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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복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관통하는 주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복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가 자기의식의 확장 과정 통해서 이 문제에 답하려고 했으며, 이 

논의에는 그의 독특한 개체 개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체와 그것에 대한 관념인 정신이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이 소통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 소통의 흔적인 신체의 변용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단일하고 총체적인 나를 상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상상적 자기의식에 머물지 않고 필연적인 법칙들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며, 나아가 자신을 자연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경험한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이 

있다. 의식의 확장 과정을 개체적 본질, 개체들 간의 관계, 이 본질에 

대한 의식에 대한 논의와 연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의 개체(individuum)는 자연학적 개념이다. 그는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기계론을 데카르트보다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기계론은 모든 

물리적 현상을 장소 운동과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 설명한다. 장소 운동과 

충돌이란 물체들의 상대적이고 외적인 관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개체의 상태나 본질은 외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간도 

이러한 개체다. 연장의 측면에서 인간이 하나의 개체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통일성은 영혼 등과 같은 연장 밖의 원리가 아니라 기계론적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개체의 본질을 발생적 관점에서 정의한다. 그는 내부가 없고 

오로지 외적인 관계에 의해 상태와 본질이 결정되는 ‘가장 단순한 

물체’라는 가상의 존재자를 도입하고, 개체의 본질을 이 가상의 물체들이 

서로 간에 맺는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ratio)”로 정의한다. 이 ‘관계’ 

자체는 비물질적이고 비시간적인 원리다. 이 ‘관계’는 개체의 지속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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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며, 개체의 부분들을 규제하는 법칙들(leges) 혹은 배치(fabrica)다. 

이 ‘관계’는 외적 관계들에 의해 발생적으로 설명되지만, ‘관계’ 자체는 

영원하며, 개체의 내부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 창발된다. 

 개체의 본질은 코나투스이기도 하다. 코나투스는 기계론적인 

관성(intertia)과 다르다. 상태 유지만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의 추구이기 

때문이다. 코나투스는 개체의 부분들을 규제하는 힘이다. 이 힘은 상반성 

제거 활동으로 실현된다. 실존하는 개체 안에는 필연적으로 상반성이 

존재하는데, 개체의 내부가 근본적으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한편 그 개체에 속해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개체들에게도 속해있다. 이때 개체의 본질은 이 부분들을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성 제거 

활동은 개체에서 그 개체의 본질에 따라 실현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즉 상반성 제거란 개체 본질의 능동적 실현이고, 외부의 개입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므로 더 좋은 상태의 추구는 저항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코나투스는 일종의 탄성이다.  

 ‘평행론’에 의하면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의 코나투스도 존재한다.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은 보편적 법칙을 공유하며, 이 두 속성의 양태인 

신체와 그것의 관념으로서 정신은 동형성을 갖는다. 그런데 물리적 

차원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현상이 개체의 정신에서 나타난다. 개체의 

정신은 코나투스를 그 본질로 가지면서, 동시에 그러한 노력에 대해 

‘의식’한다. 다만 이러한 의식은 파생적일 뿐이며,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의식 개념은 단지 지향적 의식만이 아니라, 현상적 의식, 즉 

1인칭 시점에서만 포착이 가능한 주관적 경험까지 포괄한다. 가령 신체의 

느낌에는 후자의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신체의 느낌은 직접적이며 

선명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하지만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내감과 외감을 구별할 수단이 없다. 애초에 

존재론적으로 개체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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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느낌의 직접성은 심신 합일의 자명한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 합일에 대한 스피노자의 증명에 따르면 

‘나’의 정신에서 발생한 느낌의 대상은 ‘나’의 신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하더라도, 그 구별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신체의 변용은 개체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나’에 속하며, 우리 각자는 

이를 의식한다. 느낌은 단순히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인 것이 아니라, 그 

변용이 나에게 속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 다시 말해서 변용의 관념에 

대한 관념이다.  

 스피노자는 의식을 ‘관념의 관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관념의 

관념’이란 반성적 의식 이상의 것이다. 어떤 새로운 관념을 가질 때, 나는 

이미 다른 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념과 다른 관념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신체의 변용과 그 변용의 관념을 

자기화하는 과정에 상응한다. 따라서 ‘관념의 관념’은, 관념들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나 관념들을 통합하는 정신의 작용에 대한 의식을 

지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피노자의 의식은 자신에 대한 지향적 

의식이면서, 동시에 자기화 과정에 대한 현상적 의식을 지시한다.  

 자기의식은 지복의 주요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윤리학』 5 부는 

인간의 자유 혹은 지복에 대한 장이다. 5 부는 정서 치료법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이 치료법은 수동적 정념을 객관화함으로써 경탄과 

같은 개별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극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 치료법은 적극적 자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스피노자에게 적극적 자유란 필연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에 대한 인식에 있다. 정서 치료법은 보편적인 

법칙들을 통한 자기자신이며, 이는 자유와 지복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유한한 개체는 특정한 관점에서 영원하다. 신의 영원성은 그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개체의 영원성은 

개체의 실존이 신의 본질에 함축되어 있음을, 다시 말해 그 실존이 



 iv 

신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결정됨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개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와 관계없이 필연으로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개체의 영원성은 이와 같은 필연적 실존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복은 이러한 영원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의식에 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하지만, 이러한 영원성을 

반드시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속하는 동안에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 보다 더 의식할 수 있고, 이는 신 안에 있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정신의 본질은 오로지 인식에 있다. 정신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데, 그 

방식은 두 가지다. 지속의 측면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영원의 

측면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가 신체의 변용에 의한 

방식이라면, 후자는 신체의 본질에 의한 방식이다. 신체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정신의 본질에 속하며, 여기에 영원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추상하고 오로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종의 인식은 이러한 영원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부분에 대한 인식은 

자기인식이며, 이때 ‘자기’는 신의 한 ‘부분’이므로 신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3 종 인식에서 우리는 자신과 신의 합일을 의식하며, 우리 자신의 

순수한 능동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인식이며, 철학적 구원이다.  

 이러한 철학적 노정은 신체와 그것에 대한 관념인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목적지인 지복은 자신의 

신체 혹은 그에 대한 관념을 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보다 많이 

이해하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다른 개체들에게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 때문에 무한히 확장되는 이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정신은 자기 자신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독특한 본질에는 영원하고 고정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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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신의 부분이지만 우리는 본질의 이 부분만을 신의 한 부분으로, 

능산적 부분으로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신과의 합일, 지복이란 이러한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을 능산적 부분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의 독특성이 드러난다. 개체는 

다른 개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에는 개체들 

간의 관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창발된 내부의 

원리이며, 내밀한 본질이고, 영원한 부분이다. 

 

주요어: 스피노자, 개체, 기계론, 운동과 정지, 코나투스, 독특한 본질, 자기의식, 

영원성, 지복 

학 번: 2007-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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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나는 이 연구에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그의 독특한 개체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피노자의『윤리학』에서 자기의식의 확장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삶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관계 맺음이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적 의식이나 적합한 인식의 

형태로 나타나며, 스피노자는 이를 통해 윤리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각자의 신체와 정신이다. 우리는 이 

소여를 경유하여 세계와 소통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외부 대상은 

나에게 특정한 변용(affectio)을 발생시키고, 나는 이 변용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단일하고 총체적인 ‘나’를 상상하게 

된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나’를 영원한 필연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인식 혹은 자기의식이 스피노자가 생각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결정론자다. 모든 것은 그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존재자들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실존하는 세계는 불가능하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 혹은 지복을 필연성의 극복이 아니라 필연성에 

대한 인식에서 찾는다. 자유는 보편적인 필연성을 자기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통해 직접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스피노자의 

자유는 운명에 대한 순응 이상을 의미하며, 이는 개체 개념과 관련이 

있다.  

 개체 개념은 「자연학 소론」에서 자연학적 용어들에 의해 정의된다. 

「자연학 소론」은 『윤리학』의 주요 전환점이다. 이 소론의 이전의 

『윤리학』은 실체와 양태의 형이상학이다. 이 소론에서 인간이 개체로 

정의된 다음, 인간에 대한 탐구, 즉 정신의 본성과 정서의 역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소론 이후의 『윤리학』은 유한한 개체의 윤리학이다. 

가치와 규범은 신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존재한다.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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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스피노자 형이상학과 윤리학 사이의 접점이며, 윤리학의 토대다.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두 사상가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에 의하면 개체의 본질은 순수하게 외적 관계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반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개체의 완전 개념에는 모든 사건들이 

이미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는 스피노자의 본질 개념을 

데카르트의 것에 접근시키고 있다. 이는 인과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두 종류의 인과성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내재적(immanent) 인과성과 타동적(transitive) 인과성이다. 전통적으로 

개체의 본질은 신과 개체 사이의 내재적 인과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개체의 실존은 개체들 간의 타동적 인과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반면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내재적 인과성이란 결국 

타동적 인과성 총체에 다름 아니다. 타동적 인과성을 인과성의 모델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자연학적 해석의 불충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자연학과 형이상학이 서로 불간섭하는 별개의 분과가 아니라 

동일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는 형이상학의 자연학화, 혹은 기계론화를 의미할 수 없다. 스피노자가 

당대의 기계론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계론만으로는 윤리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기계론적 관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개체적 

본질 개념이 존재하며, 이것이 윤리학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개체의 본질은 외적 관계에 의존적이지만, 관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은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의 사이 지점에 있다. 이와 같은 자연-형이상학적 

개체의 본질에 대한 세밀한 해명이 있고 나서야, 『윤리학』의 결론이 

이해 가능해 진다. 지복은 보편성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다. 본 논문의 목표는 개체의 본질의 다층적 양상을 

해명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학』의 도달점, 즉 철학적 구원을 

합리적으로 제시해보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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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서는 개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학적 서술을 검토한다. 기계론에 

의해 개체는 어떻게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의 존재론적 함축은 무엇인가? 

스피노자의 자연학은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기계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모든 물리적 현상은 원칙상 장소 운동과 입자들의 충돌로 환원될 수 있다. 

장소 운동과 충돌이란 물체들의 외적 관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물체의 

상태나 본질 또한 외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데카르트가 인간이라는 개체의 독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자연학에 

영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반면에,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학적 방식을 

급진적으로 밀고 나간다. 연장의 측면에서 개체의 본질이나 

통일성(unity)은 연장 밖의 원리가 아니라 자연학적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며, 인간 역시 그러한 개체에 불과하다.  

 스피노자는 「자연학 소론」에서 개체의 독특한 본질을 발생적 관점에서 

정의한다. 그는 ‘가장 단순한 물체’라는 가상의 존재자를 도입한다. 이 

물체는 내부가 없고 오로지 외적인 관계에 의해 그 상태와 본질이 

결정된다. 발생적 정의에 의해 현실의 개체들은 이러한 단순한 물체들의 

합성체로, 그리고 그 본질은 단순한 물체들이 서로 간에 맺는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ratio)”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관계’란 개체를 

합성하는 부분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물질적이고 비시간적인 원리다. 이 ‘관계’는 개체의 실존 여부와는 

별개의 것으로, 개체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구조/배치(fabrica)나 개체의 

부분들을 규제하는 법칙들(leges)이다. 기계론적 법칙들을 따르는 단순한 

물체들이 이러한 구조에 맞게 배열되는 순간, 그 구조를 본질로 하는 

개체는 실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단순한 물체들(혹은 보편적 

기계론)에는 나타나지 않는 개체의 역동적인 성질들을 이러한 관계 혹은 

구조가 갖는 창발성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모든 개체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conari)한다. 그런데 이 

코나투스는 현재 상태 유지의 노력만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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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은 힘과 상반성 제거 원리라는 

자연학적 개념과 법칙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칙들에는 

개체의 본질 개념이 관련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상반성 제거는 개체의 

존재를 보존하는 활동이다. 개체는 외부 물체에 의해 내부에 발생한 

상반성에 의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상반성 

제거는 개체 본질의 능동적 실현이다. 개체의 본질 혹은 역량(potentia)은 

항상 남김없이 모두 실현되지만, 자신의 본질에 따라 실현되는 비율은 

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코나투스는 이 비율을 늘리려는 경향이다. 

개체는 상반성 제거를 통해서 자신의 본질과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는 

부분을 감소시킨다. 더 좋은 상태의 추구로서 코나투스는 이와 같이 항상 

대립의 극복 혹은 저항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코나투스는 

관성이 아니라 탄성이다.  

 

 2 부와 3 부에서는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의 차원에서 개체성에 대해 

논한다. 스피노자의 심신 ‘평행론’에 의하면 신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와 동일성 유지 노력을 지시하는 코나투스에 

상응하는 것이 정신의 영역에서도 존재해야 한다.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은 동일한 보편적 법칙을 공유하며, 이 두 속성의 양태인 신체와 

그것의 관념으로서 정신은 동형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물리적 

차원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현상이 개체의 정신에서 나타난다. 하나의 

관념으로서 개체의 정신은 코나투스를 그 본질로 가지면서, 동시에 

그러한 노력에 대해 ‘의식’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파생적일 뿐이다. 

스피노자는 의식이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식은 상상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자기 보존의 노력을 반드시 의식하지만 그것의 원인들에 

대해 무지하며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들의 단일하고 유일한 원인으로서의 

자신을 상상한다. 이러한 상상은 오류이지만, 실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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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외부 대상들과 교류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두 범주로 구별된다. 지향적 의식은 명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다. 반면에 현상적(phenomenal) 의식은 

1 인칭 시점에서만 포착이 가능한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1  일견 

스피노자의 의식 개념은 전자의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기 

인식과 자기의식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의식을 ‘관념의 관념’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에 대한 느낌은 현상적 의식의 예가 된다. 우리는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양화되지 않지만 직접적이고 

선명한 느낌을 가지며,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식한다. 그런데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의하면 우리는 내감과 외감을 구별할 수 없다. 

느낌은 나와 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현상적 의식을 

설명하는 근거도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신체와 

정신의 평행론을 주어진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면, 나의 정신에서 발생한 

느낌의 대상은 나의 신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의 신체에 무엇인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하는 느낌은 실제의 

사태와도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느낌의 직접성은 그 

자체로는 상상적이지만, 그 내용은 형이상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의식을 ‘관념의 관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스피노자에게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관념을 갖는다는 것이므로, ‘관념의 관념’이란 

정신이라는 대상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 혹은 반성적 인식(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미 다른 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은 그 관념을 다른 관념들과 통합하는 작업이 

된다. 나와 외부 물체의 상호 작용의 결과인 변용과 그 변용의 관념을 

                                    
1 Rosenthal(1986), p.332. 



 6 

자기화하는 과정이 있다. 스피노자가 의식을 ‘관념의 관념’이라고 

정식화하여 말하고자 했던 바는, 우리 각자는 이러한 통합 작용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피노자의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향적 의식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개체적 통일성과 자기화 과정에 

대한 현상적 의식이다.  

 

 스피노자의 인식론에서 ‘자기 자신’은 특권적인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외부 대상을 자신의 신체의 변용을 통해서 인식한다. 나는 외부 

대상과 나의 신체에 공통적인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신체, 혹은 나의 

정신은 대상 인식의 수단이며 인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유명론자다. 각 개체는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본질을 가진다. 

자신의 본질과는 상이한 독특한 본질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정신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정신은 적합한 관념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신의 

독특한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본 논문의 3부는『윤리학』 5부를 이러한 자기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독해 하고자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적합한 인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획득될 수 있다. 공통 개념을 통한 2 종 인식과 신의 본질에 출발하여 

독특한 본질로 나아가는 3 종 인식이다. 『윤리학』 5 부의 전반부, 즉 

정서 치료법을 전자의 방식에 의한 자기 인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정서 치료법은 정념의 객관화를 통해 경탄과 같은 

개별성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을 

통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스피노자는 자기인식을 영원성에 대한 논의와 결부시키고 있다. 적합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필연적 인과 관계를 두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개체들의 실존은 지속의 

관점에서 개체들의 외적인 상호 관계에 따라 규정된 특정한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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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체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와 관계 없이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실존한다’라고 

말해질 수 있다. 신은 그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원하지만, 유한한 개체들은 그것의 실존이 신의 본질에 함축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신적 필연성에서 도출된다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실존하며 영원하다고 말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은 필연적이며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필연성이 나 자신의 

본질을 통해 이해될 때, 그것은 구체성을 확보하며 정서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마지막 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3 종 인식의 정서적 힘에 대해 다룬다. 

전통적으로 2 종의 인식은 3 종의 인식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2 종 인식은 공통 개념에 대한 인식이지만, 3 종 인식은 독특한 본질에 

대한 직관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우리는 2 종 인식과 3 종 인식은 그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방식에 있어 다르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3 종 

인식은 보편적 인식인 2 종 인식과 달리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더 큰 정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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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체 개념의 일반적 정초 

 

 스피노자는 인간을 유한한 개체로 정의한다. 그의 윤리학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은 특권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에 

불과하다. 개체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윤리학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유한한 개체의 

윤리학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 개체는 자연학적 개념이다. 그는 개체를 

충돌, 운동과 정지, 관계 등 자연학적 개념들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그의 

자연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스피노자의 자연학에서 근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현대적 

사유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나는 이와 반대로 데카르트의 자연학과 

스피노자의 자연학의 유사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에게 남아있는 

전근대적 흔적을 드러내려고 한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자연학을 

당대의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주 관심사는 이 이론의 

검증이나 수정보다는 이를 자신의 형이상학이나 윤리학과 조화시키는 

것에 있다. 자연학에서 두 사상가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미세한 차이이며, 스피노자의 자연학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급진성과 

파괴력은 이러한 차이보다는 데카르트 자연학의 적극적인 활용에서 

나온다.  

 1부에서 데카르트의 기계론 2의 기본 원리들을 살펴본다. 두 사상가의 

기계론은 존재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운동과 정지는 

물체의 다양성의 원리이며, 이러한 규정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을 

참조하고 있다. 운동과 정지는 물체들의 상대적인 관계, 혹은 외적인 

관계에 다름 아니다. 이 기계론에 의하면 모든 물체적 현상들은 상대적인 

                                    
2 데카르트는 스스로의 자연학을 기계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기계론’이 새로운 과학이라

는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되기 시작된 것은 보일에 의해서다. Buyse, F. (2013). was spinoza a 

strict mechanical philosopher?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1), 45–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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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우선 1부 1장에서 

개체의 저항력과 응집력이 기계론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물체의 저항과 응집은 힘과 관련된 현상이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 

힘을 배제한 운동역학(kinematics)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물체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힘’들이 외적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가? 2장의 주제는 개체 본질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학적 정의다. 

개체의 본질은 그 개체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즉 내부와 외부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본질 또한 외적 관계로 환원된다면, 외적 관계가 

이러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스피노자가 ‘구조’(fabrica) 혹은 

배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자기 보존의 노력, 즉 코나투스를 다룬다. 기계론적 

관성과 개체가 갖는 코나투스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기계론 혹은 운동과 정지 개념에 대한 

스피노자의 양가적인 태도와 개체적 본질 개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자연학에서는 데카르트의 운동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운동 개념의 형이상학적 지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 그는 초기 저작부터 말년의 편지까지, 운동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운동이 모든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충분한 원리가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각 개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본질들을 어떻게 발생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스피노자는 이를 기계론에 기대어 발생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발생적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스피노자는 윤리적, 

사회적 현상을 기계론으로 환원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적극적 

노력으로서 코나투스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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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자연학: 『철학의 원리』와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의 충돌 법칙 

 

 스피노자는 자연학 분과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의 

자연학에 대한 텍스트도 그 수가 한정적이다. 게다가 이 텍스트들은 

데카르트의 자연학의 틀 안에 머물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연학에 대한 

스피노자의 저서 중에서 가장 길고 체계적인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이하 PPC)도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이하 PP)에 대한 충실한 

해설서다. 스피노자는 편지를 통해 보일과 논쟁을 하면서 데카르트의 

자연학을 데카르트보다 더 엄격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17세기 

지식인들의 중계자를 자처했던 올덴버그는 데카르트를 비판한 호이겐스를 

언급하면서 스피노자에게 데카르트의 자연학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 바 

있다. 당시에 논쟁의 대상이었던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들에 대하여, 

스피노자는 여섯 번째 충돌 규칙을 제외하고는 데카르트의 자연학이 

옳다고 답함으로써 데카르트를 지지한다. 3그리고 라이프니츠의 기록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그의 말년까지도 데카르트의 충돌 법칙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스피노자 연구자들은 한편으로 자연학의 영역에서 데카르트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스피노자의 고유한 자연학을 찾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자연학의 기초 개념인 운동과 정지, 힘, 

관계 등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몇몇 연구는 이 

개념에 대한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스피노자의 

                                    
3 Ep30a, Ep32 
4 라이프니츠는 1676 년 스피노자와의 만남에서 데카르트 충돌 법칙의 오류를 증명해 보였

다고 한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운동 규칙들의 오류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 법칙들이 원인과 결과의 등가성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매우 놀라워

했습니다.” Gueroult(1974), p.552;Garber(2009),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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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의 독특성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결국 스피노자 형이상학의 독특성만을 다시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최대한 지양하고 내재적 방식을 시도하려고 한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에 주목하고, 충돌 법칙에 그 

분석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PP와 PPC는 운동역학(kinematics)에 토대를 

두고 있다. 두 사상가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 규정된 운동과 정지 개념과 

충돌 법칙을 통해 모든 물체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저항력과 응집력(coherence)과 같은 난제에 부딪친다. 이는 동역학적 

현상이며, 이 힘들은 운동역학의 영역 밖에 있는 물체에 내재한 힘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 현상을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 방식 속에서 운동역학의 근본적인 

한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1) 『철학의 원리』의 구성 

 

 PP 2부의 제목은 ‘물질의 원리에 관하여’다. 2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인 것의 존재 증명, 물체의 본성에 대한 해명, 

운동의 본성 및 그 법칙이다. 우리의 주된 분석 대상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는 다시 세 주제, 즉 자연의 법칙들(정리 36~44), 충돌 규칙들(정리 

45~52), 유동체(정리 53~63)로 세분된다.  

 데카르트는 PP 2부의 정리 36에서 운동의 원인들을, 일반 원인(causa 

generalis)과 특수한 원인(causa particularis)으로 분류한다. 일반 원인은 

신이며, 신은 항상 세계의 전체 운동량을 보존한다. 반면 특수한 원인은 

개별 물체들의 다양한 운동들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이차적인 법칙들이다. 

자연의 법칙은 총 세 가지이다. 자연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각각의 것은 그것이 그 자신 안에 있는 한 항상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모든 운동은 그 자체로는 직선 



 12 

운동이다.”5  

 자연의 제 3법칙은 물체들 간의 충돌에 대한 법칙이다. 데카르트는 

“물체들에 일어나는 변화의 특수한 원인들은 그것들이 물체인 한” 모두 

제 3법칙에 담겨있다고 보았다. 입자들의 충돌을 통해 물체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17세기 기계론적 자연학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6  일반 

법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었지만, 원격 작용을 배제하고 미세 

입자들의 상호 접촉을 통해 자연학을 구성하는 것이 당대 기계론의 

공통적인 방식이다.   

 세 법칙들에 이어서 여러 규칙들이 이 제 3법칙의 예로서 제시된다7. 이 

일곱 개의 예는 물체들의 운동이 다양한 초기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 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들에는 두 가정이 전제된다. 충돌하는 두 물체는 완전히 딱딱한 

물체이며, 이 둘은 주변의 다른 물체들로부터 절연되어 있다는 가정이다. 

이는 복잡한 물리 현상을 단순화한 ‘사유 실험’ 혹은 지성적 추상이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법칙들과 규칙들에서 시작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구체적 물리 현상인 유동체에 대하여 논하고 2부를 마무리 한다.   

 

2) 데카르트의 장소 운동과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 

 

 데카르트는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5 관성이 제 1법칙과 제 2법칙으로 나누어져 서술된 이유는 16, 17세기의 자연학의 사상사

에서 이 두 법칙이 두 개의 다른 물리 현상(자유 낙하와 원 운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관성 법칙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Garber(1992) pp.225-230 참조. 
6 ‘기계론’(mechanism)은 그 주요 이론과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한 근대적 담론들이다. 전

통적으로 근대 기계론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대비되어 물리 현상의 양화(quantification)

와 경험적 탐구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Gaukroger(2006)(특히 8장)에 따

르면 이는 당대 기계론의 일부 경향에 불과하며, 기계론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하

지만 그에 따르면 근대 기계론은 실험적 자연 철학과 기계역학과 경쟁하면서, 물리적 현

상을 미세-구조(micro-structure)로 환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7 뉴턴 이후의 근대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 3 법칙과 이 규칙들은 모두 틀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규칙들에 대한 참, 거짓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내적 원리들을 분석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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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의미에서 운동: “그로 인해 물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migro) 작용(actio).”8 

 고유한 의미에서 운동: “자신과 닿아 있고 정지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체와 인접함으로부터 다른 물체들과의 인접함으로의 

이동(translatio)”9 

 

 데카르트는 운동 개념을 학적 개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다. 10  그는 우선 작용(actio)과 이동(translatio)을 대비시키고 

있다. “나는(데카르트) 항상 운동이 운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것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운동을 이동시키는 

힘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동이라고 부르겠다.” 데카르트가 힘 개념을 

부정하거나, 물체적 현상의 설명에 힘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힘은 비가시적이므로, 공간적 혹은 기하학적인 운동 

개념이 학적 개념으로서 보다 적합할 뿐이다. 데카르트의 운동 정의는 

그의 자연학이 운동학적(kinematics)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 정의는 ‘장소’와 ‘인접함’이 구별한다. ‘장소’는 운동 개념에 애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의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움직이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배 안에서 동일한 장소를 고수하고 있을 때, 그는 

항상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동일한 장소를 고수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장소’가 아니라 ‘인접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애매성은 해결된다. 배 안의 있는 사람의 운동과 정지는 인접합에 의해서 

단일하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과 정지는 

임의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에서 상속받은 것이다. 

