지 않으면 실존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원인

은, 그의 차례에서. 역시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실존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지 않으면 실존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

정될 수도 없고,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

29)그렇다고, 이러한 논의는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 다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실체 일원론을 증명해나가는 『윤리학』 1부 초

반의 논의에서 논리적으로 다수의 실체를 전제한다.



- 25 -

여기에서 ‘유한한 규정된 실존을 갖는 모든 사물’들은 ‘어떤 속성의

변용’즉 속성의 유한한 양태이다.30) 그렇다면 어떤 속성의 양태들의

‘실존’과 ‘작용’을 결정하는 원인들은 같은 속성의 다른 양태이다. 즉

이 정리는 속성 내부의 무한히 많은 유한한 양태들 간의 인과 연쇄를

제시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정리R을 통해서 “신이 다른 속성 아래에서가 아

니라 오직 자신이 속하는 속성 아래에서 고려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고 하지 않았나? 다시 말해 ‘어떤 속성 아래에서 고

려되는 신’을 스피노자가 ‘속성’과 동일하게 보는 한에서, 속성의 양태

의 원인은 양태가 아니라 속성이지 않은가? 하지만, ‘속성에서 유한한

양태로의 인과’를 ‘무한히 많은 양태들 간의 무한한 인과 계열’로 표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같은 정리(E1P28)의 증명이 잘 보여준

다.

“실존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된 모든 것은 신에 의해 실존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었다(E1P26C와 E1P24에 의해). [(a))그런데 유한하고, 규

정된 실존을 갖는 것은 신의 어떠한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 의해 산출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E1P21에 의해). [(b)]따라서

이러한 것[유한한 것]은 신이 특정한 양태로 변용된 것으로 고려되는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속성으로부터 따라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신과 양

태들 말고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E1Ax1과 E1Def3,

5에 의해), 양태들은(E1P25C에 의해) 신의 어떤 속성들의 변용일 뿐

이기 때문이다. [(c)]그런데 이러한 것[유한한 것]은 역시 신이 영원하

고 무한한 변양으로(modificatione) 변용된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속성

으로부터 따라 나올 수 없다.(E1P22에 의해)...”(인용자 강조)

인용된 단락에서 논증의 구조는 속성의 유한한 양태들이 산출됨에 있

30)이 증명(E1P28D)에서 스피노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리

(E1P28)에서 유한한 사물들 간의 인과 관계를 속성의 변용인 양태들 간의 인과

관계로 표현하면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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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불가능한 산출과 가능한 산출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선 불가능한

산출의 경우로 제시한 (a)와 (c)를 보자 (a)에서 스피노자는 유한한

양태의 원인에서 ‘속성의 절대적 본성’을 배제한다. (c)에서 스피노자

는 속성의 ‘무한한 양태’를 배제한다. 무한양태는 사유 속성의 양태인

관념들이 속하는 무한지성이다. 어쨌든 속성의 유한한 양태들이 ‘속

성’과 ‘무한 양태’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논리는 동일하다.

스피노자는 이 두 경우 모두 무한에서 유한으로의 인과적 이행이 모

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E1P21D)31)

그렇다면 이제 유한한 속성의 양태32)들의 산출에 들어맞는 (b)의

경우를 살펴보자. “따라서 이러한 것[유한한 것]은 신이 특정한 양태

로 변용된 것으로 고려되는 한에서...신의 속성으로부터 따라 나와

야 한다.” (b)는 이 정리의 본문(E1P28)이 제시하는 어떤 속성 내부

의 유한한 양태들의 인과 계열의 다른 표현이다. 이 정리의 본문이 제

시하는 어떤 속성 내부에서 결과에서 원인으로 유한한 양태들 간의

인과 관계를 “A-B-C-D....N”으로 표현해보자. 그렇다면 이 연쇄 내

부에서 하나의 인과적 계기를 점하는 어떤 속성의 양태 B는 (b)의 표

현법에 따르면, 그 자체로 A의 원인이므로 ‘신이 특정한 양태로 변용

된 것으로 고려되는 한에서...신의 속성’이다. 즉 스피노자는 여기에

서 양태인 B를 ‘변용된 속성’과 동일시한다. 따라서 정리R에서 스피

노자가 “신이 다른 속성 아래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속하는 속

성 아래에서 고려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양태 A가 양태 B로부터 실존과 작용이 규정되는 유한한 사물

간의 인과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평행론 정식(E2P7)에 내포된 두 질서와 연관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다.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은 각 속성 내부

31)이 증명(E1P21D)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귀류법을 사용하여, 스피노자는

사유 속성 안에 유한한 ‘신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것을 가정한다. 그런데 이 경우

사유 속성은 유한한 신에 대한 관념을 구성하는 한에서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게

된다. 여기서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유 속성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32)이하, ‘유한한 속성의 양태’에서 ‘유한한’ 이라는 말은 우리 논의가 유한한 개체들

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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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한히 많은 양태들 간의 인과적 연쇄를 의미한다.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모든 속성의 양태들을 대상으로 갖는 관념들의 인과

연쇄 총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와 ⓑ에 함축된 인과의 계열을 다

음과 같이 도식화 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한편으로, 사유 속성을 포함

하여 신의 무한히 많은 각 속성의 무한히 많은 양태들이 결과에서 원

인으로 “A-B-C-D.....N”ⓑ의 계열을 이루고 인과적으로 산출되

면, 다른 한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갖는 관념들이 결과에

서 원인으로 “I(a-I(B)-I(C)-I(D)....N”ⓐ33)의 계열을 이루고

사유 속성으로부터 인과적으로 산출된다.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의 도식; “I(a-I(B)-I(C)-I(D)....N” (결과->원인)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의 도식; “A - B - C - D .....N

두 계열은 서로 인과적으로 자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와 ⓐ 에 속

하는 개별 양태들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불가하다. 가령 관념대

상(ideat) A와 I(A)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불가능하다. 심신 상

호작용 금지의 원칙은 바로 여기서 확립된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관

념인 정신의 유일한 대상을 신체인 한에서(E2P13) “신체는 정신을

사유하도록 규정할 수 없고, 정신도 신체를 운동으로, 다른 어떤 것으

로 규정할 수 없”(E3P2) 없는 것은 정신과 신체는 각각 전혀 상이한

속성의 두 개의 ‘질서와 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33)우리는 자연 안에서 사물들의 인과 연쇄와 관념들의 인과 연쇄를 이처럼 단선적

인 계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자연의 인과적 구조를 온전히

표현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자연 안에서의 작용적 인과성에 따르면, 최소한 하나

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개의 사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우리는 상상적 인식에서의 인과성을 다룰 때(4.1.1.)에 논할 것이다. 우리

가 여기서 제시한 계열의 도식은 이러한 인과성의 축약된 형태로서만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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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식론적 평행론과 존재론적 평행론(E2P7~S)

이제 본격적으로 평행론의 정식을 고찰해보자. 방금 전의 논의

(2.1.2)의 핵심은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과 ⓑ사물[대상]들의 질

서와 연관 각각을 서로 상이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에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와 ⓑ의 동일성이다. 이러한 동일성의 의

미는 E2P7-E2P7C(따름정리)-E2P7S(주석)을 거쳐 발전적으로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변의 전개 과정에서의 각 논변들 간의 차

이를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먼저 평행

론 정식(E2P7) 자체는 ⓐ,ⓑ간 동일성의 의미를 관념과 대상의 관

계에서 고찰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평행론’으로 규정하고, 주석

(E2P7S)의 경우 ⓐ,ⓑ 간의 동일성을 ‘속성들 간의 존재론적 동일

성’에 의해 고찰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평행론’으로 규정하자.34)

2.2.1. 인식론적 평행론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대상]들의 질서와 연관과 동

일하다.

증명: 이는 E1Ax4로부터 명증하다 왜냐하면 야기된 것[결과]에 대한

관념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야기된 것[결과]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

존하기 때문이다.”(E2P7, D) (인용자 강조)

ⓐ와 ⓑ를 동일시의 근거는 이 정리가 『윤리학』 전체에서 가진 중

요성에 비해 너무도 단순하다. 여기서 이 증명의 유일한 근거인

E1Ax4는 ⓐ관념들의 인과 연쇄와 ⓑ대상들의 인과 연쇄의 상동

34)이처럼 평행론을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에 관해서는

Melamed(2013, 639-50)와 들뢰즈(1969: 99-113)를 참조. 특히 ‘인식론적

평행론’과 ‘존재론적 평행론’이라는 표현은 들뢰즈의 표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평행론 정식이 제시되는 E2P7과 이후의 따름정리(E2P7C)

와 주석(E2P7S)의 의미를 구별한다.



- 29 -

성을 보이는 데에 사용된다. “결과에 대한 인식[관념]은 원인에 대한

인식[관념]에 의존하고 함축한다.”(E1Ax4)(인용자 강조)이 공리는

얼핏 보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함을 역설하는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 공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

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 관

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에 대한 관념’과 ‘결과에 대한 관념’

간에 있어 후자의 전자에 대한 의존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인과 관계

와 관념들의 의존 관계는 대응한다. 이 대응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두 계열의 도식과 같다. 결과에서 원인으로의 계열

“A-B-C-D.....N”이 있고, ‘결과에 대한 관념들’이 ‘원인에 대한 관념

들’에 의존하는 계열 “I(A)-I(B)-I(C)-I(D)....N”이 있다. 그리고

이 공리[E1Ax4]가 이 정리[E2P7]의 근거로 기능한다면, 이 계열

각각은 순서대로 ⓑ와 ⓐ의 계열 각각을 의미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어떻게 ⓑ와 ⓐ 간의 동일성을 도출하는가? 다시

말해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과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은 어떻게 서로

동일하다고 말해 질 수 있는가? 스피노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오직 “이는 E1Ax4로부터 명증하다”라고 말할 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에게 ⓑ와 ⓐ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 계열 전체의 ‘질서와 연관’의 상동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우리가 바로 앞의 논의에서 본 거처럼 ⓑ와 ⓐ의 계열은

서로 전혀 인과적으로 독립적이지만, “A-B-C-D.....N”ⓑ와 “I(A)

-I(B)-I(C)-I(D)....Nⓐ” 간에는 구조적인 상동성 (homogén-

éité)이 있다. 전체 항들 간의 순서(ordo) 또는 배열의 상동성이 있

고, 그리고 각 항들이 표현하는 연관(connexio), 즉 관계의 상동성

이 있다. 따라서 사물들의 계열에서 특정한 자리를 갖는 A라는 사물

의 정체성(identité)이 ⓑ의 계열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상에

있다면, 오직 A만을 대상으로 갖는 관념 I(A)또한 ⓐ의 계열 안에서

A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그런 한에서 A와 I(A) 간에는 동일성

(identité)3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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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가 E2P3에 관한 논의에서(2.1.2) 제시한 관념과 대상의

단순한 대응보다는 훨씬 발전된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의 각 속

성의 양태들과 이것들에 대한 관념들의 단순한 1:1 대응만을 제시했

기 때문에36), 관념들과 대상들은 어떤 식으로 배열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이제 관념과 대상들은 서로 완전히 동일한 인과 구조 안에서

산출된다. 따라서 이제 대응은 단순한 관념대상인 사물과 관념의 대

응이 아니라, 서로 자립적인 각 속성의 양태들의 인과적 총체와 그에

대한 관념들의 인과적 총체 간의 동일한 질서와 연관 안에서의 대응

이다. 다시 말해 모든 속성의 양태들과 그에 대한 관념들은 모두 독립

적인 질서와 연관 안에서 산출되지만, 개별 양태들이 속한 질서와 연

관과, 그에 대한 관념들이 속한 질서와 연관은 구조적으로 상동적이

다.

그렇다면, 게루를 따라서 평행론이 포괄하는 대응의 전체 범위를 다

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37) 첫째, 사유 속성의 양태인 관념들과

이 관념들에 대해 대상인 각 속성의 양태들의 대응이 있다. 이를 사유

외적(extra-cogitatif) 평행론이라 하자. 사유 외적 평행론에 의

해 주어지는 대응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계 내에서는 물체들(연장 양태)의 인과 연쇄의 총체에, 물체들 전체

를 대상으로 갖는 관념(사유 양태)들의 연쇄의 총체가 대응한다. 이

어서 인간 지성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각 속성 내부에서의 양태들의 인

과 연쇄 총체에 대해 이 양태들의 총체를 대상으로 갖는 관념(사유양

태)들의 인과 연쇄의 총체가 대응한다. 각 대응의 형태에서 관념들과

대상들의 인과적 연쇄는 각각 완전히 독립적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동

일하다.

둘째, 관념 또한 형상적 실재성을 가진 사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

상적 존재인 관념들의 인과적 연쇄의 총체에 대응하는 ‘관념에 대한

35)관념과 관념대상 간의 위상학적 동일성에 대해서는 마트롱(2011b: 605-6)을

참조.

36)이러한 대응에 관해서는 2.1.2에서 제시한 표를 참조하라.

37)게루(1974: 66-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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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들의 인과적 연쇄의 총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 연쇄 총체

간의 대응은 무한히 계속된다. 왜냐하면, 관념 또한 신 자신이 생산한

사물이고, 신은 이 사물에 대한 관념 역시 사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사유 내적(intra-cogitatif) 평행론38)이라 하자.39)

사유 외적 평행론과 사유 내적 평행론에는 각각 인식론에 관련한 중

요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사유 외적 평행론은 관념과 대상

의 일치를 지시한다. 이는 단순히 관념이 대상에 대응한다는 것 이상

의 의미를 갖고 있다.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 전체와 사물[대상]들의

질서와 연관 전체가 서로 구조적 상동성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각 질서와 연관 전체에서 동일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단일한 관념

과 그 대상은 서로 간에 위상학적인 동일성 아래에서 일치한다. 그렇

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 관계에 의해 관념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결정

된다. 예컨대, 우리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 전체에서 하나의 위상을 차

지하는 우리 정신은 우리 정신과 위상학적 동일성이 있는 신체만을

대상으로 가져야 한다(E2P13).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신과 마찬가

지로 무한한 지성의 일부를 이루는 우리 정신 안의 관념(E2P11C)

도, 그와 위상학적 동일성이 있는 신체 변용[상태](E2P12)만을 그

대상으로 가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관념과 그 대상을 짝짓는 원리가

바로 사유 외적 평행론에 내포되어 있다. 게다가 스피노자가 “참된 관

념은 그 대상과 합치해야 한다(E1Ax6)”고 말했을 때, 사유 외적 평

38)게루(1974: 68-9)는 사유 내적 평행론을 두 형태로 나누고 있다. 우리가 여기

서 밝힌 관념과 ‘관념에 대한 관념’의 관계는 게루가 밝힌 사유 내적 평행론의 제2

형태이다. 그가 밝힌 사유 내적 평행론의 제1형태는 단일한 관념들의 인과 계열

안에서 관념의 형상적 실재성과, 표상적 실재성간의 대응을 함축한다.

39)사유 내적 평행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유 내적 평

행론에서 대상인 관념들의 인과적 연쇄의 총체와 그에 대한 ‘관념에 대한 관념들’

의 인과적 연쇄의 총체는 같은 속성 아래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과적

자립성이 성립될 수 없지 않는가? 다시 말해 ‘관념’과 ‘관념에 대한 관념’ 간에는

사유속성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즉 통약 가능하기 때문에

인과적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E2P5

에서 이미 배제하였다. “신의 속성들과 개별적 사물들에 대한 관념들은 관념들의

대상, 즉 지각된 사물들이 아니라, 사유하는 것인 한에서 신 자체를 작용인으로

재인한다.” 속성들 간의 상이성에 대한 논변 없이도, ‘관념에 대한 관념’들의 원인

은 대상인 관념이 아니라, 그 관념들을 형성하는 한에서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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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론은 인식론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근거”로 기능한다. 즉 모든 관념

은 그 대상과의 동일성 속에서 진리성이 보증된다.

이어서, 사유 내적인 평행론에 내포된 ‘관념에 대한 관념’은 앎에 대

한 반성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즉, 정신이 신체의 상태를 지각할 때,

그 지각 자체에 대한 의식이 바로 ‘관념에 대한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사유 내적인 평행론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사유외적 평행론이 진

리자체의 근거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사유 내적 평행론에 내포된 “관

념에 대한 관념”은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해준다. 즉 우리에게 어

떤 대상과 일치하는 참된 관념 A가 있다면, A에 대한 반성적 인식

또한 참되다. 다시 말해 우리는 A가 참되다는 것을 사유 내적인 평행

론에 의해 알 수 있고, 이러한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E2P46).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한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과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이 외재적인 두 계열의 상동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 ⓑ 는 상호 간에 있어서 구조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각 독립적으로 사고되는 두 개의 상이한 계열로 사고된다. 하지만 이

는 스피노자가 평행론을 제시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 간의 동일

성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스피노자는 곧바로 이어지는 따름정리

(E2P7C)부터 더 이상 두 가지 인과 연쇄의 총체 간의 대응으로 ⓐ

와 ⓑ 간의 대응 사고할 수 없게 하는 다른 ‘동일성’을 제시한다.

2.2.2. 존재론적 평행론

“그로부터, 신의 사유 역량은 그의 현행적인 행위 역량과 동등하다는 것

이 따라 나온다. 즉,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형상적으로

(formaliter)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은 신 안에서 신의 관념[즉, 무한한

지성]으로부터 동일한 질서와 연관 안에서 표상적으로(objective) 따

라 나온다.”(E2P7C)(인용자 강조)

이 따름정리는 표면적으로는 평행론 정식(E2P7)이 인과적 산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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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재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이 따름정리는 신의 각

속성의 각 양태들이 형상적으로 산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이 양태들

과는 존재론적으로 상이한 관념들이 동일한 질서와 연관에 따라 사유

속성의 무한 지성에서 표상적으로 산출 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40)

하지만, 이 따름 정리는 그 이상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따름정리에 따르면 ‘형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이 곧 ‘표상적

으로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따름정리는 어

떠한 동일한 것이 ‘형상적으로’ 그리고 ‘표상적으로’도 따라 나온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형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이 ⓑ사

물들의 질서와 연관을, ‘표상적으로 따라 나옴’이 ⓐ관념들의 질서

와 연관을 각 각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와 ⓑ는 더 이상 상호 외재

적인 두 계열로 고려될 수 없다. 이제 ⓐ와 ⓑ 간에는 하나의 주어에

귀속될 수 있는 동일성이 부여된다.

따름정리[E2P7S]에 이어 주석은 이러한 동일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더 위에서 밝힌 것을 상기해야 한다. 즉, 실체

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무한한 지성이 지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속

성]은 하나이자 유일한 실체에 속한다. 따라서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는 동일한 실체이고, 동일한 실체는 때로는 이런 속성 아래서, 때로

는 저런 속성 아래에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연장의 양태와 이 양태에

대한 관념은 동일한 것이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예컨대, 자

연 안에 실존하는 원과 실존하는 원에 대한 관념은 동일하고, 상이한 속

성들에 의해 설명된다. (E2P7S)”(인용자 강조)

동일성은 우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

40)이 사실에 의거하여, 베넷(1984: 154), 델라로카(1996: 44-5)는 관념이 자신

과 인과적으로 평행한 대상을 표상하는 근거로 이 따름 정리(E2P7C)를 제시한

다. 하지만 곧 본문에서 밝히는 밝히겠지만 이 따름 정리는 관념의 표상 작용에

대한 근거 이상으로 관념과 대상 간의 존재론적 동일성의 근거로도 기능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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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실체”이다. 속성들 자체가 실체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표현은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 간의 동일성은 ‘사유 속성의 양태’와

‘연장의 속성의 양태’ 간의 동일성에 똑같이 전이된다. 하지만, 스피노

자는 여기에서 상이성도 언급한다. 속성들은 동일한 것에 대한 ‘이러

저러한’ 상이한 이해 방식이고, 속성의 양태들은 동일한 것에 대한 상

이한 표현방식이다. 상이성과 공존하는 이러한 속성들 간의 동일성,

또는 속성의 양태들 간의 동일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어서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동일성에 대한 좀 더 진전된 표현을 살

펴보자.

