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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스피노자는 ｢자연학 소론｣에서 ‘가장 단순한 물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물체의 본성을 해명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장 단순한 물

체’는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러온 개념이다. 이 논문에

서는 이 개념을 데카르트 자연학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볼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스피노자 자연학의 독특성보다는 이 두 사상 간의 유사성에 주

목하려 한다. 이 의 논증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피노자의 자

연학은 데카르트의 운동 개념을 수용한 운동학 (kinetic) 기계론이다. 둘

째, ｢자연학 소론｣의 반부는 ‘가장 단순한 물체’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에 

용되는 법칙에 한 기술이다. 셋째, ‘가장 단순한 물체’는 데카르트의 

‘완 히 단단한 물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는 내ㆍ외  계에 한 지  

추상의 결과이다. 넷째, ｢자연학 소론｣의 이 같은 방법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이지만, 제 3종의 인식과는 달리 한계를 지닌다.

Ⅰ. ｢자연학 소론｣의 기획과 구성

스피노자는 윤리학이 형이상학만이 아니라 자연학에도 기 해야 한

다고 말한다.1) 그런데 그는 자연학에 해서 많은 술을 남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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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 에서 가장 체계 이고 많은 분량의 작은 데카르트의 철

학의 원리(이하 PPD)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데카르트의 자연학을 

해설하기 한 목 으로 자신의 의견을 가능한 배제하여 술되었기 

때문에, 스피노자 자신의 이론이 무엇이고 그가 데카르트의 자연학에 

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악하기에는 난 이 있다. 스피노

자는 몇몇 편지에서 자신의 자연학  소견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

것은 당  자연철학자들에 한 간략한 비평의 수 을 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본격 으로 자신의 자연학을 개한 곳이 있다면, 윤리

학 2부 정리 13이후에 짧게 서술된 ｢자연학 소론｣이 유일하다. 
윤리학 2부는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스피노자가 정신을 다루는 2부에서 자연학을 서술하는 이유는 

자연학의 도움을 받아 인간 정신의 탁월함을 보이기 해서이다. 스

피노자는 정신의 탁월함이 인간 신체의 탁월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신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기 해서는 

신체(물체)의 본성을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

학 소론｣은 자연학을 그 자체로 규명하기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도구 인 필요에 의해서 윤리학 2부의 간에 들어가게 된다. 
｢자연학 소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장 단순한 

물체2)<공리 1, 공리 2, 보조 정리 1, 보조 정리 2, 보조 정리 3, 공

리’ 1, 공리’ 2>, 2) 합성된 물체<개체 정의, 공리’ 3, 보조 정리 4 
∼보조 정리 7>, 3) 인간의 신체<공  1∼공  6>이다. 인간의 신체

는 여러 물체  하나의 에 해당하므로, 물체의 본성 일반을 다루

는 부분은 1)과 2)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물체 본성 일반에 

해 논할 때 단순체에서 시작하여, 단순체로 합성된 합성체, 합성체로 

합성된 합성체, 그리고 우주 체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자연학 소론｣의 출발 인 1)에 집 할 것이다. 반부

의 서술 상인 단순체는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1) 편지 27, G IV/161

2) 편의상 ‘가장 단순한 물체’를 단순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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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왔다.3) 그 주된 이유는 스피노자의 텍스트에서 단순체에 한 서

술이 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단순한 물체’라는 표

 자체가 ｢자연학 소론｣이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자연학 소론｣에서

도 단순체에 해 간략한 언 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체

가 ｢자연학 소론｣에서 핵심 인 개념이고, 기존 연구가 단순체에 

한 해석을 통해서 스피노자 자연학의 독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논쟁은 확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에서는 스피노자 텍스트 

내에서 ｢자연학 소론｣의 독특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다른 텍스트들과

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단순체 개념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 에서 

17세기의 표 인 자연철학자인 데카르트의 자연학과 비교검토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자연학 소론｣이 개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스피노자의 의도를 재구성해보며, 이를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이
하 PP)의 에서 조망할 것이다. 

Ⅱ. ｢자연학 소론｣ 분석

1. 공리 1, 공리 2

“공리 1: 모든 물체(corpora)는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다.”