                                    
8 Descartes, PP, II-24 (원석영, 86쪽) 
9 Descartes, Ibid. 
10 데카르트의 이전 저작에서 운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규칙들, 세계 (단순 본성, 장

소 이동) – 인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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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란, 그것이 존재하고 운동으로서 작용하는 한에서, 운동을 

결여하고 있는 사물들에 특정한 정도로 상대적으로 실존한다. 따라서 

어떤 운동을 모두 동등하게 공유하는 물체들 사이에는, 운동은 

작용하지 않으며 마치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한다.”11   

 

 갈릴레오는 한 물체의 운동을 운동을 결여한 물체와의 상대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물체들의 공유된 운동은 정지가 된다. 

이를 돛단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하고 있는 돛단배에서 물체의 

낙하 운동은, 정지해 있는 돛단배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낙하 운동과 

완전히 동일하다. 낙하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은 오로지 돛단배와의 

상대적 관계에 대한 것이기, 돛단배의 ‘운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지각과도 합치한다. 가령 우리는 우리가 등속으로 움직이는 

돛단배 위에 있더라도 돛단배의 운동을 지각할 수 없다. 돛단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체적 현상은 돛단배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동일하기 

때문이다. 갈릴레오는 이러한 논변을 통해서 만일 지구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의 운동을 감지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의 운동은 우리에게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한다.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갖는다. 우선 특정한 

물리적 기술만이 실제적 의미를 갖는다. 가령 “물체가 운동한다 혹은 

정지한다”, “물체가 빠르게 움직인다 혹은 천천히 움직인다”는 기각된다. 

왜냐하면 운동은 상대적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적어도 두 물체(두 항)이 

필요하다. 어떠한 물체가 준거점이 되는가에 따라 한 물체의 운동은 

정지로, 정지는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운동과 정지가 

임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좌표계(혹은 기준점)는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지만, 모든 좌표계에서 상호 관계에 대한 법칙은 

동일하며(Galilean invariance), 한 좌표계에서 관측된 물체들의 운동은 다른 

                                    
11 Galileo(1953), Drake. trans.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ief World Systems- Ptolemaic & 

Copernican,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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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의 운동으로 변환될 수 있다(Galilean transformation). 따라서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좌표계나 특정한 관점도 

특권적이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점들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구조가 존재한다.12   

 가버는 운동과 정지의 구별에 대한 데카르트의 강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고 본다. 데카르트가 이 구별을 통해서 이들 개념의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가버가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13  

 

 “만일 우리가 운동에 완전히 고유하고 비상대적인 본성(ommino 

propriam, & non ad aliud relatam, naturam)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인접한 

두 물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호 분리될 때, 우리는 그 

중 하나에 다른 하나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만큼의 운동이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PP 2.29; 원석영 90쪽) 

 

 만일 운동이 특정한 한 준거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분리 그 자체라면, 물체가 정지하면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어떤 준거점이 선택되더라도, 이 분리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 운동이 두 물체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지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분리로 이해된 운동은 두 항(term)의 외적 

관계 자체를 지시하므로, 원칙상 그것은 어느 항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여기서 이 운동은 두 물체 모두에게 속한다고 

말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3) 정지량과 저항력 

 

 데카르트는 이러한 운동과 정지 개념에 기초하여 물체들의 충돌 법칙에 

                                    
12 게로치(2003), p.96 
13 Garber(1992),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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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논한다.  

 

 “운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 마주쳤을 때, 만일 전자가 직선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힘이 후자가 이에 저항하는 힘보다 

더 작으면, 전자는 다른 쪽으로 반사되는데, 그것의 운동을 유지한 채 

단지 그것의 방향(determinatio)만을 바꾼다. 그러나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면, 그것은 상대 물체를 자신과 함께 운동하게 

만들고 그 물체에 주는 운동 만큼을 잃는다.”(P 2.40)14 

 

 Gabbey는 데카르트의 이 충돌 법칙이 대결적 관점(contest view)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충돌은 두 힘의 대결이며, 이 대결의 승패에 따라 

비대칭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충돌하는 물체의 힘이 충돌당하는 물체의 

힘보다 크면 두 물체는 함께 이동하지만, 충돌당한 물체의 힘이 큰 

경우에는 충돌하는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간다. 이때 힘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인용문에 따르면 충돌하는 물체가 가진 힘은 “직선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충돌당하는 물체가 가진 힘은 

“저항하는 힘”이다.15 

 충돌 법칙을 물체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두 힘을 

계산하는 것이다.  

 

 “아래 규칙들을 통해서 각각의 물체가 다른 물체들과 충돌로 인해 

어떻게 자신들의 운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를, 또는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지를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각각의 물체가 지니고 있는 힘, 즉 운동력과 저항력을 

                                    
14 스피노자는 PP 의 라틴어 판본을 참조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PP 의 라틴어 판본을 

참조하고 번역하도록 한다. PP 번역은 라틴어 판본을 번역한 원석영(2002)을 따르고 경우

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15  충돌에 대한 이러한 대결적 관점의 초보적인 형태는 전작인 『세계』에서 나타난다. 

(Garber(1992),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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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항상 그 중 더 큰 것이 더 큰 만큼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PP 2.45; 원석영 106쪽) 

 

 여기서 데카르트가 무엇을 “직선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은 운동력이다. 그런데 운동력은 운동의 

양으로 정의된 바 있다. 운동의 양은 물체의 크기와 속력에 비례한다. 즉 

그것은 운동량(momentum)이다. 16  이 운동량 혹은 운동력은 외적 결정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운동량은 충돌을 통해 여러 물체로 분배되는 

것이다. 즉 운동량은 물체들 사이를 옮겨 다니며, 한 물체가 가진 

운동량은 그 물체가 겪은 충돌 역사의 결과물이다.  

 반면 충돌당하는 물체가 충돌하는 물체에 대해 발휘하는 저항력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된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느린 속력보다 빠른 속력에 더 강하게 

저항하며, 그 저항의 크기는 속력의 차이에 비례한다.”(PP 2.49, 

원석영 107쪽) 

“운동이 없는 물체가 다른 더 작은 물체에 의해, 이 작은 물체가 

아무리 빨리 운동한다고 할지라도, 움직여질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움직인다면 전자가 후자를 

                                    
16 데카르트가 PP 에서 운동량을 힘으로 간주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정역학 관점에서 

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센느와의 서신교환에서 데카르트는 물체를 이전보다 

두 배의 높이까지 던지기 위해서는 두 배의 힘이 필요하며, 두 배의 힘을 가하기 위해서

는 두 배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데카르트가 이를 정당화하는 논변은 이

렇다. “평형 상태의 저울을 생각하자. 저울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가벼운 추를 올려놓는

다. 그러면 저울은 매우 느리게 움직일 텐데, 만일 저울에 두 배로 더 무거운 추를 올려놓

는다면 저울은 두 배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될 것이다.”(메르센느에게, 1643년 2월 2일, AT 

III 614)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다. “다섯 종류의 공통적 기계에서 

속도와 질량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보고, 많은 수학자는 운동의 양으로 또는 물체와 물체 

속도의 곱으로 운동의 힘을 추정했다.” Leibniz(1956), Leroy E. Loemker trans.,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 pp.456-457 (Westfall(1971) p.286에서 재인용) 즉 데카르트의 증명은 오로

지 지렛대(공통적 기계)에서만 성립할 뿐이다. 즉 힘에 대한 데카르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특히 운동량이라는 힘은 정역학에서 기원했고, 데카르트가 이를 동역학에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데카르트의 자연학에서 정역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McLaughlin (2001)과 

Gaukroger(2002), Gaukroger(200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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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작용력이 후자가 전자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저항하는 

힘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힘의 초과는 

오로지 물체의 크기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없는 물체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속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저항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두 배 빨리 움직이게 된다면, 그 물체는 다른 물체로부터 

두 배의 운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대한 저항도 또한 

두 배가 될 것입니다.”(AT IV 183-4) 

 

 이러한 서술에서 두 가지 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물체의 크기는 

저항력에 결정적인 요소다. 정지한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보다 그 크기가 

크다면 정지한 물체의 저항력이 무조건 더 크다. 둘째 어떤 물체(정지한 

물체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의 실제 저항력은 충돌하는 상대 물체의 

운동력에 비례한다. 그 이유를 데카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 움직이게 된다면”, 충돌한 물체로부터 전달 받은 

운동량을 통해서 저항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저항력은 상대 물체가 

전달하는 “운동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전달 받은 운동량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그 크기는 전달받은 운동량에 의해 측정된다.17  

  스피노자는 저항력에 대한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서술을 바탕으로 

저항력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나는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 저항의 힘을 정지의 양으로 이해한다. 

                                    
17 그런데 이와 같은 저항력 계산은 충돌한 물체들의 운동 예측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충

돌 법칙에 따라 정지한 큰 물체는 무조건 작은 물체를 반사할 것이다. 그리고 충돌에 의

해 충돌당한 물체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운동 변화량에 의해 저항력을 계산해야 한다. 그

런데 그 운동 변화를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있어야 그 저항력을 계산할 수 있다. 저항력

을 계산해서 충돌 결과를 예측하라고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미리 알아야 

저항력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항력 계산은 클레르슬리에에게 보낸 편지에서의 예처럼 오로지 귀류법에만 쓰일 뿐이

다(AT IV 185). 저항력이 운동의 변화량이라는 점에서 충돌 법칙 안에서 동역학적 사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Gabbey),  충돌 결과의 도출에서 작용력과 저항력의 상호 작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형식적인 동역학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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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다음이 따라나온다. Cor 1: (2) 물체들이 느리게 운동할 수록 

그들은 정지에 더 참여한다. 왜냐하면 (3) 물체들은 그 보다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들과 마주칠 때, 

그 물체들에 더 많이 저항하며, 그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물체들과 

덜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18(PPC 2P22 & C1) 

 

 데카르트도 정지의 특정한 양이 있는 것처럼 말한 바는 있으나, 19  이를 

개념화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여기서 정지량을 

통해서 저항력을 설명하고 있다. 20  이 정지량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저항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21  우리는 따름 정리 1 을 통해 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운동의 느림이란 정지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2).22 그리고 

한 물체의 저항력은 상대 물체와의 속력 차이에 비례한다(3). 그런데 

스피노자는 (3)을 근거로 (2)를 말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왜 속력 

차이에서 저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물체의 느림이 정지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는가? 

 그 답은 운동과 정지의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따르면 운동과 정지가 대립하고, 그 때문에 빠름과 느림이 대립한다. 23 

그런데 모든 각각의 물체는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고 정지에도 참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느린 물체는 상대적으로 빠른 물체에 의해 충돌당하면 

그가 가진 정지량을 통해 빠른 물체의 운동량에 대항한다. 충돌이란 

                                    
18 “Quo corpora tardius moventur, eo magis de quiete participant: corporibus enim celerius motis, 

quae ipsae ipsis occurrunt, & minorem, quam ipsa, vim habent, magis resistunt, & etiam minus a 

corporibus immediate tangentibus separantur” 
19 “신은 (…) 창조했을 때와 같은 양의 운동과 정지를 물질 속에 보존한다.”(PP 2.36; 원석

영 97쪽) 
20 “정지량”이라는 표현은 PPC의 다른 곳이나, 다른 저서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21  마르통은 정지량을 크기(질량)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는 이렇다. 속력은 물체의 운동

과 정지에 대한 참여다. 그런데 운동량과 정지량은 반비례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r은 정지량, k는 상수)다. 따라서 이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서술에 의

하면 한 물체의 저항력(=정지량)은 상대 물체의 속력에 따라서 크기가 변한다. 만일 마트

롱의 해석처럼 정지량이 질량이라면 한 물체의 정지량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마트롱

(2008), 63쪽) 
22 (2)는 데카르트의 PP 2.44, (3)은 PP 2.49에 상응한다. 
23 P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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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당하는 물체의 정지량과 충돌하는 물체의 운동량의 대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속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저항력(3)을 운동과 정지의 

대립(2)과 등치 시킨 것이다.  

 여기서 다시 운동과 정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상대성 이론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운동과 정지를 구별하고 이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저항력이라는 역동적인 현상을 정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지는 공유된 운동 이상의 것이며, 운동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이들은 정지와 정지량이라는 

운동역학적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개념들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는 것은 동역학적 사태다   

 하지만 정지량은 뉴턴의 고유한 힘(vis inista) 24  개념과 같이 물체에 

고유한 어떤 것을 지시하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운동과 정지는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상관 관계에 있다. 한 물체의 속력이 느려진다면 

                                    
24  “정의 3: 고유한 힘(vis insita, innate force)은, 모든 물체가 정지해 있든 직선으로 균일하

게(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든, 그것 안에 있는 만큼 그것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려고 노력하

는 저항의 역량이다.”(Newton(1803), p.2) 

 

 뉴턴에 따르면 모든 물체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고유한 힘’이 있다. 이 힘은 비활성적이

면서 활동적이다. 스스로는 어떤 작용도 주도할 수 없지만, 일단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그

에 저항하는 역량을 갖는다. 외부의 힘이 개입할 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고유한 힘은 물질의 양(질량)에 비례한다. 이 힘의 원천은 물질로 보아야 하며, 물질은 비

활성적이므로, 고유한 힘은 관성의 힘(vis inertiae) 혹은 비활성의 힘(force of inactivity)이기

도 하다. 반면에 외부에서 강제된/새겨진 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4: 강제된 힘(impressed force)은 정지해 있거나 직선으로 균일하게 운동하는 물체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물체에 행사된 작용(action)이다.”(Ibid.) 

 

 고유한 힘과 달리 강제된 힘은 물체의 외부에서 행사된 힘이다. 뉴턴은, 이 힘이 순간적

이거나 지속적일 수도 있고, 접촉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중력처럼 떨어져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 그의 주 관심사는 고유한 힘과 강제된 힘의 통합이다. 뉴턴의 

제 2법칙은 라는 수식으로 알려져 있다. F는 강제된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식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다.  즉 한 물체에 발생하는 속도

의 변화(a)는 외부의 강제된 힘(F)과 내부의 고유한 힘(m)의 상호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물체에는 물체 자신에서 기인한 고유한 힘이 있으며, 그것은 이 고유한 힘을 통해서 외부

의 힘에 저항하며, 이 저항과 외력의 비율에 따라 물체의 운동 변화가 규정된다. (뉴턴의 

고유한 힘 개념에 대해서는 westfall(1971)과 김성환(2008)을 참조하였다. 우리의 해석과 달

리 Cohen(1967)은 뉴턴의 힘 개념 발전에서 핵심적인 것은 순간적인 힘과 지속적인 힘의 

종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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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운동량이 감소하고, 운동량에 반비례하여 정지량이 증가한다. 

그런데 그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충돌이다. 그러므로 정지량 또한 외적인 

상호 관계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상반성 제거 원리와 응집력.  

 

 데카르트의 물리적 개체성은 연구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데카르트는 한 물체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체는 집적(aggregate)에 불과하다. 물체의 부분들은 서로 무관심하며, 

그렇기 때문에 외적 자극에 취약하다. 또한 양이나 체적의 미세한 

변화에도 물체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물리적 개체론에는 통일성이나 응집력(coherence)의 원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스피노자의 「자연학 소론」에서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라는 내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스피노자는 영혼과 같이 연장 

외적 도구를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개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스피노자의 성숙된 사유와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에 나타나는 그의 초기 사유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데카르트에 

충실한 그의 초기 자연학에서도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김은주(2013)은 다음의 두 원리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25  

 

 상반성 제거의 원리(PNC) : “대립된 양태들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양자 모두 특정 변이를 겪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중 

하나가 변이를 겪어야 한다.”(PPC2Ax19) 

 최소 변이의 원리(PLMM) : “한 물체의 양태들이 변이를 겪어야 

                                    
25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상반성 제거 원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그와 관련된 논의는 전적으로 김은주(2013)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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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 변이는 항상 가능한 한 최소가 될 것이다.”(PPC2P23) 26 

 

 그런데 이 원리는 『철학의 원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래 

데카르트의 것이다. 충돌 규칙들의 난해함을 호소하는 클레르슬리에에게, 

데카르트는 다음의  “단 하나의 원리” 27 에 기대면 그 규칙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립할 수 없는 양태들을 가진 두 물체가 충돌하면, 이 

양립불가능한 양태들을 양립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이 양태들에는 어떤 

변이가 정말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이는 늘 가능한 

한 최소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양태들의 양이 얼마간 

변화하여 두 물체가 양립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큰 양의 변화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AT IV 185, 인용자 강조, 김은주(2013)에서 재인용) 

 

이 원리의 독특성은 충돌 법칙과 달리 대결하는 두 물체의 힘에 대한 

참조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이 원리를 사용하면 힘 개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충돌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 28  앞서 우리는 저항력 계산 

과정에 포함된 문제점들을 검토한 바 있다. 데카르트의 법칙들을 쉽게 

해설하는 저서를 작성하는 스피노자에서 이 원리들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간주하여 29  증명을 제시하지 않았던 충돌 규칙들을 이 원리를 활용하여 

증명하고자 했다. 규칙 4와 5는 이 규칙들에 의해 증명되고 30 , 규칙 1, 

                                    
26 데카르트의 자연학에서의 이와 같은 두 원리와, 스피노자 자연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Gabbey(1996), Manning(2008), Peterman(2012), 김은주(2013)가 있다. PLMM(Principle of Least 

Modal Mutation)이라는 표현은 게비, PNC(Principle of Non-Contrariety)은 Peterman의 것이다.  
27 데카르트는 여기서 ‘최소 변이의 원리’에 ‘상반성 제거 원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8  “상반성 최소의 원리는, 진행하는 힘과 저항하는 힘을 우회하지 않고도, 그리고 충돌 

대결에서 힘들의 평형을 고려하지 않고도 충돌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Garber(1992), p.247  
29 “이는 그 자체로 명백하기 때문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PP 2.52; 원석영 109쪽) 
30 스피노자는 규칙 4 를 다음의 순서로 증명한다. 물체 B 가 정지해 있는 물체 A 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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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 규칙 7은 일차적으로는 충돌 법칙에 의해 증명되지만 이 

원리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재확인된다. 김은주(2013)의 지적처럼 이처럼 

두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힘의 승패에 따라 충돌 결과가 

기술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스피노자의 자연학은 달리 

전근대적 모델인 대결의 관점(contest view)에서 벗어나고 있다. 

 김은주(2013)의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상반성 제거의 원리를 개체성의 

사유와 결부시키는데 있다. 스피노자의 여러 저작들에서 상반성 제거는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개체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이러한 

언급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합치 개념에 착목하고 있었다면, 이 

해석은 상반성 제거 원리가 가진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키는데 

성공한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텍스트는 「편지 32」의 응집력(coherence) 에 대한 정의다. “부분들의 

응집력을 나는 단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부분의 법칙들 혹은 본성이, 

그들 사이에 상반성이 최소가 되도록 다른 부분의 법칙들 혹은 본성과 

적응하는 것입니다.”31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집력이 PNC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다. 응집력이란 물체들의 상호 적응(accommdo)인데, 이 

적응이란 상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PNC는 “비자발적 

상호 적응”의 원리이며, “충돌로 생겨나는 새로운 개체 형성의 원리” 32가 

된다. 

 이 때 상반성 ‘제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거의 두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평형이다. 서로 다른 방향과 크기를 가진 힘 벡터들의 

총합에 의해 평형이 형성된다. 겉으로는 상반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두 물체의 상반성이 제거될 수 있다. 1) 두 물체는 충돌 후 같은 

속력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게 된다. 2) A는 계속 정지해 있고, B는 반대 방향으로 반사

된다. 3) B는 반사되고, A는 운동하다. 스피노자는 이들을 귀류법을 통해 증명한다. 3) 은 

상반성 제거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된다 1) 은 최소 변이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

문에 기각된다. 따라서 충돌 결과는 2)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충돌 법칙

(제 3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PLMM과 PNC만을 이용해서 규칙을 증명하고 있다.  
31 Per partium igitur cohaerentiam nihil aliud intelligo, quam quod leges, sive natura unius partis ita 

sese accommodat legibus, sive naturae alterius, ut quam minime sibi contrarientur (Ep. 32; G IV/170) 
32 김은주(2013), 6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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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은 각각 상반된 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상반성이 실제로 

제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부분들은 자기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유지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부분들과 하나가 된다. 김은주(2013)의 

해석은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 양태의 대립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운동 자체의 공통성이며, 이 공통성을 바탕으로 두 물체는 

운동 양태의 대립을 제거하면서 함께 힘을 형성한다.” 33  충돌은 두 힘의 

대결일 수도 있지만, 두 물체에 공통적인 것의 실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돌(occursus)의 양상은 확장된다. 충돌은 갈등(conflictus)일 수도 있고, 

협력(concursus)일 수도 있다.  

 그런데 주변의 물체가 없고 두 물체만 존재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만, 

물체들의 충돌로 상반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충돌을 통해서 두 

물체가 하나의 새로운 개체를 생성한다고 할지라도, 각 물체가 새로운 

개체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양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두 물체는 

무한히 많은 다른 외부의 물체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충돌에 의해 새롭게 생긴 현실의 개체에는 항상 외부가 개입되어 있으며, 

따라서 개체 내에서 상반성의 완벽한 제거는 불가능하다. 「편지 32」의 

응집력 정의에서 “최소한”의 상반성이라는 한정사는 이 해석을 지지해 

준다. 그렇다면 상반성 제거 원리는 응집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 

김은주(2013)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상반성 제거는 개체적 

통일성의 “소극적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평형 모델에서는 내부에 

남아 있는 상반성들은 상호 관계만으로 억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은주의 해석에서 개체 내에 잔존하는 상반성들은 

개체를 파괴할 수 있다. PPC의 상반성 제거 원리와 충돌 법칙은 한 

개체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통일성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개체 내에 반드시 상반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스피노자의 자연학에 대한 김은주의 기계론적 설명은 한편으로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에 자기 파괴 요인을, 일종의 죽음 충동을 도입하는 

                                    
33 김은주(201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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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파괴를 막을 또 다른 원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PPC에서 데카르트의 개념들을 명료하게 만들고 개념들의 

상호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운동학적 기계론이 마주칠 

수 밖에 없는 난제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개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력(관성력)과 부분들 사이의 응집력이 그러한 

난제 중 하나였다. 데카르트의 장소 운동은 물체들 간의 외적 관계를 

지시한다. 그는 이 운동학적 개념을 통해 저항력이라는 동역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운동의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역할을 운동과 

정지에 부여한다. 운동역학적 개념들을 통해서 동역학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운동량과 정지량은 사실상 동역학적 힘 개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는 충돌 법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화 이론을 살펴보았다. 

스피노자는 ‘상반성 제거 원리’라는 데카르트의 원리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기계론이 놓치고 있는 물리적 개체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물체들의 충돌은 대결이기도 하지만, 상호 조정이기도 하며, 후자의 

측면에서 개체 구성의 원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단지 연장 

속성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PPC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스피노자 개체화 이론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는 이러한 기계론적 개체화가 종국에는 개체 내에 

필연적으로 상반성을 도입하게 된다는 점을 보았다. 그리고 이는 

반스피노자적 귀결인 죽음 충동을 개체에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  

 PPC에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충실히 상속하고자 했다. 

그는 기계론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인지했고 이를 기계론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계론이 답할 수 

없는 문제들과 마주치게 된다. 힘 개념이 배제된 장소 운동 개념이 

물리적 현상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는가? 개체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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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성이 제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체 내에 항상 잔존하는 

상반성은 왜 개체를 파괴하고 않고 있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자연학 소론」의 분석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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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에 대한 자연학적 정의 : 「자연학 소론」  

 

 이 장에서 우리는 개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학적 정의를 검토하려고 

한다. 내밀하고 단일한 어떤 것으로 간주되었던 개체의 본질은 「자연학 

소론」에서 운동, 정지, 관계와 같은 순수하게 자연학적인 개념들로 

정의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데카르트의 것이기도 하다.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관점에서 존재자들을 서술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인간이라는 

개체의 독특성을 말하기 위해서 종국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반면,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학적 방식을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학적 개념은 어떻게 개체와 관련된 고전적인 문제틀을 

변형시킬 수 있는가? 또 이 개체 서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경하는가? 개체에 대한 자연학은 자연학 영역 너머의 문제와 관련된다. 

스피노자는 한 편지에서 자신의 윤리학이 형이상학과 자연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스피노자에게 자연학적 개체 개념은 인간을 

이해하는 주된 도구다. 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체로 간주되며, 그가 가질 수 있는 윤리학 또한 이러한 자연학적 

사유에 위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므로 스피노자의 자연학적 개체 

개념에 대한 해명은 그의 독특한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학적 개체 정의에 활용된 운동, 정지, 가장 단순한 물체,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 등은 연구자들에게 논쟁적인 개념이다. 

스피노자의 저작에서 이들 개념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주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자연학에 대한 저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개념이 지시하는 바를 확정 짓기가 쉽지 않다. 앞서 초기 저작인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를 중심으로 자연학적 개념들을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자연학 소론」을 중심으로 이 개념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우리는 특히 「자연학 소론」의 구성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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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술에서 “가장 단순한 물체”라는 실존하지 않는 사물에서 시작하여, 

이들의 합성을 통해서 개체의 본질을 서술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이러한 

구성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 자연학적 개념들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스피노자의 운동과 정지 개념을 재검토할 것이다. 앞 

장에서 우리는 이 개념과 데카르트의 장소 운동 개념의 유사성을 주목한 

반면에, 이번 장에서는 장소 운동 개념이 다양성의 원리로 설정될 때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단순한 

물체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 단순체가 지시하는 사태가 무엇인지 

추상 개념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개체의 내적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내적 본질과 단순체를 지배하는 기계론적 법칙들이 창발적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운동과 정지’와 장소 운동34 

  (1) 「자연학 소론」의 목표와 구성 

 

 「자연학 소론」은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달린 

『윤리학』 2부의 전반부에 속해 있다. 「자연학 소론」은 자연학에 대한 

본격적인 저술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신의 장에 삽입되었다. 

스피노자는 “인간 정신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 이 소론을 서술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보기에 정신의 우월성은 신체의 우월성과 함께 간다. 

신체가 우월한 존재자는 정신 또한 우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여타의 존재자들의 신체를 비교해도 인간 정신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의 비교를 위한 예비 작업이 물체 일반의 본성에 대한 

기술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학 소론」을 물체를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다만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34 ‘가장 단순한 물체’에 대한 분석은 현영종(2009)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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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하기 위해” 간소화된 자연학라고 볼 수 있다.  