“..이처럼 우리가 자연을 연장의 속성아래에서 또는 사유의 속성 아래에

서, 또는 그 어떤 속성 아래에서 고찰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질서, 즉 동일한 원인들의 연관을 발견할 것이다. 즉, 동일한 사물들이

잇따르는 것을 볼 것이다.”(같은 주석)(인용자 강조)

동일성의 진전된 내용은 ⓐ와 ⓑ를 포괄하는 각 속성 내부의 인과 연

쇄가 ‘하나의 동일한 연인들의 연관’ 즉, 일원적인 인과 연쇄라는 사

실이다. 다시 말해 이 사실은 각 속성의 자립적인 인과적 연쇄들은 서

로 존재론적으로 동일함을 의미한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가? 자립

적인 인과적 연쇄를 내포하는 각 속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실

체의 본질을 ‘자신의 유 안에서(in suo genere)’ 표현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속성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유일한 실체”의 본질

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성들의 다수성이 존재론적 다

수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상이한 속성들이 존재론적으로 외재적

인 것이라면, 이는 스피노자의 실체 일원론과 상충되게 된다. 따라서

각 속성 내부의 인과적 연쇄는 실체 전체에서 양태들이 산출되는 인

과적 연쇄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속성들 내부의 인과 연쇄의 총체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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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이하지 않는가? 스피노자는 어떻게 속성들 간의 존재론적 동일

성과 상이성을 공존시키는가?

“연장의 양태와 이 양태에 대한 관념은 동일한 것이지만 두 가지 방식

(modi)으로 표현된다...자연 안에 실존하는 원과 실존하는 원에 대한 관

념은 동일하고, 상이한 속성들에 의해 설명된다(E2P7S)”

“신의 본성은 각각 그 유 안에서(in suo genere)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

는 절대적으로 무한히 많은 속성들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본성의 필연성

으로부터 [(i)]무한히 많은 것이 [(ii)]무한히 많은 방식들으로 (즉,

무한한 지성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것) 따라 나온다.”(E1P16D)

(인용자 강조)

우선 양태들의 수준에서, 이 주석[E2P7S]에서 제시하는 표현처럼,

양태들이 속한 속성 간의 차이는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

간의 차이이다. 어떤 동일한 것 X가 있다면 X를 표현하는 사유 속성

의 양태와 연장 속성의 양태는 X를 표현하는 상이한 방식들이다. 이

를 근거로 우리는 E1P16D의 (i)과 (ii)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ii)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속성의 측면을 가리킨다. 그리고 (i)이 의

미하는 것은 실체의 변용, 즉 실체의 양태이다.41) 따라서 각 속성의

양태는 어떤 동일한 ‘실체의 양태’의 상이한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자

연 안에 어떤 실체의 양태가 있으면, (ii)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를 표현하는 무수히 많은 속성들의 양태가 동일한 실체의 양태를 표

현해야 한다. 이는 실체와 속성 간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속

성들은 실체가 표현되는 무한히 많은 방식들이다.42) 이로써 우리가

41)이사실은 E2P4와 D의 다음 구절이 잘 보여준다.

“그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오는 신에 대한 관념은

유일할 수밖에 없다. 증명; 무한한지성은 신의 속성들과 신의 변용들 외에 아무

것도 이해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보면 정리의 본문에서 ‘무한히 많은 것’에 해당

하는 것이 ‘증명’에서 ‘신의 변용’, 즉 실체의 변용임을 알 수 있다.

42)이처럼 양태의 두 의미에 대한 해석은 Melamed(2013: 649-5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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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답하지 않고 넘어 갔던 ‘실체의 양태’와 ‘속성의 양태’라는 두

표현의 공존에 대한 물음이 해결된다.

이제 이러한 고찰 내용을 ‘동일한 원인들의 연관’에 적용해보자. 실체

가 변용되는 것이 자연에 있는 하나의 ‘동일한 원인들의 연관’이라 한

다면, 실체의 각 속성 내부의 인과 연쇄는 이러한 ‘동일한 인과 연쇄’

에 대한 상이한 표현 방식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들은 존재

론적으로 동일한 연결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게다가 분리될

수 없다.(E1P13)43)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과 연쇄들을 표현하는

상이한 방식들이 서로 외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각 속성들 내부

의 양태들이 산출되는 인과체계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 동일한 항들

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속성들의 개별 양태는 자기가 다

른 속성 내에서 자신과 동일한 구조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속

성의 개별 양태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론적

평행론(E2P7)에서 제시한, 사유 외적 평행론과 사유 내적 평행론

은 이제 외재적인 두 계열 간의 대응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표현 방식

간의 대응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관념과 그

대상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평행론의 원리 안에서 신의 속성들의 양태들(E2P9C)인 인

간의 정신과 신체는 서로 관념과 대상의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정신

과 신체는 “때로는 사유 속성에서 때로는 연장 속성에서 인식되는 동

일한 것”(E3P2S)이다. 자연의 만물이 상호작용하는 일원적 인과

연쇄 안에서 하나의 자리를 점유하는 것의 두 가지 표현 방식인 한에

서 정신과 신체는 동일하다. 이러한 동일성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

는 정신과 신체의 통일(E2P13S)이다. 이러한 통일은 데카르트에게

서처럼 수적으로 구별되는 두 실체 간의 통일도 아니고, 라이프니츠

에게서처럼 정신인 모나드가 신체라는 모나드들의 복합체를 지배하며

대응하는 것도 아니다.

43)“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분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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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행론의 상상적 인식에의 적용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형이상학 안에서 귀결된 평행론에 의해 어떻게 스피

노자의 심신이론을 기초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부터 우리는

앞서 예고한 바대로 스피노자가 평행론의 토대 아래에서 외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해명하는 ‘상상’ 영역에 제기되는 주요 난점에 집중할 것

이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상상(imaginatio)을 정의한다.

“사용되는 말을 보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관념들이 외부 물체를 우리에

게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repraesentant) 인간 신체 변용들을, 우

리는 그것들이 사물들의 형태를 재생하지는(referunt) 않지만, 사물의

이미지들(imagines)이라 부른다. 그리고 정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물

들을 응시할(contempulabitur) 때 우리는 정신이 상상한다고 한다.”

(E2P17S)

이 정의에 따르면, 상상은 신체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변용

(affectio)인 사물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관념의 평행론적 대응에 의

해 정신이 외부 사물을 응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상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표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 정신이 외부 세계를 표상하는 통로로서 흔히 말하는 감각적

인식을 포괄한다.

우리 논의의 관건은 『윤리학』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인식

영역으로서 상상이, 인간 인식 이전에 평행론에 내포된 관념과 대상

간의 동일성에 의해 규정되는 스피노자의 관념 이론과 합치하는지를

따져 보는 데에 있다.



- 38 -

3.1. 평행론에서 관념과 대상의 대응

이와 관련한 난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먼저 평행론에 의해 확립되

는 관념과 대상의 대응의 원리를 분명히 하자. 이러한 대응의 원리는

평행론 정식 다음의 따름정리(E2P7C)가 잘 보여준다.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형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은 신 안

에서 신의 관념으로부터 동일한 순서(ordine)와 동일한 연관(conex-

xione) 안에서 표상적objective으로 따라 나온다. (인용자 강조)

이 정리에 내포된 관념과 그 대상의 대응의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사

실로 표현된다. 첫째, 관념들은 대상에 대한 인식 또는 사유로서 대

응한다.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형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모든 것

이 실체의 속성들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양태들이라면, 이 모든 양태

에 대해 ‘신의 지성 안에서’ ‘표상적으로(objective)’ 관념들44)이 대

응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신의 속성의 모든 각 양태를 대상

(objectum)으로 갖는 각 관념은 각 대상에 대한 사유(E2P3), 또는

인식(E2P7D)으로서 실존한다. 둘째, 관념은 자신과 동일한 인과적

순서에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다. 형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사물들

과, 표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관념들은 그들의 산출에 있어서 ‘동일한

순서와 연관’을 공유한다. 어떤 속성의 양태 들이 A-B-C-D와 같은

순서(ordo)로 따라 나오면, 그에 대한 관념들은 I(A)-I(B)-(C)-

I(D)의 순서로 따라 나온다. 이 사실은 곧, 관념 I(A)는 자신과 동일

44)물론 이 정리는 문자 그대로 표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들이 관념들이라고 말하

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관념이라 말할 수 밖

에 없는 것은 스피노자가 이 따름정리(E2P7C)를 관념과 대상의 대응을 제시하

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E2P32D에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관념들은 신 안에 있는 한에서 완전히 그 대상들과 합치”한다고 말한다. 여

기에서 스피노자가 E2P7C를 ‘관념과 대상이 서로 합치하는 것(convenire)’의

근거로 원용한다. 이는 E2P7C가 어떤 사물과 그에 대한 관념의 대응을 의미하

고 있음을 명확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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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서를 점하는 사물 A만을 대상으로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I(A)가 B를 대상으로 갖거나, A와 B를 동시에 대상으

로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 의거하여,

『윤리학』 2부에서 인간 인식이 논의되기 이전에 사유의 양태들인

관념이 대상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대응 원리(이하 일반적 대응원

리라 부르겠다)를 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일반적 대응원리

실체의 어떤 속성의 양태 x가 있다면, x를 대상으로 가진 사유 속성

의 양태인 관념 I(x)는 오직 자신과 동일한 인과적 순서에 있는 x에

대한 인식이다.

이어서, 모든 관념과 그 대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러한 일반적 대

응원리는 인간 정신의 지각(perceptio)45)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

45)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지각(perceptio)’, ‘지각하다(percipere)’ 등의 개

념을 인간 정신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한다. 첫째, 지각은 인간

정신 안에서 관념이 생산되는 모든 작용 일반을 가리킨다. 즉, ‘정신 안에 관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지각이다.(E2P11C) 이러한 의미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스피

노자는 정신의 인식을 오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상, 그리고 그자체로 진리성

이 보증되는 공통개념과 직관지의 3종으로 제시하면서, 이 모든 인식 작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지각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는 이러한

3종의 인식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주석(E2P40S2)의 도입부가 잘 보여준

다. “우리는 다음의 것들로부터 많은 사물들을 지각하...는 것은 명백하다.” 인용

된 문장에 이어서 스피노자가 ‘다음의 것’들로 열거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인식하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지각을 그가 생각하는 정신의 모든 정신적 작용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으로 사고하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하지만 종종 스피노자는

지각을 수동적 인식과 연관시킨다. 이 때 지각은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인식, 즉

적합한 인식에 대립한다. 이러한 대립은 관념의 정의(E2P3Def)의 해명이 대표

적이다. “나는 지각이기 보다는 개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지각은 정신이 대상으

로부터 작용 받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념은 정신의 능동/활동을

(actionem) 표현하는 듯하다.”(E2Def3Ex) (인용자 강조)이는 곧 지각이 스피

노자가 수동적 인식으로 규정하는 상상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얼핏 보면

이는 지각을 인식 일반과 연관시킨 첫 번째 의미와 모순되는 듯하다. 이러한 모순

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이 문제는 상상과 이성적 인식 간의 차이를 주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상상이 수동적 인식인 것은 정신이 상상할 때, 신체는 외부 물체

로부터 수동적으로 규정되었고, 정신은 이 때 부적합한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수

동적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수동적 조건 아래에서 상상적 인

식은 “신체 변용들의 질서”(E2P18S) 즉, 외부로부터 변용된 신체의 어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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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스피노자는 정신의 지각을 정신 안의 관념과 그 대상인 신

체 변용의 대응에 의해 설명한다. 따르면 정신의 지각은, 인간 ‘정신

이 관념을 갖는 것’(E2P11C46)), 또는 ‘정신 안에 관념이 있는 것’

이다. 즉 존재론적인 사태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에게 인간

정신은 아주 많은 관념들로 합성된 그 자체로 하나의 관념(E2P1

547))이고, 정신 안에 정신을 구성하는 어떤 관념이 생기는 것(또는

정신이 어떤 관념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의 지각이다. 그리고 이 정

신 안의 관념은 다른 모든 사유 양태들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갖는데.

정신 안의 관념의 대상은 신체의 상태(constituo), 즉 변용이다.

정신이 갖는 관념과 신체 변용의 대응은 E2P12가 제시한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신체 변

용]은 필연적으로 정신에 의해 지각된다. 달리 말해, 인간 정신 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관념[I(신체 변용)]이 있다. 즉, 만약 인간 정신을 구성

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라면, 정신에 의해 지각되지 않는 이 신체 안에

즉 신체 변용과 그에 대한 관념의 대응에 의해 해명되고, 반대로 정신이 적합한

관념을 가졌을 때 정신의 능동적 인식은 “지성의 질서”(같은 곳)아래에서, 정신이

그 관념에 대하여 정신이 그 적합한 원인이라는 사실에 의해 해명된다.(정신의 능

동과 수동에 대해서는 E3P1을 참조하라.)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지각의 두 번째 의미는 관념과 관념대상의 대응에 의해 설명되는 지각의 첫 번째

의미가 수동적 인식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주된 원리임을 강조하려는 스피노자

의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처럼 지각이 수동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능

동적 인식에 속하는 제2종과 3종의 인식에 관념과 관념대상의 대응을 의미하는

지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스피노자가 지각의 두 번째 의미를

제2종과 3종의 인식이 속하는 능동적 인식과 구별하는 것은 제 2,3종의 인식을

해명하는 주요 원리가 관념과 대상의 대응인 지각이 아니라 정신이 관념들의 적

합한 원인일 때의 능동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의 두 의미는 모순되지 않는

다.

46)“그로부터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따라 나온다. 따

라서 우리가 인간 정신이 이러 저러한 것을 지각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신이 무

한한 한에서가 인간 정신 본성에 의해 설명되는 한에서, 다르게 말해 인간 정신

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러 저러한 관념을 갖는다는 것 말고 다른 어떠

한 것도 말하지 않는다.”(인용자 강조) 강조된 구절은 E2P12D에서 ‘인간 정신

안에 관념이 있다’는 표현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지각 작용을 정신 안

의 관념의 존재로 설명한다.

47)“정신의 형상적 존재를 구성하는 관념은 단순하지 않고, 아주 많은 관념들로 합

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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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E2P12)”(인용자 강조)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용(이하 af라 하

자)에 대하여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 안에서 I(af)가 대응한다. 이러

한 af와 af에 대한 관념(이하 I(af)라 하자)의 대응 자체가 바로 일

반적 대응원리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이 정리(E2P12)

를 정당화 하는 데에 E2P7S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데 E2P7S는

‘관념과 대상의 일반적 대응 원리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같은 정리의 주석(E2P12S)에서 이 정리가 “E2P7S로부터

[E2P12D보다도] 더 명증하고, 분명하게 이해된다”고 말한다. 이

정리(E2P12)의 핵심이 신체 변용과 관념의 대응에 있다면, 이 주석

에서 일반적 대응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E2P7S48)에 대한 원용은

E2P12가 일반적 대응원리와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심지어, af와 I(af)의 대응은 인간의 모든 지각 작용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그 다음 정리에서 인간 정신의 대상을 오직 신

체로 한정하(E2P13)는데49),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

신 안의 관념대상(ideat)은 af임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신체만이 정신의 대상이므로, 신체 외의 다른 물체의 변용이 정

신 안의 관념에 대응할 수 없다.(2P13D50)) 정신 안의 관념은 사유

양태이기 때문에 일반적 대응원리에 따라 항상 대상을 수반해야 하

48)E2P7S가 일반적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장의 양태와 이 양태에 대한 관념은 동일한 것이지만 두 가

지 방식으로 표현된다...예컨대 자연 안에 실존하는 원과 실존하는 원에 대한 관

념은 동일하고,[원과 원에 대한 관념은] 상이한 속성들에 의해 설명된

다...”(E2P7S)

49)“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 다르게 말해, 특정한, 현행적으로 실

존하는 연장의 양태이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다.(E2P13)”

50)“이어서, 신체 외에 또 정신의 다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E1P36에 의해)그

로부터 어떤 결과도 따라 나오지 않는 어떤 것도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필연적으

로(앞의 정리에 의해) 우리 정신 안에 그 자신의 결과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E2Ax5에 의해) 정신 안에 그러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없다. 따라서 우리 정신의 대상은 실전하는 신체이고,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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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대상은 오직 af여야 한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관념은 신체의

상태 말고도 많은 외적 대상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 대응원리에 정

초된 스피노자의 지각은 이처럼 그 대상을 신체의 어떤 상태 또는 변

용으로만 한정한다.

어쨌든, 일반적 대응원리는 다음과 같이 지각에서 관념과 대상의 대

응 원리에도 적용된다.

지각의 대응원리

:정신 안에 그 어떤 관념이라도, af에 대한 관념 I(af)이고, 정신은

af만을 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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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피노자의 상상적 인식의 난점

그러나 스피노자가 신체가 외부로부터 변용되는 조건 아래에서 정신

의 지각을 도출하는 순간(E2P16)부터, 그는 일반적 대응원리에 스

스로 어긋나는 진술을 한다.

“그로부터 인간 정신이 자신의 신체의 본성과 함께 아주 많은 수의 물체

들의 본성을 지각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E2P16C1)(인용자 강조)

인간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방식/양태(modus)51)

로 변용될 때, 인간 정신은 그의 신체가 이 물체의 현존, 또는 현존을 배

제하는 정서로 변용될 때 까지는 같은 외부 물체를 현행적으로(ut actu)

실존하는 또는 현존하는(praesens) 것으로 응시할(contemplabitur)

것이다.”(E2P17)(인용자 강조)

이 두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밝힌 일반적 대응 원리와 어긋나는 것처

럼 보인다. 일반적 대응원리에 따라, ‘정신 안의 관념대상은 신체 변

용(이하 af)이다’(E2P12, 13). 반면, 이 두 정리(E2P16C1과

E2P17)에 따르면 ‘정신 안의 관념은 신체 변용 말고도 외부 물체의

본성도 지각(응시)52)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은 상호 모순된

51) 기존의 번역에서 ‘modus’는 주로 ‘방식’으로 변역된다.(스피노자, 1990: 88),

(김은주, 2013: 58) (진태원, 2010: 115) 통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물의 ‘양

상’ 또는 ‘방식’으로 번역되는 modus라는 말을 존재론적인 실재인 양태로 고려하

는 것은 스피노자의 존재론의 특징이다. 물론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양태와

방식으로 modus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인용된 단락과 같은 경우, 연장의

양태인 인간 신체가 변용된 신체의 modus는 신체 변용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동

시에, 스피노자가 E2P17D에서 이 modus를 ‘현행적으로 실존하는’이란 말로 수

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실재라는 맥락에서 양태로도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열린 가능성에 의거하여 나는 modus를 ‘방식/양태’로 병기한다.

52)‘응시한다’는 말은 ‘지각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 증명

(E2P17D)에서 제시된 다음 구절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은

(E2P12에 의해) 이 신체 변용을 응시”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E2P12에서

스피노자는 정신이 신체 변용(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을 지각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지각한다’를 ‘응시하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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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 따라서 이 두 정리는 일반적 대응원리를 정초하는 평행론

(E2P7)에 모순된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도대체, 어떻게 신체만을

정신의 대상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이 외부 물체의 본성

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수의 연구자들은 스피노자가 인간의 외적 인식에 대한 경험을 일

반적 대응원리에 의해 설명하는 것을 비판한다. 반론의 지점을 명확

히 드러내기 위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E2P17D를 읽어보

자.

이(E2P17)는 명증하다. [ⓐ]왜냐하면 인간 신체가 그렇게 변용되는 동

안, 인간 정신은(E2P12에 의해) 이 신체 변용을 응시할 것이고, [ⓑ]

즉 (앞의 정리(E2P16)에 의해)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양태/방식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데, 이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involvit). 즉

외부 물체의 본성의 실존 또는 현존을 배제하지 않고 정립하는 관념을 갖

는다. [ⓒ]정신은(E2P16C1에 의해) 이 외부 물체를 현행적으로 실존

하거나 현존하는 것으로 정신이 변용될 때까지는 응시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와 (ⓑ,ⓒ) 간에 있어 동일한

관념이 관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에서 정신이 af를 응시

하는 것은 af와 I(af)에 대한 관념 간의 대응에 의해 설명된다. 즉 ⓐ

에는 일반적 대응원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에 따르면 I(af)

는 외부 물체의 본성과 관계 맺는다. ⓑ에서 I(af)는 외부 물체의 본

성을 함축하(involvere)고, 이로부터 ⓒ에서 정신은 외부 물체의 본

성을 지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대상의 이중성의 정식

53)이는 Barker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잘 보여준다. “[스피노자가 주장한 바] 모든

(아니면 거의 모든) 의식적 상태에 신체에 대한 자각(awaresness)이 있다는 것

은 모호할지라도 충분히 참되다. 하지만 신체 외에 어떤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참되지 않다.-이는 스피노자 자신의 이를테면 E2P16C1(...)과

17(...)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Barker, 1972: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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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정신이 외부 물체를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응시할 때, (ⓐ에 의

해)동일한 관념 I(af)는 af에 대한 관념이자, (ⓑ,ⓒ에 의해)외부 물체에 대

한 관념이다.