｢자연학 소론｣은 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인 원리에서 시

3) 단순체에 한 다양한 해석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했다. 들뢰즈 스피노자

와 표 의 문제(이진경ㆍ권순모 역, 인간사랑, 2002(1968)) ; 마트롱, 스피

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김문수ㆍ김은주 역, 그린비, 2008(1969)); 진

태원, 스피노자의 철학에 한 계론  해석(서울  박사학 논문, 2006);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Spinoza, Havard Univ., 1983(1934); 

Martial Gueroult, “Disques tournants, pendules composés, corps composés, 

corps vivants”, Spinoza II L’Ame,, Aubier, 1974; Lee Rice, “Individual 

and Community in Spinoza’s Social Psychology”, Spinoza Issues and 

Directions, 1990; Jacob Adler, “Spinoza’s Physical Philosophy”, Spinoza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hilosophers, Routledg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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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물체에 한 자신만의 고유한 이론, 즉 물

체가 연장 속성의 양태라는 생각을 공리에 아직 반 하고 있지 않다. 
물체에 한 이 같은 특수한 정의는 논의가 더 개된 보조 정리 2
에 가서야 포함된다. 보조 정리 1에서는 다만 운동과 정지라는 물체

의 두 ‘상태’를 언 하고 있을 뿐이. 그리고 이 두 상태는 두 개의 

배타 (exclusive)이고 남김 없는(exhaustive) 물체에 한 규정이다. 
그러나 운동과 정지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스피노자가 이러한 

내용을 왜 ｢자연학 소론｣의 첫 부분에 배치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잠시 데카르트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다. 데카르트

는 PP 2부에서 물질의 원리에 해 탐구할 때, 다음의 순서로 자신

의 이론을 진행한다. 그는 물질 인 것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 물체

의 본성이 연장임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운동의 본성과 법칙들에 

하여 다룬다. 연장은 물체 일반의 본성이어서, “연장을 통해 인식되

는 것은  우주에 있어서 하나로서 동일하게 존재”한다. 반면 우리

로 하여  개별 인 물체들을 구별하게 하고 다르게 감각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질의 다양함이나 물

질의 형상들의 차이는 모두 운동에 의존”4)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데카르트는 개별 물체를 다루는 첫 자리에 운동 개념을 놓았다. 데카

르트  에서 본다면, 스피노자의 ｢자연학 소론｣이 운동 개념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자연학 소론｣의 목표가 개별 물체

의 차이 을 밝 서 인간 신체의 탁월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의 가장 근본 인 원리는 운동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학 소론｣의 제 1공리가 한편으로는 

가장 상식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에 한 특정한 , 즉 

데카르트  자연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스피노자가 올덴부르그의 개를 통해 보일과 자연학  상과 방

법들에 한 논쟁을 한다. 스피노자의 비 의 핵심은 보일(Boyle)의 

자연학이  데카르트 이지 않다는 것이고, 이에 한 보일의 반

4) 원석 , p.8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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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데카르트의 이론이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담은 

한 서간문에서 스피노자는 그 자신이 데카르트의 운동 개념에 기 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5) 운동은 근본 인 제 1성질6)이다. 

“내 의견으로는, 일상 인 사용에서 나온 개념들, 자연을 그 자체로

가 아니라 인간 감각과 련하여 설명하는 개념들은 가장 높은 일반

성의 개념으로도 간주되지 말아야 하며, 가장 순수하고 우리가 자연

을 그 자체로 설명하는 개념들과 혼합되지 말아야 한다. 후자에 속

하는 것은 운동과 정지 그리고 그것의 법칙들이고, 자에 속하는 

것은 가시 , 비가시 , 뜨거운, 차가운, 그리고 [...] 유동 , 견고한 등

이다.”7) (인용자 강조)

보일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을 비 으로 수용한다. 보일은 에피

쿠로스의 자연학이 완 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유용한 가설이라고 

보면서, 각 물체들이 지닌 질(quality)이 원자들의 양을 통해서 설명된

다는 기계론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보기에 보일은 충

분히 기계론 이지 않다. 가령 유체의 유동성을 물체의 운동이외의 

다른 요소들, 가령 원자들의 둥근 모양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를 모두 운동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과 정지만이 우리 감각 이 의 것이고, 나머지 성

질들은 이를 우리가 감각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연장 속

성을 고려할 때, “그것에서 운동과 정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지각

할 수 없고, 그로부터 그것의 효과들이 도출”8)된다. 그리고 물질 개

념 그 자체가 바로 운동이다.9)

5) 게루는 스피노자의 ｢편지 81｣을 근거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운동 개

념이 다르다고 논증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조 정리 2와 3을 다루면서 이

러한 주장을 비 할 것이다. 

6) 여섯 번째 반박에 한 답변, AT VII p.140 참조

7) 편지 6, G IV/28

8) 소론, G I/91
9) PPD, G I/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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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 정리 1

“보조 정리 1: 물체들은 서로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 구별되

지만, 실체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보조 정리 1은 두 가지 구별 원리를 담고 있다. 이들은 운동과 정

지에 의한 구별과 실체  구별이다. 스피노자는 실체  구별을 부정

한다. 이는 스피노자의 독특한 사유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이

를 윤리학 1부의 형이상학을 끌어와 증명한다. 반면 자의 구별을 

증명할 때는 그는 단지 이 구별이 단지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만 말

할 뿐이다. 여기서 다시 데카르트의 주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 역시 운동과 정지를 구별의 원리로 삼았다. 데카르트는 “물
질의 다양함이나 물질의 형상들의 차이는 모두 운동에 의존”10)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스피노자의 보조 정리 1은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보다는 덜 제한 인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여기서 운동과 정지 이