 ｢자연학 소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가장 단순한 물체35 <공리 1, 공리 2, 보조 정리 1 ~ 보조 정리 3, 

따름 정리, 공리 1'36, 공리 2'>,  

 ②  합성된 물체 <개체 정의, 공리 3', 보조 정리 4 ~ 보조 정리 7>  

 ③  인간의 신체 <공준 1 ~ 공준 6>.  

 

 스피노자는 단순체에서 시작해서, 이들의 합성을 통해 개체를 정의하고, 

인간의 신체에 이 정의를 적용한다. 우리는 여기서 공리 1 에서 개체 

정의까지를 분석할 것이다. 개체의 본질이 물체의 본성에 대한 

일반론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단순체란 무엇인가? 단순체의 합성에 의해 

나타난 개체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 왜 스피노자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는가? 

 

(2) 운동과 정지 

  

 “그런데  이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에 관한 것, 즉 오로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물체들에 대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합성체로 옮겨갈 것이다.” 

 

 스피노자는 개체에 대한 정의에 앞서서 전반부의 논의가 단순체에 대한 

                                    
35 편의상 ‘가장 단순한 물체’를 ‘단순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36 공리 3 이 나올 차례에, 공리 1 이 나온다. 즉 공리 번호가 중간에 다시 1 부터 매겨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번호가 매겨진 공리들을 처음의 공리들과 구별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공리들의 번호에 윗첨자를 추가하였다(공리 1’, 공리 2’, 공리 3’). 이러한 구성에 

대 해서 Maxime Roveres(2004, p.29)는 단순체의 구별과 결정에 대한 논의가 단순체의 

관계에 대한 이론(충돌 이론)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Adler(1996)에 

의하면 이는 「자연학 소론」이 미완결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스피노자가 

인식론적 필요에 따라 자연학에 서술해야 했으나, 체계적인 글을 작성하는데 실패하고 몇 

개의 글을 합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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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였으며, 이제부터 합성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전반부에는 단순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가장 단순한 물체들’라는 

표현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단순체는 다만 이곳과 보조 정리 7 의 

주석에서 그것이 “오로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 의해서 구별되는 

물체라고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단순체란 무엇인가? 우선 단순체들의 

구별 원리인 운동과 정지의 해명에서 시작해 보겠다. 

 

공리 1: 모든 물체(corpora)는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다. 

공리 2: 각 물체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움직인다. 

보조 정리 1: 물체들은 서로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 

구별되지만, 실체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보조 정리 2: 모든 물체는 어떤 점에서 합치한다(conve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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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되었어야 하고, 이 다른 물체도 또한 또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되었어야 하며, 이 

물체도 그러하다. 이는 이렇게 무한하게 나아간다.  

 

「자연학 소론」은 이와 같이 운동과 정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고 

있다. 첫 번째 공리와 두 번째 공리는 운동과 정지에 대한 보편적 진술에 

대한 것이다. 물체가 운동과 정지, 혹은 그것의 변용태인 빠름과 느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리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과 정지는 이후의 보조 

정리들에서 자연학의 근본 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운동과 정지는 

물체들의 구별 원리(보조 정리 1)이며, 동시에 물체들이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반(보조 정리 2)이기 때문이다. 37  그리고 이러한 

각 물체의 운동과 정지는 물체들 간의 외적 결정 과정에 의해서, 즉 

                                    
37  물체들의 합치, 혹은 공통성은 물체들 간의 인과 관계가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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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적(transitive) 인과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보조 정리 3). 스피노자가 

이처럼「자연학 소론」을 운동과 정지 개념에서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때 운동과 정지는 무엇을 지시하는가?  

 데카르트에 따르면 운동은 다양성의 원리다. 연장은 물체 일반의 

본성으로, “연장을 통해 인식되는 것은 전 우주에 있어서 하나로서 

동일하게 존재”한다.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개별적인 물체들을 구별하고 

다르게 감각하게 해주는 것은 운동이다. “물질의 다양함이나 물질의 

형상들의 차이는 모두 운동에 의존” 38한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운동 개념에서 출발하는 「자연학 소론」의 구성은 자연스럽다. 

｢자연학 소론｣의 목표가 개별 물체들 간의 차이점을 밝혀서 인간 신체의 

우월성을 보이는 것에 있는 만큼, 이러한 차이의 근본 원리인 운동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자연학에서 운동과 정지가 근본 원리라는 점을 여러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자체는 “운동과 정지, 그리고 그것의 

법칙들”39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40, 운동과 정지가 함께 있어야 물체들의 

실존이 증명될 수 있으며41, 존재자들을 합성하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은 

오로지 운동과 정지에 의해 구별되고, 연장 안에 운동과 정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물체의 다양성이 선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42  

 하지만 스피노자의 운동과 정지가 데카르트의 장소 운동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취른하우스는 한 편지에서 「자연학 

소론」을 언급하며 스피노자에게 “운동의 참된 정의와 그에 대한 설명”을 

                                    
38 Descartes, PP, II-23 (원석영, 85쪽) 
39 편지 6, G IV/28 
40  스피노자와 보일과의 이 논쟁은 올덴버그(Oldenburg)의 서신 중계를 통해 

이루어졌다(1631-1633, Ep 6, 11, 13, 16). 다음은 스피노자와 보일의 논쟁에 대한 연구들이다. 

Hall, A., & Hall, M. (1964). “Philosophy and Natural Philosophy. Boyle and Spinoza.” Mélanges 

Alexandre Koyré.; Yakira, E. (1988), “Boyle et Spinoza”, Archives de Philosophie. ; Macherey, P. 

(1995), “Spinoza lecteur et critique de Boyle”, Revue Du Nord. ; Buyse, F. (2013). “Was Spinoza a 

Strict Mechanical Philosopher?”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1), 45–64.  
41 KV G I/25, 120 
42 E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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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기를 부탁한다. 43  그런데 스피노자는 운동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자신의 견해를 “적절한 순서”에 따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답한다. 만일 스피노자가 운동 개념을 데카르트의 장소 운동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면, 장소 운동의 정의로 답을 했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자연학을 해설하는 PPC 를 제외하고는 운동과 

정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적이 없다. 게다가 운동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이 초기 저작부터 남아 있다. 

『소론』에서 ‘물질 안의 운동’은 신의 직접적인 생산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익명의 독자가 스피노자의 생각을 주석을 통해 전한다. “여기서 

물질 안의 운동에 대해서 말한 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왜냐하면 

저자(스피노자)는 (…) 여전히 운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KV VIII; G I/47; 인용자 강조) 스피노자는 운동이 물체들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운동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운동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에 고민하고 있다. 

 Adler 는 스피노자의 운동과 정지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다음과 

같이 제거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텍스트에서 운동과 

정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된다. 일상적 용법과 형이상학적 용법이다. 

전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운동과 정지, 속력에 대한 것이다 

반면 후자는 신의 직접 무한 양태로서 운동과 정지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 두 용법 중간에 이 둘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고 본다. 특히 

보일과의 논쟁을 참고하여 그는 운동과 정지를 물체 자체에 속해 있는 제 

1 성질로 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장소 운동은 이러한 

제 1 성질의 유망한 후보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가령 스피노자는 

“정신은 신체를 운동이나 정지로 혹은 (만일 있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정하지 않는다.”(E3P2)라고 말한다. 즉 스피노자가 장소 운동 이외의 

원리들, 혹은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들이 있을 가능성을 닫아 놓고 

                                    
43 E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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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44  

 운동과 정지 개념을 장소 운동이 아닌 힘으로 해석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인 Klever 는 취른하우스와의 편지들이 이 

주장을 지지한다고 본다. 

 

스피노자 : “데카르트의 연장으로부터, 엄밀히 말해서 불활성의 

덩어리로부터,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체들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 단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지해 

있는 물질은, 자신 안에 있는 만큼,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며 더 

강력한 외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 저는 자연 사물들에 대한 

데카르트의 원리들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Ep. 81) 

스피노자: “사물들의 다양성이 선험적으로 오로지 연장 개념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냐는 당신의 질문에 대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연장을 통해 

물질을 정의하는 것에서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한 속성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 이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토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순서에 따라 어떤 것도 나열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Ep. 83) 

 

 취른하우스는 사물들의 다양성이 데카르트의 연장 개념에 의해 

선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연장 

개념이 불활성의 덩어리를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증명될 수 

없다고 답한다(Ep.81). 관성의 원리에 따라 불활성의 덩어리, 즉 정지해 

                                    
44 Adler(1996),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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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운동과 정지가 

다양성의 원리다. 불활성의 덩어리에는 운동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연장으로는 사물들의 다양성을 증명할 수 없다. 두 번째 편지 역시 

데카르트의 연장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연장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 즉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Klever 는 이 편지들을 근거로 스피노자의 운동이 물체들의 외적 

관계(장소 운동)가 아니며, 물체들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45  「편지 

81」에 대한 그의 독해에 따르면, 연장은 운동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moles in motu)이어야 한다. 그런데 

운동과 정지는 직접 무한 양태로서 신의 직접적인 생산물이며, 간접 무한 

양태인 우주의 모습은 이러한 운동과 정지의 결과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지 83」에서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연장에 의해서 물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스피노자의 언급은, 물체가 운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클레버에 의하면 신의 본질이 역량이므로 46 , 신의 

‘부분’인 물체의 본질도 역량이며, 이러한 본질을 구성하는 운동 또한 

역량을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편지들에서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자연학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자연학이 “틀렸다기보다는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장소 운동 개념과 충돌 법칙들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모종의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자연학은 자연학적 개념들과 

법칙들로는 완결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자연학은 “강력한 

외적인 원인”, 즉 신의 외적 개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지 

81」을 기존 운동 개념의 수정이나 폐기가 아니라 자연학의 외부로 

설정되었던 신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데카르트의 자연학의 불충분성에 

대한 비판, 즉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분절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을 수 

                                    
45 Klever(1988), p.171 
46  E2P34. 사실 스피노자는 이 정리에서 “신의 본질이 역량이다”가 아니라, “신의 역량은 

신의 본질 자체다”(Dei potentia est ipsa ipsius essentia)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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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클레버의 해석은 스피노자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장소 운동(외적 

관계)이 물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특정한 상태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혹은 힘이 장소 운동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인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장소 운동은 이차적 현상에 불과하며 다양성의 

원리로서 지위를 잃을 것이다. 반면에 장소 운동 혹은 외적 관계가 

물체의 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다른 자연학과 형이상학이 나타난다. 세계의 

모든 다양성은 외적 관계로 환원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소 운동 개념은 운동역학적 개념이며, 따라서 동역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에 부딪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가 장소 

운동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가 물체의 본질에 대해 관계론적 

접근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물체들’과 이들의 합성인 

개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에서 이를 검토해 볼 것이다. 

 

  2) ‘가장 단순한 물체’란 무엇인가? 

 

「자연학 소론」에서 개체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의 합성을 통해 

정의된다. 개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단순체가 먼저 해명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순체에 대한 서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전 저작에서 “가장 단순한 물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곳은 

오로지 「자연학 소론」뿐이며, 이 텍스트에서도 다만 두 번, 「자연학 

소론」의 전반부에서 중반부로 이행하는 단락, 그리고 보조 정리 7 의 

주석에서 사용될 뿐이다.  

  

(1) “그런데  이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에 관한 것, 즉 오로지(solo)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물체들에 대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합성체로 옮겨갈 것이다.” 

(2) “지금까지 우리는 오로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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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구별되는 물체들로 합성된 개체, 즉 가장 단순한 물체들로 

합성된 개체를 생각해 보았다. 만일 이제 상이한 본성의 여러 

개체들로 합성된 다른 개체를 생각한다면, 그 개체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변용되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단순체는 ‘오로지’ 운동과 정지에 의해 구별된다. 다른 방식으로 구별될 

수 없다면, 유일한 구별 원리는 정체성의 원리가 된다. 여기서 운동과 

정지가 장소 운동을 지시하는 것이면, 여기서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은 

물체들의 외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 속력을 지시하며, 따라서 

단순체는 “오직 타자와의 외적 관계로만 정의되는 개체, 요컨대 아직은 

순수 사건에 불과한 개체”47가 된다. 운동과 정지는 단순체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단순체의 본질인 것이다.  

 반면에 게루는 이 해석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단순체가 외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해석이 

문제 삼는 것은 물체의 능동성이다. 우주 전체도 하나의 개체다(보조 

정리 7 의 주석). 그런데 이 개체는 그 외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48 게루는 이를 외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힘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나아가 게루는 단순체가 이 개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이러한 능동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게루는 스피노자 당대의 사상가인 호이겐스의 진자 이론을 참조하여, 

단순체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스피노자의 텍스트에서 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게루의 이 해석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는 복잡한 운동은 단진자들의 복합을 통해 이해할 

                                    
47 마트롱(2008), 45쪽 
48 Gueroult(1974), pp.187-188 



 37 

수 있으며, 이 운동의 기본 단위인 단진자는 각각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단순체란 이와 같은 단진자라는 해석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단순체는 진동수라는 물리적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외적 관계에 

의해서 계산될 수 없다. 즉 게루는 외적 관계에 의해 계산되지 않는 

고유한 물리량을 단순체 개념에서 찾고자 했다. 

 그런데 게루의 해석은 단순체가 ‘오로지’ 운동과 정지에 의해 

구별된다는 명제와 어긋나 보인다. 하지만 게루는 이 명제가 단순체와 

합성체를 비교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로지’라는 한정사는 

단순체가 합성체처럼 운동과 정지의 ‘관계’에 의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순체는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크고 작은 표면을 가진다는 

스피노자의 텍스트가 이 해석의 근거다.49 운동만이 아니라 크기나 표현의 

크기에 의해 단순체는 서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크기, 표면 등이 

운동과 정지의 종속 변수라면 이러한 게루의 반론은 무너지게 된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피노자는 운동과 정지를 다양성의 원리로 

간주하고 있다. 단순체가 개체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상, 단순체가 

오로지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은 합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서 PPC 의 충돌 법칙에 대한 해석에서, 한 물체가 

가질 수 있는 힘, 즉 운동력과 저항력(물리적 코나투스)도 그 크기가 

충돌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외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운동량과 정지량을 갖는 가장 단순한 물체는 

비어있는 기체(bare entity)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운동량과 정지량이 머물다가 가는 장소다. 그렇다면 게루의 

우려처럼 이는 물체의 능동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동역학적 사유를 

                                    
49 「자연학 소론」에서 정의되는 개체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로 합성된 개체다(보조 정리 7

의 주석). 즉 이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단순체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개체 정의에서 

크기가 다른 부분들이 개체를 합성한다고 말하고 있고, 단단함, 부드러움, 딱딱함이 부분

들의 표면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체는 다양한 크기와 표면을 가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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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단순체가 실존하는 존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모든 

존재자는 합성체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게 ‘단순성’의 기본 의미는 불가분성(indivisibilité)이다. 

“단순성을, 나는 다만 그것이 합성체가 아니라는 것으로, 혹은 본성상 

상이한 부분들이나 본성상 일치하는 부분들로 합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50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물체란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것, 즉 원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따르면 연장은 그것의 본성상 가분적이다. 51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두 사상가는 원자의 존재를 부정한다.  

 데카르트의 자연학과 이에 대한 스피노자의 언급에서 원자와는 다른 

의미의 불가분성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데카르트는 PP 에서 관성의 

법칙을 이렇게 서술한다. “첫 번째 법칙은 단순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는 

한(quatenus est simplex & indivisa) 각각의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quantum in se est) 항상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외적인 원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2 (인용자 강조) 

데카르트 또한 원자를 부정하면서 더 이상 ‘나누어 지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PP 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물체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완전히 

딱딱한’(plane dura) 물체다. 데카르트는 PP 2 부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물체들의 충돌 법칙을 다룬 다음에 (46절~52절), 딱딱한 물체와 유동체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간다(53 절~62 절). 이는 마치 고체 운동역학에서 유체 

                                    
50 Ep.36 
51 스피노자에게 연장의 가분성, 혹은 연장의 ‘부분들’의 구별은 양태적이다. “물질은 어디

서나 동일하고, 우리가 물질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된다고 이해하는 한에서만 부분들이 

구별되며, 따라서 그것의 부분들은 양태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다.” (E2P15S)  
52 데카르트, PP II P37. (AT VIII 62, 원석영(2002) 98 쪽, 번역 일부 수정).  ‘단순하다’라는 

표현은 『철학의 원리』프랑스어 판본에는 없고 라틴어 판본에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데카르트가 여기서 불가분성과 단순성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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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완전히 딱딱한 물체’가 

실존하는 물체가 아니다.  

 

“그러나 세계에 있는 어떤 물체들도 위와 같이 다른 모든 물체들과 

분리되어 있을 수 없고 우리 주변의 어떤 물체도 완전히 딱딱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각각의 물체의 운동의 변화량을 계산하기란 그보다 훨씬 

어렵다.”53 (인용자 강조) 

 

 데카르트는 완전히 딱딱한 물체에 대한 역학을 끝마치면서, 이 역학에서 

두 가지 조건을 가정하였지만 그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건들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이때까지 그가 다룬 물체들은 완전히 딱딱한 

물체였다. ‘완전히 딱딱함(plane dura)’은 우리가 현실에서 감각하는 

딱딱함이라는 성질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질이다. 둘째, 주변 물체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충돌하는 두 물체만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세계에는 

물체가 없는 그러한 순수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가정하여 ‘완전히 딱딱한 물체’의 역학을 서술한 

이유는 그것이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임을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딱딱한 물체’의 역학은 실제 세계의 역학, 즉 유체 

역학 54 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적이고 가상적인, 즉 추상적인 

역학이다. 

 이 ‘완전히 딱딱한 물체’는 단순하며 나누어지지 않는다. 55  왜냐하면 

그러한 물체는 서로 구별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체의 ‘부분들’은 서로 상대적 정지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 

                                    
53 PP II P53 
54 Lecrivain(1986), p.57 “가장 보편적인 가설은 유동체의 가설이다.” 
55  데카르트의 관성의 법칙에서 ‘단순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물체’란 ‘완전히 딱딱한 

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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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은 운동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단단한 

물체’란 더 작은 크기로 쪼개질 수 없는 원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히 딱딱한 물체’는 

모든 ‘부분들’이 공유하는 오로지 하나의 운동, 하나의 운동량만을 가진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딱딱한 물체’와 ‘가장 단순한 물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체도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운동 혹은 

운동량에 의해서만 다른 단순체와 구별되고, 그 자체로는 실존하는 

물체가 아니지만 단순체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실제 세계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데카르트의 관성 법칙에 따르면, 물체는 직선 등속 운동을 한다. 하지만 

이 법칙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공간은 물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 물체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물체도 이런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의 법칙은 

보편적인 법칙이다.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현실을 구성하는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단순체들의 법칙에 해당하는 「자연학 소론」의 

전반부도 보편적인 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전반부의 보조 정리들과 공리들을 합성체에 대한 

논의에서 활용하고 있다. 가령 보조정리 2 는 E2P37, E2P38Cor, E5P4 에서 

참조되고, (보조정리 3 다음의) 공리' 1 은 E2P16, E2P24, E3P17Sc, 

E3P51Dem 에서, (보조정리 3 다음의) 공리' 2 는 E2P17Cor 에서 참조된다. 

스피노자는 단순체의 법칙들이 합성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물체는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 서로 

구별되고, 실체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보조 정리 1) 여기에는 

‘오로지’라는 한정사가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조 정리를 

합성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합성체는 단순체처럼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도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게루의 표현대로 「자연학 소론」의 전반부인 

단순체의 역학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연학으로, 그 이후를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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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순체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만을 따르고 

있는 반면, 합성체는 이러한 일반 법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단순체들의 

합일에서 나오는 법칙들도 따른다. 단순체들의 합일에서 나온 법칙이란 

단순체들의 법칙과 완전히 별개의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칙의 조합이나 복잡화에 의해서 창발되는(surgir) 것이다. 56  게루가 

확보하고자 했던 개체의 능동성은 단순체 자체에서 나오지 않으며, 

그것은 합성체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체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합성체의 이러한 ‘새로운’ 성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3) 개체의 자연학적 정의 

 

  스피노자는 단순체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이러한 단순체들로 합성된 

개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개체를 정의하고 있다.  

 

 “정의: (1) 크기가 같거나 다른 몇몇 물체들이 다른 여러 물체들의 

압력을 받아서(coercentur) 서로 기대거나, 혹은(vel)  (2) 물체들이 

같은 속도로 혹은 다른 속도로 움직여서 자신의 운동을 어떤 특정한 

관계(ratio)로 서로 전달할 때 우리는 그 물체들이 서로 

합일(unita)되어 있다고 말하며,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물체 또는 

하나의 개체(unum corpus, sive Individuum)를 합성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개체는 이러한 합일에 의하여 다른 물체들과 

구별된다.”(인용자 강조) 

 

 이어지는 보조 정리들에 의하면, 이러한 합일은 개체의 형상(form) 혹은 

본성이며(보조 정리 4), 부분들의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다(보조 정리 

5). 개체는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로 대체되어도(보조 정리 4), 부분들의 

크기나 운동 방향의 변화가 있어도(보조 정리 5, 6), 전체적으로 운동이 

                                    
56 Gueroult(1972)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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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여도(보조 정리 7), 그 형상이 유지되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개체 정의를 활용하여 개체가 변화를 겪어도 어떻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개체의 개별 형상을 자연학적인 개념을 통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PP 에 따르면 ‘하나의 물체’란 

‘동시에 이동하는 모든 것’(omne quod simul transfertur)인데, “그 물체가 

서로 상이한 운동을 하는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57  반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유사하지만, 보다 진전된 

서술을 통해서 하나의 물체 혹은 개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는 

‘동시적 이동’의 외적인 원인(주변의 압력)을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1), 

부분들의 내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개체의 통일성을 설명하고 

있다(2). (1)에서는 개체는 개체를 구성하지 않는 외부 물체들이 행사한 

활동의 결과로 정의된다. 58  반면 (2)에서 개체는 오로지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정의된다. 이를 외적 관점과 내적 

관점에서의 개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성 유지의 논변에 

사용되는 것은 오로지 (2)다. 그렇다면 이 두 정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후의 논의에서 활용되지 않는 (1)을 개체 정의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박기순(2006)에 따르면 (1)이 의미하는 바는 “외적 관계가 부분들의 상호 

관계의 원인으로 참여”59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은 (2)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체 부분들의 상호 관계, 즉 개체의 내적 본질은 외적 

관계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우리는 (1)과 (2)의 인과 관계를 

제한적으로 이해한다. 스피노자는 (1)과 (2)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57 PP, II, 25 (원석영 87쪽) 
58 “이 정의에서 제시된 개체들은 외부 원인들의 작용에 따라 형성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내적인 반작용 없이 외부 원인들의 작용을 수동적으로 또는 타종적으로 받아들여 

형성된 결과다.” (진태원(2008), 187쪽) 
59 박기순(2006),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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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압력이 개체 부분들로 하여금 특정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개체가 실존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동일성 유지에 대한 

논변은 (2)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동일성 유지가 전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체가 실존을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외부의 물체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외적 환경이 

변화가 동일성 파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개체의 내적 관계는 

외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지만, 한번 형성된 내적 관계는 외부 관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한다.  

 개체의 발생의 관점에서 (1)은 (2)의 원인이다. 하지만 개체의 부분들의 

내적 관계는 외적 관계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들뢰즈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외연적 부분들은 순전히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서 특정한 

관계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60  단순체들은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론적 법칙들과는 별개로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 관계는 구조(fabrica) 61  혹은 일종의 

설계도(blueprint) 62 와 같다. 단순체들이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이러한 

설계도에 맞게 배치되면, 설계도는 실현되며, 개체는 실존하기 시작한다.   

 이 설계도는 개체의 부분들에만 적용되는 역학 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다. 63  개체 정의에 의하면 이 구조는 부분들의 운동 전달 방식을 

결정한다. 「편지 32」는 개체 전체와 그 부분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피의) 모든 부분들은 피의 보편 본성에 의해서 제어되고(moderantur, 

modero) 피의 보편 본성이 요구하는 데로 상호 적응하도록 

강제되어(coguntur, cogo), 서로 어떤 특정한 방식/관계(ratio)로 

                                    
60 들뢰즈(2002), 284-285쪽 
61 스피노자는 인간 신체의 구조에 대해 여러번 언급한다.(E1app, E3P2S, E4P59S) 
62 “이 패턴(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는 설계도(blueprint)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개체

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알려주는 시공 지침(construction 

guide)과 같다.” (Barbone(2002), p.98) 
63 “실상 모든 개체는 저마다 자신의 근본 법칙을 가지고 있다.” (마르통(2008), 84쪽) 



 44 

합치하게 된다.”64 

 

 스피노자는 이 편지에서 “개체의 본성, 또는 법칙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개체의 본성을 일종의 법칙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법이란 이렇게 정의된다. 그것은 절대적 의미에서 “그것에 

따라서 각 개체(모든 개체, 혹은 같은 종에 속한 각각의 개체)가 특정하고 

결정된, 하나의 동일한 방식/관계(ratio)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 65 이다. 

여기서 법은 모든 개체, 혹은 어떤 종에 속한 개체들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의 개체에 고유한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인용문에 의하면 ‘피의 보편 본성’은 피의 부분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한다. 피의 보편 본성이란, 피에 속하는 모든 부분들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만,  단지 피의 부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특수한 법칙들이다. 단순체로 표상되는 운동과 정지가 자연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기계론적인 법칙들을 지시한다면 66 , 

개체(합성체)의 본질인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는 바로 그 개체의 

부분들에만 적용되는 법칙들이다. 

 

4) 개체의 본질에 대한 발생적 관점 

 

 스피노자는 오로지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구별되는 ‘가장 단순한 

물체’에서 시작하여, 개체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장소 운동 개념을 상속받고 있다고 본다. 이 기계론적 사유에 

따르면 모든 물리적 현상은 원칙상 외적 관계에 의해서 계산가능하다. 

단순체는 이러한 기계론적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체, 어떤 ‘내부’도 

갖지 않고 다른 단순체들에 의해서 그 상태가 결정되는 물체를 지시한다. 