이러한 정식에 따르면 동일한 관념의 대상이 af 와 ‘외부 물체’이다.

이는 스피노자의 관념 이론에 관념대상(ideat)의 이중성54)이 있음

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I(af)는 일반적 대응 원리에 따라 af를 ‘대상

으로’ 지각하고, 외부 물체도 ‘대상으로’ 지각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관념대상의 이중성을 근거로 스피노자의 관념

이론에 애매성(equivocation)과 혼동이 있다고 비판한다.55) 이러한

비판의 요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연구자들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에 대한 관념’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한다. Taylor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지속적이고 명백히 무의식적인 스피노자의 애매성에 의해 ‘베드로

에 대한 관념’은 증명의 필요에 따라 [(1)]‘베드로의 뇌와 신경 체계[신

체]에 대응하는 정신적 복합체[정신]’, 베드로의 정신, 또는 [(2)]‘바울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실존하는 정신적 복합체’, ‘바울의 베드로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 사실, 이 두 가지 [관념과 대상의] ‘대응’은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이다. [(1)]베드로의 정신인 ‘베드로에 대한 관념’은 베

드로의 신체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 대응은 하나의 속성과 다른 속성에 관

해 표현되는 동일한 사물이라는 의미에서의 대응이다. [(2)]베드로에 대

한 바울의 관념은 [(1)과] 같은 의미에서 베드로의 신체에 대응하지 않

고...바울의 신체에 대응한다. 56)(강조는 인용자)

인용된 단락에 따르면, 스피노자에게서 “베드로에 대한 관념”이라는

54)델라로카(Della Rocca, M, 1996: 47)의 표현을 따른다.

55)동일한 비판을 Taylor(1972: 206)와 함께, Barker(1972: 136),

Sullivan(1958: 3) 등이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는

Radner(1971: 339)와 델라로카(1996: 49-50)가 잘 정리했다.

56)Taylor, 1972: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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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말은 (1)에서 ‘베드로의 신체에 대응하는’ 관념이지만, (2)에

서는 ‘바울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 (1)은

일반적 대응원리에 따라 사유의 양태와 연장 양태의 대응관계, (2)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식자와 피인식자의 표상(representation)57)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E2P17D에서 살펴본 것처럼,신

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 변용되었을 때, af에 대한 관념 I(af)는 af와

는 대응관계를 맺고, 동시에 외부 물체와는 표상 관계를 맺는다. 요

컨대, 동일한 관념 I(af)는 과연 무엇에 대한 관념인지에 대한 애매성

의 혐의가 부여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들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표현상의 애매성을 넘어 관념

의 두(대응과 표상) 의미를 혼동한다.58)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E2P17D에서 ⓐ ‘정신 안의 관념이 af와 관계한다는 것’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지각)하는 것’, 다시 말해, 외부 물체와

관계하는 것을 ‘즉(hoc es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일시한다. 하

지만 연구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동일시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관념과

대상의 대응 관계’와 ‘관념과 외부 물체의 인지적 표상 관계’는 전혀

동일시 될 수 없는 상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Barker가 잘 보여준다. Barker는 관념과 관념대상

의 대응 관계와 인지적 표상 관계가 어떻게 상이한지를 보이려 한

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편으로, af와 I(af)의 대응 관계는 신체,

특히 뇌의 생리학적 과정59)과 그에 대한 인식의 대응이다. 이 대응

관계가 가리키는 “인간의 뇌의 과정은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 외에 신

57)Barker, Taylor 등의 연구자들은 이 관계를 표상 관계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

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자들이 부각시키는 이 관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적인 표상 작용과 일치하고, 베넷(1984: 155-6), Radner(1971:

347-50) 등이 관념과 외부 물체의 관계를 통상적인 의미에서 표상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한에서 ‘인지적 표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58)Barker(1972)와, Pollock(1887)

59)“뇌의 [생리학적] 과정은 정신에서 단순히 신체 자체의 상태만을 지시하는 감각

과 느낌들만을 수반하는데, 동물, 혹은 어떤 낮은 수준의 동물들의 정신이나 이러

유형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는 인간 정신에 적용될 수 없다.” (Barker, 197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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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함께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한 인식의 조건”60)일 뿐이고, 심지

어 이러한 생리학적 과정에 대한 인식은 대상을 표상하는 인지적 과

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학(생리학)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른 한편으로,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관계의 경우, 이는 “인식하는 정

신과 대상으로서의 [외부] 사물로서의 대상61)”의 관계이다. 따라서

Barker의 비판은 스피노자가 I(af)와 af의 존재론적인 대응 관계에

의거하여 외부 물체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을 해명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Barker가 보기에는 스피노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에 대한

관념의 대응관계와 표상 관계는 전혀 내용이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

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식자와 피인식자의 인지적 표상 관계

를 밝히는 데에 있어 신체의 생리학적 과정에 대한 지식을 함축하고

있는 스피노자의 관념과 대상의 대응 원리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

다.

결과적으로, 스피노자의 이러한 실패는 평행론에 기초한 스피노자의

관념이론의 실패를 시사한다. 데카르트가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식론

의 입장은, 표상과정에서 인식자(concipient)인 정신, 정신에 대상

을 표상해주는 관념, 그리고 대상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62) 이러한

구별 안에서 정신은 정신의 관념이 정신과는 다른 대상들을 표상해주

는 한에서 대상을 지각한다. 그리고 관념의 대상은 신체 말고도 아주

많은 사물들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실체, 속성,

양태 개념의 형이상학 이론-사물들의 인과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들

간의 관계의 상동성과(인식론적 평행론) 실체의 일원론(존재론적

평행론)63)-으로부터 도출되는 스피노자의 평행론은 외부 세계에 대

한 우리의 지각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한 이론이다.64)65) 왜냐

60)같은 책, 같은 쪽

61)같은 책, 138 쪽

62)이러한 구별에 대해서는 Taylor(1972: 206)

63)두 평행론의 구별에 대해서는 본문 2.2.를 참조하라.

64) “스피노자가 그의 선험적인 추론을 경험 자체의 영역 안에 적용할 때, 상황은

아주 다르다. 왜냐하면 그의 추론은 그럴 때, 경험과 갈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그의 선험적 추론에 대한 확신은 그가 가장 명증한 사실들에 눈멀게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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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를 설명하려는 스피노자의 시도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인식 경

험의 사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해명-외적 표상을 인식하는 데에 있

어서 무관한 생리학적 상태와 그에 대한 관념의 대응-을 제시하는 것

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도로 너무나 크다.” Barker(1972: 136)

65)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은 다르지만, Wilson(2001a)도 유사한 입장에 서 있다.

Wilson이 평행론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문제는, 대상의 이중성의 두 측면에 대한

비판보다 스피노자의 관념과 대상의 동일성에 함축된 범심론(panpsychism)적

인 성격이 의식적인 것과 비의식적인 것의 합리적 구별에 무능하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평행론에 의거한 스피노자의 관념이론이 정신의 표상 작용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녀는 Barker, Taylor 등의 연

구자들과 같은 진영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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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념대상의 복합성과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

4.1. 상상의 메커니즘(E2P16~C1)

이러한 비판에 답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상상적 인식의

메커니즘이 규명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

변용되는 최초의 계기부터 정신이 ‘외부 물체의 본성을’ 지각하는 계

기까지(E2P16~C1)의 논변의 과정에서 상상 일반의 기본 메커니즘

을 제시한다.

나는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상상에서 스피노자의 관념과 관념대상의

관계의 본성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본성을 관념대상

의 복합성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성의 내용은, 신체가 외부

물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용될 때, 신체 안에서 산출된 신체 변용

(이하 af)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 합성된 복합체라

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반론에 따르면, 정신 안의 관념은 af와 외

부 물체에 이중적으로 관계한다. 하지만 내가 도출할 관념의 복합성

은 af를 대상의 전체로, af 안에 함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을 af를 이루는 각 부분으로 사고한다. 그리고 관념이 지각하는

것은 두 본성을 함축한 전체이고, 이 두 본성이 ‘신체 변용에 대한 관

념’(이하 I(af))이 외부 물체를 표상할 때 표상하게 되는 관념의 대

상이다. 궁극적으로 이 해석이 노리는 바는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에

서 정신 안의 관념과 외부 물체 간의 순수한 표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이러한 해석에 의거해 제시된 반

론들에 답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념대상의 복합성이 함축된 두 정리(E2P16, C)의

논변의 연쇄를 세 개의 계기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a)“변용된 어떤 물체[신체]의 모든 방식/양태들은(modi)[af] 변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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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신체]의 본성과 동시에 변용시키는 물체[외부 물체]의 본성으로 부

터 따라 나온다(sequuntur).”(E2P16D)

:(a)는 af가 원인의 본성들로 부터 산출되는 물리적 영역에서의 인

과적 조건을 제시한다.

(b)“그것들[변용된 물체의 모든 방식/양태(af)들]에 대한 관념들은

(E1Ax4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의 본성을 함축할

것이다(involvet).”(E2P16D)

:(b)는 (a)에 대한 관념 영역에서 평행론적 대응을 제시한다.

(c) “인간 정신은 자신의 신체의 본성과 함께(cum) 아주 많은 수의 물

체들의 본성을 지각한다(percipere).”(E2P16C1)

:(c)는 (b)에서의 함축을 정신의 지각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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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a) 신체 변용의 두 원인과 상대적 독립성

(a)

“변용된 어떤 물체[신체]의 모든 양태[신체 변용]들은 변용되는 물체[신

체]의 본성과 동시에 변용시키는 물체[외부 물체]의 본성으로 부터 따라

나온다(sequuntur).”(E2P16D)(인용자 강조)

‘따라 나온다sequor’는 동사의 의미에 주의하면, (a)의 핵심은 바로,

신체 변용(이하 af)이 산출되는 인과성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스피

노자는 이 표현을 통상적인 의미해서 ‘야기하다(causari)’라는 의미

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따라 나온다’는 표현은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산출됨을 지시한다. 이러한 용법은, E1P36이 잘 보여준다. “그 본성

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sequatur)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는다.”(인용자 강조) (a)에서 “따라 나오다”라는 말의 용

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원인의 측면에서,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 변용될 때, ‘변용

된 신체의 양태’, 즉 af에는 두개의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af는 ‘신

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외

부 물체’와 ‘신체’가 어떻게 각각 af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순서대로

고찰해보자.

우선, 외부 물체가 af의 원인임은 (a)의 근거가 되는 '자연학 소

론66)'의 서술(L3~Ax1)에 의해 분명하다. 두 물체 X와 Y가 서로

충돌 할(마주칠) 때, X의 운동과 정지 여부는 “필연적으로” 다른 물체

Y에 의해 “규정되어(determinari)”야 한다(L3). 그리고 스피노자는

X의 운동과 정지 여부를 규정하는 Y를 X의 “외부 원인”이라고 부른

다(L3C).

이어서, 인간 신체도 af의 원인임은 『윤리학』 3부의 두 번째 정의

66)E2P13S 다음의 7개의 보조정리(Lemma)와 이 보조 정리들 앞의 2개의 공리

(Ax), 그리고 보조 정리 사이에 있는 공리와 정의(Def), 그리고 그 일반 원리가

인간 신체에 적용된 여섯 개의 요청(Po)을 흔히 자연학 소론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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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Def2)가 보증해준다.

나는 우리 안에 또는 밖에서 우리가 그에 대해 적합한 원인인 어떤 것이

생길 때, 즉(앞의 정의[E3Def1]에 따라) 우리 안에 또는 밖에, 오직 우

리의 본성에 의해 명석 판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따라 나올

때, 나는 우리가 작용한다(agere)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반대로 우리가

그에 대해 부분적인 원인일 수만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생기거나, 우

리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올 때, 우리가 작용 받는다(pati)고 말한다.”(인

용자 강조)

우리의 논의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

간의 수동과 관련된 후반부이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작용 받을 때,

우리-정신 또는 신체67)-가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것의 부분적인 원

인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는 (a)에서 af가 부분적으로 ‘신체의 본

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 이와 동일한 사태라는 것을 지시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이러한 정신/신체의 수동과 상상적 인식에서의

인과적 조건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상하는

한에서 다르게 말해(E2P17S에 의해) 우리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정서[변용으]68)로 변용되는 한에서 작용

받는다.”(E3P56D)(인용자 강조) 따라서 신체가 작용 받을 때(변용

될 때) 그럼에도 신체는 신체 안에 생기는 신체 변용에 대해 최소한

부분적인 원인이다. 다시 말해, 신체가 변용되거나, 작용 받는다고 해

서 자신 안의 상태, 즉 af에 대해서 원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69)

67)앞에서 본 것처럼, 스피노자에게 있어 인간을 가리키는 ‘우리’라는 표현은 데카르

트 식의 결합 모델이 아닌 동일성 관계 안에서의 통일을 의미한다. 즉, “정신과 신

체는 때로는 사유 속성 아래에서 때로는 연장 속성 아래에서 인식되는 동일한

것”(E3P2S)이고 인간은 이러한 두 측면의 동일성과 다름 아니다.

68)여기서 스피노자는 정서와 변용을 동일시한다.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 왜냐하면 사실 정서는 변용의 특수 범주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게 정

서는 “인간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증진하거나 저해하

는 신체 변용들이거나, 동시에 이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E3Def3) 이다. 신체

의 역량이 변하는 조건을 제외하면 정서 자체는 신체 변용이다.

69)그 외 추가적인 근거로 스피노자의 독특한 사물들의 정의(E2Def7)에서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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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가 발생하는 인과성에서 수동인 신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은 능동/수동의 관계와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작용적 인과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해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어떤 두

개의 실재가 상호작용 할 때, 이 두 실재의 능/수동 관계는 원인/결과

관계와 일치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가령 두 물체 A와 B가 상호작

용해서 어떤 사태 X가 발생할 때, X를 A가 일어나게 하고 X가 B 안

에서 일어나면, A는 능동이고 B는 수동이다.70) 그러면, X를 일어나

게 하는 능동인 A는 사태 X의 유일한 원인으로 고려된다. 즉 X를 A

가 야기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피노자의 능/수동성의

고찰은 A와 B의 상호작용의 결과X가 A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A가 능동일 수는 없으며, A가 X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도 없다. 스

피노자에게서 능/수동 여부는 발생한 결과 X를 A의 본성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학 소론의 논의(L3~Ax1), 그리고 능동과 수동

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a)에서 신체의 본성과 외

부 물체의 본성은 af의 두 원인임을 확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af에

대해 외부 물체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신체 변용을 결정하는 외

부 원인이다.(L3C) 다른 한편으로 af는 신체 안에 신체의 본성으로

부터 따라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신체는 af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

이다.(E3Def2)

둘째, 결과의 측면에서 af는 자신의 원인인 두 물체의 본성과 구별

되는 독특한(singular)한 실재로 보아야한다. af는 신체 안에서 일

을 들 수 있다. “다수의 개체들이 동일한 작용에 협력하여 그 모두가 하나의 결

과의 원인일 때, 나는 그 사물들을 그 점에서 하나의 독특한 사물로 부른다.”(인

용자 강조) 여기서 제시된 다수의 개체가 하나의 개체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동

일한 작용이 (a)에서 신체와 외부 물체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면, 신체와 외부

물체 ‘모두’ 하나의 결과인 신체 변용의 원인이다. 따라서 이 때 결과의 원인은 신

체와 외부 물체이다.

70)이러한 견해는 데카르트의 『정념론』 1부 1항이 잘 보여준다. “나는 새롭게 생

기거나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철학들에 그것이 일어나는 주체의 관점에

서는 수동으로 불리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주체의 관점에서는 능동으로 불린

다는 것을 고려한다.”(Descartes, 1973: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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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contingere) 것이고 신체의 어떤 상태(constituo)를 가리키

지만, 신체의 본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상대적 독립성이 있다. 마찬

가지로, af에게는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부터 규정되고 정의되는 것이

지만, 외부 물체로는 환원될 수 없는 상대적 독립성이 있다.

af의 상대적 독립성은 (a)가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자연학 소론의 공

리(L3Ax1)의 후반부에서 암시된다.

“신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변용되는 모든 방식/양태들은 변용

된 물체와 변용시키는 물체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따라서(ita

ut) 동일한 물체가 그를 움직이는 물체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하게 움직

이고, 반대로, 다양한 물체는 동일한 물체에 의해 다양하게 움직인다.”

이 공리의 핵심은 두 물체(X와 Y)가 상호작용 할 때 결과인 변용된

물체(X)의 운동의 방식/양태에 있다. 이러한 운동 양태는 이중적인

원인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이 운동 양태의 특성은 어느 하나의 원

인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X의 운동 양태를 Z라 하면, Z

의 특성은 변수 X와 Y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71) 이러

한 Z의 특성이 결과인 af에 고유한 바로 두 본성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이다.

나아가 신체 변용이 두 원인의 본성에 대해 갖는 상대적 독립성은 존

재론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는 변용의 일종인 정서에 대한 스피노자의

여러 언급에 의해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확인 할 것은 스피노자는 정서에 본질을 부여하면서, 정서를 독

특한 사물로 고려한다는 사실이다. ‘정서(affectus)의 본질’을 언급

한 것은 『윤리학』의 다양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

동적 정서인 정념(passio)의 본질 자체가 논의의 주제인 E4P5에서

71)상대적 독립성은 『윤리학』 다른 곳에서도 암시된다. 사람과 외적 사물과의 상

호작용에서 변용되는 사람들의 본성과, 변용시키는 외부 사물이 조합되는 경우

따르는 정서적 결과의 다양성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때(E3P51), 스피노자는 이

공리를 이용한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결과인 정서가 지니는 두 본성에 대한 상

대적 독립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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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는 (그 원인들로부터의) 정서의 상대적 독립성과 본질 개념

을 연관시킨다.

“그 어떤 정념의 힘과 증가, 실존 안에서의 보존은 우리가 실존 안에서

보존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역량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우리와 비교되

는 외부 원인의 역량에 의해 정의된다.”

“증명; 정념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만은 설명될 수 없

다.(E3Def1, 2에 의해) 즉, (E3P7에 의해) 그 어떤 정념의 역량은

우리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역량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E2P16

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역량에 비교되는 외적 원인의 역량에 의해 필

연적으로 정의된다. QED72).”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스피노자가 개체의 본질과 동

일한 의미의 본질 개념을 정념(수동적 정서)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피노자는 실존하는 개체의 현행적인 본질

을 ‘존재를 보존하는 노력’(conatus)또는 역량(potentia)으로 정의

한다.(E3P7) 이 정리가 개체의 본질의 정의가 그 내용의 핵심인

E3P7을 원용하는 것은 정서의 본질도 개체의 현행적인 본질과 동일

한 위상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서의 본질이 존재론적 위상이 신체의 변

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살피기

위해 정서의 정의(E3Def3)를 보자. 정서는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

가 또는 감소시키고, 증진, 또는 억제하는 신체 변용[af]들, 또는 이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이다. 이는 정서가 af의 특수한 경우로 고려되

고 있음을 지시한다. 곧, af는 신체 역량의 역량 변화와 연관되는 한

에서 정서이다. 물론 스피노자는 신체가 변용할 때, 역량 변화를 수반

하는 경우와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지만73) 그가 이러한 역량

72) QED는 “증명 종료”를 의미한다.

73)이는 E3Po1이 잘 보여준다. “인간 신체는 행위 역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양태



- 56 -

변화와 무관하다고 해서 정서와 같은 산출 원리-외적 원인과 신체로

부터 동시에 산출되는 원리-를 공유하는 af에게 존재론적인 본질 개

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신체 변용은 두

원인인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실재

성을 갖는다.

지금 까지 논의한 두 사실(af의 원인의 이중성, 본질을 가진 실재로

서 af의 상대적 독립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해석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했다는 데에 있다. 기존의 다수의 해

석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공유한다.74)

첫째, 기존 해석에 따르면 신체 변용의 원인은 오직 외부 물체이다.