외의 다른 구별 수단이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즉 운동과 정지가 보조 정리 1이 말하는 물체들을 구별하는 유일

한 수단이 아니다. 가령 물체는 운동으로도 구별되지만 크기로도 구

별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학 소론｣의 반부의 끝부분에서 스피노

자가 이 게 말하면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단순한 물체에 한 것, 곧 단지 운동과 정

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되는 물체에 한 것이었다. 이
제 우리는 합성체에 한 논의로 옮겨가도록 하자.”(인용자 강조)

Atque haec de corporibus simpliciffimis, que scilicet solo motu & 
quiete, celeritate & tarditate ab invicem distinguuntur: jam ad composite 
ascendamus. (G III/99)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체라는 표  자체가 이곳 ｢자연학 소

10) 원석 , p.8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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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반부의 끝부분에서야 처음 나온다는 사실이다. 스피노자는 단

순체에 한 언 을  하지 않다가, 반부를 마치면서 뒤늦게 이

제까지의 논의가 단순체에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스피노

자의 일반 인 논의 진행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하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개념 정의를 제시한 후, 이 개념들을 활용하여 논의를 이끌

어 나가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체는 일련의 과정이 선행한 후에 그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문제는, 반부 말미에 따르면 보조 정리 1은 단순체에 

한 서술인데 solo라는 표 이 없다는 이다. 이는 보조 정리 1을, 나

아가 반부 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련이 있다. 두 

가지의 양립 불가한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반부는 

오로지 단순체만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조 정리 1은 

단지 solo라는 세부 인 한정을 결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반부의 법칙들이 오로지 단순체에 한 

서술이라고 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난 에 착한다. 이들 몇몇 

법칙들이 윤리학의 다른 부분에서 합성체에 한 원리로서 활용되

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반부의 공리 1은 합성체가 다양한 변용을 

겪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다.11) 
그 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반부는 단

순체만이 아니라 단순체와 합성체에 공통 인 법칙들이다.12) 이를 보

조 정리 1에 solo라는 표 이 부재한 것과 련해서 말하자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물체가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명제가 “개
체가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계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명제를 부정

하지 않으며, 오히려 포 한다. 반부는 단순체와 합성체를 모두 포

11) ｢자연학 소론｣의 반부가 합성체 법칙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2는 EIIP37, EIIP38Cor, EVP4에서 참조되고, (보

조정리 3 다음의) 공리’ 1은 EIIP16, EIIP24, PIIIP17Sc, EIII51Dem에서, 

(보조정리 3 다음의) 공리’ 2는 EII17Cor에서 참조된다.

12) 이러한 주장을 한 논변으로 단순체에 한 공리’ 1에서 합성체에 합

한 개념어인 본성, 변용이라는 개념어가 나타난다는 지 하기도 한다(진

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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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칙들이라면, 후반부는 오로지 합성체에 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순체에 한 것이다”는 “여기부터는 

단순체에 한 서술이 아니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서 합성체에 고유한 법칙들은 단순체에 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합성

체는 단순체의 법칙들을 포함한 더 많은 법칙들에 의해 규제된다.

3. 보조 정리 2, 보조 정리 3 

보조 정리 2: “모든 물체는 어떤 에서 합치한다(convenire).” 

보조 정리 1이 물체들 상호간의 구별 문제에 해서라면, 보조 정

리 2는 물체들이 서로 인과 계를 갖기 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다. 윤리학 1부 정리 3에 의하면 “어떤 공통 인 것도 서로 갖지 

않는 사물들의 경우, 하나는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공통 이 연장성, 그리고 운동과 정지이다. 뒤이어 물체 

간의 상호 작용을 다루는 듯하다. 

보조 정리 3: “운동 혹은 정지하고 있는 한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

해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규정되었어야 하고, 이 다른 물체도 한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되었어야 하며, 이 

물체도 그러해서, 이는 이 게 무한하게 나아간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여기서 말하려는 바는 상호 작용 그 자체가 아니

다. 앞서 보조 정리 1에서 운동과 정지가 구별의 원리가 되었다면, 보

조 정리 3에서 그러한 구별 원리가 가능해진 이유를 다룬다. 이는 각 

물체가 어떻게 재 그와 같은 운동과 정지를 갖게 되었는지에 한 

해명이다. 이에 한 증명과 그것이 기 고 있는 정리는 다음과 같다.