                                    
64 Ep.32 
65 TTP IV; G III/57 “Legis nomen absolute sumptum significat id, secundum quod unumquodque 

individuum, vel omnia vel aliquot ejusdem specie, una eademque certa ac determinate ratione agunt” 
66  Curely 에 따르면 연장의 직접 무한양태로서 운동과 정지는 “법칙과 관련된 사실

들”(nomological facts), 혹은 “일반적이고 법적인 명제들”이다.(Curely(1969,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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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본질은 이러한 단순체들의 합일을 통해서 발생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스피노자는 개체의 ‘내부’란 외적 관계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개체의 내적 본질과 그로부터 나오는 여러 성질들이 

어떻게 기계론적 법칙들에 의해서 엄밀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를 소용돌이 이론 등을 통해서 현실의 모든 물리적 현상을 

기계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데카르트의 방식과 비교할 수 있다. 현실에 실존하는 개체의 다양한 

현상들을 기계론적 법칙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지난한 작업일 것이다. 

스피노자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연학과 구체적인 자연학을 

구별함으로써 이 작업을 단번에 생략한다. 합성체-개체의 법칙들은 

순수한 기계론적 법칙들의 “단순한 복잡화”(simple complication) 67에 의한 

것이다. 원칙상 합성체의 법칙들은 기계론에서 도출되지만, 스피노자는 

합성체의 법칙들을 토대로 자연적 혹은 심리적, 정치적 현상들을 

설명한다. 가령 스피노자는 기계론적 관성이 아니라 합성체의 코나투스를 

기반으로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전개하고 있다.68  

 합성체의 본질은 발생적으로는 기계론에서 도출된다. 하지만 이 새로운 

법칙들 자체와, 그 법칙들의 발생 과정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합성체의 본질이 갖는 새로운 성질을 구조나 설계도로 간주했다.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 자체는 비물질적이고 비시간적인 원리다. 개체 

실존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가 갖는 합성의 정도나 통합의 정도는 이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개체에 고유한 법칙으로서 

부분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피노자의 기계론과 

개체적 본질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개체는 외적 관계에 의해서 

실존하기 시작하고, 외적 관계에 의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이 때 개체의 본질은 왜 하필 그렇게 실존하고 바로 그러한 역량을 

                                    
67 Gueroult(1972), p.157 
68 기계론적 관성과 코나투스의 차이는 다음 장(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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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기계론은 각 물체의 본성이나 

본질의 관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의 

충분 이유로서 이를 요청한다.”69 .    

                                    
69 들뢰즈(2003),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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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보존의 노력과 역량의 증가 

 

 코나투스의 정의와 증명은 『윤리학』의 3부에서, 즉 1, 2부의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인간학(3, 4, 5부) 사이에서 제시된다. 코나투스는 

스피노자의 정념론, 정치학, 윤리학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한 출발점이다.70 

그런데 코나투스는 당대 자연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가령 

데카르트의 자연학에서 이 개념은 기계론적인 관성 71 을 의미했다. 

스피노자가 『윤리학』만이 아니라 여러 저작에서 정식화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그 표현과 내용이 데카르트의 것과 상당한 유사하다. 그래서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적 법칙 혹은 사실에서 어떻게 인간학에서 다루는 

가치나 규범이 연역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본 논문의 주장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기계론과 양립 

가능한 개념이지만, ‘단순한 상태 유지’를 넘어서 ‘힘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학』 3부 정리 12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 정리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더 잘 살려는 욕망’, 더 강한 본성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욕망을 코나투스에 대한 정리인 

E3P6에서 직접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즉 확장의 욕망은 코나투스의 

부차적인 성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여러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성개선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본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완전성에 도달할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72 

『소론』의 언급은 이보다 더 명시적이다. “어떤 사물도, 그 자신의 

                                    
70 마트롱(2008), 19쪽. 
71 다니엘 가버에 따르면 근대 이전에 관성(inertia)이라는 말이 일종의 ‘게으름’으로 이해

되어 왔다. 그는 근대적 의미의 관성을 지시하기 위해서 관성이라는 표현 대신 존속

(persist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념어의 변천 과정을 살리기 위해

서 관성이라는 표현을 고수할 것이다. (Garber(1994) 참조)    
72 TIE 13; G I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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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에 의해서, 자신의 파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반대로 각 사물은 

자신 안에서 그것의 상태를 보존하고 더 나은 상태가 되려고 

노력한다.” 73  『윤리학』의 정념론에서도 코나투스의 확장적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사랑과 증오라는 주요 정념에 대한 증명은 코나투스의 

확장적 성격을 다루는 정리(E3P12, 13, 28)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윤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도, 코나투스의 이러한 성질을 전제한다. 

『윤리학』 4부의 서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모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려고 욕망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의 자신보다 더 

강한 본성, 즉 모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려고 한다. 사람들 각자가 

선호하는 모델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더 좋은 삶을 

희망하며, 이 욕망은 자신의 본질인 코나투스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명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코나투스의 확장적 성격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이때 역량 증가를 개체 개념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윤리학』 3부 정리 12의 증명에 대한 두 해석 

   

 정리 12: 정신은, 그것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신체의 작용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돕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증명: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용되는 

동안, 인간 정신은 (2부 정리 17에 의해서) 이 물체를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며, 따라서 (2부 정리 7에 해서) 인간 정신이 외부 물체를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안, 즉 (2부 정리 17의 주석에 의해서) 

외부 물체에 대해 상상하는 동안, 인간 신체는 이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용된다. 그러므로 정신이 우리 신체의 작용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돕는 것을 상상하는 동안, 신체는 신체의 작용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돕는 방식으로 변용되며(3부의 공준 1을 보아라), 

                                    
73 KV; G I/40.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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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부 정리 11에 의해) 정신의 사유 능력도 증가되고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3부 정리 6과 9에 의해서) 정신은, 그것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를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정리 12의 증명에는 세 가지 이론이 개입한다. 상상 이론(2부 정리 17 

및 그 주석), 평행론(2부 정리 7), 코나투스 이론(3부 정리 6과 9)이다. 

스피노자가 상상 이론을 통해서 말하는 바는 이렇다. 어떤 행위에 의해 

역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자신의 역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상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한다.74 그리고 평행론은 

신체의 역량 증가와 정신의 역량의 증가는 함께 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된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역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코나투스 이론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이 부분의 논지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 A가 있다.  

 ② 각 개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정리 6 과 9, 

코나투스 정리). 

 ③ 각 개체는 행위 A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①과 ②에서 ③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③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①과 ②의 관계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변이 성립하려면 ①과 ②의 관계에 대한 숨겨진 전제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 방식의 관계가 가능하다. 첫째, 역량의 증가는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량의 증가를 위해 노력한다(수단-목적). 

둘째, 코나투스에는 이미 역량 증가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함축). 

                                    
74  역량 증가의 사실과 역량 증가에 대한 상상의 차이에 해서는 Della Rocca(1996)를 참조. 

그는 스피노자가 믿음(상상)에 대한 자연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형이상

학과 심리학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가 볼 때, 코나투스는 그 자체로는 자연학

적인 것으로 어떤 심리학적 함축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믿음(상상)을 통

해서 자연학적인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인, 심리학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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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의 증가를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는 해석은 불안을 유한한 

존재자의 근본 기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유한성이란 더 강한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한한 개체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한한 이상 자신보다 더 강한 개체와 마주치고 종국에는 

파괴되는 숙명을 피할 수 없다. 이 위험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므로, 현실에서 개체는 모두 불안에 시달리며, 끝없이 더 큰 

힘을 갖기를 욕망한다.  

 이러한 사유는 본래 홉스의 것이다. 75  『리바이어던』에서 그는 우리의 

힘에 대한 집착과 불안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발견되는 일반적 성향으로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힘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제일 먼저 들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이 이미 획득한 것보다 더 

강렬한 환희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요, 보통 수준의 힘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잘 살기 위한 더 많은 힘과 

수단을 획득하지 않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힘이나 수단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76 

 하지만 홉스의 자기 보존은 스피노자의 것과 비교하면 협소한 의미를 

갖는다. 스피노자는 홉스와 달리 자기 보존을 생물학적 생존과 구별하고 

있다. 가령 『윤리학』에서 스피노자는 에스파냐 시인의 예를 말하고 

있다. 병에서 회복했지만 기억을 잃어버린 그 시인은 생물학적으로는 

생존하였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 시인은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7  게다가 불안에 의한 

힘의 추구는 코나투스의 특정한 양상에 불과하다. 스피노자는 병자와 

건강한 자를 비교한다. 병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영양을 섭취하지만, 

건강한 자는 음식을 즐긴다. 즉 스피노자는 홉스가 부정한 ‘환희’에 

                                    
75  역량 증가의 노력을 홉스의 영향이라고 보는 연구로 Allison(1987), p.235, Curley(1988), 

p.115, Della Rocca(2008), pp.156-162가 있다.  
76 홉스, 『리바이어던』, 1부 11장, 한글본 138쪽. 
77  기억과 동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Lin, M. (2005). Memory and personal identity in 

Spinoza.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5(2), 243-2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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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갈망으로서의 코나투스를 말하고 있다. 병에 걸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즉 일상적으로는 ‘더 큰 힘에 대한 추구’란 환희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므로 목적-수단 해석은 ‘더 좋은 삶에 대한 추구’를 

불안과 공포와 같은 특정한 심리적 기제로 축소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개체가 자신의 역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심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수준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역량 증가 노력은 자기 보존의 수단이 아니라 코나투스 그 자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계론적 관성으로 이해된 코나투스는 현재 상태의 

보존을 지시한다. 따라서 우선 상태 보존 노력을 넘어선 적극적 노력이 

개체적 본질로서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리 

6의 증명에 따르면 적극적인 노력이란 “자신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대립’ 혹은 저항이라는 적극적인 노력은 E3P6D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며, 이러한 ‘대립’이 어떻게 역량 증가의 경향이 될 수 

있는가? 

 

 2) 적극적 자기 보존 노력의 정당화 

(1) 코나투스 증명에 대한 문제 제기 

 

정리 6: 각 사물은, 자신 안에 있는 한, 그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78  

 증명: (A) 사실 독특한 사물은 신의 속성들이 특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이다(1부 정리 25의 따름 정리). 즉 그것은 

(1부 정리 34) 신이 존재하고 작용하는 신의 역량을 특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물이다. (B) 그리고 어떤 사물들도 자신 안에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달리 말해서 자신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3부 정리 4), 반대로 자신의 존재를 제거할 

                                    
78 Unaquaeque res, quantum in se est, in suo esse perseverare con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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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것에 대립한다(3부 정리 5). 그러므로 독특한 사물은 

그것이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인용자 강조) 

 

 스피노자는 정리 6에서 모든 개체가 자기 보존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즉 코나투스를 증명하고 있다. 이 증명은 참조하고 있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서 (A)와 (B)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명의 

전반부 (A)는 『윤리학』 1부의 두 정리, 정리 25의 따름 정리와 정리 

34를 참조하고 있다. 이 두 정리는 형이상학적 내용으로, 스피노자는 이 

정리들을 통해서 독특한 사물(유한한 개체)을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고 있다. 후반부 (B)는 『윤리학』 3부의 정리 4와 정리 5를 

활용한다. 정리 4와 5는 모순율에 대한 명제로, 스피노자는 정리 4에 

의거해 개체의 자기-파괴의 불가능성, 정리 5에 의거해서는 개체의 외적 

위협에 대한 저항을 증명하려고 한다.  

 (B)에서 외적 위협에 대한 저항(혹은 대립)이라는 적극적인 노력은 정리 

5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정리 5의 증명은 정리 4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자기 보존의 노력은 정리 4와 5에 의해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베넷의 비판처럼79, 정리 4와 정리 5가 적극적인 자기 

보존의 노력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다음은 정리 4와 정리 5다.  

 

 3부 정리 4: 어떤 사물도 외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파괴될 수 

없다. 

증명: 이 정리는 그 자체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한 사물의 정의는 이 

사물의 본질을 긍정하지 부정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한 사물의 

                                    
79 Bennett(1983, 1984, 1990). 베넷은 1983년 논문에서 코나투스와 목적론의 문제를 다루면

서, 코나투스 정당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1984 년 저서에서 코나투스의 증명과정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1990 년의 논문은 결정론과 목적론이 양립할 수 있다는 컬

리(1990)의 비판에 대한 베넷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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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그 사물의 본질을 정립하지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 원인들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한, 우리는 

그 사물 안에서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3부 정리 5: 사물들은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한에서 서로 

상반된 본성을 가진다. 즉 같은 주체(subjectus) 안에 있을 수 없다. 

 증명: 왜냐하면 만일 이 사물들이 서로 합치하거나, 동일한 주체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이 주체 안에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정리 4에 의해) 불합리하다. 

  

 첫째, 정리 4와 정리 5는 모순율, 논리적 대립에 대한 명제인데, 정리 

6은 이 정리들을 근거로 실제적 대립에 대해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논리적 명제는 실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즉 베넷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정리 4는 한 사물 A를 긍정하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결국 A이면서 동시에 ~A일 수 없다는 모순율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리 4는 모순된 것들의 동시적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명제다. 정리 5도 정리 4에서 도출되고 있는 이상, 

그 역시 논리적 명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반면에 정리 6의 후반부는 

개체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들에 저항한다는 내용이다. 그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개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은 양립불가능하지만,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논리적 

양립불가능성에서 개체에 나타나는 실제적 갈등의 제거 경향을 연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잘못된 증명이다.   

 둘째,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만으로는 적극적인 자기 보존의 노력이 

증명될 수 없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관성 개념에 대하여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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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가한 바 있다. 80  외적 원인이 없을 때 개체가 자신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과, 변화에 대해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변화에 대한 무관심성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은 단지 전자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베넷의 비판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의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81  이는 정리 6의 구성에 상응한다. 마트롱, 앨리슨, 

마슈레, 린 82 , 빌자넨 등은 베넷이 증명 과정에서 배제한 전반부 (A)에 

실제적 증명이 있다고 본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역량 개념이다. 반면에 

컬리, 가버, 매닝 등은 여전히 (B)에 의해 코나투스가 증명된다고 보는데, 

베넷과는 달리 정리 4 혹은 5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실제적 대립을 

의미한다고 본다. 

 

(2) 모순율과 실제적 대립의 구별 

  

컬리와 매닝은 정리 6의 후반부 (B)를 실제적인 증명으로 본다. 이 

입장에 의하면 전반부 (A)는 다만 형이상학적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 

스피노자의 텍스트는 이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A)에는 적극적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신의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립’은  오로지 (B)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컬리는 (B)의 증명이 정리 4에 기대고 있다고 본다. 그가 볼 때 정리 

5는 정리 4에서 연역된 것으로 정리 4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다. 83 

                                    
80 Leibniz, De volder와의 서신 교환, March 24, 1699;GP II/171 
81 Garrett(2002)은 코나투스 논변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지 않는 『윤리학』 1 부의 논의들

(E1D3, E1D5, E1Ax1, E1Ax4)을 도입하여, Inherence, conception, causation 이라는 개념을 정립

하여 스피노자의 논변을 변호한다는 점에서 두 해석과 다르다. 하지만 그는 (A)는 부차적

이며 (B)에 실제적 증명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후자의 입장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82 Lin(2004)은 스피노자가 (A)와 (B)라는 별개의 두 방식으로 코나투스를 정당화하려고 했

지만, (B)는 실패한다고 본다.  
83  (B) 증명의 핵심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Bennett(1982, 

p.242)은 정리 5, Della Rocca(1995, p.206)은 정리 4, Garber(1994, p.60)는 P4와 P5가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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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는 베넷의 문제제기를 귀류법에 의해서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 4에서 정리 6이 연역되고 있는데, 만일 결론에 해당하는 정리 6이 

부정되면, 정리 4 또한 부정되어야 한다. 정리 6은, “외적인 원인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체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컬리에 따르면 정리 6의 부정은, “개체는 외적 원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제는 그 

자체로 명백한 명제인 정리 4와 모순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리 6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컬리의 이 논변은 여전히 베넷이 비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리 6의 부정은, 엄격히 말하면 “개체가 

외적 원인의 개입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유지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이다.84 따라서 컬리는 암암리에 ‘자기 자신의 유지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과 ‘자기 파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컬리의 논변은 변화에 대한 저항(적극적 자기 노력)과 

무관심성(소극적 자기 노력)의 구별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을 임의적으로 없애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매닝은 베넷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85 스피노자는 

정리 4와 5에서 개체 내에 상반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첫째, 정리 4에서 개체 본질과 개체의 전체 본성을 구별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오로지 그 사물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안에서(in eadem) 그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E3P4D, 인용자 

강조) 매닝은 “사물 자체”가 사물의 본성이고, “그것의 안”을 사물의 

본질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의 본성 

혹은 존재에는 상반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물의 본질에는 

상반성이 존재할 수 없다.  

                                                                                           
증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84 Garrett(2002), p.155. 
85 Manni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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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매닝이 보기에 정리 5는 상반된 것의 양립을 금지하는 

모순율과 달리, 상반성의 정도를 도입하여 상반된 부분들의 양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86  이는 마슈레의 주장이기도 하다 87  마슈레도 또한 3부 

정리 5가 상반성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닝보다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내고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라틴어 원문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Res eatenus contrariae sunt naturae, hoc est, eatenus in eodem subjecto esse 

nequeunt, quatenus una alteram potest destruere."(E3P5, 인용자 강조) 여기서 

강조된 "eatenus (...) quatenus"라는 표현은 ‘~하는 한’(en tant que)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정도가 포함된 ‘~만큼 ~한’(autant que)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슈레의 주장처럼 후자로 해석한다면, 정리 5는 주체 내에 

여러 수준의 상반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정리 5는 

한 개체 내에 상반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체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매닝의 논변은 개체 내부에 상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개체 내 상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가 

파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개체가 이러한 상반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베넷의 두 번째 비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3) 신 역량에 의한 코나투스의 증명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유력한 방식은 역량 개념에 기대는 것이다. 

이 입장은 『윤리학』 3부 정리 6의 전반부(A)를 힘 개념에 대한 논의로 

간주한다. 마트롱은 이러한 입장의 대표자다. 그는 후반부 증명(B)을 

자기-파괴-불가능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 개체가 

“능동적으로 작용(agir)”한다는 것이 덧붙여지면, 적극적인 노력이 

                                    
86 김은주(2012) 역시 상반성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87 Macherey(1995),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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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될 수 있다.88 (A)는 개체의 능동적 작용 혹은 힘에 대한 서술이며, 

스피노자는 이를 비명시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A) “사실 독특한 사물은 신의 속성들이 특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이다(1부 정리 25의 따름 정리). 즉 그것은 (1부 정리 

34) 신이 존재하고 작용하는 신의 역량을 특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물이다.” 

“개별 사물들(Res particulares)은 신의 속성들의 변용들 혹은 신의 

속성들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에 다름 아니다. 이 

증명은 P15와 D5에 의해서 명백하다.” (E1P25C) 

“신의 역량은 그의 본질 자체다.”(E1P34) 

 

 증명(A)의 구조는 이렇다. 독특한 사물(양태)는 신의 속성을 

표현하고(E1P25C), 속성은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신의 본질은 

역량이다(E1P34). 즉 신은 개체의 내재인이고, 신의 본질은 신의 역량이다. 

그런데 내재적인 원인은 결과에게 자기 자신을 전해주므로, 신은 

개체에게 자신의 역량을 건네준다. 그러므로 개체는 신의 역량을 

분유한다. (A)에서 스피노자가 “독특한 개체가 신의 역량을 

표현한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고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개체는 

“~한에서의 신(Deus quatenus)”이고, 그러한 한에서 능동적이다. 이 때 

역량이란 결과의 생산을 뜻한다. 신이 무한한 역량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 무한한 사물들을 무한한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체가 신의 역량을 분유한다는 것은, 개체의 생산 활동은 개체의 

생산이면서 동시에 신의 생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과 달리 개체는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 놓여있다. 개체의 

모든 생산은 항상 관계 속에서만 실현된다. 그 양상은 두 가지다. 각 

개체의 생산은 이러한 관계에 의해 촉진되기도 하지만 방해받기도 한다. 

                                    
88 마트롱(2008),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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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는 자신의 본질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만, 

상이한 본성의 타자들에 의해 본질과는 다른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개체는 항상 자신의 본질에 따라 생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신이 자신의 본질에 따라 생산을 하는 것처럼, 신을 표현하는 유한한 

개체는 자신의 본질에 따라 생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유한한 

개체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원인이다. 89  신의 본질과 실존은 반드시 

일치하지만, 개체의 본질은 실존과 일치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체는 상이한 본성을 가진 외부의 개입에 대해 저항한다. 이는 개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저항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저항은 자연학적이다. 가령 전기가 도체를 따라 흐른다면, 전기는 저항이 

가장 작은 길을 따라 흐를 것이다.90  

  

(4) 자연학적 관성 개념과 상반성 제거의 원리 

 

 정리 6 증명의 후반부에서 자기-파괴-불가능성, 그리고 전반부에서 

개체의 능동적 역량이 각각 증명된다. 이 두 증명의 조합에 의해 

코나투스는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코나투스를 본질의 실현 

경향으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실현은 저항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코나투스는 자연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자연학적인 

코나투스는 우리 자신의 코나투스와 다르지 않다.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의 2부에서 ‘상반성 제거의 원리’와 자연학적 코나투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대립된 양태들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양자 모두 특정 

변이를 겪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중 하나가 변이를 겪어야 

한다.”(PPC2Ax19) 

 “각 사물은, 그것이 단순하고 불가분적이며 그 자체로 고려되는 

                                    
89 신은 “in se est”인 반면, 유한한 개체는 “quantum in se est”이다.  
90 Viljanen(2011)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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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PPC2P14) 

 

 『윤리학』에서 상반성에 대한 정리(정리 5)가 코나투스의 증명에 

활용된 반면에, PPC에서 상반성 제거 원리가 공리로 제시되지만 이 

원리가 코나투스 증명에 참조되지 않는다. PPC에서 코나투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된다. 첫 번째 증명은 데카르트의 것이다. 신의 불변성과 

신의 협력에 의해 개체의 관성이 증명된다. 반면 두 번째 증명은 

스피노자 자신의 것이다. 우리가 외부 원인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물 

자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그것이 자신의 상태 속에서 지속하려고 한다는 것을 긍정해야 한다.91  

 이 두 번째 증명은 E3P6의 후반부 증명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 때문에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령 스피노자는 PPC에서도 

관성으로부터 외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노력(conari)를 도출해내고 있다. 

PPC에서 ‘노력하다’(conari)라는 표현 자체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원 운동을 하는 모든 물체는 그것이 그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한다(conari).”(PPC 2.17) 

 

 여기서 ‘노력’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 즉 원심력을 

지칭한다. 원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끈의 당기는 힘이 없다면 그 즉시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접선 운동의 경향은 

외력이 없다는 가정적인(counterfactual) 상황에서의 힘이며, 이것이 바로 

앞서 정의된 관성이다. 물체의 실제 운동은 원 궤도의 운동이고, 관성은 

접선 운동이고, 원심력은 외력(끈)에 대한 저항이다. 이와 같이 PPC에서 

‘노력’은 외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91 G I/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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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자는 저항력으로서 코나투스를 관성(접선 운동)에서 연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체는 관성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력에 

저항한다. 사실 이는 데카르트의 생각이다. 데카르트는 물체의 작용력과 

저항력의 본질은 자연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92  그런데 우리는 앞서 『윤리학』 3부의 코나투스의 증명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문제가 여기 자연학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라이프니츠의 비판처럼 이러한 관성 법칙은 물체가 상태 변화에 

무관심하다는 것만 지시하지, 저항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개체에 대한 자연학적 정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개체의 본질인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 즉 ‘구조’가 개체의 저항력과 

응집력의 원천임을 보았다. 이때 상반성 제거 원리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PPC에서 두 물체가 충돌에 의해서 상반성이 제거되어 하나의 개체가 될 

때, 상반성 제거는 물체들이 서로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편지 32」와 「자연학 소론」에서 상반성 제거 원리는 응집력에 

상응하게 된다.  

 스피노자가 외적 관계로 환원되는 기계론에 머무는 이상, 이러한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구조 혹은 관계라는 

개체의 본질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 구조는 단지 

충돌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체 부분들을 통합하는 

힘이기도 하다. 개체의 부분들은 개체의 본질에 의해 제어되고 상호 

적응하도록 강제된다. 93  그런데 이와 같은 강제는 상반성의 제거이며, 

따라서 상반성 제거는 개체 본질의 실현이다.  

 스피노자는 자연학에서 신의 역량이나 신의 능동성 등에 대한 참조 없이 

개체의 저항이나 응집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의 배경에는 개체의 

본질 개념이 있다. 그는 개체의 본질이 있으며, 그러한 본질이 역동적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개체의 경우 그 본질과 실존은 

                                    
92 PP 2.43 
93 E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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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을 실존 속에서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상반성 제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스피노자는 개체의 

본질을 기계론을 통해서 발생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개체의 본질 

개념을 외적 관계로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개체의 본질에 대한 

스피노자의 사유는 형이상학적 직관으로 『윤리학』 3부의 코나투스 

증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나투스 후반부 증명(B)의 근거인 정리 4와 

5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개체의 본질이 개체의 실존을 

긍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논리적 명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적 직관이다. 94  무관심성과 적극적 

노력의 간극은 개체의 본질 개념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 

 

3) 상반성 제거의 의한 역량의 증가  

 

 개체의 상반성의 제거는 자기 보존의 활동이다.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상반성만이 그 개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반성의 

제거는 한편 개체 역량의 증가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체는 개별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개체는 그 본질에 따라 생산 활동을 한다. 그런데 

상반성은 이러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되고 있는 힘에서 그 제한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역량을 보다 더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성의 

제거는 역량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 들뢰즈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본질의 능동적 실현과 수동적 실현에 대한 것이다. 개체의 본질은 항상 

남김없이 모두 실현되는데, 개체가 가진 힘(본질)의 일부는 외부 물체에 

저항하는데 소비되고, 나머지는 본질에 따라 생산하는데 소모된다. 이때 

코나투스란 능동적으로 실현되는 비율을 키우려는 경향이다.    