이점은 Nadler의 다음 언급이 잘 보여준다.

“외부 대상 x에 대한 관념이 정신에 떠오를 때, 신체의 상태가 인간 신체

의 본성과 x의 본성 둘 다를 통해서 설명되고 그 두 본성을 반영하는 것

은 단지 x가 원인이 되어 인간 신체 안에 어떤 결과를 일으켰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는 변용된 신체의 부분을 사유 속성 안에서 표현한 정신 안

의 관념이 그 부분에 영향을 주었던 외부 물체에 관한 것을 포착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관념은 단지 인간 신체의 상태

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인간 신체가 갖게 된 상태는 그 원인

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신체의 상태에 대한 관념 역시 그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75)

Nadler에 따르면, 외부 물체를 표상하는 데에 있어 신체의 상태, 즉

변용이 두 본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은 오직 외부 물체 X가 원인이

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af의 원인은 외

들로 변용되고, 또 그 역량이 더 커지지도 적어지지 않게 하는 다른 양태들로 변

용된다.”

74)Curley, 1969: 130-1. 베넷(Bennett, J), 1984: 156. Mascarenhas

1998: 101. 델라로카. 1996: 47-8 등.

75)Nadler(200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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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물체(X)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이다. 스피노자가 X가 af[상태]를

결정 또는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인 신체 변용이 신체에 의해서

만 설명되지 않는 신체의 수동성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 신체 변

용은 신체 안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신체의 본성에 의해 설명된다. 이

점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본 것처럼 능/수동 관계와 작용적 인과성

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해의 독특성을 가리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해석들은 은연중에, 신체의 본성과 af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베넷의 다음 언급이 잘 보여준다.

“두 물리적 사물들이 상호작용 할 때, 그 귀결은 두 물체 각각이 어떠한

지(what each is like)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공리’[EL3Ax1]에 의거

하여, 그[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Y76)가 다른 사물

item X에 의해 야기된(caused) 내 신체의 상태라면, I(Y)는 ‘Y의

본성은 물론 X의 본성도 함축해야한다. 그 공리는 확실히 참이고, 그 공

리로부터의 스피노자의 추론은 건전하다. 나의 신체 상태들은 나의 환경

으로부터 야기되었기(caused) 때문에,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반영

(reflect)할 수 있다.”77)

이러한 해석의 분명한 오류는-물론 베넷이 신체의 상태, 즉 신체 변

용의 원인을 외부에 한정한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그가 여기서

E2P16을 부정확하게 원용하는 데에 있다. 베넷은 E2P16에서 ‘변

용되는 물체의 양태(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할 것이라’는 진술78) 에서, ‘신체의 본성’의 자리

에 신체 상태(변용)인 Y의 본성을 기입한다. 이는 그가 신체의 상태

의 본성과 신체 자체의 본성을 동일시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

가 (a)에서 강조되어야 할 두 번째 사실에서 명확히 했듯, 신체의 상

태인 Y의 본성은 문자 그대로 신체의 본성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신

76)Nadler의 언급과 일치시키기 위해 X와 Y를 바꿔서 번역했다.

77)베넷(1984, 156)

78)이는 우리가 정립한 (b)의 계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넷이 신체 변용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을 동일시하는 오류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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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상태 Y는 신체와 외부 물체 X와 구별되는 자기 고유의 본질, 즉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실재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석들은 정신 안의 관념인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하 I(af))의 대상인 af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념의 대상인 af의 원인의 한 측면인 신체의 본성

자체가 스피노자의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 이론에서 기여하는 바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스피노자의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을 해석하는 각 해석자들은 상상적 인식

에서 I(af)와 af의 대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기존 해석에

대한 비판을 본고 5.에서 심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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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b)상상적 인식에서 관념과 관념대상의 대응

(b)

“그것들[외부 물체에 의해 변용되는 모든 신체 변용들]의 관념들은

(E1Ax4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 어떤 물체[신체]와 다른 물체[외부 물

체]의 본성을 함축할(involvet) 것이다”(E2P16D)(인용자 강조)

이제 (b)에서 스피노자는 평행론에 의해 정초된 일반적 대응원리를

상상적 인식에 적용한다. (a)는 신체에서 af가 두 원인-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부터 산출된 독특한 결과임을 밝혔다면, (b)는 정신

안에서 이 결과에 대한 관념인 I(af)가 이러한 신체에서의 인과적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

한 한에서 (b)는 상상적 인식에서 평행론이 적용되는 계기이다. 다시

말해 (b)는 변용들이 산출되는 질서와 연관과 그에 대한 관념들이 산

출되는 질서와 연관의 대응을 제시한다.

(b)에서 우리가 도출해 낼 사실은 다음과 같다. 외부 물체에 의해

신체가 변용되는 것이 상상적 인식의 조건이라면, 이러한 조건에

서 주어진 관념과 대상의 관계는 I(af)와 af의 대응 밖에 없다.

즉, 스피노자가 외부에 대한 관념을 설명할 때도, 정신 안의 관념

I(af)가 관계하는 대상은 엄밀하게 신체 안의 상태인 af밖에 없다. 이

는 상상적 인식에서 I(af)에게 어떤 외부 대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

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신 안의 관념의 대상은 오직 af’라는 사실은 (b)에서 I(af)가 신

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을 정당화하는 논증 방식의 문제에 대

한 고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b)에서 스피노자가 I(af)가 신체

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E1Ax4를

원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 공리(E1Ax4)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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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인식[관념]79)은 원인에 대한 인식[관념]에 의존하고, 원

인에 대한 인식[관념]을 함축한다.”(인용자 강조)

스피노자는 (b)에서 이 공리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b)가 E1Ax4를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b)는 ‘모

든 I(af)는 (E1Ax4에 의해) 필연적으로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에

대한 인식[관념]을 함축할 것이다’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리고 스피노자는 (b)에서 E1Ax4에서 제시된 ‘의존한다’는 동사를

생략한다.『윤리학』의 연역적 엄밀성을 고려하면, (b)에서의 이러한

적용은 E1Ax4 자체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생략

된 적용이라고 보는 것은 그럴 듯하다.80) 하지만 이를 단순한 생략으

로 보는 것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적용에 대한 스피노자의

의도에 대한 물음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E1Ax4자체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E1Ax4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원인과

결과 간에 있는 인과 관계와, 인과적 관계에 대한 인식들 또는 관념들

의 관계의 대응이다. 가령, 원인을 A라 하고, 결과를 B라 했을 때, A

와 B 간의 필연적인(E1Ax381)) 인과 관계에 관념 I(A)와 I(B)의

-I(B)가 I(A)에 의존하는-의존 관계가 대응한다. 이러한 인과성과

인식에서의 의존성의 대응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피노자가 평

행론 정식의 논변을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였다.(E2P7D) 평행론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적 연관에 대하여 관념들의 의존 관계

가 대응하는 것은 A에서 B로의 인과적 연관은 I(A)에서 I(B)로의

인과적 연관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E2P7) 그리고 관념들은

79)스피노자는 ‘인식’과 관념을 ‘동일’시 한다. “야기된 것causti에 대한 관념은 그것

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해 야기된 것이 결과인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

다.”(E2P7D)

80)델라로카(1996: 65), Wilson(2001b: 86)이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

81)“규정된 원인이 주어지면,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결과가 따라 나온다, 반대로 규

정된 원인이 없다면, 그로부터 결과가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은 없다.”(인용자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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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다른 사유 속성의 양태들을 원인으로 가질 수 없기(E2P6) 때

문에, A에서 B가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인인 관념

I(A)로부터 결과인 관념 I(B)가 산출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E1Ax4

의 후반부-‘원인의 인식[관념]을 함축한다’-는 I(A)에서 I(B)로의

인과적 산출 관계가 있을 시, I(B)는 I(A)를 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지만, (b)의 경우에서 결과에 대한 관념 I(af)는 두 원인에 대

한 관념 I(신체의 본성), I(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지 않고, 다른

속성의 양태인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직접 함축한다.

그렇다면 (b)에서 ‘정신 안의 관념 I(af)가 연장의 영역에 속하는 두

물체의 본성을 직접 함축한다고 표현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미를 아는 데에 있어 게루의 해석82)이 도움이 된다, 게루

는 (b)에서 스피노자가 E1Ax4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을 통

해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들의 질서와 적합한 관념들의 질서 간의 차

이를 부각시킨다. 우선 게루는 E1ax4에 내포된 관념 I(A)에서 관념

I(B)로의 산출 관계를 적합한(adequate) 관념들의 질서로 규정한

다.

“그 자체로, 즉, 신 안에서 인식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나아가고, 원인

에 대한 관념은 결과에 대한 관념을 발생시킨다....이는 적합한 관념의

발생적(génétique) 질서이다. 이 질서에서 원인의 관념은 1차적으로,

즉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결과의 관념을 불러일으키는데(commende),

이 결과의 관념은 2차적이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83)

하지만, 게루는 상상적 인식과 연관되는 (b)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전

도된다고 본다.

“반대로, 상상적 평면(plan)에서는 정신은 인간 신체와 외부 물체들을

그의 신체 변용의 관념들에 의해 지각한다. [상상에서는] 결과에 대한 관

82)게루, 1974: 194-5

83)게루, 197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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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즉 변용에 대한 관념이 1차적으로[직접적으로] 주어지고,..원인들에

대한 지각, 즉 외부 물체에 대한 지각과 인간 신체에 대한 지각은 결과에

대한 관념, 즉 변용에 대한 관념의 매개에 의해 2차적으로 주어진다.”84)

게루가 보기에 적합한 관념의 질서 자체에 “낯선(étranger)” 상상적

인식에서는 오히려 적합한 관념들이 질서와는 반대로 “원인에 대한

관념이 결과에 대한 관념에 의존한다.” 게루에게는 바로 이러한 적합

한 관념의 질서와 대조 했을 때,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들의 의존관계

의 전복이 스피노자가 (b)에서 E1Ax4를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의도

를 나타낸다.

E1Ax4가 ‘적합한 관념들의 발생적인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게루

의 해석은 부분적으로 정당하다. 왜냐하면, E1Ax4가 관념들의 인과

적 산출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스피노자가 이처럼 산출되는 관념들을

참되고 적합한 관념이라 규정하기 때문이다.8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상적 인식’을 이러한 질서에 ‘낯선’것으로 규정하는 게루의 해

석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 상상적 인식과 동일한

외연을 갖는 “부적합하고 혼동된 관념들은 적합한 관념들...과 동일

한 필연성으로 서로 잇따르(E2P36)”(인용자 강조)기 때문이다. 모

든 관념이 평행론에 의거하여 이러한 필연성을 준수하는 것은 상상적

인식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b)에서 E1Ax4의 변

칙적 적용의 의도는 상상적 인식과 적합한 인식의 간의 차이를 드러

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루의 해석에 동의하지만, 그러한 차이의 근거

가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들의 의존관계가 전도된다는 것에 있다고 생

84)같은 쪽

85)이점은 E2P36D의 다음 구절이 잘 보여준다. “모든 관념들은 신 안에서 참되다

(E1P15에 의해). 그리고 신에 연관되는 한에서 모든 관념들은 참되고(E3P32

에 의해), 적합하다(E2P7C에 의해).” 여기서 스피노자가 모든 관념들이 적합하

다고 말할 때의 근거는 E2P7C이다. E2P7C는 사물들에 합치하는 관념들이 신

의 지성으로부터 인과적으로 산출되는 연관을 지시하고 있고 스피노자는 이러한

연관 안에 있는 관념들에게 적합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E1Ax4도 평행론의 근거로 기능하는 한에서 이러한 산출적 연관을 나타낸다. 따

라서 E1Ax4는 적합한 관념의 질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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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이에 대한 대안적 해석의 단초는 다음과 같은 스피노자

의 언급에 있다.

“...이 [신체]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은 오직 인간 정신 안에 있는 한에서

전제 없는 결론들 같은 것이다...”(E2P28D)(인용자 강조)

여기서 ‘전제 없는 결론’이라는 비유에 주의하자. 스피노자는 이 증

명(E2P28D)에서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I(af)]들을 부적합하고 혼

동적인 관념들로 규정하면서 이 관념들에 ‘전제 없는 결론’이라는 특

징을 부여한다. ‘전제와 결론’의 관계는 통상적 의미에서 원인과 결

과의 논리적 관계를 지시하고, 스피노자는 이러한 전제와 결론의 관

계를 관념들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리고 전제인 관념과 결과인 관념

의 관계는 E1Ax4에 내포된 관념들 간의 인과관계에 다름 아니

다.86) 따라서 이 ‘전제 없는 결론’이라는 표현은 (b)에서 두 원인의

본성을 함축하는 관념들은 ‘원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관념들87)임

을 지시한다. 다시 말해 (b)에서 I(af)는 원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결과만을 대상으로 갖는 관념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

는 상상적 관념들이 원인으로부터 “절단된(mutilita)(E2P35)” 인

식임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게루의 해석과는 반대로 이러한 관념들

은 원인에서 결과로 산출되는 적합한 관념의 질서에 외적인 관념들

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상상적 관념들은 이 질서를 원인에

대한 관념 없이 불완전하게, 즉 부적합하게 일부만, 즉 결과만 표현하

는 한에서 관념들이 산출되는 질서에 내적인 부분적인 관념들이다.

그래서, 나는 (b)에서 스피노자가 ‘I(af)가 두 원인의 관념(I(신체의

86)이러한 관념들의 논리적 연결에 관련해서는 베넷(1984: 127) 참조.

87)상상적 인식과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 된다. 거짓의 성

립조건이 그 주제인 E2P35에서,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관념들...이 함축하는 인

식의 결여(privation)”를 언급한다. 이 인식의 결여의 내용은 같은 정리의 주석

에서 자유에 대한 통념에서 ‘원인에 대한 인식의 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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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 I(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는 표현을 생략한 것이 원인

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상적인 관념과, 적합한 관념의 차이를 드러

내려는 의도를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적합한 인

식을 설명하는 맥락(E2P45D)에서 E1Ax4를 원용할 때는 (b)와

다르게 E1Ax4를 온전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스피노자는 적합

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결과에 대한 관념이 ‘원인의 본성’을 함축한다

고 말하지 않고, ‘원인에 대한 관념[개념]을 함축한다고 말한다.88)

반대로, (b)의 경우, 상상적 인식과 연관된 한에서 결과에 대한 관념

은 원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이 경우 I(af)가

두 물체의 본성의 관념을 함축한다고 말하지 않고, 물리적 영역의 두

물체(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직접 함축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E1Ax4에서는 주어진,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라는 표현이

(b)에서 생략된 것도, 상상적 인식에서 결과에 대한 관념 I(af)만 정

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원인관념과 결과관념의 의존 관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의 논의의 맥락에서, 이러한 (b)에서의 E1Ax4의 적용의 문제

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상상적 인식을

스피노자가 원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절단된, 또는 원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관념으로서 상상적 인식은 결과와 결과에 대한 관념의 대응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 변용

되는 조건에서도’ E2P12와 마찬가지로 E2P16과 그에 근거하는 많

은 정리들에서 평행론이 기초하는 일반적 대응원리는 준수된다. 앞

88)스피노자는 ‘개체에 대한 관념이 신의 본질을 함축 한다’는 주장을 증명하려는

E2P45D에서, 신의 본성이 실존하는 현행적인 사물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렇

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관념들은 E1Ax4에 의해 신의 속성들에 대한

개념[관념](conceptum)을 함축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정리(E2P46)

에서 “각 관념[원인에 대한 인식]이 함축하는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대한

인식[원인에 대한 인식]은 적합하고 완전하다.”고 말한다. 이 때 스피노자는 (b)

와 다르게 이 인식과 상상과 무관한 적합성과 관련된 경우에 한에서는, 원인에 대

한 인식[또는] 관념을 결과에 대한 인식 관념이 함축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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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논의할 (c)에서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지각하지만, 이러한 지각은 원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 속에서, 결과와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관념의 대응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야 한다. 예

컨대, (b)에서 ‘I(Af)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는 표현이 상상

적인 인식에 있어서 I(af)가 af의 두 원인 중 하나인 외부 원인(외부

물체)을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89)이라거나, 마찬가지로 게루처럼

외부 원인(외부 물체)를 2차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각한다는 것

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90)

우리는 방금 두 원인과 I(af) 간에 직접적인 인식적 관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논의의 흐름 안에서 (b)

는 (c)-‘정신의 af의 두 원인의 본성에 대한 지각(E2P16C1)’-의 전

제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관념과 대상의 일반적 대응원리에 의한

I(af)와 af의 대응의 틀 내에서 I(af)가 두 물체의 본성을 직접 함축

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금 밝힌 것처럼, (b)에서 I(af)가 외부 물체와 신체의 본성을 함

축하는 원리는 결과(af)와 결과에 대한 관념(I(af))의 대응에 의해서

만 구해져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I(af)가 다른 속

성인 연장 속성의 양태의 두 본성을 함축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

식은 물리적 영역에서 af가 결과로서 두 물체-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스피노자는 다

음 정리(E2P17)에서 af가 그 외부 원인의 본성을 함축한다고 말한

다.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양태[변용으]로

(E2P17)”(인용자 강조) 변용된다. 그리고 외부 물체의 본성이 그의

원인이기 때문에 af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것이라면, 마찬

가지로 af는 자신의 또 다른 원인인 신체의 본성도 함축해야한다. 이

89)이러한 해석이 바로 델라로카의 해석이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상상적 인식에서

그는 인간 정신이 af를 지각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외부 대상(원인)을 직접

적으로 지각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 5.3.을 참조하라.

90)이는 베넷(1984), 조아킴(Joachim, 1901) 등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5.2.에서 상세하게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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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함축은 동사 ‘involvere’의 ‘감싸다’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물체의 본성은 af를 이루는 것으로 af 안에 감싸인다는 것이다. 따

라서 우리가 결과와 결과에 대한 관념의 대응으로 상상적 인식을 이

해하기 때문에, I(af)가 두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는 것은 이 관념이

af에 함축된 두 본성에 대한 인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af 안에 감싸인(함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

의 본성 자체가 구별되는 것에도 주의해야한다. 스피노자는 그가 본

성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그것의 현존이 필연적으로 사물의 실존을 정립하고, 그것의 제거가

필연적으로 사물을 제거하는 것이 본질에 속한다고 말한다. 아니면 본질

에 속하는 것 없이 사물은, 반대로 사물 없이 본질에 속하는 것은 존재할

수도 알려질 수도 없다.”(E2Def2)

이 정의에 따르면, af 안에 함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은 외부 물체의

본성 자체와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서 af 안에 함축된 ‘본성’은 외부

물체가 없을 때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부 물체 자체의 본성

은 외부 물체가 실존하지 않으면 제거되고, 이 본성이 없으면 이 물체

도 제거된다. 그리고 af 안에 함축된 신체의 본성은, 신체가 af가 없

을 때도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신체의 존재를 항상 수반해야하는 신

체의 본성 자체와 구별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명하는 것이 외

부 물체에 대한 상상 또는 표상 작용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 (b)에서 ‘I(af)가 외부 물체를 함축한다’는 것이, 우리

가 곧 논의할 (c)에서 ‘I(af)가 외부 물체를 지각한다’는 것과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면 이 때 I(af)가 지각하는 것은 외부 물체의 존재를

항상 수반하는 외부 물체의 본성 또는 본질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I(af)가 af에 대응할 때 정신이 지각하는 것은 외부 물체 자체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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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c)관념대상의 복합성

(c)

“인간 정신은 자신의 신체의 본성과 함께(cum) 아주 많은 수의

물체들의 본성을 지각한다.”(E2P16C1)(인용자 강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거하여 상상에서의 지각이 무엇인지

를 살펴보자. 스피노자는 (c)에서 (b)로부터 어떠한 매개도 없이 인

간 정신의 두 종류의 물체들의 본성에 대한 지각(perceptio)을 도출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도출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정신의 지각에서 일반적 대응원리를

확인하면서 본 것처럼, 스피노자에게 ‘정신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관

념이 있는 것’과 ‘정신이 그 관념의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같은 것이

기 때문이다(E2P12)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c)의 표현의 배

후에는 우리가 (b)에서 확인한 관념인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하

I(af))과 ‘신체 변용’(이하 af)의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대응은 곧, 정신이 af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af는

신체와 외부 물체의 각 본성을 그 전체의 세부(detatil)91)로서 함축

하기 때문에, 정신이 전체인 대상 af를 지각한다는 것은, 그 세부까지

도 동시에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에서 제시된 ‘신체’와

‘[외부] 물체’의 각 본성에 대한 정신의 지각은 상상적 인식에서 정신

이 지각하는 대상인 af의 세부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의 전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정신이 아

주 많은 물체들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을 동시에 지각한다’는 것은 아

주 많은 물체들과 신체가 상호작용 할 때마다 산출되는 그 모든 af에

대해 I(af)가 대응하기 때문에, 정신이 그 많은 물체들의 본성을 지각

할 때마다 신체의 본성도 같이 지각해야함을 의미한다.92)

91)af를 전체로, af가 함축하고 있는 두 본성을 세부로 표현하는 것은

Matheron(2009a: 694)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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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윤리학』에 제시되는 모든 종류

의 상상적 인식에 공통적인 인과적 조건-외부 물체와 신체가 상호작

용하는 조건-에서 산출된 관념과 관념대상 간의 일반적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관계의 특징을 관념대상의 복합성

(complexity)으로 표현한다. 곧 관념들의 대상 af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그리고 I(af)는 이러한 복합성에 대한 관념

적 표현이다.