“보조 정리 3의 증명: 물체(2부의 정의 1)는 (보조 정리 1에 의해)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사물(res singulares)이
다. 따라서 (1부 정리 28에 의해) 각각은 필연 으로 다른 독특한 사

물, 즉 (2부 정리 6에 의해) 다른 물체에 의해－이 물체도 (공리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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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다－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규정되었어야 

한다. [...]” (인용자 강조)
“1부 정리 28: 모든 독특한 사물은 [...] 다른 사물에 의해 존재하고 

작동(operare)하도록 규정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도, 작동하도록 규

정될 수도 없다.”
“2부 정리 6: 한 속성의 양태들은, 그 속성이 무엇이든 간에, [...] 

그 속성들에서 신을 고려하는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다른 속

성에서는 그 지 않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

의 재 상태이다. 보조 정리 3은 그러한 재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무한한 타동 (transitive) 인과 계에 의한 것임을 보여 다. 그런데 

보조 정리 3의 증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은 이러한 인과성이 

형이상학을 통해서 보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  형이상학  용어가 

제시되고 이들은 자연학  용어로 체되고 있다. 즉 형이상학  용

어인 ‘독특한 사물’과 ‘작동’은 자연학  용어인 ‘물체’, ‘운동과 정

지’로 체되고 있다.13) 이때 물체는 독특한 사물의 한 이고, 운동

과 정지는 작동의 한 이다. 즉 형이상학  용어들이 보다 일반 인 

사태를 지시하는데 반해, 자연학  개념들은 그것의 한 특수한 경우

를 지시하고 있다. 이를 스피노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연학과 형이

상학과의 계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의 데카르

트 비 과 련이 있다.

“데카르트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연장으로부터, 즉 정지해 있는 덩

어리로부터는, 당신이 말했듯이 물체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

울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지해 있는 물질은, 그것 안

에 있는 만큼, 정지를 계속하려 할 것이고, 더 강력한 외 인 원인을 

통해서 아니라면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앞서서 자연  사물들에 한 데카르트의 원리들이 완 히 틀렸다고

는 할 수 없지만 쓸모가 없다고 정하는데 주 하지 않았다.”14)

13) Maxime ROVERE, p.27

14) 편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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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으로 게루와 같은 스피노자 연구자들은 이 서간문을 단 로, 

데카르트와는 다른 스피노자 고유의 자연학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고 시도한다.15) 그러나 자연학의 기본 법칙들과 그것의 개에 

한 스피노자의 언 이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그 표 과 구성이 데

카르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많은 난 에 

부딪친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계에 해 주

목해보도록 하자.
데카르트는 PP에서 운동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일반  원

인인 신과, 특수한 원인인 물체간의 충돌이다. 자는 모든 운동의 

원인으로 형이상학 이라면, 후자는 각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

인, 자연학  원인이다. 물체의 모든 특수한 변화는 충돌 법칙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체들에 일어나는 변화의 특수한 원

인들은 어도 그것들이 물체인 한 모두 이 제3법칙에 담겨”16)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앞서 인용한 서간문에서 비 하는 상은 이와 같은 

자연학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형이상학  원인에 

해서다. 두 원인을 구별했다는 , 신을 운동 자체의 원인으로 악

했다는 에서는 이 두 사상가는 다르지 않지만, 스피노자와 달리 데

카르트는 신을 연장의 외부에 놓았다. 그런데 이 게 설정된 신과 연

장 사이의 외재  계 때문에, 즉 두 원인들의 단  때문에, 데카르

트의 자연학은 그 자체로 완결 이지 않게 된다. 자연학만으로는 ‘자
연  사물들의 존재와 다양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것

은 그 자신만으로는 자연 상을 완 히 설명할 수 없으며, 형이상학

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령 최 의 운동, 운동의 보존 등을 설명할 

때 자연학  원리를 넘어선 신이 개입한다. 형이상학과 자연학은 

상 역을 분할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지만, 그 각각은 완결된 설명원

15) 이 서간문을 통해서 스피노자와 데카르트는 연장 개념을 달리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루는 이 연장 개념의 차이가 스피노자의 자연학

을 동역학  기계론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본다. 

16) 원석 ,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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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비 이 겨냥하고 있는 곳은 이 두 원인의 계

에 한 것이다. 보조 정리 3이 주요 논거인 1부 정리 28이 그 비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 28은 유한한 사물들 간의 타동  인과 계에 

해서 다루고 있다. 보조 정리 3은 이를 물체들 간의 충돌 이론의 일

반 인 근거로 활용한다. 보조 정리 3은 데카르트 방식으로 말하자면 

특수한 원리에 한 정리인 것이다. 그런데 정리 28은 일반  원인인 

신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신은 모든 사물의 존재 원인(EIP24)이고, 
본질의 원인이며(EIP25), 작동의 원인(EIP26,27)이다. 신은 그러한 일

반 인 원인이다. 하지만 일반  원인은 동시에 특정한 에서 특수

한 원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정리 28에서 사물들 간의 타동  인과 

계와 신과 사물 사이의 내재  인과 계가 연결되고 있다. 신이 어

떤 독특한 사물의 존재와 작동을 규정할 때, 그것은 신의 변용인 다른 

독특한 사물을 통해서이다. 그 기 때문에 스피노자에게 신과 사물 사

이의 내재  인과 계와 사물과 사물 사이의 타동  인과 계는 서로 

배타 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다른 두 표 이다. 보조 정리 3은 

이 두 표   타동  인과 계만을 다루는 것이고, 연장 속성에 속

한 물체와 운동과 정지로 그 주제를 한정한 것이다. 