 상반성의 제거는 상이한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므로, 

상반성 제거의 노력을 자발성(spontaneity)의 추구로 볼 수 있다. 빌자넨의 

표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 개체의 코나투스란 “그 개체가 대립을 

                                    
94 Macherey(1995),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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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여 오로지 그것의 정의할 수 있는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들만을 생산하도록 자신을 추동하는 노력”이다. 95  즉 자발성이란 

상반성을 야기하는 외적 원인에 대한 배제이며 동시에 자신의 본질에 

의한 생산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스피노자의 자유 개념과 상통한다. 

스피노자의 자유는 단지 외적인 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덕의 실현을 포함하는 적극적 자유를 지칭하기 때문이다.96  

 그런데 자발성의 추구는 현실에서는 언제나 변형되기 마련이다. 개체는 

주어진 변용에 따라 욕망한다. 이 변용은 나의 내적 본성과 외부 원인의 

합작이며, 이 두 원천은 서로 각축을 벌인다. 인간의 본성이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고, 외적 원인이 대부분 더 강력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나쁜 것을 행한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낙관적인 주장을 펼친다. 우리 안에는 이미 참된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공통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공통 관념은 그 힘이 미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파괴되지 않는다. 외적 변용은 강하지만 일시적이다. 여러 

외적 변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이러한 참된 부분은 계속 남아서 

미미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자발성을 추구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95 Viljanen(2011), p.126. 
96 Quentin Skninner(1984), pp.194-19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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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체 개념의 적용: 인간학 

  

 이제까지 개체와 관련된 스피노자의 자연학의 기본 개념들과 그 철학적 

함축을 살펴보았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상속받고 있다. 

운동과 정지는 물체들의 외적인 관계를 지시하며, 이 외적인 관계에 의해 

물체들의 다양성이 성립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개체의 

본질 개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스피노자의 자연학에 의하면 개체의 본질은 구조라는 비물질적인 원리다. 

물체들이 기계론적 법칙에 의해 이 구조로 배치될 때, 개체는 실존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재생산한다. 그런데 이 개체의 본질 자체는 기계론적 

법칙에 의해 발생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기계론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본질은 기계론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개체의 내부와 

외부의 기준이며, 개체의 역동적 활동을 설명하는 원리다. 이러한 창발적 

성질을 우리는 코나투스 이론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의 

코나투스는 상태 유지라는 기계론적 관성만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의 

추구라는 적극적 노력을 지시한다. 1부 3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상반성 

제거를 통해서 실현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2부에서는 개체에 대한 이러한 사유가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체/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의 관점에서 개체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연장 속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의식의 

문제에 주목할 것이다. 하지만 2부에서는 의식을 신체 개념을 통해서 

다룰 것이다. 스피노자의 ‘평행론’에 의하면 우리의 정신은 신체에 대한 

관념에 불과하며 동일한 인과성이 이 두 영역을 지배한다. 우리 각자의 

신체가 외부 물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정신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 있으며, 의식은 이러한 교섭 과정의 부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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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장에서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개체의 ‘독특한 본질’을 

다룬다. 스피노자가 당대 유명론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가 논쟁의 

대상이다. 모든 사물은 그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둔스 

스코투스의 유명한 언술은 초기 근대 사상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보편자가 아니라 개별 사물이 실재하는 것이며, 독특한 본질은 주어진 

사실로 간주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독특한 본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편자 개념을, 특히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스피노자의 보편자 개념은 실재가 아니라 개념적 도구라고 보며, 

스피노자를 급진적 유명론자로 해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신체에 대한 느낌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체 

감각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각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 신체는 

정말로 나의 신체이며, 그 감각은 내적인 지각인가? 스피노자 개체 

개념의 독특성은 ‘나’와 내가 아닌 것, 혹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신체의 감각을 통해 그 구별을 명료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식은 적어도 이러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의 독특한 본질은 나에게 속한 부분들을 나에게 

통합하는 작용을 하며, 이 통합하는 작용은 반성적으로 의식된다. “어떤 

신체에 변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각한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식은 바로 이 통합 작용에 대한 의식이다.  

 스피노자는 의식을 ‘관념의 관념’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이라는 나의 정신이라는 관념에 대한 관념이 된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정신이라는 관념은 다수의 관념의 

합성체다. 합성체에서는 그 부분들의 상호 합치나 긴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적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관념들의 이와 

같은 상호 관계에 대한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런 의미에서 

의식은 특정한 정보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다른 주체에게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주관적 체험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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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담고 있는 인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념이 나의 정신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동적 통합 과정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기도 하다. 이를 우리는 상상적 의식이라고 

지칭했으며, 나 자신에 대한 적합한 의식/인식은 3부에서 다룰 것이다.  

  

1. 인간의 종적 본질과 개별적 본질 

 

 중세의 ‘개체화의 원리’, 즉 보편자는 어떻게 개별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17세기 근대에 이르러 반전된다. 실존하는 것은 개체다. 개체는 

이미 자기 자신에 의해 개체이기 때문에 ‘개체화’에 대한 탐구는 

필요하지 않다. 97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보편자는 어떻게 

개체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가. 98  보편자의 정당성은 근대 유명론의 

주요 문제다. 보편자를 단순한 말로 간주하는 급진적 방식에서 보편자와 

개별자의 양립 가능성을 논하는 온건적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의 유명론이 

나타나게 된다. 이 장에서 우리가 행할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스피노자가 

                                    
97 17 세기 독일에서는 보편 실재론이 우세했다. 개체화의 원리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고, 

수아레즈의 저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한 전통은 라이프니츠의 스승인 Daniel 

Stahl, Jakob Thomasius에게 이어졌다. 그들은 수아레즈의 해석을 수용하여 개체화의 원리를 

형상과 질료의 통일체로 보았다. 반면 영국에서는 유명론이 득세했다(베이컨, 홉스, 로크). 

개체화 문제는 주요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고, 다만 시간과 연관된 동일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있었을 뿐이다. 프랑스에서는 가쌍디와 아르노가 대표적인 유명론자로 활동했으며, 

이들은 개체화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Thiel(1998), pp.212-262) 
98  중세 시대의 개체 문제에 대한 20 세기 초중반의 연구로, J. Assenmacher(1926), Die 

Geschite des Individuations prinzips in der Scholatik (Leibzig: Verlag von Felix Meiner), K.R. 

Popper(1953), “The Principle of Individuation”, Proceeding of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 

27, pp.97-120.이 있다. 보편자와 개별자에 대한 잘 알려진 연구로는 M.Loux(1970), 

Universals and Particulars(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천착

해온 Gracia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Gracia(1984), Introduction to the problem of Individuation in 

the Early Middle Ages(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aca Press), Gracia(1988), 

Individuality: an essay on the Foundations of Metaphysics(Albany: State of University New York 

Press), Gracia(ed)(1994), Individuation in Scholaticism(Albany: State of University New York Press). 

국내 연구로는 박우석(1997), 『중세철학의 유혹』(철학과 현실사)가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

의 개체론과 중세 사상가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Rodis-Lewis(1950), L’Individualité selon 

Descartes, Vrin가 있다. P.-N. Mayaud ed.(1991), le Probleme de l’Individuation (Vrin).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개체론에서 개체에 관한 현대 과학의 논의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체

화에 대한 근대의 논의로는 Barber(ed)(1994), Individuation and identity in early modern 

philosophy: From Descartes to Kant (SUNY Pres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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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있는 유명론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다.  

 우리는 여기서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에 주목할 것이다.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는 한편 상상적 개념으로서 비판의 대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학』 3, 4, 5부의 주요 논변을 이끄는 

개념이기도 하다. 스피노자는 한편 『윤리학』의 후반부에서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간 본성’ 개념을 통해서 포착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가치의 기원을 인간 본성의 이상적인 모델에서 

이끌어내고 있다. 99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상상적 ‘인간 본성’과 구별되는 

참된 ‘인간 본성’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의 독특한 

본질 이론은 어떻게 이러한 종적 본질에 대한 논의를 허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보편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고, ‘인간 본성’ 이외의 다른 ‘적합한’ 보편자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이 스피노자의 텍스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내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본성’은 사고 상의 존재(entia rationis)다. 둘째, ‘인간 본성’은 개별자들에 

대한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이다. 셋째, ‘인간 본성’은 

윤리-정치적인 실천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다.   

  

1) ‘인간 본성’은 사고 상의 존재다. 

 

 (1) 독특한 본질과 종적 본질  

  

 근대 유명론자로서 스피노자는 종적 본질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로지 

독특한 본질 개념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윤리학』에 나타나 있는 본질에 대한 정의가 그 근거다. 

“그것이 주어지면 그 사물이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그 사물이 

                                    
99 박기순(2012),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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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제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그 사물이, 반대로 그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을, 나는 한 

사물을 본질에 속한다고 말한다.”(E2D2) 특히 정의 후반부에 의하면 

본질은 그 본질을 가진 사물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 

그런데 종적 본질은 개별 사물 없이도 사유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적 본질은 스피노자의 본질 정의와 모순된다. 게다가 

스피노자는 사물들에 공통적인 것이 개별 사물의 본질을 구성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E3P37). 따라서 유와 종과 같이 ‘공통적인 것’은 

본질이 될 수 없다.  

 스피노자의 보편자 비판은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지성개선론』에 의하면, 우리는 “추상 혹은 보편자으로부터 실제적인 

것을 추론하지 말아야 한다.” 100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종, 유 개념은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다. “철학자들은 모든 자연 사물들을 특정한 

범주들(classes)로 환원해 왔다. (…) 그들은 이를 종, 유 등으로 부른다.”101 

이 같은 보편자 비판은 『윤리학』에서도 반복된다. 초월적 개념이나 

보편 개념은 개별자들의 다양성이나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형성된 상상적 이미지에 불과하다.102  ‘웃을 수 있는 

동물’, ‘두 발을 가진 날개 없는 동물’, ‘이성적 동물’과 같은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식 대상보다는 인식 주체의 신체의 상태를 지시하는 상상적 

보편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자가 적합한 개념으로 간주되는 텍스트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종적인 본질, 즉 인간 본성이 대표적인 예다. 

『윤리학』 1부 정리 8의 두 번째 주석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정의에는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본성”을 갖는 여러 개체가 존재할 때 

그 다수로 존재하게 하는 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는 전통적인 종적 

본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1P17S에서도 종적 본질 개념을 찾을 

                                    
100 TIE, 99 
101 CM 1.1 (G I/243) 
102 E2P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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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인간들은 본질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합치할 수 있지만, 실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윤리학』 4부의 

후반부에서 보편적인 인간 본성 개념이 나타난다.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은 신에 대한 인식으로, 이 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본성인 한에서(omnibus hominibus quatenus ejusdem sunt 

naturae) 이 선을 동등하게 소유할 수 있다.”(E4P36D)  

  보편자에 대한 스피노자의 상반된 서술들에 대해, 보편자 실재론, 양립 

가능론, 유명론이라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헤즈럿(Haserot)은 스피노자를 

독특한 본질이 아니라 보편적 본질만을 인정하는 실재론자, 혹은 

플라톤주의자로 간주한다. 103  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본질에 대한 

스피노자의 텍스트들과 명백하게 상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럿의 연구는 다음의 문제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후대의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다.104  우선 그는 근대 합리론이 유명론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명론은 근대 경험론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근대 합리론은 논리적-물리적 법칙의 

실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재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한편 헤즈럿은 이성적 보편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상상적 보편자와 이성적 보편자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으며, 후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스피노자가 독특한 본질과 보편적 본질을 모두 활용하고 

                                    
103 Haserot, Francis S. (1950). "Spinoza and the Status of Universals". The Philosophical Review, 

59(4), 469-492. 그는 E1P17S 의 인간 본질에 대한 논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본

다. 스피노자의 이 주석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이 영원하고, 인간들의 본질은 동일하며, 본

질이 제거되면 개체들이 제거되지만 개체가 제거되어도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즈

럿이 보기에 이것은 완전한 플라톤주의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본질은 정신에 의존하지 

않고, 감각에 의해 알려지지 않으며, 실제적 지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04 해즈럿의 실재론적 해석의 영향을 받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De Dijn, Herman. (1987). 

"How to understand Spinoza's logic or methodology: a critical evaluation of WNA Klever's 

commentary on Spinoza's TIE". Studia Spinozana 3, 419-430; Donagan, Alan. (1989). Spinoz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pp.136-7; Lermond, Lucia. (1988). The Form of Man: Human 

Essence in Spinoza's Ethic (Vol. 11): Brill Academic Pub.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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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해석이 있다.105 이 입장은 보편자에 대한 상반된 서술을 해결해야 

한다. 한 해결 방식은 스피노자가 이 문제에서 비정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독특한 본질만을 인정하려고 했으나, 『윤리학』 

후반부에서 윤리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국에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독특한 

본질이 보편자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106  이 입장에 의하면 

본질 정의(E2D2)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본질 일반이 

아니라 독특한 본질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107  즉 본질 정의 자체는 

보편자의 실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 이들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적합한’ 보편자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따라서 그는 그 보편자 관념의 

대상이 실재함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108  그러나 우리는 스피노자의 본질 

정의가 본질에 대한 포괄적 정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보편자에 대한 논의와 모순되지 않으며, 보편자의 ‘적합성’은 대상과의 

일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17세기 근대의 유명론자들은 개체 간에 공통 성질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공통 성질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라이스는 스피노자가 ‘합치의 정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09  “인간은 본질에서는 완전히 

합치될 수 있지만(convenir possunt), 존재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으면 

                                    
105  스타인버그는 인류가 하나의 개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인류의 본질은 인류라는 개

체의 본질이기도 하고 개체들이 공유하는 종적 본질이기도 하다.(Steinberg, Diana 

Burns(1984). "Spinoza's ethical doctrine and the unity of human natur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2.3, 303-324.); 요벨은 공통 개념을 참된 보편자로 간주한다. 공통 개념은 무한 

양태들(고정되고 영원한 것들)에 형이상학적 토대를 갖는다. 즉 공통 개념은 자연 안에 그 

실제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 (Yovel, Yirmiyahu, & Yovel, Y. (1994). "The Second Kind of 

Knowledge and the Removal of Error". Spinoza on Knowledge and the Human Mind, 93-110.); 

Manning(2012)는 개별 본질 중 일부가 공유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106 Manning(2012) 
107 Hübner, K. (2015). Spinoza on Essences, Universals, and Beings of Reas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2015. 
108 Kisner(2010) 
109 Rice, Lee C. (1991). "Tanquam Naturae Humanae Exemplar". The Modern Schoolman, 68(4), 

pp.291-303; Rice, Lee C. (1994). "Le nominalisme de Spinoza".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4(1),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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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E1P17S) 종적 본질과 달리 유사성은 이와 같은 정도의 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사성이란 무엇인가? 라이스의 제안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법칙적인 연관(un lien nomologique)이다. “만일 

동일한 방식으로 사물들의 활동을 기술할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심리적 

등의 법칙들이 있다면, 이 사물들은 공통의 것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10  즉 라이스는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를 공통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피노자를 유명론자로 보는 세 번째 입장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라이스의 해석과 달리 보편자를 공통 개념이 아니라 ‘사고 상의 

존재’로 이해하고자 한다. 공통 개념 또한 보편자이지만, 다른 방식의 

적합한 보편자가 가능하며,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가 후자에 속함을 

보여 주고자 한다.  

 

 (2) ‘사고 상의 존재’로서 인간 본성과 의지 

 

 우리는 우선 ‘의지’라는 보편자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변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의지’ 개념을 다룰 때, 대개 ‘인간 본성’ 개념을 그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11  

 

  “사실 만일 그들이 흰색임이 각각의 흰 것과 다르듯이, 인간 

본성(humanitas)이 개별 인간과 다르듯이, 의지(voluntas)가 개별 

의지작용(volitio)과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하기만 한다면, 이 원인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의지작용의 

원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이 피터나 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란 사고 상의 존재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지작용의 원인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지작용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어떤 원인이 필요하기 

                                    
110 Rice(1994), p.26. 
111 Ep2, KV 2.16(G I/81-82), E2P48S, E2P4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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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유롭다고 말해질 수 없습니다.”(Ep2, 인용자 강조)  

 

 여기서 의지는 ‘사고 상의 존재’(ens rationis)로 간주되고 있다. 사고 상의 

존재로서 의지는 실재하는 개별 의지작용과 대비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개별 의지작용들은 실재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의 연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의지는 이러한 인과 관계와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의지라는 

보편자는 어떤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실재적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다. 전통 철학자들의 의견처럼 의지에서 개별 

의지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의지들에 대한 어떤 지적 작업의 

결과가 의지인 것이다.  

 의지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고 상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아레즈에 의하면, ‘사고 

상의 존재’란 “지성 속에서 오로지 표상적으로만 존재를 가지는 

것”이다. 112  스피노자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피노자는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그 대상이 실존하지 않는 관념을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한다.113  키메라(Chimaera), 허구적 존재(ens fictum), 사고 상의 

존재(ens rationis)다. 키메라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상의 실존이 

불가능한 관념이고, 허구적 존재는 자의적인 결합에 불과하며 명석 

판명하게 지각될 수 없다. 반면에 사고 상의 존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떤 사물들은 우리 지성 안에 있고 자연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우리의 작품일 뿐이며, 이들은 우리가 사물들을 판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포함시킨다. 관계는 다양한 사물들을 참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112 Suárez, F. (1995). On beings of reason = De entibus rationis : Metaphysical disputation LIV / 

Francisco Suárez ; translated from the Lati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John P. 

Doyle.(Mediaeval philosophical texts in translation ; no. 33). Milwaukee, Wis.: Marquette University 

Press. 54.1.6 
113 CM 1.1(G I/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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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사고 상의 존재라고 부른다.”(KV 1.10; G I/49)  

 “사고 상의 존재는 사유 양태에 다름 아니며, 이는 우리가 이해한 

사물들을 보다 쉽게 유지하고(retineo), 설명하고(explico) 

상상할(imaginor) 수 있게 돕는다.” (CM 1.1; G I/234, 인용자 강조) 

 

 ‘사고 상의 존재’는 말 그대로 오로지 우리의 사고 속에서만 존재함을 

뜻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여기서 사고 상의 존재에 적극적인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이를 우선 키메라와 허구적 존재와 

구별함으로써, 사고 상의 존재가 내적인 정합성을 가질 수 있으며 명석 

판명하게 지각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고 상의 

존재가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특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고 상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개별 대상들을 유지하고, 설명하고 

상상할 수 있게 돕는다. 첫 번째는 기억 기제와 연관이 있다. 우리는 많은 

수의 사물들에 대한 지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상이한 사물들을 

하나의 범주로 환원한다. 두 번째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결정함으로써 한 사물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사유 

양태를 가지고 있다.” (Ibid. 인용자 강조) 세 번째 예는 부정에 대한 

것이다. 한계, 끝, 맹목, 어둠 등과 같이 실재 자체가 아니라 실재의 

부재를 지칭하는 개념들이다. 

  

 “우리는, 의지가 보편적인 존재, 즉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독특한 의지 작용을 설명하는 관념, 다시 말해 모든 것들에 공통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E2P49S, 인용자 강조) 

 

 「편지 2」와는 다르게 『윤리학』에서 의지가 ‘사고 상의 존재’라고 

지칭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여기서 스피노자는 의지를 그 대상이 

실존하지 않는 보편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고 상의 존재’처럼 개별 

의지작용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피노자는 의지를 능력(faculté)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한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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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의지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의지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의지를 자신의 철학적 

개념어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의지는 개별 의지작용들의 원인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비교 114 에서 산출된 보편 개념이며, 개별 의지작용들을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 즉 사고 상의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스피노자가 이와 같은 사고 상의 존재를 이성이나 

지성만이 아니라 상상과 관련짓고 있다는 점에 있다. 스피노자는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사고 상의 존재는 참이나 거짓이 아니라 좋음과 

나쁨으로 구별되어야 말하고 있다.115 그리고 「편지 12」에 의하면 시간, 

척도, 수와 같은 사고 상의 존재는 상상의 보조물(auxilia imaginationis)에 

불과하다.116 게루는 상상의 보조물이 아닌 사고 상의 존재를 설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산술(arithemétique)과 기하학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117  시간, 척도, 수 등은 상상의 보조물이지만, 

도형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는 실재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18 그러나 「편지 83」에서 스피노자는 도형을 사고 상 존재 중 

하나로 간주할 때 이를 실제 사물과 대비시키고 있다. 게다가 수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평들은 기하학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게루의 

주장과 달리 기하학적 존재자에게 특권을 부여해야할 이유는 없다.  

 수학적 대상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 상의 존재들도 양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령 완전성과 불완전성은 사물들에 대한 비교에서 나온 

                                    
114 “우리가 사물들을 비교한다는 것에서, 어떤 개념들인 발생하는데, 그것들은 사물들 밖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유 양태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가 이들을 사유 밖에서 정립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명석한 개념을 즉시 혼동된 것

으로 만들 것이 이러한 점에서 분명하다. 이러한 개념들로 대립, 질서, 일치, 차이, 주어, 

부가어 등이 있다.” (CM 1.5; G I/245) 
115 G I/235 
116 G IV/57 
117 Gueroult(1968), p.518 
118 게루에 따르면 기하학적 도형은 두 가지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편지 50」에 따

르면 도형은 제한, 규정을 의미한다. 이는 실재의 부정을 지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TIE 에서 원은 참된 관념으로 간주된다. “참된 관념은 그것의 대상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원은 한 사물이고 그 원에 대한 관념은 또 다른 사물이다.”(TIE’G II/14) 후자의 경우 도형

은 그 모든 성질들이 도출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실재를 지시하게 된다.  



 74 

것으로 이 역시 사고 상의 존재다. 선과 악 또한 마찬가지다. “선과 악은 

우리들이 사물을 그 자체로 생각할 경우 이들은 사물에서 어떤 적극적인 

것도 지시하지 않으며, 사유의 양태, 혹은 우리가 사물을 서로 비교하여 

형성되는 개념에 불과하다.”(E4Pref) 그런데 또 한편 이러한 사고 상의 

존재에 대한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  

 

“우리가 좋음과 나쁨에 대해서 갖는 참된 인식은 단지 추상적 혹은 

보편적인 것이며, 현재 우리에게 좋거나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 사물들의 질서와 원인들의 연쇄에 대해 우리가 행하는 판단은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상상적이다.” (E4P62S) 

 

 스피노자는 여기서 유한한 우리는 지속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다음, 사고 상의 존재에 대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참된 인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사고 상의 존재는 실존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이는 유한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적’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고 상의 존재는 상상의 

보조물에 불과하다. 신은 이러한 관념을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갖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실재 세계와 사고 상의 존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 상의 존재는 훌륭한 인식론적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세계는 실제로는 연속적이지만, 우리는 

이산적(discrete) 개념인 수나 척도를 가지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 119 

과학적인 가설, 자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 등이 이러한 사고 상의 

존재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보편 관념들은 그 자체로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추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계와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를 개별자에 적용할 때는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 

때문에 스피노자는 앞선 인용문에서 보편자에 대한 “참된 인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상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119  Melamed, Y. Y. (2000). “On the Exact Science of Nonbeings: Spinoza's View of 

Mathematics.”, Iyyun: The Jerusalem Philosophical Quarterly,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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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는 사고 상의 존재로서 의지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인간 본성 개념 또한 의지와 동일한 범주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정의가 각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20  의지는 각 개별 관념 안에 동등하게 있다. 전통적인 

사유에서 의지가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간주되는 만큼, 스피노자는 

적합한 의지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간 본성 개념의 예를 제시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고 상의 존재로서 적합한 보편자는 의지나 인간 본성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보편자 일반을 그 대상이 실존하지 않는 사고 상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사고 상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개념이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특히 개별자들에 대한 설명에 봉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보편자들은 개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지만 개체 

자체는 아니고, 개체들의 특정한 측면을 지시한다는 것을 보았다. 