이제까지의 고찰에 의거하여, 관념대상의 복합성은 다음과 같이 설

명된다. 우리가 (b)에서 이끌어낸 바, I(af)는 원인이 부재한 ‘결과에

대한 관념’이다. 이 관념은 결과와 결과에 대한 인식의 대응에 의해서

만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I(af)의 대상은 오직 af의

전체이다. 그런데 이 대상 af는 자신을 이루는 신체와 외부 물체의

함축된 본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af를 구성하고 있는, af의

세부인 두-신체와 외부 물체의-본성 모두 I(af)의 부분적인 대상이

다.

스피노자가 (c)에 이어 곧바로 제시하는 다음의 따름정리

(E2P16C2)또한 이러한 관념대상의 복합성을 잘 보여준다.

“이로부터 우리가 외부 물체들에 대해 가진 관념들은, 외부 물체들의 본

92)여기서 (c)의 ‘아주 많은 수의 물체들’이란 표현과 관련하여 (b)와 (c)간의 간극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E2P16)에서 신체 변용

에 대한 하나의 관념이 ‘외부 물체의 본성’과 인간 신체의 본성을 하나씩 함축 했

다면, (c)(E2P16C1)에서 정신은 하나의 외부 물체의 본성이 아니라, ‘아주 많

은 수’의 물체들의 본성을 지각한다. 이는 (b)와 (c) 간에 ‘단수의 외부 물체의 본

성’에서 ‘다수의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의 간극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은

주, 2013:59) 하지만, 나는 (b)와 (c) 간에 신체 변용의 관념이 관계하는 물체

의 본성의 수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의 간극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b)에서의 논의 대상은 단일한 신체 변용과 그에 대한 관념 간의 대응이고, (c)는

이러한 대응의 원리에 해명되는 우리의 지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에 불과

하다.

        관념     대상
I{af(인간 신체의 본성 외부 물체의 본성)} af(신체의 본성 외부 물체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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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 우리 신체의 상태(constitutionem)를 더 많이(magis) 지시한

다(indicant)는 것이 따라 나온다.”

여기에서 관념대상의 복합성과 연관된 표현은 ‘더 많이’이다. 외부 물

체의 본성보다 신체의 상태를 어떻게 더 많이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난점93)이 거론되긴 하지만, 스피노자가 ‘우리 신체의 상태

(constituo)’와 ‘af’를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동등한 개념으로 고려하

는 것을 염두에 두면(E3af1Ex1)94), ‘더 많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 신체의 상태’는 관념이 표상하는 내

용의 전체를 지시하고 외부 물체들의 본성은 상태의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념들은 부분보다 전체를 더 많이 지시할 수밖

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성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af와 I(af)

의 대응 시에 대상 전체를 이루는 두개의 부분적인 대상 중에 어떤 하

나가 지각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신의 부분적

인 대상에 대한 지각은 대상 전체인 af와 I(af)의 대응 안에서 가능하

기 때문이다. 가령, 내 신체가 태양으로부터 변용되었을 때, 인간 정

신이 af에 복합된 세부인 나의 신체의 본성을 지각하지 않고, 태양만

의 본성만을 지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

미에서 (c)에서 언표된 바와 같이 정신은 신체와 외부 물체의 함축된

각 본성을 “동시에cum” 지각한다.

93)제기되는 난점은 E2P16에서 af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으로부터

동시에 따라 나왔는데, 어떻게 I(af) 신체의 본성을 더 많이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문제제기는 우리가 신체의 상태(constituo)를 신체 변용으로 혼동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체의 상태’를 af로 간주하고, 이 정리를 해석한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고찰은 진태원(2010, 113-4), 김은주(2013,

58-60)를 참조하라.

94)“..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본질의 변용을 이 본질의 그 어떠한 상태

(constitutinem)로 이해하기 때문이다.”(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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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

4.2.1. 관념대상의 복합성과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

이제, 관념대상의 복합성으로 E2P17에서 제시된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을 설명해보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는 난점이 있다. 왜냐

하면 E2P17의 진술은 방금 도출한 대상의 복합성과 온전하게 들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양태/방식(modus)

로 변용될 때, 인간 정신은 그의 신체가 이 물체의 현존, 또는 현존을 배

제하는 정서로 변용될 때 까지는, 이 같은 외부 물체를 현행적으로 실존

하는 또는 현존하는 것으로 응시(contemplabitur)할 것이다.”(E2P17)

(인용자 강조)

이 정리에서 신체 변용(이하 af)은 ‘인간 신체에 어떤 외부의 본성

을 함축하는 양태/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표현은 E2P16과 다르게

대상인 af의 일부를 구성하는 신체의 함축된 본성을 누락한다. 즉 이

표현대로라면, af에는 외부 물체의 본성만이 함축된다. 그리고 이 정

리의 증명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E2P16, E2P16C1을 참

조하면서 스피노자는 af가 신체 자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것을 표현하

지 않는다.95) 그렇다면, 이러한 생략이 외부 물체의 상상에 있어서

인간 정신이 신체의 본성을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

95)“이는 명증하다. 왜냐하면 인간 신체가 그렇게 변용되는 동안, 인간 정신은

(E2P12에 의해) 이 신체 변용을 응시할 것이고, 즉(앞의 정리(E2P16)에 의

해)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양태에 대한 관념’을 가

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부 물체의 본성의 실존 또는 현존을 배제하지 않고 정

립하는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정신은(E2P16C1에 의해) 이 외부 물체를 현행

적으로 실존하거나 현존하는 것으로 정신이 변용될 때까지는 응시할 것이다.”(강

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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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af가 신체의 본성이 그 원인이 아니라면, 그 자신이 신체 안에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E2P13), 이처럼 af가 산출되는 인과성을 고

려하면 여기에서 af가 신체의 본성을 함축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2P17에서 스피노자가 af가 함축하는 두 본성

중 하나인 외부 물체의 본성만을 함축한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

엇인가?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신체의 상태에 대한 관념인 ‘신체 변용

에 대한 관념’(이하 I(af))이 어떻게 외부 물체에 연관된 관념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E2P17은 한갓 신

체의 상태에 대한 관념이 우리에게 외적 사물에 대한 표상 작용으로

경험되는 맥락을 해명하기 위한 정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는 정신의 신체에 대한 상상 설명할

때(E2P19)는 관념의 ‘외부 물체의 본성의 함축’을 표현상에서 누락

한다.96)

I(af)와 af의 대응에 의해 설명되는 상상적 지각의 내용은 엄밀히 말

해 외부 물체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이 복합된 전체 대상 af에 관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 af의 일부를 구성하는 외부 물체의

본성은 af의 두 원인 중 하나인 외부 물체와 관련된 정보이다. 따라

서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에서 스피노자는 신체 자체의 본성도

함축하고 있는 af를 사물의 이미지(E2P17) 또는 사물의 흔적

(vestigia)(E3Po2)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의 이미지

에 대한 관념이 “외부 물체를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

한”(E2P17S)다.

96)“...인간 정신은 이 같은 변용들을 지각한다(E2P12에 의해), 따라서 (E2P16

에 의해)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 자체를 지각하고, 신체 자체를(E2P17에 의

해)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정신이 인간 신체 자체를 지

각하는 것은 오직 그것에 의해서이다.”(E2P19D) 여기에서도 ‘신체에 대한 표상

작용’은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af와 I(af)의 대응으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상에서도 정신이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지각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스피노자가 이 함축을 생략한 것은 E2P17

과 같은 사정에서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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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af와 외부 물체와 연관된 맥락이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적 인식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상상적 관념

I(af)의 대상인 사물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는 af일 뿐이다. 그렇기 때

문에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은 af안에 함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

과만 관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외부 물체를 응시할 때에도, 이러한 표

상을 담당하는 상상(imaginatio) 관념(I(af))은 그 대상 전체인 사

물의 이미지(imago) 전체에 대한 인식이다.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에서 관념은 외부 물체만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정보까지도 복

합된 전체 대상을 표상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외부 사물을 상상할

때, 상상적 관념은 외부와 동시에 내부의 정보를 그 인식 내용으로 포

함한다.

상상적 인식의 내용에 있어서의 복합적 구성은 스피노자가 제시한

‘태양과 우리 자신의 거리’에 관한 오류의 사례(E2P35S)를 통해 드

러낼 수 있다. 이 사례97)에서 인간 정신은 태양을 상상한다. 즉, 현

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처럼 표상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은 이러한 태양에 대한 상상에 포함된 ‘태양이 200피트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리감’이다. 이러한 상상에서의 오류는 200피트의 거

리감과 ‘태양의 본성 안에 포함된 특성인 태양의 참된 위치’의 불일치

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이 거리감 자체를 오류 또는

거짓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태양의 “참된 거리”(지구 지름

의 600배 이상)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감 자체’는 태양에 대

한 상상의 지각 내용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태양을

표상할 때 태양의 본성과 무관한 이러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가?

97)“...우리가 태양을 응시할 때, 우리는 태양이 우리로부터 약 200피트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 오류는 오직 그 상상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태

양을 상상하는 동안 우리가 그의 참된 거리와 이러한 상상의 원인에 무지하다는

사실에 있다. 외냐하면, 조금 늦게 우리가 태양이 우리로부터 지구의 지름에 600

배 이상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태양을 우리

에 가까운 것으로 상상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 참된 거리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

리 신체 변용이 태양의 본질을 신체 자신이 태양에 의해 변용된 한에서 함축하기

때문이다.”(E2P3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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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우리가 그 참된 거리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체 변용이

태양의 본질을 신체 자신이 태양에 의해 변용된 한에서 함축하기

때문이다.”(E2P35S)(인용자 강조) 이처럼, af는 두 물체의 본성이

원인인 인과적 조건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af는 외부 물체(태양)의

본성을 함축하는 동시에 반드시 신체의 본성도 함축해야 한다. 그렇

다면 이러한 조건 속에서 ‘200피트만큼의 거리감’이 기인하는 곳은

af 안에 함축된 신체의 본성 외에서는 찾을 수 없다.98) 그리고 이 거

리감 자체는 우리가 태양을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표상할 때

이 표상된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

요컨대, 이러한 사례와 같이 외부 물체에 대한 감각적 표상 작용에서

관념대상의 복합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태양을 현행적으로 실존

하는 것처럼 표상해주는 관념 I(af)는 태양에 의해 변용된 신체의 af

를 전체 대상으로 갖는다. 그리고 I(af)는 200피트의 거리감이 속하

는 신체의 함축된 본성과 외부 물체의 함축된 본성(태양 고유의 성

질)을 부분적인 대상으로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물

체의 표상 작용에서 관념이 표상하는 내용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

체의 본성으로 이루어진 사물의 이미지 전체이다.

4.2.2. 관념대상의 복합성과 단절로서 상상적 인식

결국, 스피노자에게 있어 이미지 전체(af)가 그 대상이 되는 외부 물

체에 대한 표상 작용은 상상 관념 I(af)와 외부 사물의 직접적인 표상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단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상상적 관념은 자신이 표상하는 외부 사물

98)이 사례에서 신체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체의 수용적 능력이다. 이는 E4Def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로

부터 200피트 이상에 있는, 즉 우리가 있는 장소에 관해 그 거리가 우리가 판명

하게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초월한 모든 대상들을 우리는 대개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우리가 판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스피노자는 “특정한 한계”로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 본성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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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다. 99)

“사용되는 말을 보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관념들이 외부 물체를 우리에

게 현존하는 것처럼 표상하는(repraesentant) 인간 신체 변용들을 우

리는 그것들이 사물들의 형태(figuras)를 재생하지는(referunt) 않지

만 사물의 이미지들(imagines)이라 부른다. 그리고 정신이 이러한 방

식으로 사물들을 응시할 때(contempulabitur)우리는 정신이 상상한다

고 한다.”(E2P17S) (인용자 강조)

이 단락에서, ‘단절’은 ‘사물의 이미지(af)가 사물들의 형태를 재생하

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타낸다. 이미지에 대한 관념인 한에서, 상상

관념이 표상하는 것은 외부 물체의 형태가 아니다.

이는 곧,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이 표상하는 내용상의 단절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상상 관념은 ‘사물이 우리에게 현존하는 또는 현행적으

로 실존하는 것으로’ 표상하지, 외부 사물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

다. 왜냐하면 관념대상의 복합성에 따르면 상상 관념의 내용이 되는

대상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이 결합된 전체이기 때문이

다. 즉, 관념이 표상하는 내용에서 외부 물체의 본성은 대상 전체에서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태양에 대한 표상은 태양

자체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본성의 역량에 기인하는 감각

적 내용(태양이 200피트 거리에 있다는 느낌)이 추가된 전체이다.

이러한 전체로서의 표상 내용은 외부 물체 자체의 본성과 상이하다.

따라서 인간 신체는 외부 물체로부터 변용된 한에서 외부 물체 자체

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심지어, 이러한 표상 내용상의 단절적 성격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상상(hallucination)(E2P17C)에서 더 심화된다. 여기에서 ‘외부

물체를 실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상상적 관념의 표상 내용과 외부

물체의 현존 자체는 불일치한다. 인간 정신은 ‘외부 물체가 실존하지

99)이러한 ‘단절’ 개념에 대해서는 진태원(2010: 120-1)을 참조.



- 75 -

않아도’ 외부 물체를 실존하는 것처럼 상상하게 된다.

인간 정신을 한번 변용시켰던 외부 물체들을 정신은, 그 물체들이 실존하

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체들을 그럼에도 현존하는

것으로/것처럼(velut praesentia essent) 응시할 것이다.(E2P17C)

스피노자는 이 따름정리의 증명(E2P17CD100))에서 ‘실존하지 않는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을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유동적 부분’, ‘무른

부분’-들 간에 있는 ‘자생적 운동’ 과정에 의해 설명한다. 이 운동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외부 물체들이 인간 신체의 유

동적 부분들로 하여금 가장 무른 부분들을 자주 때리도록 규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곧, 신체와 외부 물체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에 충돌하고, 무른

부분에 표면이 새롭게 변했을 때, 인간 신체는 변용된다. 이러한 과정

은 E2P17에서 외부 물체가 현존할 때의 표상과정의 신체적 측면에

대한 해명과 동외연적이다. 첫번 째 단계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외부 물체가 실존하지 않아도, 유동적 부분은 무

른 부분으로부터 다시 반사되어 운동한다. 이 단계에서 이 반사적인

운동의 결과에 의해 신체 전체가 변용되었을 경우 이 변용에 대한 관

념의 실존이 ‘현존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상상을 가리킨다. 정신은 이

때 현존하지 않는 외부 물체를 실존하는 것처럼 응시하게 된다.

이 증명에서 신체의 자생적 운동의 두 번째 단계에서 실존하는 ‘외부

100)“외부 물체들이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들로 하여금 가장 무른 부분들을 자주

때리도록 규정하는 동안, 외부 물체들은 이 무른 부분들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E2Po5에 의해), 이렇게 하여(E2L3Ax2에 의해) 유동적 부분들은 그 이전에

습관적으로 그래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사되며 이후에도 역시 그들의 자생

적 운동으로 이 새로운 표면과 접촉하면서, 그것들이 외부 물체들에 의해 이 표면

쪽으로 떠밀렸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반사된다. 그 결과 인간 신체는, 이렇게 반

사된 유동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하는 동안, 그것들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변용되며 정신은 또 다시 (E2P12에 의해) 그러한 양태/방식을 사유할 것이고,

즉(E2p17에 의해) 외부 물체를 현존하는 것처럼 응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들이 그들의 자생적 운동으로 동일한 표면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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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자체’와 ‘외부 사물에 대한 표상’ 간의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I(af)의 대상이 실존하는 외부 물체가 아니라 af

이기 때문이다. 이 따름정리의 증명(E2P17CD)에 따르면, 신체의

두 번째 단계의 운동의 결과,

“정신은 또 다시 (E2P12에 의해) 그러한 양태/방식[af]을 사유할 것

이고, 즉(hoc est)(E2P17에 의해) 외부 물체를 현존하는 것처럼 응시

할 것이다.”(인용자 강조)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신체의 양태, 즉 af에 대한 사유’와 이 물체에

대한 실존 판단 즉, ‘외부 물체를 현존하는 것처럼 응시하는 것’을 “즉

(hoc est)”이라는 표현으로 동일시한다. 이는 외부 물체 자체가 실존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af의 실존 외에 어떤 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 물체가 현행적으로 실존할 때도, 정신의 외부

물체의 ‘실존 판단’에 대한 근거는 외부 물체에 있지 않다. E2P17의

증명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신체가 그렇게 변용되는 동안, 인간 정신은(E2P12에 의해)

이 신체 변용을 응시할 것이고, 즉(앞의 정리(E2P16)에 의해) 외

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방식/양태에

대한 관념을 가질 것이다.”(인용자 강조)

여기서 정신의 외부 물체의 실존 판단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외부 물

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방식/양태’ 즉, af의 ‘실존’에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신체 안에 외부 물체의 본성을 (신체 본성과 함께) 혼동되게 함

축한 af만 존재한다면, 정신은 “정신이 다른 변용으로 변용될 때까지

(E2P17)”, 또는 외부 물체들의 “실존을 배제하는 다른 관념이 없는

한에서(E2P17S)” 원리상, 정신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는 관성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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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E2L3C)에 따라 외부 사물을 실존하는 것으로 응시하게 된다. 이

는 E2P17C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외부 물체들이 실존하지 않아도,

외부 물체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함축한 af가 실존하기 때문에, 정신

은 외부 사물을 실존하는 것처럼 응시한다. 이는 곧 E2P17과

E2P17C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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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념대상의 복합성과 기존 해석의 대조

지금까지 전개한 우리의 논의는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의 대상을-외부

물체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이 복합된-신체 변용(이하 af)으로 한정

하고, 상상적 관념인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하 I(af))의 외부 물

체에 대한 표상 작용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상상적 표상 작용에서 관

념과 그 대상의 관계에 대한 기존 해석은 나의 해석과 상충한다. 이

장에서 나는 기존의 해석을 ‘관념 대상의 복합성’으로 해석한 나의 해

석과 대조하면서 기존 해석의 부적절함을 논증할 것이다. 스피노자의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과 관념대상의 관계에 대한 기존 해석에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경향이 있다. ➀대상 관계와 표상 관계의 구별

(Radner), ➁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의 구별(베넷, 조아킴

등), ➂일의적 관계론(델라로카).