4. 공리’ 1, 공리’ 2, 개체 정의

스피노자는 보조 정리 3과 따름 정리 다음에 공리들(공리’ 1, 공리’ 
2, 공리’ 3)17)을 기술한다. 이는 윤리학의 일반  구성 방식과는 다

르다. 스피노자는 오로지 이 부분에서만 정리들 사이에 공리를 끼워 

놓았다. 게다가 스피노자는 ‘공리’ 3이 아니라 ‘공리’ 1’로 새롭게 번

호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공리’ 1이 이 보다 한 차원 높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처럼 하나의 물체에 주목하는데 

17) 이 공리들을 ｢자연학 소론｣ 첫 부분에 나오는 공리들과 구별하기 하여, 

공리’와 같이 작은따옴표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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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지 않고, 물체들 간의 상호 계라는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각 개별 물체의 다양한 변화를 서술해 낸다. 

“공리’ 1: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변용되는 모든 방식들(modi)
은 변용된 물체의 본성과,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변용하는 물체의 본

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의 동일한 물체는 그것을 움직

이는 물체들의 차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역으로 서

로 다른 물체들은 하나의 동일한 물체의 의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

게 된다.”
“공리’ 2: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한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이것을 움

직일 수 없을 때, 그것은 반사되어 자신의 운동을 계속한다.[...]”

게다가 변용과 본성이라는 개념어가 ｢자연학 소론｣에 처음 도입되

고 있다. 그런데 이 변용과 본성이라는 개념이 그에 한 정의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래 이들이 단순체가 아니라 합성체에만 합한 개

념으로 보인다는 에서 문제가 발생한다.18) 스피노자에 따르면 합성

체의 본성이란, 그 부분들의 상호 간에 가지는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계이다. 반면 단순체의 본성이 무엇인지 직 인 언 이 없다. 그

기 때문에 마트롱과 같은 연구자는 단순체의 본성과 변용이 무엇인

지 추론해 내려고 시도한다. 마트롱은 단순체가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만 구별된다는 에서 착안하여, 이 운동과 정지가 단순체의 본성이라

고 말한다. 그리고 더불어 단순체의 변용은 이 운동과 정지(운동량)의 

변화일 것이라고 간 으로 추론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

하기 한 텍스트  근거가 희박하다는 에서 난 이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리’ 1이 한 물체가 겪

을 수 있는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 인 법칙이며 그 법칙

이 물체들 간의 상호 계를 통해서 규정되었다는 이다. 그 물체의 

변화가 물체 운동에서의 변화라는 (공리’ 1), 그리고 그 가 반사 

법칙(공리’ 2)19)이라는 에서, 데카르트가 PP 2부에서 서술한 충돌 

18) 진태원, 183∼184쪽

19) 공리’ 2와 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공리들이 보편 인 법



스피노자의 자연학에서 ‘가장 단순한 물체’ 229
법칙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이 두 공리는 데카르트의 충돌 법

칙의 스피노자  본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충돌 법칙을 그 토 로 하여, 합성체(개체)를 정의한다. 

“정의: 크기가 같거나 다른 몇몇 물체가 다른 여러 물체의 압력을 

받아서(coercentur) 서로 합하거나, 혹은 몇몇 물체가 같은 속도로 

혹은 다른 속도로 움직여서 자신의 운동을 어떤 특정한 계(ratio)로 

서로 달할 때 우리는 그 물체들이 서로 합일(unita)되어 있다고 말

하며, 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물체 는 하나의 개체를 합성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개체는 이러한 합일에 의하여 다른 물체와 구별

된다.”(인용자 강조)

스피노자는 단순체로부터 합성체로 논의를 이행한다고 선언한 후, 
개체를 정의하고 있다. 이 까지는 하나의 물체의 상태, 그리고 두 

물체 간의 충돌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다수의 물체들을 동시에 고

려하고 있다. 서로 인과 계 연쇄에 있는 물체들  일부분이 운동

의 순환 체계를 형성하여 개체가 형성된다. 이로써 물체의 부분이라

는 새로운 개념이, 충돌 법칙으로부터 생성된 물체의 내부라는 개념

이 나타나게 된다. 이어지는 논의(공리’ 3)에서의 딱딱함, 부드러움, 
유동성이라는 물체의 성질은 이러한 ‘물체 부분들의 계’, 즉 내부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제 1성질은 운동만이 아니라, 그로