보편자는 그 자체로 적합할 수 있지만, 이는 실재와의 구별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에서 적합성을 따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가 실제로 어떻게 서술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2) ‘인간 본성’ 개념의 활용 방식 

 

(1) 인간 본성의 일반성 

 

                                    
120 “의지는 모든 관념들의 술어가 되는 보편자이며, 이는 단지 모든 관념이 공통적으로 갖

는 것, 즉 긍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지의 적합한 본질이, 그것이 추상적으로

(abstracte) 인식되는 한에서, 각각의 관념에 있어야 하며, (인간의 정의가 각 개별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이러한 관계에서 그것은 

모든 관념에서 동일한데, 이는 그것이 각 관념의 [독특한(인용자)]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

로 간주되는 한에서가 아니다.”(E2P49S; G II/135, 인용자 강조)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언급

은 OP에는 없고 NS에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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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자는 인간 본성을 인상이나 경험에 기대어 서술하기도 하지만121 , 

대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서술한다. 122  라몽에 따르면 후자의 서술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123  첫 번째는 평행론에 대한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론에 의한 서술이다. 욕망, 욕구에 의해서, 정념의 기제들에 의해서 

인간의 본질이 규정된다. 세 번째로 인간 본성은 덕 혹은 역량에 의해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 인간 본성은 능동성, 신에 대한 인식, 향유124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라몽은 하나의 정의를 추가한다. 인간들은 서로 

합치하며,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인간은 공동체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질들은 인간 이외의 사물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121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경험적 서술은 대개 냉소적이다. 가령 “우리는 인간 본

성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 비열한 행위를 한 자는 왕이든 신민이든 

간에 누구나 마치 그가 정의나 품위에 반해서 행위하지는 않았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겉

치레를 통해 그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고 한다.”(TTP 12장; G III/166). “우리는 사람들이 연

민과 시기에 빠지게끔 인간 본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다.”(E3P32S)  
122 Gueroult(1974), Spinoza II, pp.547-551. 게루는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서

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인간의 본질은 신 속성의 특정한 변양태들로 구성되어 있

다.”(E2P10C);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구성되어 있다.”(E2P13C) (2) “정신의 본질을 첫 번째

로 구성하는 것은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신체에 대한 관념에 다름 아니다.”(E3P3Dem) ; “정

신의 본질은 오로지 그것이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신체에 대한 관념이라는 점에 있

다.”(Ep44;G IV/277) (3) “정신은 신적 지성의 한 부분이다.”(E2P11C) (4) “우리의 정신은 그것

이 인식하는 한에서 사유의 영원한 한 양태이며, 이는 사유의 다른 영원한 양태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또 다른 양태에 의해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이 모

든 양태들이 함께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지성을 구성한다.”(E5P40S) (5) “영원한 상 아래서 

신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관념은, 정신의 본질에 속하고 영원한 사유의 특정 양태이

다.”(E5P23Sc) (6) “정신의 본질은 오직 인식에 있는데, 그 원리와 토대는 신이다.”(E5P36S) ; 

“정신의 본질은 인식에 있는데, 이 인식은 신의 인식을 함축하고 신의 인식 없이는 존재

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E4P37Dem) (7) “정신의 본질은 적합한 관념들과 부적합한 관

념들로 구성되어 있다.”(E3P9Dem) (8) “욕구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며, 이로부터 인간의 

보존에 유용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E3P9S) (9) “욕망은 인간이 본질의 주어진 

특정한 변용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그 

자체다.”(E3 Def. des Affections I) (10) “덕 그리고 역량을 나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덕은 인간과 관련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 혹은 본성으로, 이는 그가 오로지 그의 

본성의 법칙들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에서 그러하

다.”(E4D8)  
123 Ramond(1995), pp.251-252. 
124 Suamy(2010), pp.155-186(Partie I, “Comment Définir l’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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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체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animata) 125 , 

모든 개체는 자신의 코나투스, 즉 자기 보존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성은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또한 스피노자는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해 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며,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성도 인간 이외의 개체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본성’은 그 개념의 일반성의 수준이 높아서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아니라 개체 일반의 본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스피노자가 인간과 그 밖의 사물들의 본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연학 소론」에 의하면 인간과 다른 개체들은 양적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 “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신체가 다른 신체에 

대해서 동시에 보다 많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작용 받을 수 있는 소질을 

가질수록, 그 정신은 다른 정신에 대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사물들을 

지각할 수 있는 소질을 갖게 된다.” ‘더와 덜’, ‘동시에 많은(plura simul) 

방식’ 등의 표현에서 양적인 구별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윤리학』의 3, 4부에서 이러한 양적 구별은 질적 구별로 

대체된다. 양적 구별을 통해서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경계가 모호했던 

반면에 『윤리학』 후반부에서는 그 경계가 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람이 이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말하는 동물의 정서들(이제 

우리는 정신의 기원을 알기 때문에 짐승들이 느낀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은, 동물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다르듯이, 인간의 

정서들과 다르다.”(3P57S)  

 “나는 짐승이 느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이익을 돌보거나 짐승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짐승들을 다루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짐승은 우리와 본성상 합치하지 않으며, 

짐승들의 정서는 본성상 인간의 정서와 다르기 때문이다.”(4P37S1)   

                                    
125 E2P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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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연에서 그 정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와 

우정 또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체를 인간을 

제외하고는 알지 못한다.”(4PApp26)   

 

 본성의 차이는 곧 정서의 차이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정서의 교환을 가로막는다. 정서 교환은 공동체 구성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자연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은 다만 최고의 자연권을 

통해 서로를 대면하며,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자연권의 행사가 된다. 

 인간과 다른 사물들의 구별에 대해 스피노자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인간은 모든 사물들이 그러하듯이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연학에 의해 서술된 ‘인간 본성’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스피노자는 인간과 다른 사물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윤리학』 후반부에 인간과 동물의 

구별에서 이러한 논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속에서도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고유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인간에게 고유한 본성이 있을 것이라고 ‘증명없이’ 전제하며, 이를 

이용하고 정서의 교환에 기반한 공동체론을 이끌어 낸다. 상탈 자케의 

지적에 따르면126, 「자연학 소론」을 전후로 『윤리학』에는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관심의 이행, 그리고 이에 따른 관점의 이행이 있다. 양의 

관점에서 질의 관점으로의 이행이다. 127  『윤리학』의 주제는 

형이상학에서 윤리와 정치의 차원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 속에서 

스피노자가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윤리-정치적 문제에 대한 것이다.  

                                    
126 Jaquet, Chantal(2007). "Le problème de la différence entre les individus chez Spinoza." Spinoza: 

individuo e moltitudine: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di Bologna. 
127  여기서 이러한 이행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윤리학』에서는 ‘인간 본성’ 개념에 대한 양적인 서술과 질적인 서술이 모두 나타나며, 

윤리-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질적인 서술이 나타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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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택적 주의 

 

 스피노자는 인간 본성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는다. 128  대신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다수의 추상적인 정의들을 내리고 있다. 이 정의들은 

상이하며 부분적이다. 인간 본성은 정념에 의해 정의되기도 하지만, 

이성에 의해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피노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욕구, 의지, 욕망, 혹은 충동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모든 

노력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욕망을 정의하려고 노력하였다”(E3Def. 

Aff.1Expl). 이는 또 코나투스이기도 하다. 무지하든 현명하든, 정념에 

인도되든 이성에 인도되든, 술주정뱅이든 현자이든 코나투스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다(TP 3, 18). 하지만 이 정의는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매우 높은 수준의 추상일 뿐이다.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에 대해 다수의 정의들에는 공통적으로 “~하는 

한에서”(en tant que)라는 한정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질의 주어진 

특정한 변용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는 

한에서”(E3Def.Aff1)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다.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에서”(E4Def8) 덕은 인간의 본질이다. 또한 스피노자는 “이성에 

의해서 정의되는 한에서의”(E4P35Dem) 인간 본성을 말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한정 조건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특정한 측면들, 특히 정념과 

이성을 부각시켰다. 인간은 단적으로 이성적 존재이거나, 오로지 정념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은 적합한 관념들과 부적합한 

관념들로 구성되어 있다(E3P9Dem). 인간 본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여러 

                                    
128 박기순은 스피노자가 인간 본성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점에 있

다고 본다. 첫째, “그(스피노자)가 그러한 정의에 필요한 충분한 인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그 정의는 이성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욕구 등 “그 모든 경우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기순(2012),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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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들은 인간의 특정 측면만을 드러낸 것이다. 

 『윤리학』 3부와 4부는 정념을 통한 인간 본성의 해명이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1부 부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여기고 있고, 이 때문에 칭찬과 난, 공과 과 등의 개념이 

생겨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나서 설명할 

것이다.”(E1App, 인용자 강조) 그리고 이 약속은 E3P29S와 E4P37S3에서야 

완수된다. “1부 부록에서 나는 칭찬과 비난, 공과 죄,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로 약속했다.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는 E3P29S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이 적절한 것 

같다.”(E4P37S2) 칭찬과 비난은 정념의 교류에 의해서, 공과 죄는 이러한 

정념을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 의해서 설명된다. 즉 

이들은 정서의 일반 법칙들로부터 연역된 것이며, 이 법칙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인간 본성을 해명하는 것이다.129 

 다른 한편 인간 본성은 이성에 의해 정의된다. 『윤리학』 4부의 

후반부가 이러한 서술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오로지 이성의 지도 아래서 

살아가는 한에서 항상 서로 본성상 필연적으로 합치한다.”(E4P35). 

“이성에서 생기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 또는 본질 자체이다.”(E4P61). 

이렇게 이성에 의해 정의된 인간 본성은 공동체론에 활용된다. 

스피노자는 유사성에서 선이 발생한다고 본다(‘유사성의 윤리학’). 이러한 

선에 기초하여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런데 이성에 의해 규정된 

유사성은 인식에 대한 것이다. 즉 스피노자는 지성주의의 방식으로 

공동의 선과 공동체를 사유하고 있다.130  

 완전히 정념에 사로잡힌 인간도, 오로지 이성의 지도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129 McShea, Robert. (1971). "Spinoza: Human Nature and History". The Monist, 55(4), 602-616. 

McShea 는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 개념에 역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스

피노자는 한편으로 이성의 측면에 주목하여 윤리-정치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 간의 정념적 상호 관계에서 인간 본성을 찾고 정치적 함의를 도

출해낸다. 전자는 비역사적인 서술이지만 후자에는 역사에 대한 사유가 함축되어 있다.   
130 Suamy(2003), pp.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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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31  정념에 의한 인간 본성의 정의도, 이성에 의한 정의도 

‘부분적’이다. 실존하는 한 인간에게서 두 ‘공통적’ 본성은 하나로 

합쳐지며, ‘더’와 ‘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실존하는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공동체는 더 혹은 덜 이성적일 수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실존하는 개체들의 특정한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의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데카르트의 보편자 개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2  데카르트는 

제5성찰에서 삼각형과 같은 수학적 대상을 통해 보편자를 설명한다.  

 

“내 생각 외부의 세계 어디에도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도형에는 어떤 특정한 본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본성은 내가 고안해 낸 것도, 내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AT VIII 64; 이현복 92쪽) 

 

 가쌍디는 데카르트의 이러한 입장을 일종의 플라톤주의, 즉 

실재론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인간의 본성이라는 예를 

통해 제시한다.  

 

“지성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사한 본성들을 본 후 

이로부터 어떤 공통 개념을 추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는 

점으로서의 공통 개념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인식되는 한, 인간의 보편적 본성 또는 본질로 간주될 수 

있는 공통개념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이, 플라톤과 여타의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지성이 추상하기도 전에, 보편적인 

                                    
131 TTP 5장, p.219; G III/73 
132  우리는 데카르트 역시 유명론적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그 중 개념주의적 입장

(conceptualism)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Nolan, Lawrence. (1998). "Descartes' theory of universals". 

Philosophical studies, 89(2), 161-180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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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존재해 온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AT VII 319-20; 

원석영 312쪽) 

 

 가쌍디의 반론에 따르면, 개별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편자는 실재하는 개별자들에 

대한 감각과 이에 대한 지성적 작용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이렇게 반박한다. 133  우선 데카르트 자신은 실재론자가 

아니다. 보편자가 개별자와 무관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 하지만 가쌍디의 주장처럼 보편자는 개별자들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다. 개별자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보편자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을 일깨우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보편자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런 보편적인 것들은 단지 우리가 서로 유사한 개별자들 모두를 

한꺼번에 사유하기 위해서 동일한 하나의 관념을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우리는 또한 그 관념으로 표상된 것들 모두를 동일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때 그 이름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돌을 보고 그것들의 본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그것들이 두 개라는 점에만 주의하면서 우리는 둘이라고 부르는 수의 

관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나중에 두 마리의 새 또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그것들의 본성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이 둘이라는 점만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전에 형성했던 그 관념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그 관념들은 보편적인 것이다.(...) 같은 식으로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삼각형의 관념이라 일컫는 

관념을 형성한다. 이 관념을 우리는 나중에 세 변으로 둘러싸인 

모양들을 모두 정신에 나타내기 위한 보편적인 것으로서 사용한다.” 

                                    
133 AT III. 379-392; 원석영 386-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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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I 59, 원석영 48쪽) 

  

 보편자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가쌍디처럼 경험주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경험과 무관한 지성적 추상에 대한 

것이다. “이 지성적 추상이란 어떤 풍부한 관념에서 어떤 특정한 측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 관념의 내용의 다른 측면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돌리는 것(en detournant ma pensée)에 있다.”134  이 관념과 추상된 

내용은 ‘이성적으로 구별’된다. 추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보편 관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념의 특정한 측면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편자란 선택적인 주의(selective attention)이다. 보편자는 

인식 대상들의 여러 측면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보편자를 지시하기 위해 ‘사고 상의 존재’라는 

스콜라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들은 단지 

우리의 사고에만 있다” 135 고 말하며, 이들을  ‘사유의 양태’(modi 

cogitandi)라고 표현한다. 136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데카르트의 이 같은 보편자 개념의 영향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사고 

상의 존재’는 관념(존재자)이라기 보다는 ‘사유의 양태’에 불과하며, 

그것의 예로 수와 같은 수학적인 대상, 지속과 구별되는 시간 등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우리는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 

개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인간 본성 개념은 실존하는 개별 

인간이라는 대상들의 여러 측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특정한 정념이나 경향성, 혹은 정념의 법칙들일 수도 있고, 이성적 

                                    
134 Gibieuf에게, 19 January 1642; AT III, 474-75, Cottingham p.201. 데카르트는 여기서 연장에서 

모양을 추상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나의 생각을 돌리는 것” 은 감각에 파묻혀있는 자

의 지각에서 감각을  제거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 관념의 여러 측면들에서 하나의 측면에

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이 표현은 후자의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135  데카르트는 ‘사고 상의 존재’라는 테크니칼한 용어을 사용하는 대신에 “어떤 것들은 

단지 우리의 사고에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AT VIII 27(I.57) 
136 AT IV 348-349, AT VIII 30(I.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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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나 신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인간의 여러 

측면들에 기반하여, 실천적인 논의, 특히 좋은 공동체의 구성이라는 

논의로 나아간다.  

 

 3) ‘인간 본성’ 개념의 도구적 성격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 관념은 사고 상의 존재다. 우리는 ‘의지’라는 

보편자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를 통해 인간 본성 또한 개체들에 대한 

비교와 추상의 결과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대상이 실재하지는 않지만 

실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의지가 관념의 긍정 작용을 지시하고 있듯이, 인간 본성 또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인간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것이다. 스피노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대신, 

인간의 여러 측면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이러한 

인간 본성 개념을 특정한 목적에 활용한다. 정념의 법칙들과 이성적인 

욕망에 의해 규정된 인간 본성은 인식론적이고 윤리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개념적 도구다. 인간 본성은 개별 인간을 이해하는 일반 

법칙이며, 공동체 구성의 기본 원리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자는 다른 보편자들과 구별된다. 이 

개념의 특권은 그것이 형성되는 방식이나 어떤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적 기획과 관련된다는 점에 있다. 스피노자의 

윤리는 자기에 대한 이해나 공동체 문제이며, 인간 본성은 이러한 윤리의 

주요 도구로서 특권적 관념이 된다. 특히 스피노자는 인간 본성 개념을 

통해  규범(norm)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모델로서 

인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자 욕망하며, (…) 이러한 인간 본성의 

모델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E4Pref)이 

좋음이다.137  

                                    
137 베넷은 우리의 주장과 달리 인간 본성의 모델이 스피노자의 사유 전체에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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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형성하는 인간 본성의 모델은 다양하다. 부, 명예 등에 대한 

욕망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스피노자는 “자유로운 인간” 

138 이라는 인간 본성의 모델에 대해서 말한다. 이 모델은 상상적이지 

않으며 적합하다. 139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모델을 욕망하며 

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140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모델은 우리를 구성하는 특정한 측면, 이성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4부에서 오로지 이성의 지도에 의해 

행위하는 인간의 사회적 태도를 서술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 인간의 

행위나 태도를 우리의 것과 비교하고 모방함으로써 보다 완전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는 단지 ‘종적인 

본질’이라는 하나의 보편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에 

대한 것이 된다. 이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개별 인간에 대한 이해, 공동체 

구성의 원리의 설립, 그리고 규범의 기초를 마련하기 등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아니라, 『윤리학』 4부 서문에만 나오는 개념이라고 본다. (Bennett(1984), p.296)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 본성의 모델에 대한 논의는 『지성개선론』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것보다 더 강한 인간의 본성을 인식한다.(…) 그는 그러한 완전성을 가져다 주는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참된 선이라고 

불린다.”(TIE 13;G II/8)  
138 E4P66S 
139. Kisner, Matthew(2010). "Reconsidering Spinoza's Free Man: The Model of Human Nature.", 

Oxford Stud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 V.5 그런데 키스너 등의 연구자들은 이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모델이 이상형에 대한 것이며,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아니므로 부적합한 관념일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고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다. 
140 Naddler(2006),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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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신 합일의 논증에서 자기 신체에 대한 감각의 역할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 혹은 오직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이다.” 『윤리학』 2부 정리 13은 심신 

관계에 대한 스피노자의 독특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관념과 그 관념의 대상이며,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것들이 아니라 한 개체의 두 측면이다. 이러한 견해는 속성들 간의 

‘평행론’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과 동일하며, 신의 사유 역량과 작용 역량은 동등하다(E2P7, 

E2P7C). 그런데 정리 13에서 심신 동일성에 대한 증명은 평행론에 대한 

참조없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점에서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은 속성들의 

평행론과는 별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스피노자의 다른 증명들과는 달리 ‘느낌’이라는 주관적 경험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모로가 지적했듯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경험은 증명된 원리를 재확인하거나, 그 원리의 유용성을 

밝히는데 활용된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윤리학』 2부의 주요 정리에서 

경험이 주요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신체에 대한 느낌은 정리 13의 

심신 관계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주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41 그는 느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의 신체’의 경계와, 자연학이나 형이상학에 의해 

정의된 정신의 대상인 ‘어떤 신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141 다음은 심신 합일과 느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다. Lia Levy, “Je sens que ceci 

m’arrive – L’expérience du corps propre” L’Automate Spirituel: La Naissance de la Subjectivité 

Moderne d’après l’Etique de Spinoza, Van Gorcum, 2000. pp.85-100. 김은주, 「“우리는 어떤 물

체가 많은 방식으로 변용됨을 느낀다”-데카르트의 심신 합일 논증에 대한 스피노자의 대

안」, 『철학』, 122호, 2015, 2월. 1-23쪽. 우리의 연구는 느낌의 체험적 측면을 강조하는 리

아 레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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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142  느낌에 대한 일상적 경험은 타자와 구분된 ‘나’를 또렷이 

드러내지만, 자연학-형이상학적 심신 합일론에서 나타나는 신체에는 

타자와의 관계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와 나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러한 점에서 두 관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은주는 느낌을 

재정의함으로써 이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재정의에 

따르면 느낌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존재론적 사태를 지시한다. 그리고 이 때 변용이란 신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느낌 또한 서로 중첩되는 개체들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리 13의 증명에서 느낌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느낌은 심신 합일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 증명은 느낌의 대상인 ‘어떤 신체’를 ‘나’의 신체로 

정당화한다. 둘째, 느낌은 단지 변용의 관념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변용의 관념의 관념이다. 셋째, 모든 느낌은 상상적인 자기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주관적 체험이기도 하다. 

 신체의 느낌의 역할과 의의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논할 것이다. 우선 

『지성개선론』,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소론』의 심신 관계와 

느낌에 대한 서술을 검토하고, 이를 『윤리학』과 비교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학』 2부 정리 13과 관련된 논쟁을 살펴본다. 이 정리와 

증명에 나타난 ‘신체’라는 개념어에 어떤 관사(부정 관사, 정관사)가 

붙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이 

증명에서 느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따져볼 것이다. 

 

1) 『지성개선론』,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소론』에서 

심신 합일과 느낌의 문제 

 

                                    
142 “인간 정신의 대상인 이 신체가 ‘내 것’이라고 느끼는 고유한 신체인지, 아니면 그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어떤 물체/신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김은주(2015), 3쪽 



 88 

 다음은 『지성개선론』에 나타난 심신 합일에 대한 언급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심신 합일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21]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 낸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체를 느낀다(sentire)는 

것을 명석하게 지각한 이후에, 우리는, 말하자면, 영혼이 이 신체에 

합일되어 있으며, 이 합일이 그러한 감각(sensatio)의 원인임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부터 이 감각과 이 합일이 무엇인지를 

절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22] “마지막으로, (...) 영혼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사실로부터 영혼이 

그 신체와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사물을 오로지 그 본질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이다.” (TIE §21-22 G II/11-19) 

 

 심신 합일에 대한 첫 번째 인식 방식은 느낌/감각을 통해서다. 우리 

모두는 신체에 대해서 느끼고 있으며, 이 느낀다는 것을 지각한다. 이러한 

느낌은 정신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느낌의 대상은 신체이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심신 합일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윤리학』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신체 변용의 관념의 관념을 통해 정신과 신체가 합일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러한 방식의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느낌은 심신 합일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추론은 결과에서 원인을 도출하고 있고, 따라서 절대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인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을 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방식은 상상이 

개입하여 부적합한 결론을 내리기 쉽기 때문이다.143 스피노자의 주석에서 

나타나듯이, 느낌에 의한 심신 합일의 추론 그 자체는 오류가 아니다. 

하지만 이 추론에 의한 인식은 심신 합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느낌을 통한 심신 합일의 증명은 가능하지만, 느낌에 

                                    
143 TIE 주석(G II, 11,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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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심신 합일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이다. 

 정신과 신체의 합일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IE의 인식 분류에 따르면 대상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심신 합일이 이러한 인식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인식하면, 이 

인식으로부터 심신 합일에 대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심신 

합일을 인식하기 위해서 느낌이라는 매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 

종류의 인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식이다. 이는 『윤리학』의 

제3종 인식에 해당할 것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서 느낌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각들에는 (...)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관찰한다, 즉 내가 나무를 느끼거나 본다고 말할 때와 내가 목이 

마르거나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나는 

우선 내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물질의 한 부분과 밀접하게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 이런 차이의 원인을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나는 이를 명석 판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한 부분과 

합일되어 있다는 것은 참이다.”  (PPC I, P21; G I/180) 

 

 인용문에서 내감과 외감이 구별되고 있다. 이 구별은 다른 저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스피노자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데카르트의 것이다. 

느낌에는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과, 고통이나 목마름 등의 오로지 자기 

신체와 관련한 감각이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러한 구별을 현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144  외부 대상에서 기인한 감각을 직접적인 내감으로 

                                    
144 “『철학의 원리』 4부의 감각에 대한 논의 및 『정념론』을 보면, 내감과 외감의 구별 근

거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내감이든 외감이든, 모든 감각의 근접인은 

뇌로부터 나머지 모든 신체들에 퍼져 있는 신경의 다양한 운동들이므로, 이것만으로는 내

감과 외감을 구별할 수 없다.” 김은주(2015),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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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내감과 외감의 즉각적인 구별은 현상적일 뿐이며, 

이를 통해서 나의 신체와 외부 신체에 대한 구별이나 심신 합일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반대로 느낌은 심신 합일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소론』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신체가 외부 대상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운동과 정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변화도 그와 동일한 일이 그 

관념(영혼) 안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대상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은 느낀다.”145 우리의 신체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런데 그 변화는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에서도 동시에 발생한다. 『소론』에서 심신 합일이란 이러한 

‘동시성’을 지시하며, 이러한 동시성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신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서술은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정신과 신체를 관념과 관념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146 , 『윤리학』과는 

다르게 정신과 신체를 분리된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소론』에서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의 상호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147 

정신은 동물 정기를 통해 신체를 움직이고, 신체는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다른 물체들을 지각하도록 정신에 작용한다. 148  또한 

스피노자는 정신이 자신의 신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149 

“영혼이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신체이기 때문에, 그 결과 

영혼은 그 신체를 사랑하며 신체와 합일된다.” 150  이와 같이 정신이 

신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체를 자신과 구별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구별이 사라지는 『윤리학』에서는 정신의 신체에 대한 

                                    
145 KV, II Ch.20; G I/98 
146 KV II Ch.19 §9 ;G I/ 91 
147 우리의 해석과 달리 Mignini(1980)는 스피노자가 『소론』에서 신체와 정신의 인과성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148 G I, 93,3 
149 『소론』에 서술된 사랑의 정서에 대해서는 C. Jaquet(2004) 참조 
150 C.T. cg,20 §4, note 3(G I/98, 24-36)  



 91 

사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자기 만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심신 합일의 논증에서 관념과 관념의 대상, 느낌의 논변은 이와 같이 

스피노자의 초기 저서에서부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변들은 그의 

형이상학이 진전됨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2) 『윤리학』에서 심신 합일에 대한 증명 

  (1) 어떤 신체(un corps)인가, 인간 신체(le corps)인가?  

 

 『윤리학』 2부 정리 13: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Corpus), 또는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특정한 연장 양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증명: “만일 신체가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E2P9C에 의해서) 

신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체 변용들의 관념들이 신 안에 

있지 않을 것이지만, 신이 다른 사물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을 것이다, 즉 (E2P11C에 의해서) 신체의 변용의 관념들은 

우리의 정신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E2Ax4에 의해서) 신체의 

변용의 관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고, (E2P11에 의해서) 그 신체는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신체다.  

 다음으로 만일 신체 말고 정신의 다른 대상이 존재한다면, (E1P36에 

의해) 그로부터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E2P12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안에는 이 결과에 대한 관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E2Ax5에 의해서) 그러한 관념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의 대상은 실존하는 신체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인용자 강조) 

 

 정리 13의 증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D1)는 정신의 

대상이 실존하는 신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후반부(D2)는 정신의 

대상이 실존하는 신체 이외에 다른 사물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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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부분을 종합하면, 우리 정신의 대상이 오직 실존하는 신체임을 

보이는 증명이 된다. 그런데 이 두 증명은 느낌에 대한 공리들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공리 4: “우리는 어떤 신체(quoddam corpus)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는 것을 느낀다.” 

공리 5: “우리는 신체들/물체들과 사유 양태들 이외의 어떤 독특한 

사물들에 대해서 느끼거나 지각하지 못한다.”  

 

 느낌에 대한 이 두 공리는 두 증명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151  

 

 ① “우리가 x에 대해서 느끼면, x에 대한 관념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다.” 

 ② “우리가 x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면, x에 대한 관념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지 않다.” 

   

 D1과 D2의 증명 방식은 부정 논법(Modus Tollens)이다. D1: 정신의 대상이 

신체가 아니라면,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우리의 정신 안에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체 변용을 느끼고 있고, ①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안에 변용에 대한 관념이 있다. 따라서 정신의 대상은 신체다. D2: 정신의 

대상이 신체 이외에도 있다면, 신체 이외의 것에 대한 관념이 우리의 

정신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체 이외의 것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②에 의해서 정신 안에 그에 대한 관념이 없다. 따라서 정신의 

대상은 오로지 신체다.  

 그런데 정리 13의 증명에 대한 이 해석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신체’라는 표현 때문이다. 라틴어의 특성 때문에 이 개념어는 관사 

없이 기술되고 있다. 이 단어 앞에 부정 관사(un corps)가 있는가, 혹은 

                                    
151 Della Rocca(1997),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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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le corps)가 있는가에 따라 증명의 대상이 변하게 된다. 또한 

‘느낌’의 역할이나 의미도 이 선택에 따라 다르게 된다.  