5.1. ➀대상 관계와 표상 관계의 구별(Radner)101)

Radner(Radner, Daisie.)는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에서, 동일한

관념에 대하여 “관념의 대상”과 “이 관념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구별

한다. 이에 따라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에서 동일한 관념이 두 개의

관계를 갖는다. 첫째, 관념과 관념의 대상(object)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평행론적 대응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곧, 형상적 실재성을 지

닌 어떤 사물과 그에 평행론적으로 대응하는 관념의 관계이다. 둘째,

표상 관계는 관념이 표상하는 외부 사물과 관념의 관계이다. 그녀는

이 관계가 외부 사물과 나의 신체의 인과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다.102)

101)Radner(1971, 347-350)

102)이러한 식으로 대상관계와 대응 관계를 구별하는 한에서, 그의 해석은 우리가

앞에서(2.1.2) 제시한 관념의 애매성의 반론을 제시하는 해석들과 유사하다. 하

지만 그는 비판적인 연구자들과 다르게 스피노자가 두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혼동

했다기보다 의도적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본다.(같은 책, 349) 그녀가 보기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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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관계의 구별에서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은 다음과 같이 설

명된다. 우선 어떤 상상적 관념의 유일한 대상은 af이다. 반대로 이

관념에 대해서 ‘외부 물체’는 평행론적인 의미에서, 또는 일반적 대응

원리에 의한 ‘대상’이 아니라 ‘표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해석

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관념들에 의해 외부 물체들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물체들을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

들에 의해서만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신체 변용에 대

한 관념들이 외부 물체를 우리에게 표상해준다고 말한다”103)(인용

자 강조) 그는 관념과 대상의 대응과 관념과 외부 사물의 표상 작용

을 구별하면서 표상 작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념 x가 대상 r

을 인식자 k에게 표상한다는 것은 x가 r을 K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

이다.”104) 즉, 표상 작용은 외부 물체를 정신에게 ‘알려지게

함’(making known)이다. 그녀가 보기에 x가 r을 정신에게 표상하

는 것은 “표상되는 것[외부 물체]과 관념대상[af]의 유사성”105)때문

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af(결과)안에 함축된 외부 물체(원인)의 본

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녀의 입장에서 관념 I(af)가 외부 물체를

표상한다는 것은 I(af)가 af를 대상으로서 지각할 때, 대상 안에 함축

된 외부 물체의 본성이 지각되면서, 외부 물체의 실존이 I(af)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다음의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첫째, 그녀가 구별하는 대상관계와 표상 관계의 구별은 당혹스럽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의 증명(E2P17D)에서

정신은 af를 지각(응시)하기 때문에, 외부 물체를 우리 앞에 실존하

는 것처럼 지각(응시)한다.106) 다시 말해 정신은 af와 외부 물체를

피노자에게 있어 이러한 구별은 데카르트의 표상이론에 대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

한 동기를 의미한다. Radner가 제시하는 데카르트의 표상의 이론의 난점은 다음

과 같다.(같은 책, 345)

103)같은 책, 348

104)같은 쪽

105)같은 책, 349

106)“신체가 그렇게 변용되는 동안, 인간 정신은(E2P12에 의해) 이 신체 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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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다. 그런데 그녀의 해석에 의하면, 정신은 af와 외부 물체를 모

두 지각하지만 관념 I(af)는 외부 물체만을 표상한다. 이는 관념이 표

상하는 것과 정신이 지각하는 것이 동일한 스피노자의 평행론과 충돌

한다. 평행론에 따르면, 어떤 관념 I(x)는 어떤 속성의 양태 x에 대하

여 신의 지성 안에서 표상적으로 따라 나온다.(E2P7C) 그리고 x에

대한 표상으로서 I(x)에는 표상적 실재성이 부여된다. 관념 I(x)는

자신에 대응하는 x를 표상한다.107) 그리고 나의 해석에 따르면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에서 af에 대한 관념 I(af) af를 대상의 전체로 표상

하고 af안에 함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을 대상의 부분으로 표상한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이렇게 전체와 부분을 지각한다. 하지만 I(af)가

af를 표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녀의 입장은 평행론을 위반한다.

둘째, 도대체 그녀가 ‘알려지게 함’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표상 작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스피노자의 관념 이론에서 정신이 대상

x를 인식하는 것, 또는 x를 지각하는 것은 정신이 어떤 표상 작용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신

이 x에 대한 관념 I(x)를 가짐’, 또는 ‘정신 안에 I(x)가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신이 af를 지각하는 것은 af에 대한 관념

I(af)를 가지는 것이다. I(af)에게는 대상인 af를 정신의 영역 안에

서 긍정하는 것(E2P49S)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다. 하지만, 그녀

의 해석처럼 I(af)가 af에 함축된 내용에 의해 af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알려지게 하는’ 어떠한 관념의 실재적인 기능도 스피노자의 관

념 이론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셋째, 설령 그녀가 말하는 표상 관계가 스피노자의 관념 이론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스피노자가 해명하는 표상 작용에서의 관

념과 대상의 관계와는 상이하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표상 작용은,

Radner의 말과 다르게 ‘I(af)는 외부 물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할 것이고, 즉(앞의 정리(E2P16)에 의해)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현

행적으로 실존하는 방식/양태에 대한 관념을 가질 것이다.”(E2P17D)

107)유사한 이유로 베넷(1984, 155-6)과 델라로카(1996, 50-51)도 Radner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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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물체가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처럼’ 표상(E2P17S)'하는 것

이다. 여기서 ‘것처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4.2.2.)에서 논의한

상상적 인식의 ‘단절’적 성격을 의미한다.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

에서 I(af)가 표상하는 내용은 외부 물체의 본성만이 아니다. 관념의

복합성에 따르면, 외부 물체가 실존한다고 정신이 응시할 때, I(af)가

표상하는 것은 Radner의 해석과 다르게 외부 물체가 아니라, 외부

물체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이 복합된 전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

작용은 대상 전체 af와 I(af)의 대응관계 자체이기도 하다. 물론 그녀

가 표상 관계로 규정하는 ‘I(af)와 외부 물체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표상 작용이 있기 위한 인과적 조건을

의미하지 표상 작용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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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➁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의 구별(베넷,

조아킴 등)

이어서 관념의 대상을 대한 직접적인 표상의 대상과 간접적인 표상의

대상으로 구별하는 표준108)적인 입장을 살펴보자

여기서도 관념은 대상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관

념과 직접적인(direct) 대상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는 I(af)와 af의

평행론에 따른 대응 관계와 다름이 아니다. 이 관계에 따르면 예컨대,

나의 뇌의 상태에 대해 정신 안에 있는 I(뇌의 상태)는 대상인 ‘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상한다. 둘째, 관념과 간접적인(indirect) 대

상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관념의 간접적인 대상은 외

부 물체이고. 이 외부 물체에 대한 간접적인 표상이 우리가 일상적으

로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표상 작용에 가깝다. 신체가 외부 물체로부

터 변용되었을 때, 관념은 외부 물체를 간접적으로 표상한다.

이 두 번째 관계에 ‚의 독특성이 있다. ‚를 대표하는 베넷 (Benn-

ett, Jonathan.)109)은 이러한 간접적인 표상 작용의 근거를 ‘I(af)

가...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E2P16)110)라는 구절에 둔다.

그에 따르면 “I(af)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는 것은 어느 정

도는 관념 I(af)가 외부 물체의 본성에 의존해 있다는 것”111)을 의

미한다. “즉, 내 정신적 상태[I(af)]가 여하한 상태인 것은 'y[외부

물체]가 [직접적인 대상인 af의 원인으로서] 여하하기' 때문이다

.”112)(인용자 강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간접적인 표상 관계에서

‘I(af)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것’은 ‘I(af)가 외부 물체의 본

108)이러한 구별을 주제화해서 다루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이 은연

중에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 베넷, 게루(1974, 194-5), 조아킴(1901,

158-9) 들뢰즈(1968, 132-3) 등의 언급을 참조하라.

109)베넷의 입장에 대해서는 베넷(1984: 153-159) 참조.

110)우리 논의 4.1.2를 참조하라.

111)베넷, 1984: 157

112)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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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존한다는 것’과 동일하다.(함축=의존) 그리고 이러한 의존은

정신이 ‘I(af)에 함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을 지각한다’(E2P16C1)고

할 때의 지각과 상통한다.(함축=의존=지각) 따라서, 베넷의 해석

에 따르면, 스피노자가 I(af)에 의해서만 정신이 외부 물체를 지각한

다고 말할 때(E2P26113)), 관념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인 af와, 다른 한편으로는 I(af)가 함축하는 ‘대상의 원

인인 외부 물체에 대한 의존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의 내용

으로 주어지는 것은 “대상의 원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원인에 의

존함”이란 사실이고, 이 점에서 이 관계는 간접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간접적인 표상관계의 구별은 관념의 대상들을 1

차적 대상과 2차적 대상으로 구별하는 다른 해석과 상통하다. 조아

킴(Joachim, H. Harold.)의 고전적인 해석에 따르면114) I(af)는

1차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af에 대응하는 관념이다. 그리고 I(af)

는 2차적으로는 외부 물체에 대한 추론(inference)이다.115) 이러

한 추론이 의미하는 것은 ‘I(af)가 원인[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

는 것’을 가리킨다.(함축=추론) 즉, 조아킴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관념 I(af)가 원인인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것은 외부 물체가

내 af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신 안의 관념이 추론하는 것이다. 이는

조아킴의 다음 설명이 잘 보여준다.

“우리는 외부 물체 A가 우리 신체에 작용했다고 ‘본다’. 이러한 ‘봄’sight

은 추론이고...우리가 그로부터 어떤 전제들을 추론하는 결론이다. 그런

113)“인간 정신은 그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의 매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외부 물체도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할 수 없다.”

114)“외부 물체들에 대해서....우리는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인 것(또는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에 준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무매개적인(immediate)’ 관념

을 가질 수 없다. 확실히, 외부 물체들을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신체 변용의 관념은 추론(inference)을 함축한다. 이 관념은 1차적으로 신체 변

용에 대한 관념이고, 오직 2차적으로만 즉 원인에 대한 관념이 결과에 대한 관념

에 함축된 한에서 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이다....”(조아킴, 1901: 158)

115)앞(4.1.2.)에서 본 것처럼, 관념과 대상의 관계를 1차와 2차로 분리하는 것은

게루의 해석과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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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는 A를 우리 신체에서의 변화의 원천으로, 제시된 결론의 전제로

응시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A’를 순전히 우리의 변화된 상태의 조

건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본다고 가정한다.”116)

이 사례에 따라 ‘정신이 I(af)를 갖는 것’을 ‘봄’으로 규정해보자. 조아

킴에 따르면 한편으로 ‘봄’은 그 자체로 1차적으로는 결과(af)에 대한

인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2차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인식 I(af)는 자

신의 전제를 추론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 물체를 직

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관념 I(af)의 매개로 af의 원인인

A를 우리 신체의 변화의 원천, 원인, 전제(premiss)로 보는 한에서

A를 본다. 이는 베넷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조아킴

이 제안하는 추론이 가리키는 관념과 대상의 2차적인 관계가 ‘A를 af

의 원인으로 봄’을 내포킨다면, 베넷의 간접적인 관계는 ‘af가 A에 의

존하는 것으로 봄’117)을 내포한다. 사실상 두 해석은 af와 A의 인과

관계 자체를 I(af)의 표상 내용으로 보는 한에서 본질적으로는 서로

동일하다. 이러한 두 해석에 따르면 I(af)가 2차적으로 표상하는 내

용은 ‘외부 물체가 af의 원인이라는 사실’ 즉, 외부 물체와 af의 인과

적 과정(process)이다. 그렇다면, I(Af)가 외부 물체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인식을 가리킨다.

하지만 베넷과, 조아킴이 대표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상상적 관념의 표상 작용을 해명하는 데

에 있어 불충분하다.

첫째, 스피노자가 I(af)와 af의 대응에 의해 표상 작용을 해명할 때,

간접적인 관계 또는 2차적인 관계가 실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

시 말해, 결과에 대한 관념인 I(af)가 원인(외부 물체)과 결과(af) 간

에 존재 인과적 과정(process)을 그 내용으로 표상하고 있는지가 의

116)조아킴,1901: 159

117)베넷의 표현대로라면, “신체 변용인 af가 A에 의존함”이 아니라 “관념인 I(af)

가 A에 의존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하지만 평행론에 의하면, I(af)가 A

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af가 A에 의존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의 표현상의 수정은 베넷의 입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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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럽다.

이 두 해석의 근거가 되는 “I(af)가...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

다”(E2P16)는 스피노자의 말은 외관상 I(af)와 외부 물체의 어떤

외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러한 함축이 의미하는 바는 I(af)와 외부 물체의 외적인 관계가 아니

다. 앞서(4.1.2) 논의한 바에 따르면, “I(af)가...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는 말은 af의 복합적 구성에 대한 관념의 대응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신체의 측면에서 af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것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그 내부에 감싼다(함축한다)라는 의미에서 af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외부 물체의 본성을 ‘af의 원인으로’ 함축한

다는 것이 아니다.118) 즉, 틀림없이 외부 물체는 결과인 af의 한 원

인이지만, 그 원인의 본성이 함축되는 것은 결과의 구성 요소로 함축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의 측면에서 I(af)는 이 구성

요소들 각각을 관념의 세부 내용으로 함축한다. 즉, I(af)가 외부 물

체의 본성을 함축한다는 것은 I(af)가 자신이 표상하는 내용의 일부

로서 외부 물체를 지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지각에 있어 외부

물체가 ‘af의 원인이라는 정보’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베넷

과 조아킴의 해석처럼 실제로 I(af)는 ‘외부 물체가 af의 원인’이라는

정보는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Radner를 비판할 때

보았던 것처럼 평행론의 일반적 대응 원리와 위배된다. 즉 일반적 대

응 원리에 따르면, 관념 I(af)는 자신과 평행론적으로 동일한 af만을

대상으로 갖고, 대상의 전체(af)와, 부분(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

만을 긍정할 수만 있다. 게다가 결과 안에서 함축된 원인들의 본성은

원인들 그 자체의 본성과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일뿐더러, 결과의 구

성 요소로만 관념 I(af)에 대응한다.119)

둘째, 베넷이 말한 것처럼, 직접적인 표상 관계와 달리 간접적인 표

118)이러한 지적은 Vinciguerra(2005: 174)에 빚지고 있다. 그도 나와 동일한

견지에서 게루의 1차적인 관계와 2차적인 관계를 비판한다.

119)결과 안에 함축된 원인들의 본성과, 원인들의 본성 자체 간의 구별에 대해서는

역시 본고 4.1.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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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관계가 “명백하게”120)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Radner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이 관계는 스피노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왜

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의 실재

적인 내용은 외부 물체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이 결합된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표상 관계가 실제로 의미하는 I(af)와 ‘af안에 함

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의 관계는 ‘대상 전체에 대한 관념’과 ‘부분적인

대상’의 관계이다. 가령 우리가 태양을 200피트의 거리에 실존해 있

다고 지각할 때, 태양의 본성만으로는 이러한 착시를 해명할 수 없다.

즉, af의 산출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다른 부분 대상인 신체의 본성

에 대한 고려 없이 상상적 인식을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

120)베넷, 198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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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➂일의적 관계(델라로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델라로카(Della Rocca, Michael.)의 해

석121)은 ➀, ➁의 해석과는 대조적으로 ‘신체 변용에 대한 관

념’(I(af))이 두 물체와 관계 맺는 방식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는다.

➀과 ➁의 해석이 ‘대상’과 ‘표상되는 것’,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으로 관념이 두 물체와 관계 맺는 의미를 구분 한 것과 다르게, 그의

해석은 관념은 신체 변용(af)과 외부물체를 동일한 의미에서 표상한

다고 주장한다. 나는 델라로카의 해석을 일의적 관계론으로 부른다.

동일한 의미에서 두 물체를 직접적으로 표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델라로카는 스피노자에게 있어 표상 작용(representation)을 정신

이 어떤 것을 지각하는 것을 “관념이 그와 관계된 사물을 표상하는

것”122)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적 조건에서 af에

대한 관념 I(af)가 대응할 때, 정신은 자신과 평행한 af를 지각(응시)

하고(E2P17D), af의 원인인 외부 물체를 지각(응시)(E2P16C1)

한다. 따라서 I(af)는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변용된 조건에서는 af와

외부 물체를 대상으로 갖는다. 델라로카에게 있어 이 두 물체가 대상

이 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없다. 즉, 스피노자가 이 대상들을 정신이

지각한다고 말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표현이 스피노자가의 언급 그 자체에 의존한다는 의미에

서 문자적인 해석임을 강조한다.123) 요컨대, 델라로카가 보기에 “스

피노자에게 각 관념은 신체의 양태가 외부 물체로부터 야기되는 경

우 인간 정신 안에 있는 한에서 신체의 양태[변용]에 대한 관념이

고, 또한 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이다.”124)(인용자 강조)

121)델라로카, 1996: 44~67

122)델라로카, 1996: 48

123)“나는 [아주 많은 경우에서] 이런 관념들이 인간 정신 안에 있는 한에서 연장된

상관물[af] e와 원인 c[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이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제공할 것이다.”(델라로카, 1996: 46) 그는 여기에서 ➀, ➁의

해석이 문자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해석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124)델라로카(199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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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관념과 af와 외부 물체의 관계는 순전히 관념이 표상

하는 대상이 다른 것에서만 구별된다. 델라로카의 일의적 관계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다음의 언급을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두 대상들이 동시적으로 하나의 관념에 의해 동일한 표상 작

용의 의미에서 그리고 동일한 사유내용[얼핏 봄]에 의해 표상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나는 존과 메리를 동시에 얼핏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두개의 다른 표상 작용의 의미들과 두개의 구별되

는 표상내용을 끌어올 필요는 없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인간 정신에서 표

상 작용의 대상의 이중성은 곧바로 지금의 이 경우에서의 이중성과 같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와 연관된 대상의 이중성은 두 대상 간

의 혼동을 함축하고, 반면 존과 메리의 경우 어떤 혼동도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스피노자의 대상의 이중성은 표상 작용의 상이한 두 가지 의미

를 함축하지 않는다.”125)(인용자 강조)

물론, 델라로카가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서 ‘존’과 ‘메리’를 ‘얼핏 보는’

사례와 그가 해석하는 관념대상의 이중성은 혼동의 여부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 보면, 델라로카는 동일한

사유내용인 ‘I(af)’가 ‘af’와 ‘외부 물체’를 동일한 의미에서 표상하는

것과 동일한 사유 내용인 ‘얼핏 봄’에 의해 ‘존’과 ‘메리’가 동일한 의미

에서 표상되는 것을 유사한 사태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러한 델라로카의 해석은 한눈에 평행론의 대응 원리에 모

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응 원리에 따르면, 관념은 자연의 전체 인과

연쇄 안에서 동일한 순서에 있는 것만을 표상해야한다. 앞에서 본 것

처럼 이러한 원칙을 온전하게 준수하지는 않더라도, ➀,➁의 해석들

이 대응 관계로부터 표상 관계(Radner) 또는 간접적인 관계(베넷)

를 구별한 것은 어쨌든 일반적 대응원리를 유지하면서 외부 물체와

연관된 표상 작용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델

라로카가 외부 물체를 af가 관념의 대상인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대

125)델라로카(199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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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적 대응원리를 너무 대담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델라로카에게 이러한 모순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에 따르면 I(af)는 ‘인간 정신에 관련될 때’만 af와 동시에 외부

물체를 표상하고, ‘신의 정신’126)과 연관될 때에는 af만을 지각한다.

그는 이러한 차이를 ‘관념의 내용의 정신 상대성’으로 규정한다. 이

개념에 의해 그는 동일한 관념이 어떻게 인간 정신에 연관되는 한에

서는 항상 부적합하고 혼동되고(E2P28), 신에 연관되는 한에서 참

되고 적합한지(E2P32)를 해명 할 수 있다고 본다.127)

어떻게 동일한 관념이 동시에 부적합하고, 적합한지를 설명해주는

여부와 상관없이 델라로카의 일의적 관계론은 틀린 해석이다. 왜냐하

면 I(af)는 외부 물체를 af와 동일한 의미에서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나는 델라로카 자신이 해석이 스피노자의 문헌에 충실하다는 의

미에서 문자적으로(litterally) 옳다고 믿는 것에 반하여, 그의 해석

은 문헌적으로, 문맥적으로(contextually)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

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델라로카는 E2P16과 E2P16C1에서 스피노자가 정신이 신

체의 본성을 지각하는 측면을 배제하고 I(af)의 외부 물체에 대한 표

상 작용만을 해명하는 것으로 보는 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 두

정리의 전체 내용을 다시 간략히 복기해보자. E2P16에 따르면,

I(af)는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그리

고 이 정리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E2P16C1에 따르면, I(af)

는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지각한다. 그런데,

126)스피노자는 신의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델라로카가 사용하는 ‘신의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을 의미한다. 델라로카는 인간 정신과 신의 무한한 지

성 간의 대비를 위해 편의를 위해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다.(델라로카, 1996:

40)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된 표현방식은 신인동형론을 피하려던 스피노자의 의

도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127)이렇게 동일한 관념이 상이한 가치(적합/부적합)를 가지는 것을, 델라로카는

‘관념의 내용의 정신 상대성’으로 명명한다. 이 개념을 해석하는 것과, 이 개념에

의해 어떻게 동일한 관념이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상상적 인식의

가치 문제)를 해명하는 논의는 그의 저서(Representation and the
mind-body problem in Spinoza, 1996)의 절반(2~6부)을 차지한다.