부터 기인한 감각  성질까지, 즉 존하는 물체에 한 온 한 설명

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합성체에 한 논의를 마

무리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칙을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갑자기 그리고 오로지 공리’ 2만이 특수한 규

칙을 다루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자연학 소론｣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자연학 소론｣은 물체를 문 이고 포 으로 이

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다만 스피노자는 “증명하고 하는 것을 쉽게 연

역하고자 하기 한” 간소화된 자연학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용될 단 하나의 규칙만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리’ 2는 윤리학 체에서 단 한번만 참조된다. 2부 정리 17의 

따름 정리에서 상상메커니즘을 설명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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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공리’ 3, 보조 정리 4∼보조 정리 7－인용자] 우리들은 

오로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물체들

로 합성된 개체, 즉 가장 단순한 물체로 합성된 개체를 생각하 다. 
만일 이제 본성이 다른 여러 개체들로 합성된 다른 개체를 생각한다

면, 그 개체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변용되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인용자 강조)

스피노자는 지 까지의 논의가 ‘단순체로 합성된 개체’에 한 논의

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본성이 다른 여러 개체들

로 합성된 개체’가 존재하는 듯이 말하고 있다.20) 여기서 우리는 이러

한 단순체와 이러한 개체들의 실재성에 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피

노자는 데카르트처럼 원자 가설을 명시 으로 부정하고 비 하기 때

문에, 단순체는 원자일 수 없다. 그럼에도 ‘단순하다’라는 표 상 그것

의 원자처럼 보이며, 원자처럼 사물들을 합성해낸다. 하지만 스피노자

는 모든 물체가 단순체로 합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신, 단순체로 합

성된 물체가 있고, 이와 달리 본성이 다른 개체들로 합성된 개체가 있

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모순 으로 보이는 표 들을 풀어낼 실마리는 

단순체의 존재론 이고 인식론 인 지 에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은 ‘본성이 다른 여러 개체들로 합성된 개체’뿐이고, 가장 단순한 물

체란 이러한 실  존재자를 이해하기 해 우리가 도입한 ‘픽션’이
다. 이를 데카르트의 자연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해보도록 하자.

20) Lee Rice는 이 구 을 근거로, 단순체가 서로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고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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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와 스피노자의 

｢자연학 소론｣

: 외적 관계가 추상된 완전히 단단한 물체

데카르트는 PP에서 특정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는 우선 완 히 

단단한 물체를 다루고(46∼52 ) 그 다음 유동체와 딱딱한 물체를 분

석한다(53∼62 ). 이를 고체 운동역학(kinetics)에서 유체 운동역학으

로의 진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분석 상이 다른 두 

종류의 역학이 아니다. 자는 비 이고 추상 인 역학이고 후자가 

실제 이고 구체 인 역학이다. 자의 분석 상인 완 히 단단한 

물체는 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에 있는 어떤 물체들도 와 같이 다른 모든 물체들

과 분리되어 있을 수 없고 우리 주변의 어떤 물체도 완 히 딱딱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각각의 물체의 운동의 변화량을 계산하기란 그보다 훨씬 어렵다.”21) 
(인용자 강조)

단단한 물체에 한 역학을 마치면서, 데카르트는 그 때까지 두 가

지 조건들을 가정했었고 그 조건들의 불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첫

째, 이때까지 그가 다룬 물체들은 완 히 딱딱한 물체 다. ‘완 히 

딱딱함(plane dura)’은 우리가 실에서 감각하는 딱딱함이라는 성질

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질이다. 
둘째, 주변 물체들에 한 고려가 배제되었다는 이다. 오로지 충돌

하는 두 물체만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세계에는 물

체가 없는 그러한 순수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
데카르트가 자연의 제 1법칙으로 제시한 성의 법칙에는 이 두 

가지 한정 조건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21) PP II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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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법칙은 단순하고22) 나 어져 있지 않는 한(quatenus est 
simplex & indivisa) 각각의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quantum in se 
est) 항상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외 인 원인에 의하지 않고

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3)(인용자 강조)
완 히 단단한 물체는 단순하다. 완 히 단단함 혹은 단순성은 나

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물체는 부분을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부분이 부재하는 이유는 이 물체의 ‘부분들’이 서

로 상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물체

들이 서로 구별되는 원리를 운동에서 찾았다. 서로 구별되는 부분이 

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부분이 발생

한다. 그래서 ‘완 히 단단한 물체’란 더 작은 크기로 쪼개질 수 없

는 원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그 내  부분들의 상호 계가 추상된 물체를 의미한다. 그 결과 완

히 단단한 물체는 모든 ‘부분들’이 공유하는 오로지 하나의 운동, 하

나의 운동량만을 가진다. ‘완 히 단단한’이란 이러한 내  추상의 물

질 인 표 이다.
우리는 완 히 단단한 물체와 가장 단순한 물체에서 유사성을 발

견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단순성을 “그것이 합성체가 아니라는 것, 
 본성상 상이한 부분들이나 본성상 일치하는 다른 부분들로 합성되

지 않음”24)이다. 이러한 물체는 운동량만을 가지게 된다. 운동과 정

지 혹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된다는 것은 이러한 운동

량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는 형이상학  사유에서 반복된

22) 데카르트, PP II P37. AT VIII 62, (철학의 원리(원석  역, 아카넷, 

2002) 번역 일부 수정), 철학의 원리 ‘단순한’이라는 개념은 랑스어 

본에는 없고 라틴어 본에만 나타난다.