 부정 관사 해석의 경우, D2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시작하게 된다. 

“어떤 신체(un corps) 이외의 정신의 다른 대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어떤 신체’, 그리고 ‘어떤 신체 이외의 것’은 무엇을 

지시하는지가 문제다. D2에서 공리 5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152  공리 5에 의하면 우리는 연장과 사유 속성에 속하는 

양태만을 지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신체’란 ‘연장의 한 

양태’를, ‘어떤 신체 이외의 것’이란 ‘연장이나 사유 속성 이외의 

양태’를 지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D2의 증명은 이렇게 

된다. 우리는 오직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의 양태만을 지각하기 

때문에(공리 5), 그 외의 속성에 속하는 양태는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부정된다. 즉 우리의 정신의 대상은 연장 속성 양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부정 관사 해석은 D2에 잘 적용되지만, D1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정리 13 전체를 고려해 보면 문제를 야기한다. 부정 관사 해석을 

적용하면, D1은 “우리의 정신의 대상이 연장 속성의 한 양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된다. 그렇다면 정리 13은 인간 정신과 신체의 합일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정신의 대상이 오로지 연장 속성의 양태라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된다. 그러나 정리 13은 그 이후의 논의에서 인간 정신과 

신체의 합일에 대한 정리로 간주된다. 153  즉 부정관사 해석은 정리 13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심신 합일이라는 주제보다 포괄적인 주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연장 속성의 양태라는 주제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D1은 정관사-신체로 해석해야 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D1 

증명은, 인간 정신의 대상이 ‘특정한 신체’, 즉 인간 신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D2에는 부정관사 해석을, D1에는 정관사 해석을 

                                    
152 박삼열은 정관사-해석을 지지하면서, 공리 5 가 근거로 제시된 것은 스피노자의 잘못된 

논증이라고 본다.(박삼열(2007), p.111)  
153 E2P13C, E2P15D, E2P193, E2P23D, E2P26D, E2P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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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이다. 부정관사 해석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이는 

‘비일관성’의 도입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가 ‘신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D1에서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관념의 대상이 인간의 신체가 

아니라 다른 외부의 신체일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 D2에서 다른 

속성의 양태일 가능성을 배제한다.  

  

 (2) 신체들 간의 구별과 느낌의 역할 

 

 D1은 정신의 대상이 특정한 신체, 즉 인간의 신체가 아닌 경우에 대한 

가정에서 시작한다. 외부 물체들의 관념들이 인간 정신을 구성할 수 

있는가? D1은 이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을 완수한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가 아닌 경우를 가정해 본다는 것은, 인간 신체와 다른 신체의 

구별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제의 근거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신체들의 구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때 느낌은 이 구별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 느낌에 의해 파악된 ‘나’는 

실제의 나와 과연 일치하는가?  

 『윤리학』에서 느낌은 다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느낌은 그의 대상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주지는 못하지만, 느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느낌의 확실성은 느낌의 대상인 인간 

신체의 실존 증명에 활용되지 않는다. 신체의 실존 증명은 E2P11에 

기대고 있다 이 정리에 따르면 신체는 정신이라는 관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신의 실존과 그 대상인 신체의 실존은 함께 간다. 정신이 

실존한다면 신체 또한 실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 신체의 실존은 

느낌에 대한 참조없이 선험적인 방식으로 증명된다.   

 E2P13에서 느낌은 나의 신체와 외부 신체의 구별 기준도 아니다. 정리 

13은 2부 공리 4을 참조하고 있다. 그런데 공리 4에서 스피노자는 ‘나’의 

신체가 아니라 ‘어떤’ 신체의 변용에 대한 느낌을 말하고 있다. 즉 

느낌은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이지만, 느낌의 대상인 신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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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 스피노자가 내/외감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느낌이란 단지 오감만이 

아니라 신체의 변용에 대한 지각이라는 포괄적 작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체의 변용에는 자신의 신체와 외부 사물의 신체의 본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느낌에도 자기 자신과 외부라는 변용의 두 원천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느낌은 그 자체만으로는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D1의 논변은 이렇다. 만일 ‘나’의 신체가 내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념들은 다른 정신 안에 있어야 

한다. 즉 신체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은 나의 정신 안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으며, 이 때 느낌은 우리의 정신 안에 이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들이 있다는 반례가 된다. 그런데 ‘나’의 신체가 

나의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이 나의 정신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가? 

 이 이유를 단계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체/물체가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관념이 신 안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 

신체에 대한 관념이 인간 정신이 아니라면, 인간 신체에 대한 관념은 

다른 개체의 정신을 지시할 것이다. 둘째 한 신체에 어떤 변용이 

발생하면 그 변용은 오로지 그 신체에 속하는 것이다. 변용 자체는 

다수의 물체의 무한한 인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변용 자체는 

바로 그 신체에 속해있다. 셋째, 신체의 변용들이 그 신체에 속해 있듯이, 

신체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도 신체에 대한 관념에 속해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인정하면, 인간 신체에 발생한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은 그 신체에 

대한 관념(다른 정신)에 있고 인간 정신에 있을 수 없게 된다. 정리 13의 

이 같은 증명의 주요 근거는 2부 정리 9의 따름 정리다.  

 

 2부 정리9의 따름 정리: “어떤 관념의 독특한 대상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tantum) 신이 이 대상에 대한 관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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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경우에, 신 안에 있다.” 

 

 한 신체에 변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변용에 대한 관념은 오로지 신이 

그 물체에 대한 관념을 갖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는 변용에 대한 

관념이 그 물체의 관념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체의 관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 물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념은 오로지 

A에 대한 관념 안에만 있다. 한 물체의 변용은 그 물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모두 포함하지만, 변용은 바로 그 물체에 귀속되며, 이 

변용에 대한 관념은 바로 그 물체의 관념에만 포함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느낌은 정리 13의 논변에서 적극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느낌은 신체의 실존을 증명하지 않으며, 나의 

신체와 외부 신체를 구별하는 근거도 되지 못한다. 느낌은 다만 부정 

논법에서 가정과 모순되는 반례에 불과하다. D1에서 느낌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 정신 안에 있다.”를 보여주는 예로,  D2에서는 

“다른 속성들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로 활용될 뿐이다. 

 증명 과정 속에서 느낌의 역할만이 아니라, 느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리 4에서 느낌은 ‘어떤’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된다는 것에 대한 지각이다. 스피노자는 ‘나의 

신체’가 아니라 ‘어떤 신체’라고 말함으로써 느낌의 대상인 신체가 

나의 신체임을 전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리 13의 증명에서 느낌의 

대상인 ‘어떤’ 신체는 결국 ‘나’의 신체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확증된다.  

 느낌은 즉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과 느낌의 대상을 그 

즉시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17세기에도 통용되는 사유 방식이다. 가령 말브량슈와 같은 당대의 

철학자는 외적 대상은 관념의 매개를 통해 인식하지만, 자기 자신은 이런 

매개 없이 내적인 감각/느낌, 즉 의식(conscience)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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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고 말하고 있다.154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공리 4에서 느낌이 

‘어떤’ 신체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는 이질적인 사유로 보일 수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느낌은 상상적 인식에 속한다. 느낌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성격은 상상의 정서적 힘을 의미할 뿐이지, 인식적 

확실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느낌이 

‘나’의 신체가 아니라 ‘어떤’ 신체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느낌은 우리 자신의 신체와 관련해서 단순히 착각인 것만은 

아니다. 느낌의 대상인 신체는, 정리 13의 증명에 의하면 정신과 합일된 

신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정리 13의 따름 정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구성되며,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대로 실존한다.”(E2P13C, 인용자 강조) 

느낌/지각에 의한 인식, 즉 외부 대상에 대한 상상은, 가령 외부 대상의 

현존에 대한 긍정은 거짓일 수 있다. 그러나 느낌이 야기하는 상상 

중에서, 나의 신체가 실존하며, 그 대상이 나의 신체라는 상상은 정리 

13의 증명에 의하면 실제 사태와도 합치하는 것이다.  

 

3) 신체의 느낌과 상상적 자기의식 

  

 스피노자는 『지성개선론』에서 느낌에 의한 심신 합일의 인식 방식과 

그 한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는 『윤리학』 2부 정리 13의 심신 합일 

증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느낌은 심신 합일의 증명에 

활용되지만 심신 합일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거짓임을 보여야 할 가정의 반례에 불과하다. 느낌은 심신 합일의 

증명에서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가 느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짓이 아니다. 심신 합일에 대한 증명 속에서 

느낌에 대한 일상적 사유가 정당화된다. 이에 따르면 느낌의 직접적인 

대상은 오로지 나의 신체다.  

                                    
154 Thiel(2011),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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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자에게 ‘느낌’이 내밀하고 주관적인 체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같은 광범위한 인식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상적 인식 일반을 지시하기도 

하며, 적합한 인식을 지칭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여기 『윤리학』 2부 정리 

13에서, 특히 공리 4에서 느낌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것이다. 외부 사물에 

의해 신체가 변용되고, 우리는 이 변용을 통해 외부 사물을 지각하므로, 

여기서 느낌은 상상적인 지각을 지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은 항상 ‘나’의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서 

보았듯이 이 변용은 ‘나’의 신체의 변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용들이 한 신체에 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 공리 

4에 명시되어 있다. 공리 4에 의하면, 느낌은 단지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신체가 변용된다는 것에 대한 지각, 즉 변용의 관념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느낌이라는 지각에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적 지각 혹은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관념’과 ‘관념의 관념’은 각각 다른 차원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즉 “안다”와 “안다는 것을 안다”는 

실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별과 그것에 따른 무한 퇴행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 이후로 계속 논의되어 왔다. 

스피노자는 내적 평행론을 따라 이 둘의 동일성을 주장함으로써 무한 

퇴행의 문제를 회피한다. 155  그런데 이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가 

‘관념의 관념’을 말할 때 ‘관념’에 의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태가 

있다. 그것은 상상적 자기의식이다. 

 모든 느낌이나 지각에 자기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은 17세기 

당대의 다른 사상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에르 베일은 

                                    
15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사유 혹은 행위에 대한 의식은 대상 

의식에 의존한다. 즉 외부 대상들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에 도달하

게 된다. 우리는 대상을 알고, 이것이 대상 연관 행위(인식 작용)라는 것을 알며, 나아가 

그 행위의 역량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유는 아퀴나스, 그리고 근대 경험론자들에게 널리 

공유된다. (Thiel(2011),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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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실체는 자신이 그것을 가진다는 것을 

안다.” 156고 말하면서, 이 반성적 지각이 숙고된 반성이 아니라 느낌과 

같은 질서에 속하는 지각임을 시사한다. 네들러는 아르노의 예를 들어 

스피노자의 이러한 상상적 자기의식을 명료히 하려고 시도한다. 아르노는 

잠재적인 반성(réflexion virtuelle)과 명시적 반성(réflexion expresse)을 

구별한다. 전자는 모든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지각에 대한 

즉각적인 반성이라면 157 , 후자는 각 지각에 대한 숙고된 반성이다. 

네들러는 스피노자가 관념의 관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식 개념을 서술할 

때, 이는 아르노의 잠재적 반성 개념과 동일한 사태를 지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스피노자의 상상적 자기의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은, 공리 

4에서 느낌은 단지 변용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관념의 관념이라는 점, 

그리고 ‘관념의 관념’이 상상적 자기의식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느낌에는 상상적 자기의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은 

『윤리학』 2부의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윤리학』 2부의 정리 

16에 의하면 변용에 대한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과 변용된 물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정리로부터 “우리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은 외부 물체보다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지시한다(indicare).”는 따름 정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E2P16C). 전자가 

자연학적 설명이라면 후자는 “우리의 관점에서” 변용의 결과에 대한 

파악이며, 이는 외부 물체를 자신의 신체의 변용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8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정리 13에 적용할 수 있다. 

‘평행론’에 의한 심신 합일에 대한 서술은 신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반면 정리 13은 느낌에 대한 서술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도입한다.159 

                                    
156 Bayle(1697),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Thiel(2011), p.50에서 재인용)  
157 아르노, “우리의 사유 혹은 지각은 근본적으로 반성적이다.”(Arnauld(1683), des Vrayes et 

des Fausses Idées, chap.2, p.11. (Nadler(2008) 참조)   
158 진태원(2010), 113쪽 
159 신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Della Rocca(1996)의 Mind Relativity를 참조하

라.  



 100 

타자와의 우발적인 마주침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의 변용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지각이 동반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현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의식된 ‘나’는 실제의 ‘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신 합일의 논변에 의해 규정된 ‘나의 신체’란 내 인식의 

한계다.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의 정신과 합일되어 있는 ‘나의 신체’는 나에게 

주어진 전부이자 가장 확실한 것이며, 나의 한계를 규정하는 동시에 

적합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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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상적 자기의식과 관념의 관념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의식’(conscientia, conscius) 개념의 지위는 

주변적이다. 이 개념은 『윤리학』 이외의 저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윤리학』에서도 본문이 아니라 서문, 부록, 주석에 나온다. 본문에 

해당하는 정리나 증명에는 두 번만 언급될 뿐이다.1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특히 영미권에서 진행 중이다. 의식이 현대 

철학의 중심 주제로 등장한 지는 오래다. Thomas Nagel의 표현에 따르면, 

의식은 우리에게 아직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는 미스터리한 영역이며, 

심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 근대 연구자들은 의식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의식’ 개념이 철학적 개념어로 성립되기 시작하는 

17세기의 사유를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그들은 스피노자에게서 

현대적 의식 개념의 원형을 찾으려고 한다. 의식에 대한 많은 관심의 또 

다른 이유는 스피노자의 새로운 주체 개념 때문일 것이다. 근대적 주체의 

핵심의 한 축이 ‘의식’에 있는 만큼, 의식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 접근 방식이 갖는 매력이 지속적 연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기존의 스피노자 의식 개념 연구는 두 가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관념의 관념’에 의한 의식 개념 해명이다. 

Curely(1969)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된 후, Wilson, Bennett, Rice 등이 이를 

중심으로 여러 해석을 제시하였다.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의식의 역할’로 이동한다. Balibar, Garrett, Nadler와 같은 

연구자들은 의식을 관념의 관념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식의 

역할에 주목하여 스피노자 의식 개념의 독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61  

                                    
160 E3P9와 E4P8. 
161 반대로 Miller(2007)는 스피노자가 의식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에서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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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구 목표는 스피노자의 의식 이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의식에 대한 기존의 여러 해석들을 검토하고, 자연학적 

서술과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스피노자 관념 개념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의식과 

개체성의 긴밀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7세기 의식 개념의 

용법을 살펴보고, 이 개념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할 것이다. 

나아가 ‘관념의 관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이라는 구분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는 스피노자의 자기의식 

개념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17세기의 Conscientia 개념의 용법 

 

 전통적으로 Conscientia는 도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162  이 개념어는 

스콜라와 스토아 전통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종종 συνείδησις(인간의 

선천적인 정사선악 판단 능력)를 의미했다. 17세기 초중반까지 사정은 

동일했다. 17세기 초반에 출간된 한 철학 사전에 따르면, 의식이란 

“정신이 건강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고 병들었을 때는 부정확하게 

판단하게 하는 정신의 지식” 163 이다. 이는 행위자로 하여금 기준을 

따르게 하는 정신의 규범적 능력을 뜻하며, 그 흔적이 영어의 

conscience(양심)이라는 말에 남아있다.  

 의식 철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데카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는 Conscientia를 의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164  하지만 이 

                                                                                           
노자 의식 개념의 철학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162  17 세기의 Conscientia 의 도덕적 함축에 대해서는 Balibar(1992), Miller(2007)를 참조. 

Davies, Catherine Glyn. (1990). "Conscience as Consciousness: The Idea of Self-Awareness in French 

Philosophical writing from Descartes to Diderot". Studies on Voltaire and the eighteenth century(272)

를 참조할 것. 
163  Goclenius, Lexicon Philosophicum quo tanquam clave philosophiae fores aperiuntur(1613, 

reprinted Hildesheim: Georg Olms, 1964). Miller(2007)에서 재인용 
164  “나는 사유라는 말로써, 우리가 의식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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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그의 주저에서는 드물게 활용되고 165 ,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대개 

도덕적 능력을 지시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66  Conscientia가 본격적으로 

의식을 뜻하게 된 것은 그의 사후에 일부 데카르트주의자들에 의해서다. 

이 때 이 개념어는 신체에 대한 정신의 자율성(autonomy), 혹은 내적 

감각을 의미했다. 167  한편 Conscientia의 영어 번역 “Consciousness”는 

커드워스(Cudworth)와 로크에 의해 도입되고 정착된다. 168  로크는 

Conscientia 개념에서 도덕적 의미를 삭제하고 이렇게 정의한다. “의식은 

인간의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각이다.”169  따라서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들을 묶는 종합적 작용이 된다. 

라이프니츠는 이에 관하여 로크와 논쟁하면서 지각과 연속성을 강조하여 

통각(apperception)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다. 

  

2)『윤리학』에서 ‘의식’ 개념 

 

 스피노자도 17세기의 다른 사상가처럼 Conscientia를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그는 Conscientiae Morsus(양심의 가책, 환멸)라는 

스콜라의 용어를 차용한다(E3P18S2, E3DA17, E4P47S).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이 개념어는 의식을 뜻한다. 이때 그 개념어가 사용된 맥락은 

크게 여섯 범주로 나뉠 수 있다.170  

 

                                                                                           
을 의미한다.” (『철학의 원리), 원석영 13 쪽) 라틴어 판본에는 의식(conscientia)이라는 개

념어가 명기되어 있지만, 프랑스어 판본에는 “ 직접적으로 지각한다 ” (apercevoir 

immediatement)라고 표현되어 있다.  
165 Alanen(2003)의 연구에 따르면 통상 주장되는 것과 달리 데카르트의 정신 개념에 대한 

논변에서 의식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개념어의 사용 빈도도 낮

다. (pp.78-83) 
166 AT X, 524.  
167 De La Forge, Traité de l'esprit de l'homme, 1666. Malbranche, Recherche de la Vérité, 1674-78. 

Miller(2007)에서 재인용 
168  Cudworth, The intellectual System of the Universe, 1678. 로크, 『인간지성론』  1690. 

Balibar(1999) 참조 
169 Essay, II, 1, 19 
170 다음의 의식 개념 용법의 분류는 Levy(2000, pp.41-53)의 것이며, 이 용법에 대한 검토는  

Levy와 더불어 Malinowski-Charles(2004, pp.112-128)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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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의적인 자유 개념 비판(E1Ap, E2P35S, E3P2S, E4Pr) 

 ② 욕망의 정의(E3P9, E3P9Dem, E3P9S, E3ApD1Ex) 

 ③ 선과 악에 대한 인식(E4P8, E4P8Dem, E4P19Dem, E4P64Dem) 

 ④ 영예(gloria)와 자기 만족(acquiescentia in se ipso)의 정의(E3P30Dem, 

E4Ch32) 

 ⑤ 정신의 영원성에 대한 의식(E5P34S) 

 ⑥ 의식의 정도(E5P31S, E539S, E5P42S). 

 

이를 주제에 따라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 자유 의지 비판(①), B. 

주요 정서(②, ③, ④), C. 자기의식(⑤, ⑥)이다. 자유 의지 개념을 

비판하는 부록, 주석, 머리말에서 의식 개념이 활용되며, 『윤리학』 3, 

4부의 주요 정서에 대한 정의와 정리에서 의식이 언급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식과 지복의 문제를 

다룰 때 의식 개념이 활용된다. 각각의 서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물들의 원인을 모르며,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이를 의식하지만 (…) 

그 원인을 모른다.”(E1Ap) 욕구는 개체들의 본질이므로, 욕구에 대한 

의식이란 자기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다. 자유 의지라는 오류의 

원인은 이러한 자기에 대한 관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을 

그것의 원인인 다른 관념과 함께 사유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고립되어 있는 자기에 대한 관념은 부적합한 관념이며, 이러한 

자기의식의 부적합성은 태생적이다. 

 

 ②, ③:  

“정신이 (E2P23에 의하여)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 (E3P9Dem) 

 “정신은 신체 변용의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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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congnosco).” (E2P23) 

 

 E3P9Dem은 E2P23을 근거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정리 23에는 ‘의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대신 ‘정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리 23의 증명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은 정신에 대한 관념, 즉 

관념의 관념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의식을 정신의 자기 

인식, 즉 관념의 관념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4P8의 의식에 

대한 논변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은 

기쁨과 슬픔의 정서에 다름 아닌데, 우리가 정서들을 의식하는 한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정리 8의 증명도 E2P21과 E2P22에 기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정리(19-23)의 주제는 ‘관념의 관념’이다. 이와 같이 

E4P8에서도 의식은 자기의식, 관념의 관념으로 기술되고 있다.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들이 그 정서들을 의식하는 한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에 다름 아니다”(E4P8) 스피노자는 선악의 인식과 관련하여 

정서들에 대한 의식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악이 대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같은 대상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욕망에서 기원한다. 대상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기에 대상은 선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서에 대한 의식(③)도 욕망에 대한 

의식(②)이므로, 일종의 자기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의식은 파생적이며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윤리학』3부의 「정서 정의」에 의하면 “인간이 자신의 

욕구(appetitus)를 의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욕구는 동일한 것으로 있다.” 

즉 욕구에 대한 의식이 없어도 욕구는 여전히 우리의 본질로 간주되며, 

이는 의식이 우리에게 비본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같은 

곳에서 스피노자는 변용을 자기의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부 

사물에 의해 우리 신체 혹은 정신에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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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정서에 대한 의식(③)에서 기술된 자기의식은, 

이렇게 외적 원인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다.  

 

④: E3P30과 그 주석은 ‘자기 자신의 관념이 원인으로서 동반되는 

기쁨’(자기 만족)에 대해 다룬다. 그런데 그 증명에서 ‘자기 자신의 

관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의식은 관념의 관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 만족의 

정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상상적 자기 만족(3부 정서의 정의 26)도 

존재하는 한편, 이성적 자기 만족(E4P52, E5P29, 36)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도 두 종류로 구별될 수 있다. 그것은 혼동된 관념일 수도 

있고, 적합한 관념일 수도 있다. 

 

 ⑤, ⑥: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의 영원성을 의식하지만, 그 영원성을 

지속과 혼동한다.”(E5P34S) 이와 유사한 표현이 E5P23S에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 자신의 영원성에 

대한 의식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171 이 때 영원성은 ‘신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관념’(E5P23), 즉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 어떤 것’이므로, 

영원성에 대한 의식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식이다. ‘나’는 신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만큼, 그러한 

의식은 나 자신과 신과 사물들에 대한 의식이 된다(E5P31S, E539S, 

E5P42S).  

  

 『윤리학』의 의식에 대한 서술 속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읽어낼 수 

있었다. 우선 의식은 항상 자기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관념의 관념이다. 

그런데 이 의식에는 상상적인 것과 적합한 것이 있으며, 종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은 

변화한다.  

                                    
171 우리는 앞으로 영원성을 다루는 장에서, 우리가 어떤 정서를 느끼며, ‘느낀다’가 어떻

게 지적 활동을 지시하는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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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념의 관념에 의한 의식 정의 

  

 (1) 의식의 두 성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한 명료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식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그것은 

지향적 혹은 접근적(access) 성질과 현상적(phenomenal) 혹은 

감각적(sensory) 성질이다.172  전자는 의식이 명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상에 대한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1인칭 시점에서만 

포착이 가능한 날것의 질적 경험을 의미한다. 근래의 연구는 심신 문제, 

물리주의 논쟁 등과 맞물려서 현상적 의식의 해명에 편중되어 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의식 개념에 대한 근래의 연구는 이런 도식 

위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173  가령 스피노자의 텍스트에서 현상적 

의식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다. 부정적 답을 하는 연구자들의 일부는, 그 

때문에 스피노자의 의식 이론은 실패했다고 본다. 베넷은 스피노자에게서 

의식이란 ‘관념의 관념’일 뿐이고, 스피노자에게 자기의식 이론은 

없으며 오로지 자기 인식 이론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174  스피노자 의식 

개념에 대한 윌슨의 비판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정신을 신 안에 

존재하는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설정한다면, 모든 신체적 변화에 대한 

관념이 정신 안에 존재하고 의식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과도한데 

그 이유는 모든 변화가 의식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데 왜냐하면 신체와 정신의 합일(union)과 관련된 불투명한 정서를 

이론적으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172  이는 Ned Block 의 구별이고, 이 구별과 내용에 대해서는 Rosenthal, David M. (1986). 

"Two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3), 329-359. p.332를 참조하였다. 
173 Alanen 은 현상적, 주관적 의식 개념의 선구자로 데카르트를 해석하는 것이 경험주의에 

의해 왜곡된 일종의 신화라고 비판한다. 데카르트 자신의 용법에 의하면, 의식이란 단지 

내적 반성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네 번째 답변｣(AT VIII 246; 원석영 p.218)과 ｢

버만과의 대화｣(AT V 149; CSM III 335)를 참조.   
174 Bennett(1984),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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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 의식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75  반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현상적 의식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게럿, 네들러, 

르뷔프는 스피노자의 의식 개념이 현상적 의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관념의 관념은 접근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을 모두를 지시하는 개념이며, 때로는 관념의 관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식이 정의되기도 한다.   

  

 (2) ‘관념의 관념’에 의해 의식이 정의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우선 관념의 관념에 의한 의식 정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컬리는 앞서 검토한 E3P9와 E4P8을 근거로 스피노자의 의식 개념을 

‘관념의 관념’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는 ‘관념의 관념’을 관념과 구별되는 이차적 

관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관념의 관념’은 관념에 대한 

반성적 사유다. 관념 자체만으로는 의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반성 

작용을 통해서 의식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지성개선론」과 

『윤리학』에서 관념과 ‘관념의 관념’의 동일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컬리가 이러한 반성적 의식을 인간의 고유한 성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176  그러나 윌슨(1999)의 지적처럼 ‘관념의 관념’은 

보편적 원리로서 모든 개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관념의 관념’이 의식을 의미한다면 컬리의 주장과는 반대로,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개체가 의식을 갖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컬리의 해석처럼 ‘관념의 관념’은 의식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관념의 관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식 개념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앞서 의식에 대한 텍스트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욕망, 선악, 자기 만족과 관련된 의식 서술들(②, ③, ④)은 ‘관념의 

                                    
175 Wilson(1999) 
176 Curley(1969), pp.126-8.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2부 19-23이 인간에 대한 서술인 점, “충

동에 대한 의식으로서 욕망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관계된다.”(E3P9S)라는 언급이다. 