- 90 -

델라로카는 어째서 이 두 정리를 관념과 오직 외부 물체의 표상 관계

만을 해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는 E2P16C1에서 제시된 ‘신

체의 본성에 대한 지각’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해석

한다.

“...어떤 신체의 양태[변용] M1이 외부 물체에 의해 야기되는데, M1은

아마 더 근접하게 같은 신체 안에 포함된 다른 어떤 양태 M2에 의해 야

기될 수 있다. M1의 외적 원인을 표상하는 것에 더하여 M1에 평행한

관념은 인간 정신 안에 있는 한에서 아마, 또는 M1의 내적인 원인, 즉

M2를 표상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이런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고, 정말로,

이러한 주장은 그가 E2P16C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부분적으로 염

두에 둔 것이다. “인간 정신은 아주 많은 물체들의 본성과 함께 자신의

신체의 본성을 동시에 지각한다.(나[델라로카]의 이탤릭)””

델라로카의 해석에 따르면, 인용된 단락의 강조된 문장에서 정신이

지각하는 ‘신체의 본성’은 af인 M1의 원인인 다른 af인 M2의 본성

을 가리키고, M1의 또다른 원인인 외부 물체와는 다른 것이다.128)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신체의 본성을 신체의 어떤 변용 M2와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앞(4.1.1)에서 af의 인과적 산출조건

을 밝히면서, af가 두 물체를 원인으로 가지는 동시에 두 물체와 구별

되는 자신의 본성을 가졌음을 밝혔다. 게다가 이 경우 af는 외부 물체

에 의해 정의되는 수동적인 변용이고 이 af의 본성은 외부 물체의 본

성에 상당 부분 의존적이다. 따라서 E2P16C1의 ‘신체의 본성’을 신

체 변용인 M2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델라로카는 이러한 경

우를 스피노자가 배제하지 않는 어떤 특수한 경우처럼 제시하지만,

E2P16과 E2P16C1은 외부 물체에 의해 변용되는 모든 af와 그에

대한 관념인 I(af) 일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E2P19에서 스피노자는

128)물론 델라로카는 스피노자가 이러한 입장을 E2P16C1에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주의하지만, 그는 관념의 두 대상성(일의

적 관계론)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해석 말고 다른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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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신체 자체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데, 거기에서 스피노자는 명

백하게 E2P16의 신체의 본성을 M2와 같은 af의 일종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지각의 근거로 활용한다.129) 따라서, E2P16과

E2P16C1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두 정리들은 내가 앞에서 논증한

것처럼 af를 구성하는 신체와 외부 물체의 함축된 본성들의 복합성과

그에 대한 관념 I(af)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델라로카가 해석하는 것과 반대로 af와 외부 물체는 동일한 의

미에서 대상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말처럼 스피노자에게 있어 표

상 작용이 ‘관념이 그와 관계된 사물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도, 관념과 두 사물-af와 외부 물체-이 각각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 했던 스피노자의 주장들이 보여

준다.

㉮“이로부터 우리가 외부 물체들에 대해 가진 관념들은, 외부 물체들의

본성보다 우리 신체의 상태(constitutionem)를 더 많이(magis) 지시

한다(indicant)는 것이 따라 나온다.”(E2P16C2)(인용자 강조)

이 따름정리는 델라로카의 일의적 관계론에 대한 반론이 된다. 왜냐

하면 적어도 I(af)가 우리 신체의 상태, 즉 af를 외부 물체의 본성보

다 최소한 더 많이 지시하는 한다는 점에서, I(af)가 외부 물체, af와

관계 맺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이다. 델라로카의 비유처럼 ‘존’과 ‘메리’

를 그냥 얼핏 보는 것과 ‘존’을 ‘메리’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은 그 의미

가 다르다. 하지만 델라로카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게다

가 델라로카의 일의적 관계론은 왜 관념이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

시하는지를 해명할 수 없다. 반면 우리가 해석한 관념대상의 복합성

129)“그런데 신체 변용의 관념들을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

에 있다. 다르게 말해, 인간 정신을 신체 변용들을 지각하고(E2P12)에 의해, 따

라서 (E2P16에 의해) 인간 신체 자체를 지각하고, (E2P17에 의해) 인간 신체

를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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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여기서 I(af)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신체의 본성을 더

많이 지시하는 것이 설명가능하다. 왜냐하면 I(af)와 af의 대응에서

af는 대상의 전체를 af안에 함축된 ‘외부 물체의 본성’은 대상의 부분

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첫째, 그 연관[기억]은 사물들 자체의 본성을 설명하는

(explicant) 관념들이 아니라 인간 신체 외부에 있는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는 관념들의 연관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관념들은 실제로

(E2P16에 의해) 신체 변용의 관념들이기 때문인데, 이 관념들은 신체

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관념들이라고 생각한다.”(E2P18S)(인

용자 강조)

‘사물들 자체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은 대상과 동일한 대상과 대응

하는 사물을 의미하고,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는 관념은 델라로카의

관점에서는 외부 원인, 즉 물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주석

(E2P18S)에 따르면, I(af)는 그에 대응하는 대상인 af를 설명하

고, 그리고 외부 원인은 함축한다. 하나의 대상은 설명하고, 다른 하

나의 대상은 함축하는데, 어떻게 I(af)가 두 대상을 동일한 의미로 표

상할 수 있는가? 따라서 관념 I(af)는 델라로카가 믿는 것처럼 동일

한 의미에서 두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상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 델라로카의 일의적 관계론이 스

피노자의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적 관념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⓵⓶⓷의 해석들의 한계는 I(af)와 af의 대응 외에,

I(af)와 외부 물체의 관계를 실제 표상 작용 안에서 고찰하려고 한 점

에서 기인한다. ⓵⓶의 경우는 I(Af)와 af의 대응관계를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고, 외부 물체와의 관계

를 표상적인 관계로 고려하였지만, 대응관계와 구별되는 배타적인 표

상 관계의 의미를 세우는데 실패하였다. ⓷의 경우는 대응관계 밖에

서 af와는 다른 대상인 외부 물체와의 직접적인 표상 관계를 세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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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표상 관계는 『윤리학』 안에서 입증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다음과 같은 귀결을

준다. I(af)와 af의 대응 안에서만,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관념대상

의 복합성에만 의거한 나의 설명이 스피노자의 외부 물체에 대한 상

상적 표상 작용을 있는 그대로 해명하는 데에 비교적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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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의 이중성에 대한 반론에 대한 해명과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의 의의

6.1. 반론에 대한 해명

이제, 관념대상의 복합성에 의거하여 앞(3.2)에서 Barker 등이 제

기한 반론들을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보자.

첫째, 비판적인 연구자들이 보기에 외부 물체에 의해 신체가 변용될

때, 상상적 관념인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하 I(af))은 신체 변용

(이하 af)에 대한 관념이자, 외부 물체에 대한 관념이다. 따라서 스

피노자에게 “~에 대한” 관념이라는 표현에는 애매성이 있다. 비판적

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표현상의 애매성을 근거로 스피노자가 I(af)

af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대응 관계와 외부 물체와의 I(af)의

인식론적 표상 관계를 혼동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표현상의 애매성의 문제에 답해보자. 텍스트를 면밀히 보면,

스피노자는 ‘~에 대한 관념’이 ‘af’, ‘외부 물체’와 연관되는 각각의 맥

락을 혼동하지 않는다. 앞에서 Taylor가 스피노자를 비판하기 위한

제시한 ‘베드로에 대한 관념’의 이중적 용법을 텍스트의 표현 그 자체

에서 살펴보자

게다가(E2P16C2로부터) 우리는 예컨대 [ⓐ]베드로의 정신 자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베드로에 대한(Petri) 관념[첫 번째 것]과 [ⓑ]다

른 인간, 말하자면 바울 안에서 발견되는 베드로에 대한(Perti) 관

념[두 번째 것] 간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한다. 첫 번째 것은 실제로 베

드로의 신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베드로가 실존하는 동안

에만 실존을 함축한다. 두 번째 것은 베드로의 본성보다 바울의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이 상태가 지속하는 한, 지시한다.(E2P17S)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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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베드로의 정신 자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과, ⓑ바울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의 의미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

다. ⓐ는 베드로의 정신이고, 그러한 한에서 관념(정신)과 동일한 대

상(신체)의 대상관계를 나타낸다. ⓑ는 곧, 표상 작용에서 관념대상

인 af와 그에대한 관념 I(af)의 대응을 의미한다. ⓑ에서 베드로에 대

한 관념은 대상의 전체인 af를 부분인 외부 물체보다 더 많이 지시한

다. 그런 의미에서 ⓐ가 관념과 대상의 대응 관계 자체를 지시한 것이

라면 ⓑ는 대응 관계 내에서의 표상 작용을 의미한다. 스피노자가 이

주석에서 ⓐ,ⓑ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 ⓐ,ⓑ가 동일한 속격으로 표현된 고유명사 “Petri”와 연관된다

고 하더라도 스피노자가 두 의미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한 비

판이다.

둘째, 하지만 스피노자가 ⓐ,ⓑ를 정확히 구별한다고 하더라도,

Barker 등의 연구자들은 I(af)와 af의 대응관계와, I(af)와 외부 물

체의 표상 관계를 혼동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

대응관계와 표상 관계는 동일시 할 수 없는 전혀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I(af)와 af의 대응은 ‘우리 뇌의 생리

학적 상태’와 그와 동일한 것인 ‘생리학적 상태에 대한 인식’의 대응을

의미하고, I(af)와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관계는 우리가 흔히 감각

적으로 눈 앞에 보이는 사물을 인식할 때 정신과 외부 사물 간의 관계

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응관계는 평행론적인 의미에서 관념과 그

대상의 관계,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관계는 ‘인식자인 정신과 동일하

지 않은 외부 세계의 표상적 관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스피노자의 상상적 표상이론에 대해서 빗나간

비판이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외부에 대한 표상 작용을 해명할 때

인식자인 정신과 외부 물체인 피인식자의 직접적인 표상 관계를 염두

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상적 관념 I(af)의 유일한 표상 작용

의 대상은 신체와 외부 물체의 각 본성을 부분으로 함축한 af일 뿐이

다. 그 결과 상상적 관념은 외부 물체를 표상할 때, 외부 물체를 직접



- 96 -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물체를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처럼’ 표

상한다. 심지어 외부 물체가 실존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

때 정신이 실제로 표상하는 것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이

각각 부분으로 복합된 전체 대상 af일 뿐이다. 신체가 변용된 맥락에

서 이 af 전체가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의 경험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신체 변용(af)은 그저 뇌의 생리학적 상태일 뿐이라는

연구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스피노자는 af

의 생리학적 측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모든[목적론적 편견들] 것은 각자가 사물들을 각자의 뇌의 배치

(dispositione)에 따라 판단하는 것, 보다 정확히 말해(vel potius) 상

상의 변용들을 사물들로 여기는 것을 충분히 밝혀준다.”(E1App)

『윤리학』에서 ‘뇌의 배치’에 대한 언급은 지금 인용한, 1부 부록을

제외하고는, 5부 서문에서 데카르트의 심신 상호작용론을 비판할 때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af를 존재론적인 의미로, 즉 두

원인의 본성이 그 내부에 함축된 독특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물의 이미지’ 또는 ‘흔적’은 실제로 우리 몸의 어떤 생리학적 상태가

아닌가? af가 신체 전체의 상태를 의미하는 한에서, 신체의 전체 상

태는 모든 부분의 상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 af의 생리학적 측

면들은 이러한 부분들의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신체 부

분을 신체를 합성하고 있는 다른 개체처럼 고려한다.130) 그리고 신체

를 구성하는 무한히 많은 부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부분들의 상호

운동 교환 비율-이 신체의 자연학적 본성이다. 이 본성과 무관한, 각

각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신체 부분들의 상태는, 신체 변용(af)

이 아니라 신체 부분들의 변용이고, 스피노자는 그러한 생리학적 상

태들을 신체의 부분들의 변용으로 고려했을 것이다.131) 따라서 스피

130)“인간 신체를 합성하는 부분들은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관계에 따라 그들의 운

동들을 서로 교환하는 한에서 신체의 본성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 (E2P24D)

131)이처럼 신체 부분의 변용을 af와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Garret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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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에게 있어 우리가 지각할 수 없거나,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에서

고려되지 않는 신체의 모든 생리학적 사태들이 꼭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에서 신체 변용(af)으로 고려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충

분히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의 고려에서 배제되는 신체의 생리학적

사태들을 신체의 변용이 아니라 신체 부분의 변용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시된 연구자들의 반론은 이러한 스피노자의 표

상 작용을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판들

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판의 핵심은 전통적인 표상 작용의

해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상 작용은 인식자(concipient)가 그

와 구별되는 외부 대상을 관념의 매개로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인식하는 것은 주체가 객체(대상)를 파악하는 것”132)이다.

하지만 평행론에 의거한 스피노자의 상상적 표상이론에서 서로 다른

인식주체와 객체는 존재하지 않고, 인식자인 관념과 그 대상은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비판적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험적인 차

원에서 구성된 평행론은 이와 같은 주체와 객체 간의 순수한 표상 관

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표상이론은 신체 변용 안에 외부 물

체의 본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함축이 외부 대상의 표상

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고찰에 의하면 상상적 표상 작용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서 표

상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➀표상되는 내용이 외부 물체가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스피노자의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에서의 표상 작용의 성격을 외부 물체와의 단

절로 규정 했다. 일단 우리가 지각하는 관념의 내용이 외부 물체가 아

니라 외부 물체의 본성과 신체의 본성이 복합된 전체이다.

➁어떠한 상상적 표상 작용도 우리가 바로 외부 대상을 정확하게 표

19~22)의 해석에 빚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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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는 보증을 할 수 없다. “신체 변용의 관념들은 오직 인간

정신에 관련되는 한에서 명석 판명하지 않고 혼동된다.”(E2P28)

즉, 우리가 관념이 표상하는 전체 대상인 af에서 부분인 외부 물체의

본성만을 구별적으로 표상할 수 없다.

➂E2P17에서 제시된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은 꼭 외부 물체

에 대한 상상만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E2P17에서 제시되는 외부 물

체에 대한 상상과 E2P19에서 제시되는 우리의 신체자체에 대한 상

상은 본질적으로 그 원리가 서로 같다. 이 정리의 증명(E2P19D)을

살펴보자.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 자체를, 신체가 실존하는 것을 신체가 변용되는

변용에 대한 관념들의 매개에 의해서만 인식하고 알 수 있다.”

증명:...신체 변용의 관념들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다르게 말해 인간 정신은 이 같은 변용들을 지각한다

(E2P12에 의해), 따라서 (E2P16에 의해)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 자체

를 지각하고, 신체 자체를(E2P17에 의해)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이 증명이 참조하는 근거들은 스피노자가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

용을 해명할 때와 동일하다. E2P12는 af와 I(af)의 대응을, 그리고

E2P16은 I(af)가 af의 부분대상인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를 우리가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

처럼 응시하는’ 신체에 대한 상상도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이 함축

된 af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 해명된다. 따라서 외부 물체에 대한 표상

작용과 신체에 대한 표상 작용은 서로 동일한 것이다.

➀,➁,➂을 고려한다면, 비판적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다음

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평행론에 의거한 스피노자의 표상이

론은 전통적인 주체와 객체 간의 표상 작용을 해명할 수 없지 않는

가?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제시 할 수 있다. 만약 스

피노자의 상상적 인식에서 외부 물체와 정신의 직접적인 표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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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불가능하다면, 스피노자가 이러한 상상 이론을 제시하는 의

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면서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의 의의를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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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상적 인식의 부적합성에 대한 해명으로서 스피

노자의 상상 이론

스피노자는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 외의 다른 종류의 상상들을 동일

한 원리에 의해 제시한다. 즉, af와 I(af)의 대응이라는 동일한 원리

에 의해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상(E2P19), 우리 정신과 관념

에 대한 반성적 상상(E2P21-3), 신체의 부분에 대한 상상(E2P24

)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시가 끝난 이후 E2P29S에서 이 모든 상상

적 인식에 대하여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나[스피노자]는 명백하게 정신이 사물들을 자연 공통의 질서 안에서

즉, 외부로부터 결정되어, 사물들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에 의해 사물

들을 지각하는 한에서...정신이 그 자신과 그의 신체에 대해 적합한 인

식이 아니라 혼동되고 절단된 인식만을 갖는다고 말한다.”

스피노자는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뿐만 아니라 모든 상상적 인식을

혼동되고 (원인으로 부터)절단된 부적합한 인식으로 규정한다. 스피

노자가 적합한 인식을 참된 관념의 모든 내적 특성으로 가진 인식을

규정하는 것(E2Def4133))과 반대로, 상상적 인식은 그 자체로 인식

의 결여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부여되는 이유는 정신이 ‘자

연 공통의 질서’에 아래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자연 공

통의 질서’를 ‘외부로부터 결정되는 외부 사물과의 우발적인134)

마주침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한에서 ‘자연공통의 질서’

라는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계속 고찰해온 상상적 관념의 대상 af가

산출되는 수동적 조건이다.

133)“나는 대상과의 관계없이 그 자체를 고려하는 한에서 참된 관념의 내적인 특성

들 또는 명칭들을 갖는 관념 적합한 관념으로 이해한다.”

134)여기서 ‘우발적인’이라는 표현은 필연성의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외부

로부터 규정되는 질서는 자연의 작용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한에서 스피노자는

이를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필연성이 없는 상상

적 인식에서 외부 대상과의 마주침은 우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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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피노자의 언급은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요컨대,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은 감각적 인식을 외부 세계

에 대한 부적합한 인식, 즉 명석 판명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부적합성이 발생하는 인식의 실재적 조

건들을 해명한다. 바로 여기에 스피노자가 외부 대상과의 표상 관계

대신에 ‘신체 변용(af)’과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I(af)’의 대응으로 감

각적 인식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다. 스피노자는 상상 이론을 통해,

우리는 외부세계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경험하지

만, 실제로는 나의 본성과 외부 세계의 합성의 결과인 상상적 인식이

어떻게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 안에서 산출되는지를 보이고자 했다.

이러한 상상 이론의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태양에 대한

표상 작용의 사례(E2P35)가 잘 보여준다. 우리는 분명히 태양을 감

각할 때, 태양과 나와의 직접적인 표상 관계로 경험한다. 즉, 우리는

태양이 내 표상의 원인으로서 ‘나와 200피트 거리에 있는 거리감의

표상’을 준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태양과 나와의 외적인 표상

관계는 상상에 기인하는 가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리감의 원천은

af 안에 함축된 나의 본성에 있고, 이 경험은 사실은 태양과 나의 본

성이 합성된 나의 af에 대한 I(af)의 표상 작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리 감각’ 자체는 실재적이다. 우리는 태양이 지구

반지름의 600배 거리에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똑같은 ‘200피트

의 거리감’을 감각한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다수의 관념들의 결합’의 사례를 제시할 때 상

상의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인식과 외부 세계와의 불일치의 정도는 더

심해진다. 이러한 사례에서 외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내 신체

변용들의 연관에 평행론적으로 대응하는 관념들이 결합하여 ‘상상적

관념들의 연관’을 형성한다. 우리가 앞(4.1.1)에서 밝힌 신체와 외부

물체에 대한 af의 상대적 독립성은 af들의 연관에서 생기는 상대적

독립성으로 더욱 발전하고, 이에 대응하여 ‘I(af)들의 연관’에서도 외

부 세계로부터 상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더욱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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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념들의 연관’의 강화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의 가장 기초

적인 형태는 스피노자가 E2P18에서 제시하는 ‘기억’이 잘 보여준다.