23) 원석 , 98쪽.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성 법칙을 보다 분명하게 풀어 

쓴다. “각각의 것은, 그것이 단순하고 나 어지지 않고 그 자체로 홀로 

고려되는 한에서, 그것이 할 수 있는 한 그것의 동일한 상태 속에 머물

려고 한다.” 스피노자는 이를 증명하면서, 강조된 부분을 다시 이 게 설

명한다. “우리가 외 인 원인, 즉 특수한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 자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코나투스를 정할 것이다. 

24) 편지 36, G IV/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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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곳에서 스피노자는 “가장 단순한 사물들(rei simplicissimae)”25)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운동량 이외에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고 가정된 것이다. 우리가 매우 단순한 물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한, “우리는 항상 그것이 움직인다.”고 말하게 된다. 즉 두 

가지 한정조건에 의해 성의 법칙이 발견된다. 아들러는 스피노자의 

단순성을 데카르트의 단순 본성과 연 시켜, “개념 으로 더 이상 분

석불가능함”26)으로 해석한다. 데카르트의 규칙들에서 운동은 물질

인 측면에서의 단순 본성으로, 정신이 그것을 인식하는데 어떤 노

고도 들지 않으며, “그 자체로 직 ”27)되는 것이다.

Ⅳ. 지적 추상28)으로서 가장 단순한 물체

그 자체로 고려된 단순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

능한 존재가 실  존재들의 본성을 이해하기 해 도입된다. 우리

는 유사한 를 스피노자의 ｢지성개선론｣(이하 TIE)에서 발견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TIE에서 픽션(fictio)을 분류한다. 그  첫 번째는 

키메라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한 픽션이다. 스피노자는 일반

으로 픽션이란 우리의 인식 결여로부터 기원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인식 상의 존재를 결정하는 원인들을 합하게 이해하

고 있다면, 그것의 존재에 한 픽션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석하게 이해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한 념을 갖는 경우가 있다. 스피노자가 제시하고 있는 는 ‘진
공에서 타고 있는 양 ’이다. 스피노자는 진공 가설을 거부한다. 게다

가 진공에서 양 가 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25) MP, G I/248

26) Jacob Adler, p.166; 진태원, 184쪽

27) 이 복, 93쪽, AT X, p.425.

28) 이하 지  추상과 픽션 개념에 해서는 박기순, ｢스피노자에서의 픽션 

개념｣ 인문논총 제56집 (2006. 12), pp.159-191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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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가질 때는 “아무것도 꾸며지지(fingere) 않았다.” 이 념은 

무엇인가 덧붙여지거나 혼동된 픽션이 아니라 추상29)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상 덕분에 정신은 그 주의를 주변 물체들로부터 떨어뜨려서 

“오로지 그 자체로 홀로 고려된 양 에 해서 숙고하게” 된다. 우리

는 이런 추상의 도움으로 정신은 양 가 그 자신 안에 자신을 괴

할 원인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여기에는 어떤 픽션도 없고, 
참되고 순 한 주장(verae ac merae assertiones)만이 있을 뿐이다.”

상상  추상을 지  추상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상상

 추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지각하는 상이 

우리가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갈 때, 존재나 사

물 등의 월  개념을 갖게 될 때, 개체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삭제했을 때 인간, 말, 개와 같은 보편 개념을 가지게 

된다.30) 특히 우리는 “인간은 웃을 수 있는 동물이다”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한 남겨진 강한 인상에 집착하여 나머지를 덜

어낸 다음, 그 성질을 그 사물의 정의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추상 

념은 “우리의 변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하는 신에 상상하는 것에 머무를 때 나타난다.”31)

지  추상은 반 로 인간의 유한성에서 기원한 한계를 넘기 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인간은 인식 상의 모든 원인을 한번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원인 에 일부분을 이해하고 이를 확

해 나가는 것이다. 단순한 물체의 경우, 실의 물체가 가지는 복

잡한 내  외  인과 계망들을 덜어내어 고찰한 후, 고려해야할 요

소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표 을 빌리자면 이런 추

상은 “계산을 쉽게 하기 해서”이다.

29) “두 번째의 경우에 주변의 물체들로부터 사유들을 추상하는/추출하는

(abstrahere) 것 이외에 어떤 것도 행해지지 않았으며[...]” (TIE, 57 ) 우

리는 TIE의 이 구 에서 스피노자의 추상 개념을 가져왔으며, 지  추상

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30) EIIP40Sc1

31)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역, 민음사, 1999),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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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 추상은 그것을 발 으로 보편  법칙을 발견하는 지  작

업일 수도 있다. 스피노자와 데카르트는 물체의 외  계를 추상함

으로써 그것의 성 법칙을 발견하며, 거기에 자연의 제 1법칙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고립되어 있는 물체가 실존하지 않듯이, 성의 법

칙의 완 한 실 인 구 인 등속직선운동도 실존하지 않는다. 하지

만 그것은 자연의 근본 법칙으로 자리 매김한다. 물체의 내부 계에 

한 추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물체의 제 1성질인 운동이

다. PP 2부와 ｢자연학 소론｣은 운동 개념에 의해 그 논지가 추동된

다. 물체는 특정한 운동 상태에 있고, 운동에 의해 구별되며, 운동의 

변화를 겪는다. 
지  추상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스피노자는 TIE에서 기존의 통념

을 참고하여 네 가지의 지각 방식을 말한다. 그 에서 세 번째에 해

당하는 것은,32) “한 사물의 본질이 다른 사물로부터 추론되지만, 부

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갖는 지각”33)이다. 가령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는 경우다. 결과에는 그 원인이 부분 으로만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  추상을 통해서 부분 인 앎을 가지게 된다. 그

러나 이것이 부분 임을 명석하게 인지한 상태에서라면, 이 추상은 

거짓 념과는 구별될 것이다. 단순체는 이러한 의미의 지  추상의 

결과고, 따라서 ｢자연학 소론｣은 물체에 한 부분 인 인식을 제공

한다. 어도 이때 ｢자연학 소론｣은 물체의 본성에 한 완 한 규명

은 아니지만 물체 본성의 이해가능성을 제시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단순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단지 두 

사물이다.34) 그것은 신과 단순체이다. 세계는 마치 이 두 단순한 것

들로부터 연역된다. 세계는 신으로부터 생산되고, 단순체들로 구성된

다. 이 두 에 따라 존재자는 다르게 악된다. 자의 경우 존재

자는 체(신) 속의 부분으로, 후자의 경우 부분들(단순체들)로 합성

된 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존재자는 우리가 그것을 악하는 방식

32) ｢자연학 소론｣을 TIE의 세 번째 지각과 연결하는 해석은 Adler의 것이다.

33) TIE 19 . G II/10, Curley p.13 

34) Emilia Giancotti Boscherini,, Simplex 항목 참조.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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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독특한 사물(Res Singularis)과 개체(individuum)라는 두 이름

을 가지게 된다. 이때 ｢자연학 소론｣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

는 이 방식을 데카르트  방법에 근시켜 보았다. 유한한 인간에게 

자연 으로 먼  주어지는 것은 사물들의 재 상태이다. 우리는 아

직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합치하여 우주를 이루고 있는지에 한 인

식을 결여하고 있다. 그 세계 속에서 ‘나’와 세계는 서로 타자로, 즉 

서로 독립 이고 외재 인 체와 체로서 만난다. 우리는 추상을 

통해서 이러한 외재  계를 구성하는 최 의 항이자 최 의 체인 

단순체를 획득한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체들을 합성하는 작업을 통해

서, 그 에는 체로 간주했던 사물들과 우리 자신이 단지 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한 합성된 체임을, 그리고 보다 상 의 

체를 구성하는 부분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데카르트  에

서 재조명된 ｢자연학 소론｣은 인간 인 학문으로 드러난다. 즉 단순

체로부터 합성체로의 이행은 실제 인 개체화의 과정이 아니라, 정신

이 지  추상에서 시작하여 세계에 한 이해를 획득해 나가는 사유

의 구체화 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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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mplest Body’ in Spinoza’s Physics

Hyun, Young-Jong

In The Short Treatise on Physics, Spinoza seeks a general nature 
of physical things that depart from ‘the simplest body,’ which has 
been a controversial concept among Spinoza researchers. In order to 
elucidate this concept, this paper compares Spinoza’s physics to the 
Cartesian concept, focusing on their similarities rather than their 
differences. The main assertions are as follows: First, Spinoza’s 
physics belongs to a kinetic mechanism based on the Cartesian 
concept of motion Second, the first part of The Short Treatise on 
Physics describes the laws applicable to every physical thing, not 
only to the simplest body Third, the simplest body is similar to the 
Cartesian concept of ‘the perfectly sold body,’ which is derived 
from an intellectual abstraction of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ships Fourth,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method of The 
Short Treatise on Physics is devised as a means of overcoming 
human finitude restrictively. 

Keywords: Spinoza, Descartes, The Simplest Body, Abstraction, 
Simpli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