“우선, 인간 신체가 둘 혹은 다수의 물체들에 의해 동시에 변용되었다면,

이후에 정신이 그 중 하나의 물체를 상상하더라도, 곧 다른 물체들을 기

억할 것이다.”(인용자 강조)

스피노자는 이 원리를 신체 변용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한다. 인간 신

체가 다수의 물체들에 의해 변용될 때, 신체에는 일종의 내성이 생긴

다. 가령 물체 A와 B로부터 동시에 인간 신체가 변용되어 형성된 A

와 연관된 af와 B와 연관된 af가 결합된 신체 변용(af) α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α가 형성된 이후 A와 B가 우리 앞에서 현존하지 않더

라도 α를 제거하는 다른 변용이 없다면, α는 우리 신체 안에 잔존한

다. 나아가 α자체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변용되는 신체의 배치, 또는

습관(consuetudo)을 형성한다. 이러한 습관에 따라 이후에 A,B 중

에서 B만 신체를 변용시킨다고 해도 정신은 A로부터 변용되지 않고

도 A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B에 대한 상상은 B와 전

혀 유사성이 없는 A에 대한 상상으로 전이된다.135) 왜냐하면, 신체

안에서 ‘A에 대한 이미지’와 ‘B에 대한 이미지’의 연관에 대응하여 ‘A

에 대한 관념과 B에 대한 관념들의 연관connexio’이 산출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관념들의 연관이 바로 평행론에 의거한 인간 신체 변용

(af)들의 질서와 연관에 따르는 정신 안에서 관념들의 특정한 연관이

다.

이러한 ‘관념들의 연관’은 나와 외부 사물의 외적인 표상 관계로는

135)이러한 전이의 과정을 스피노자는 같은 정리의 주석(E2P18S)에서 다음과 같

이 묘사한다. “...우리는 명백하게 어떤 이유에서 정신이 한 사물의 사유에서 직후

에 이 첫번째 사물과 어떠한 유사성(similitudinem)도 없는 다른 사물에 대한

사유로 옮겨가게 되는지를 이해한다. 예컨대, 어떤 로마인이 Pomum이란 말에

대한 사유로부터 어떤 과일에 대한 사유로 옮겨가는데 이 과일은 이 말[Pomum]

의 분절과...이 사람이 이 과일을 볼 때 Pomum이란 말을 자주 들었던 것 외에

아무런 유사성도 없다. 따라서 각자는 각자에 따라 신체 안에 사물들의 이미지들

간에 설치된 습관이 가진 질서에 따라서 어떤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옮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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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 안에 생기는 두 사물 A와 B에

대한 관념들의 연관은 사물 A와 B의 관계가 아니라, af로서 우리 신

체 안에서 실존하는 A와 B에 대한 이미지들의 관계를 나타낼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기억 이론에서 Apple이라는 말과, ‘어

떤 과일’에 대한 연관은 이러한 ‘음운학적인 실재’와 ‘과일’의 관계 아

니라 우리 신체 안에서 두 이미지 간의 근접적인 관계에 기인한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존재자’, ‘사물’, ‘어떤 것’과 같은 초월적인 개념

(notio)들을 “가장 높은 정도로 혼동된 관념들”이라고 비판할 때

(E2P40S1136)), 외부 사물로부터 관념들의 연관이 지닌 상대적 독

립성은 더욱 진전되어 제시된다. 우리가 외적 대상들의 본성에 ‘존재

자’, ‘사물’ 등과 같은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사물들의 이미지를 혼동

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스피노자는 신체에서의 혼동에 대한 정신에서의 혼동이 평행론적으

로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으로, 신체는 ‘제한된 수의 이미지

만을 판명한 방식으로’ ‘형성’ 할 수 있다. 곧, 신체가 외부 물체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원인으로서 자신의 결과인 af(이미지)를 산출하

는 역량은 제한되어 있다. 만약 이 역량을 초과하여 신체가 af들을 산

출할 때 신체는 혼동된, 비구별적인 방식으로 af들을 산출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 안에는 신체의 혼동된 이미지에 대응하는 관념들

이 있기 때문에, 정신은 신체에서의 혼동과 동시적으로 그 대상인 이

미지들을 혼동적으로 상상한다.137)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사물

136)“이[초월적인] 말들은 인간 신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체 안에서 판명한

방식으로 동시에 특정한 수의 이미지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생겨난

다(나는 E2P17S에서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만약 그 수가 신체가 판

명하게 형성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를 능가하면, 이 이미지들은 혼동되기 시작한

다. 그리고 이미지들의 수가 인간 신체가 신체 안에서 판명하게 형성할 수 있는

이미지들의 수를 크게 능가하면, 이미지들은 서로 아주 완전히 혼동되기 시작한

다. 그리고 신체 안의 이미지들이 완전히 혼동 될 때, 정신은 모든 물체를 어

떠한 구별도 없이 혼동되게 상상할 것이고, 이미지들을 말하자면 같은 속성,

즉 존재자, 사물 등의 속성 아래에서 이해할 것이다...”(인용자 강조)

137)그리고 같은 주석에서 스피노자는 유사한 원리에 의해 ‘사물’, ‘말’, ‘개’와 같은

보편 개념들의 혼동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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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N 등과 연관된 이미지들 자체가 완전히 신체 안에서 혼

동되었다는 것이 가리키는 바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물들 이미지

들 전체가 ‘신체 변용의 질서와 연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관은 우리 신체 안의 무수히 많은 사물의 이미지들이 결합된 ‘존

재자’라는 단일한 이미지이다. 그리고 ‘존재자’, ‘사물’ 등과 같은 초

월 각 초월 개념은 A, B, C, D...N 등의 사물과 연관되는 이미지들

에 평행론적으로 대응하는 ‘관념들의 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월 개념’이 산출되는 과정은 정신 안의 무수히 많은 관념들

의 내적인 연관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관은 이 연관을 구성하

는 관념들이 지각하는 무수히 많은 외부 사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

립되어 있다. 이러한 상대적 독립성에 의해 ‘존재자’와 ‘사물’‘어떤 것’

과 같은 ‘초월 개념’이 형성된다. 물론 우리의 정신 안에서 이러한 통

념들이 산출되는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가상적인 통념인 것은 정신이 외부 사물과의 표상

관계 안에서 초월 개념들이 외부 사물로부터 곧바로 정신에 소여 된

다고 간주하는 데에 있다. 그렇지만, 이런 초월 개념들이 발생하는 실

재성은 우리 정신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관념들의 연관’에서 기인한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관념이 내 정신 안에서 산출될 때 이 관

념은 1차적으로는 외부 물체와 나의 본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

고, 우리 정신 안의 다른 관념들과의 연관 안에서 2차적으로 결정된

다. 이러한 관념의 산출과정은 내 정신과 외부 물체의 직접적인 표상

관계만으로는 해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Barker와 같은 연구자들처럼, 스피노자에게 ‘인식자(정신)

와 외부 물체(피인식자)의 표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가

능하다. 그러나 스피노자 상상 이론은 오히려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인 감각적 인식의 영역 전체가 인식자와 외부

물체의 순수한 표상 관계로는 해명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논의의 큰 주제가 되었던 반론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행론에 의해 정초된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은 신체의 상태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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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af)과 관념의 대응 관계에 의존하여, 외적 인식을 해명하기 때

문에, 관념의 외부 사물에 대한 표상 작용을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사실은 스피노자 외부 물체에 대한 표

상 작용을 외부 물체 자체가 아니라 외부 물체와 신체의 본성으로 이

루어진 ‘신체 변용’에 의해 해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충실하

지 못한 것은 Radner, 베넷, 델라로카 등과 같은 해석가들도 마찬가

지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연구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스피

노자의 상상 이론을 인식 주체인 정신과 외부 사물과의 순수한 인식

관계에 의해 해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듯하다. 즉, 그들은 ‘X가

자기 외부에 자신과 다른 Y를 안다’라는 인식론의 물음의 틀 안에서

스피노자의 표상이론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의 기저에는 ‘관념 I(af)와 af는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된 동

일한 것’이라는 관념과 대상의 존재론적 동일성이 자리 잡고 있다. 스

피노자에게는 이 기저 위에서 ‘X가 Y를 안다’라는 우리의 외부 물체

에 대한 상상의 경험이 산출된다. 이제까지 내가 관념대상의 복합성

으로 스피노자의 상상적 이론을 해석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적

인식이 평행론이 가리키는 엄밀한 자연 필연성의 산물이라는 스피노

자의 상상 이론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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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논의를 요약해보자. 우리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의 기초인 ‘평행론’ 정식이 어떠한 도출 과정에 의해 성립되는지

를 살펴보았다.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과 동

일하다.”(E2P7)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의 구도에서 실체의 무한히 많

은 속성들 내부에는 무한히 많은 개별자(양태)들 간의 인과 연쇄가

있다면, 평행론은 각 속성 내부의 인과관계는 하나의 실체에 속하는

인과 관계의 상이한 표현방식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속성 내

부의 인과 연쇄는 서로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유 속성 내부에

서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과 연장 속성 내부에서 ‘물체들의 질서와 연

관’은 동일하다. 모든 속성에 공통적인 일원적 인과 연쇄 내에서 하나

의 항의 자리를 공유하는 인간 정신과 신체에도 마찬가지로 동일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내 신체 안에 일어나는 신체의 상태 또는 변용은 그

와 동일한 정신 안의 관념의 대상이다. 이 관념은 다른 대상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과 대상의 대응을 스피노자는 정신의 지

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체의 상태만을 지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부

사물도 지각한다. 스피노자는 이 경우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외부

물체를 표상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 동일한 관념에 대하여 대상은

‘신체 변용’이자 외부 물체이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에 비판

적인 연구자들(Barker 등)은 관념의 대상이 이처럼 이중적인 것에

스피노자의 관념 이론에 애매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연구자들

은 스피노자가 대상과 관련한 관념의 두 의미를 혼동한다고 본다. 연

구자들이 볼 때, ‘신체 변용’은 뇌의 과정과 같은 생리학적 상태이고,

외부 물체가 표상의 대상이다. 외부 물체의 표상을 해명하는 데 신체

변용에 대한 인식은 인식의 조건일 뿐 인식 내용과 무관하다.

이러한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가 ‘상상’의 일반적인 메

커니즘을 제시하는 대목(E2P16~C1)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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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고찰하면서 내가 먼저 주목한 사실은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에

서 관념의 대상이 되는 신체 변용의 원인이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신

체와 외부 물체가 상호작용 할 때, 신체 안에 산출되는 신체 변용의

원인은 신체와 외부 물체이다. 신체 변용은 두 물체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서 두 물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것이다. 즉, 존재론적인 의

미에서 본질을 갖고 있는 실재이다.

그런데, ‘신체 변용’과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평행론적으로 대응

할 때, 스피노자는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외부 물체의 본성과 신

체의 본성을 함축한다고 말한다. 관념이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것

은 언뜻 보기에 심신 상호작용을 금지하는 평행론의 전제를 위반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관념이 물체적인 것을 함축하면 이는 사유와 연장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결과인 신

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그 관념의 두 원인인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

성에 대한 관념’을 함축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지만, 스피노

자는 관념이 ‘두 물체의 본성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두 물체의 본성’

을 직접 함축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발언에는 감춰진 의

도가 있다. 여기서 스피노자가 ‘결과에 대한 관념’인 ‘I(신체 변용)’이

원인에 대한 관념 I(외부 물체), I(신체)를 함축하고 의존한다’고 말

했다면, 그것은 결과에 대한 관념, 즉 I(신체 변용)이 원인 자체에 대

한 적합한 인식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상상적 인식과 연

관되는 한에서 I(신체 변용)을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관념이

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의 의미는 I(신체 변용)에게 그 원인인

두 관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

과에 대한 관념인 I(신체 변용)은 오직 결과인 ‘신체 변용’과의 대응에

의해서만 해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I(신체 변용)이 외부 물체와 신

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

체 변용’이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물리적 영역에서 자기

안에 감싼 것(involvere)에 대한 I(신체 변용)의 평행론적 대응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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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상상적 관념 I(신체 변용)이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직접 지각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알 수 있다. I(신체 변용)은

외부 물체 자체와 신체 자체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신체 변용’을

이루고 있는 ‘신체 변용’ 안에 감싸인 두 본성을 표상한다. 이제 이로

부터 이 논문의 1차 과제인 스피노자의 관념대상의 복합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관념대상인 ‘신체 변용’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

성이 결합된 복합체이고, 이 복합체의 두 부분인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정신은 동시에 지각해야한다.

이러한 복합성에 의해 스피노자에게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이 무엇

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외부 물체를 실존하는 것으로 판단하

는 외부 사물에 대한 상상의 내용은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

이 결합된 전체인 ‘신체 변용’일 뿐이다. 가령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나와 200피트 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태양의 본

성뿐만 아니라 신체의 본성도 같이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정신 안에서 상상적 표상은 외부 물체 자체에 대한 표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에게 있어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은 외부 물

체와 단절된 인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심지어 외부 물체가 실존하지

않아도, 그 본성을 자신의 부분으로 함축하고 있는 신체 변용이 신체

안에 잔존하면, I(신체 변용)은 외부 물체가 실존하는 것처럼 표상한

다.

기존 해석들은 스피노자의 상상적 인식에서 관념과 관념대상의 관계

를 잘못 해석 했다. Radner의 경우, I(신체 변용)과 ‘신체 변용’의 관

계를 대상 관계, I(신체 변용)과 외부 물체의 관계는 표상 관계로 해

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I(신체 변용)은 외부 물체만을 표상하고 ‘신

체 변용’은 표상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평행론에 어긋난다. 평행론에

따르면, 모든 관념 I(x)는 대상인 x를 표상해야한다. 이어서 베넷과

조아킴 등은 I(신체 변용)과 ‘신체 변용’의 관계를 ‘직접’ 또는 ‘1차적’

관계로 규정하고, I(신체 변용)과 외부 물체의 표상 관계를 ‘간접적’

또는 ‘2차적’ 관계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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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간접적’ 또는 ‘2차적 관계’에서 관념이 표

상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원인에 의존함’ 또는 ‘대상의 원

인을 추론함’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념은 대

상을 단순히 긍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델라로카의

경우, 그는 우리 정신이 신체 변용과 외부 물체를 동일한 의미에서 직

접적으로 표상한다고 한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분명이 말했듯이, I

(신체 변용)은 대상의 전체인 신체 변용을 대상의 부분인 외부 물체

의 본성보다 더 많이 지각한다. 따라서 델라로카의 해석도 틀린 해석

이다.

이러한 논의 끝에, 우리는 비판적인 연구자들의 난점에 답하게 되었

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스피노자가 I(신체 변용)과 신체 변용의 대

응관계와 I(신체 변용)과 외부 물체의 관계를 스피노자가 혼동한다는

데에 있다. 우선 “~에 대한 관념”이 보이는 표현상의 애매성에 근거

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비록 스피노자에게 있

어 표현상의 애매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예컨대, 스피노

자는 ‘베드로의 정신인 베드로에 대한 관념’과 “바울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을 구별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베드로

의 본성을 설명하고(explicare), 후자는 베드로의 본성을 함축한다

(involvere). 그럼에도 스피노자가 전혀 의미가 다른 두 관계를 혼동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표상 관계가 인식자(정신)와 피인식자(외부 물체)의 외재

적인 표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스피노자의 상상적 표상 작용

에서 I(신체 변용)과 외부 물체의 외재적인 표상 관계가 내포되지 않

는다. 스피노자가 해명하는 상상적 표상 작용에서 I(신체 변용)은 신

체와 외부 물체가 결합된 전체로서 ‘신체 변용’을 표상하지만, 외부 물

체가 실존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단절된 인식이다. 다시 말해 정신이

외부가 실존하는 것으로 지각할 때, 정신 안의 관념이 표상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는다. 스피노자는 관념과 외부 사물의 외재적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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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관념과 대상의 동일성 관계로 환원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식

론의 주제인 인식주체와 상이한 인식 대상간의 외재적 표상 작용을

해명할 수 없지 않는가? 스피노자는 상상적 인식 일반에 부적합한 인

식의 성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부적합성은 곧, 상상적 인식이 외부 사

물 그 자체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히려 스피노자

는 외부 세계에 대한 온전하지 않은 인식이 그럼에도 실재적으로 산

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나아가 부적합한 인식이 자연의 필연성

안에서 산출되는 조건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메커니

즘이 바로 신체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 변용들의 연관’과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들의 연관’의 대응이고,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평행론에

그 기초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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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allelism of Spinoza and 
The Problem of Imaginative 

Knowledge  
Park Minjoo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pinoza denies the causal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 mind 
and the human body. For Spinoza, the human mind and the 
human body are dual aspects of the same individual. This 
mind-body identity is called the parallelism, which relies on the 
proposition: “The order and connection of ideas is the same as 
the order and connection of things.”(proposition7 of partⅡ of 
Ethics) In this proposition, the order and connection of ideas is 
the causal series of singular ideas within the attribute of thought 
and the order and connection of things contains the causal 
series of singular bodies within the attribute of extension. This 
proposition implies that there is a structural homology between 
two series, which yet appertain to two different attributes. 
Therefore, the parallelism implies not merely that the body X, for 
instance, corresponds only with ‘the idea of body X’ which is 
causally parallel to body X, but also that X and the idea of X are 
even ontologically iden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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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rrespondence founded on the parallelism should be 
applicable to the imagination theory of Spinoza. For Spinoza, 
when we perceive external thing, the only object of our mind’s 
idea is a bodily state or the affection of the body. However, this 
account for the external perception is questionable. How could 
our perception which is intent to external thing be the external 
perception, although our perception’s only object is the affection 
of our body? This question is main problem to be solved in this 
paper. 
 Regarding this question, objections to Spinoza’s theory of 
imagination are raised as follows. A number of commentators 
(Barker, Taylor, etc.) assert that in Spinoza’s theory of 
imagination, there are two distinct relations between the idea 
and object. One relation is the relation between the idea and the 
affection of our body. Another relation is the relation between 
the idea and the external thing. The commentators regard the 
former as ontological correspondence relation and the latter as 
epistemological representation relation. However, in the 
perspective of them, the onto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affection of body, which is a mere physiological state, and the 
idea of this affection is irrelevant to our external representation. 
They, therefore, regard Spinoza’s theory of imagination as 
insufficient to elucidate the external perception which is one of 
important themes of normal epistemology.
 To answer to these commentators, I analyze Spinoza’s argument 
which he draws from proposition 16 of part 2 of the Ethics to 
corollary of the proposition. From this analysis my main 
arguments about the imagination theory of Spinoza follow as. 
First, there are two causes of the affection of the body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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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object of the idea of mind. Our body and the external 
body are two causes of the affection of body. The affection of 
body is ontologically distinct entity from two causes. Secondly, 
even in imagination related to external body, the only object of 
the idea in the human mind is the affection of the human body. 
That is to say the imagination concerned with external body has 
to be explained by correspondence between the object and the 
idea of the object which is causally parallel to the object. Lastly, 
the affection of the human body which is the only object of the 
idea is ‘a complex’ which is comprised of the nature of the 
human body and the nature of the external body, which are two 
parts of this complex.
 ‘The complexity of object’, being the focus of my argument, 
improves our understanding of the imagination theory of 
Spinoza. Spinoza, while defining the imagination, asserts that the 
idea of the affection of body does not represent the external 
body itself, but rather represents the external body as existent to 
us. This definition means that the Spinoza’s theory of 
imagination is not a mere explanation of representation related 
to the idea-external body relation. Rather, the Spinoza’s theory 
of imagination is intended for explaining the context in which the 
idea-affection correspondence is regarded, by us, as the 
representation concerned with the external body. I think ‘the 
complexity of object’ reflects this context. For example, we see 
the sun as about 200 feet away from us. This vision is illusory, 
because the object which the idea represents is just a complex as 
a whole, composed of the nature of the sun and that of our body, 
each of which, in its turn, is a part of the whole. Then, this 
optical illusion would be a result from the nature of our bo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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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In the last section of this paper, I attempt to refute the 
objections as follows. These objections essentially depend on 
the one assertion that the onto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affection of body which is a mere physiological state and the 
idea of this affection, is irrelevant to our external 
representation. However, if we pay attention to the context of 
Ethics, we could know that Spinoza does not think that the 
affection of the body cannot be reduced to mere physiological 
state. Decisively, on the contrary to the commentators, the 
complexity of object shows that in the imagination theory of 
Spinoza, the direct representational relation between the idea 
and the external world does not really exist, and thus what ideas 
really represent is affections of our body, which are not similar 
to the external world. Therefore, for Spinoza, the imagination, or 
sense perception, is mutilated knowledge. This fact implicates 
the intention of the imagination theory of Spinoza.

Keywords: Spinoza, Parallelism, Imagination, Affection of body, 
Representation
Student Number: 201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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