 109 

관념’에 대한 정리들, 즉 2부 정리 19-23를 명시적으로 참조하고 있다.177 

그리고 자유 의지 비판(①)에서 서술된 의식은 욕망의 문제(②)로 환원될 

수 있다. 문제는 5부에 나타난 의식 개념이다. 『윤리학』 5부에서 의식은 

상상적 의식과 구별되는 제 3종의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5부에서 의식은 정신의 자기의식이며, 정신도 한 관념이므로, 

관념의 관념이다. 이와 같이 의식에 대한 스피노자의 모든 서술은 

‘관념의 관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관념의 관념’이란 

단지 의식의 추상적인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178  스피노자가 

의식을 ‘관념의 관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관념의 관념을 통해서는 

의식의 본질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3) 관념의 관념은 의식의 정도차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의식의 정의로서 ‘관념의 관념’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변들은 대개 

의식의 정도차에 대해 논한다.179 “우리는 자기 자신, 신, 그리고 사물들을 

더 혹은 덜 의식할 수 있다.”(E5P39S) 또한 어린아이와 성인, 무지자와 

현자는 각각 다른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E5P42S).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정도차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관념의 관념에는 이러한 정도차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게럿은 

관념 각각에 특정한 역량이 있음을 고려하면 ‘관념의 관념’에 의한 의식 

                                    
177 다만『윤리학』 4부 부록의 32항은 예외로 볼 수 있다. 스피노자의 서술에 따르면, 우

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했으며, 우리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자연의 부분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여도 평정을 의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식은 자기 만족의 필요 조건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식은 관념의 관념이라기보다는, 자

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178 발리바르도 관념의 관념이라는 의식의 정의를 거부한다. 스피노자가 『윤리학』 2 부에

서 심신 문제, 관념의 관념, 인식의 종류라는 굵직한 주제를 다룰 때 의식 개념을 전혀 활

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정서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

고, 윤리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의식 개념이 주 텍스트에 나타나기 시작하므

로, 의식의 정의는 이러한 인간학적, 윤리적 함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Balibar(1999) 
179 Garret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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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옹호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신체의 적합성이 더 클수록 정신의 

역량도 크며(E2P13S), 정신의 역량이 클수록 정신이 자신, 신, 사물들을 

더 의식한다(E5P39S). 여기서 우리는 정신의 역량(관념의 역량)이 의식의 

정도와 비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관념의 관념’과 함께 관념의 역량(혹은 사유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은 하나의 관념이므로 개별 정신 각각은 사유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의 차이에 따라 개체들 간의 의식 수준의 차이가 결정된다. 

그런데 정신 안에 포함된 개별 관념들도 각각 고유한 사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정신 안에 있는 여러 관념들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식 

수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한 관념의 사유 역량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정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통 관념은 모든 

정신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정신 안에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식 수준을 만들게 된다. 무생물에게 공통 관념은 거의 

의식되지 않지만, 고등생물에게 공통 관념은 확실하게 의식된다. 180 

그러므로 의식을 ‘관념의 관념’으로 정의하더라도, 의식의 정도차는 각 

관념이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또 다른 반론이 네들러에 의해 제기된다. 그는 컬리와 달리 관념의 

관념을 명시적 반성(explicit reflection)이 아니라, 모든 관념의 내적이고 

필연적인 성질로 간주한다. 우리가 정신이 변용에 대한 관념을 가지면, 즉 

우리의 정신에 한 관념이 발생하면, 동시에 그 관념의 관념이 발생한다. 

관념의 관념이란 지향적 의식이나 그에 포함된 잠재적 의식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의 관념은, 의식이 가지고 있는 지향적 의식 

이상의 성질, 일인칭으로만 접근가능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네들러에 따르면 자기 욕망에 대한 의식(E3P9S)은 지향적 의식 

                                    
180 이와 같이 의식의 정도를 역량을 통해 이해하면, 윌슨과 베넷이 스피노자의 의식 이론

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선택적 의식(selective consciousness)나 전지적 의식(omniscience)이 해

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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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것이다. 관념의 관념은 의식의 정의로서 충분하지 않다.181  

 네들러는 스피노자의 주관적 의식 개념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것은 

관념의 관념, 즉 2차 관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관념들 간의 

관계, 즉 정신 안에 존재하는 관념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관계는 스피노자의 ‘평행론’에 의하면 신체 부분들의 내적 관계, 

즉 신체적 복잡성에 상응하는 것이다. 네들러는 이 주장의 근거를 게럿과 

마찬가지로 E2P13S와 E5P39S에서 찾는다. 그는 신체의 역량과 정신의 

역량,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서로 함께 간다는 게럿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무엇이 그러한 역량을 결정하는가를 더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관념의 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의 복잡성, 즉 정신 내 

관념들의 상호 관계이다. 하지만 아직 복잡성과 의식의 관계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잡성은 어떻게 의식이 되는가? 182  그리고 이 

복잡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관념의 관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4) ‘관념의 관념’과 현상적 의식 

   

 하지만 네들러의 해석처럼 관념의 관념은 지향적 의식만을 뜻하는가? 

관념의 관념에 대한 스피노자의 언급은 『지성개선론』과 『윤리학』 2부 

정리19-23에 제시되고 있다.  

 

(1) 『지성개선론』의 ‘관념의 관념’ 분석 

 

 ‘관념의 관념’ 이론은 『지성개선론』(이하 TIE)에서 확실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다음은 TIE에 제시된 확실성에 대한 정의다.  

  

                                    
181 Nadler(2008),p.596 
182 네들러는 E2P13S 에 기초해, 의식은 다수의 사물들에 대한 동시적 지각이라고 주장한

다. 우리가 한 사물을 지각할 때,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해 지각하고, 그 지각에 대한 지각

을 하며, 이를 다른 관념들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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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분명해지는데, 확실성은 표상적 본질에 다름 아니다. 

즉 우리가 형상적 본질을 느끼는(sentio) 그 방식이 확실성 그 

자체이다. 이제 다시 분명해지는데, 진리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참된 

관념을 갖는 것 이외에 어떤 기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주었듯이,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83 

 

 “확실성은 표상적 본질이다.” 표상적 본질과 형상적 본질은 관념의 두 

가지 성격을 지시하기 위한 개념이다. 한 관념은 그 관념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될 수 있고, 대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184  전자가 표상적 본질, 후자가 형상적 본질이다. 따라서 확실성이 

표상적 본질인 이상, 그것은 관념 그 자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의 대상과 관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 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형상적 본질을 느끼는 방식”을 확실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성은 

관념과 그 대상의 일치에 대한 것이지만, 이 정서는 이 일치와 별개로 

관념 그 자체에 대한 느낌이다. 여기서 ‘느끼다’(sentio)라는 동사는 어떤 

사태를 가리키는가? 이 동사는 스피노자의 텍스트에서 일반적으로 

감각만이 아니라 ‘생각하다’를 포함한 정신의 활동 일반을 지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적 본질을 느낀다’란 관념의 대상(ideatum)이 아니라 

관념 그 자체에 대한 관념을 갖는다는 것, 즉 관념의 관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느낀다’라는 동사는 그 정신 활동에 확실성이라는 특정한 

정서가 동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185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183  TIE, 35절;G II/15. “Hinc patet, quod certitudo nihil sit praeter ipsam essentiam obejctivam; id est, 

modus, quo sentimus essentiam formalem, est ipsa certitudo. Unde iterum patet, quod ad certitudinem 

vertatis nullo alio signo sit opus, quam veram havere ideam: Nam, uti ostendimus, non opus est, ut 

sciam, quod sciam me scire.” 
184 E2P21D, “관념의 관념은 대상에 대한 관계를 떠나서 고려되는 (...) 관념의 형상일 뿐이

다” 
185  Anthony F.Beavers and Lee C. Rice, “Doubt and belief in the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1998. 93-118. 라이스는 이 논문에서 ‘느낀다’가 지적 활동의 정서적 측면

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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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정리하면 이렇다. 확실성은 대상과 관념의 일치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관념의 관념을 가짐으로써 이를 확신하게 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안다는 것을 안다”는 “안다”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념의 관념’은 ‘관념’에서 도출되며, 따라서 확실성의 

원천은 “안다” 그 자체에 있지 “안다는 것을 안다”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확실성은 관념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느낌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확실성은 언제나 

반성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186 

  

 “만일 정신 속에 오로지 하나의 관념만이 있다면, 그것이 맞거나 

틀리건 간에, 거기에는 의심이나 확실성이 없고 다만 어떤 종류의 

감각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관념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한 감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87 

 

 관념에서 ‘관념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만 이 둘은 특정한 

맥락에서 서로 구별된다. ‘관념의 관념’은 ‘관념’의 형상적 본질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관념’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인용문에서 우리의 정신 안에 하나의 관념만이 

있다는 가정은, 그 관념에 대한 관념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확실성은 반드시 반성적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는 확실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스피노자는 여기서 확실성만이 아니라 의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신에 하나의 관념만이 있을 때 의심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86 마트롱(1989)은 만일 확실성이 반성적인 성격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논증하고 있다. 확

실성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하면 안 되는데, 반성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면 관념

과 대상의 일치를 논하는 것이 되어서, 정보를 더 추가하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Steinberg를 따라서 대상과 관념의 일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87 스피노자, 『지성개선론』, 7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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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은 다른 관념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의 감각, 혹은 하나의 

변용에 대한 관념은 다른 감각이나 관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리치가 

판단된다. 관념의 대상 긍정을 부정하는 다른 관념들이 존재할 때, 즉 

다른 내용을 가진 관념들이 있을 때 의심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의 인식론은 독단론이라기 보다는 정합론에 가깝다.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갖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확실성은 그 관념에서 

도출된 관념(관념의 관념)에서 표현되고, 의심은 정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관념들과의 비교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한 관념의 성질이나 

내용이 다른 관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스피노자의 

인식론은 정합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윤리학』 2부 정리 19-24의 관념의 관념 

 

“정신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그 

자신을 인식한다.”(E2P23) 

  

 정신의 자기 인식에 대해 다루는 2부 정리 23의 증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 스피노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신체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통한 정신의 자기 

인식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신의 자기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증명은 후반부에 있다.188  

 

① 인간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은 (2P16에 의해)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한다(involvo).  

② 즉(hoc est) (2P13에 의해)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들은 정신의 

본성과 합치한다(convenio). 

③ 따라서 이 관념들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신의 인식을 

                                    
188 정리 23의 후반부 증명에 대한 주요 논변은 Levy(2000), pp.224-237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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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게 된다.  

 

정신의 자기 인식은 신체 변용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에 정신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게루는 이 증명의 핵심이 신체들 간의 

인과 관계와 정신과 신체의 ‘평행론’에 있다고 본다. ①은 신체 변용과 

신체의 인과 관계에 대한 것이며, 이 명제는 ②에서 정신과 신체의 

‘평행론’으로 다시 표현된다. 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신체의 

변용의 원인은 신체 자체와 외부 물체이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관념은 

원인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므로(E1Ax4),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은 신체 

본성을 포함한다. 이때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은 신체에 대한 

관념(정신)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지가 문제다. 이는 ②에서 

해명된다. ②의 주요 근거는 신체와 정신의 ‘평행론’에 대한 정리 

E2P13이다. 신체와 정신은 서로 합치한다. 신체와 정신의 ‘합치’는 관념과 

관념의 대상(ideatum)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189 이 둘은 동일한 사물의 두 

표현이지, 인과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합치 관계에 의해 

②가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은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의 원인이 

아니다. 190   

 그러나 리아 레비의 지적처럼, 이와 같은 게루의 해석은 스피노자의 

‘평행론’과 어긋난다. 왜냐하면 ‘평행론’에 의하면 신체 변용의 원인이 

신체와 외부 물체이듯이, 정신의 변용(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의 원인도 

정신과 외부 관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루는 신체의 변용과 

신체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면서 정신의 변용과 정신의 인과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신체들 간의 인과 관계와 관념들의 인과 관계의 ‘평행’을 

깨뜨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우리는 『윤리학』 2부 정리 24의 

                                    
189 “참된 관념은 그 관념의 대상과 합치해야 한다.”(E1Ax6) 
190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에 포함된 인식(즉 신체에 대한 인식)이 이 변용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지, 정신이 그러한 원인인 것은 아니다.”(Gueroult(1974),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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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 신체의 부분들은 단지 자신의 운동을 어떤 특정한 비율로 

서로 전달할 때 신체 자체의 본질에 속하지만, 그것이 개체로서 인간 

신체와 상관없이 고찰될 수 있는 한에서는 신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인간 신체의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부분’은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기도 하고, 독립적인 전체, 개체이기도 하다. 후자, 

즉 개체로서의 부분인 경우, 그것은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외부 물체와의 

인과 관계 속에서 고찰된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분은 인간 

신체라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고려되며, 전체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합치한다’라는 동사의 다른 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합치’는 관념과 관념의 대상의 관계만이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관계,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도 지시하기 

때문이다(Ep.32). 이때 부분들은 서로 합치하여 전체를 구성하며, 

전체(주체)는 부분들이 외적 영향에서 벗어나 서로 합치하도록 

강제한다(E5Ax1).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들의 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분을 바로 그 부분으로 만드는데 참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특정한 맥락에서 전체를 부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합치한다’는 동사는 ‘평행론’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게루의 해석과는 

달리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이는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외부 대상에 대한 관념을 가졌을 때, 그 관념은 ‘나’의 

관념이다. 어떤 변용이나 그에 대한 관념이 나에게 속한다는 것은 공간적 

귀속이거나 내속(inheren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1  그 변용이 나의 

본질과의 관련 속에서 일어날 때, 자연학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신체의 

                                    
191 Garrett(2008),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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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이 신체 부분들이 서로 맺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와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 변용을 ‘나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레비의 논변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한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그 

관념이 나를 구성하는 다른 관념들과 역학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관념이 나의 정신이라는 관념(전체)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192  ①과 ②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기술이며, 그 결과가 ③에서 

기술된 정신의 자기의식이다. 

  

5) 관념들의 관계와 상상적 의식 

 

 의식은 관념의 관념이다. 그런데 관념의 관념에 의해 정의된 의식은 

단지 지향적 의식이나 반성적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관념의 관념을 재해석함으로써 이것이 관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의해 스피노자의 의식 개념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관념의 관념은 스피노자의 인식론에 의하면 확실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는 그 확실성을 관념들의 관계 속에서 획득한다. 또한 

관념의 관념은 정신과 정신이 갖는 관념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념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관념을 내 정신의 한 

                                    
192 그런데 Malinowski-Charles 는 Levy 의 이러한 접근이 반스피노자적 귀결을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피에르와 폴이 동일한 관념 A 를 가지고 있을 때, 피에르가 가진 관념 A 와 폴

의 가진 관념 B 가 서로 구별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레비의 논변은 피에르와 폴이

라는 구별되는 개별 정신, 그리고 그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념들에 의해서 관념 A

가 피에르와 폴에게서 각각 다르게 규정된다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개

체가 가진 적합한 관념과 신 안에 존재하는 그 적합한 관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함축하

게 된다.(Malinowski-Charles p.110) 그러나 우리는 앞서 『지성개선론』을 살펴보면서, 스피

노자의 관념 이론이 가진 정합론적 성격을 이끌어 내었다. 신이 가진 관념은 반드시 그 

대상과 합치한다. 그리나 우리가 가진 참된 관념의 경우, 그 관념의 참은 부분적으로는 우

리 정신 속에 있는 다른 관념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참, 거짓뿐만 아니라 한 관념이 

가진 역량도 어떤 정신 안에 있는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공통 관념은 빵 굽는 

토스터기와 철학자에게 모두 있지만 그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Garrett(2008),  p.16) 

유한한 개체가 가진 관념의 경우, 혼동된 관념만이 아니라, 참된 관념, 적합한 관념의 참

이나 역량 등은 사유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관념들에 의해서, 즉 그 사유 주체에 의

해서 부분적으로는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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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자기의식은 단순히 ‘나’를 대상을 하는 인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화에 대한 의식, 즉 현상적 의식인 것이다.  

 정신은 한 관념이면서, 관념들을 갖는다. 이 둘은 서로 구별되는데, 

전자가 존재론적 문제라면, 후자는 인식론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정신이라는 한 관념을 구성하는 것이, 정신이 가진 

관념들이기 때문이다. 존재론과 인식론의 구도가 한 평면 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한 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대상 인식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관념의 코나투스의 차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정신과 정신이 갖는 

관념들은 각기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서로 간에 맺는 역학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신체가 변용되었을 때, 그 변용은 외부 물체보다 나의 본성을 더 

지시하는데, 그것은 나의 신체의 존재를 긍정하기 때문이다. 그 변용은 

‘나의’ 변용, 나에게 귀속되는 변용인 것이다. 그럼에도 변용된 신체의 

부분은 온전히 나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개체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 외부와의 관계에 열려있다. ‘나’의 코나투스는 그 

부분을 나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거기에 나의 규칙을 강제하고, 이로써 

역학적 긴장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단지 신체의 것만은 아니다. 

관념의 관념과 의식 이론은, 관념에도 이러한 역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나의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관념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한 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관념이 

된다는 것이고, 이 자기화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관념을 갖는다는 

것이다.   

 상상적 자기의식이란 혼동된 관념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이 혼동된 관념은 온전히 나에게 속한 관념이 아니다. 우리는 혼동된 

관념을 다른 관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념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내부로부터 결정되어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은 이를 위해서 많은 사물을 동시에 보아야(contemplo) 한다(E2P2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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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성의 질서에 따라 신체의 변용들을 규제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E5P10), 우리 자신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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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체 개념과 윤리학 

 

 1부에서 스피노자의 자연학적 개체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개체는 기계론의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또 한편 이 법칙들로부터 

창발된 성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성질의 원천은 개체의 독특한 

본질인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 구조는 그 자체는 영원하지만, 지속하는 

개체의 끊임없는 변이를 규제한다. 그런데 개체들은 이러한 통합 과정에 

대해서 의식한다. 2부는 이러한 자연학적 토대 위에서 개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개체는 타자와 마주치면서 새로운 

변용들을 갖게 되고, 이 변용들을 자기화하게 된다. ‘관념의 관념’으로 

정의된 개체의 의식이란 이러한 통합 과정에 대한 의식, 즉 자기의식이다. 

우리는 하나의 개체로 세계와의 마주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상적으로 의식한다. 

 3부에서 우리는 『윤리학』 5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5부는 인간의 

자유, 즉 지복이 주요 주제다. 이는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행복이다. 

스피노자는 3종의 인식을 통해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스피노자의 언급들을 경시해 

왔다. 이들은 5부를 신비주의나 부정합적인 논변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이 기획이 단지 『윤리학』 5부만이 아니라 스피노자의 전체 

사유를 관통하는 기획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극한 행복에 

대한 질문이 그의 첫 저작을 열고 있으며, 이 관심은 윤리-정치적인 

저작까지 지속-확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 5부는 예외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의 사유의 핵심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통해서 『윤리학』 5부를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스피노자가 생각한 지복이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식/인식이다. 

단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할 뿐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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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의식할 수 있다. 

후자로의 도약이 바로 지복이며, 이것이 스피노자 윤리학의 종착지다. 

이러한 개체의 독특한 본질은 기존의 자연학적 해석들 혹은 관계론적 

해석들과는 달리,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윤리학』 5부의 

영원성이나 3종 인식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개체의 본질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수학적 대상이 각각 자신의 정의를 

갖는 것처럼, 개체는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가지며, 이 본질에 대한 

의식이 스피노자가 생각한 철학적 구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3부에서 『윤리학』 5부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정념의 치료법(remedium)이다. 

정념 치료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통 개념에 의한 자기 인식이라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 두 장은 영원성과 3종 인식에 대한 분석이다. 

영원성 개념을 통하여 개체의 본질의 주요한 성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피노자가 개체의 본질을 생성이나 변이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 즉 

비시간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복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개체의 본질은 타자와의 

관계나 신과의 관계로 흩어지지 않고 그 자체의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영원의 관점에서 개체의 ‘독특한’ 본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 3종 인식이 불러오는 정서적 

힘이 어떻게 탁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2종 인식은 

적합한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하지만, 3종 인식은 1종 인식과 같이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 정서적 힘이 크다는 점을 논변할 것이다. 

 

1. 정념 치료법 

  

  『윤리학』 5부의 제목은 “지성의 역량 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다. 

제목 그대로 스피노자는 5부에서 자유를 지성의 역량에 의해서 서술하고 

있다. 자유는 『윤리학』 4부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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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와 달리 4부에서 자유는 사회 구성체와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진다. 

국가나 사회는 자유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 그 자체를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지성의 

역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5부 서문에서 제시된 5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장의 주제는 

“자유에 도달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 “정서의 치료법(remedium)”과 

지복을 다룰 것이다. 이에 따라 5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서의 치료법을 다루는 정리 20까지의 전반부와 지복에 대해 서술하는 

후반부이다. 전반부가 정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즉 소극적 

자유에 대한 것인 반면, 후반부는 적극적 자유, 혹은 지복에 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반부는 소극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후반부는 신의 지적인 사랑이나 영원성 등의 개념을 통한 

자유에 대한 이론적인 해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193 

 5부의 전반부는 두 가지 정서 치료법 194을 다루고 있다. 정서에 대한 

적합한 인식, 그리고 생활 규칙, 습관 등과 같은 상상의 활용이다. 195 

우리는 여기서 전자의 방법(5부 정리1~정리 10)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정서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원칙상 인식에 있으며, 그 외의 방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96  그런데 정서에 대한 적합한 

인식과 관련하여 치료법의 정합성, 정서 치료의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193  5 부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는 연구자들에게서 논쟁적인 문제다. 전반부를 소극적 

자유로 후반부를 적극적 자유에 대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전반부를 자유에 대한 예비적 

논의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전반부를 실천 방안, 후반부를 이론적 해명으로 보는 해석

은, 이 두 부분을 자유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서술들로 간주하는 것이다. Bartuschat, 

Wolfgang. (1994). "Remarques sur la 1re proposition de la 5E partie de l'«éthique»".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 tranger, 5-21 참조 
194 스피노자의 정서 치료법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철학사적 비교 연구

가 있다. Wolfson(1980), Beyssade(1990) Pereboom(1994), Rice(2002), DeBrander(2007) 등은 스토

아 철학이나, 데카르트 혹은 홉스의 철학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한다. 2) 그 다음으로 

정서 치료법들 각각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정합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있다. 이는 베넷

(Bennett, 1984)의 문제 제기와 그와 관련된 논쟁들이다.(Curely(1988), Koistinen(1998), 

Lin(2009), Marshall(2012)). 3) 마지막으로 정서 치료법에서 이성적 인식과 상상의 역할에 주

목한 연구(Macherey(1994), Gilead(1999), Sévérac(2005), 진태원(2006))가 있다. 
195 Dijn(2008), pp.86-90. 
196 E5P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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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스피노자가 정서 인식의 과정을 직접 서술하는 

논변은 정리 2와 3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천착하여 인식에 의한 정서 

치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해명하고, 이 치료법이 5부의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서 치료가 갖는 

윤리적 함축을 밝히고자 한다. 정서의 치료가 지복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목표에 성취하기 위한 

주요한 실천이다  

 

1) 적합한 인식에 의해 정념을 치료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는 “이성 자체가 정서들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E5Pref)를 보여주고자 한다. 5부 서문의 말미에 따르면, 이 작업은 

“오로지 정신의 인식에 의해서 정서의 치료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의 역량이란 오로지 인식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는 정서에 대한 치료법 중에, 정서에 대해 참된 

인식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 치료법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없다.”(E5P4S, 인용자 강조) 다른 한편 5부 정리 10의 주석에서 이와는 

상반되는 서술이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 완전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올바른 삶의 규칙, 

즉 삶의 특정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에 새기며, 삶 속에서 

통상 마주치는 개별적인 일에 끊임없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서에 대한 적합한 인식, 그리고 

삶의 규칙 혹은 상상의 활용이다.  

 하지만 5부 정리 20의 주석에서 스피노자가 정리한 정서 치료법은 다섯 

가지다.  

  

“정서에 대한 정신의 역량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1. 정서의 인식 자체에(E5P4S) 

2. 우리가 혼돈스럽게 상상하는, 외적 원인들에 대한 사유와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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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것에(E5P2, E5P4S) 

3. 우리가 이해한 사물과 관련된 정서가, 우리가 혼동되고 훼손된 

방식으로 이해한 사물과 관련된 정서보다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점에(E5P7) 

4. 사물들의 공통 성질들이나 신과 관련된 변용들을 촉진하는 

원인들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5. 마지막으로, 정신이 정서들을 질서짓고 연결하는 질서에(E5P10S, 

E5P12, 13, 14)” 

 

 각각의 치료법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들은 앞서 분류한 두 치료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치료법들이 

기대고 있는 5부 전반부의 정리들, 특히 정리 2와 3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윤리학』 5부의 정리 2와 정리 3: 공통 개념에 의한 정서 

인식 

 

5부 정리 3: “수동적인 정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명석 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면 수동이기를 멈춘다. 증명: 수동인 정서는 (정서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의해서) 혼동된 관념이다. 따라서 만일 이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명석 판명한 관념을 형성한다면, 이 관념과 이 정서 

자체에는, 이 정서가 오로지 정신과 관련되는 한에서, (2부 정리 21과 

그 주석에 의해서) 이성의 구별만이 있다. 따라서 (3부 정리 3에 

의해서) 이 정서는 수동이기를 멈출 것이다.”       

 

 정념의 수동성은 그에 대한 적합한 인식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스토아나 데카르트와 대비되는 주지주의적 방식이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정서 치료법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데카르트는 정신에게 

신체에서 발생한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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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7  그런데 스피노자의 방식은 데카르트의 것보다 정신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카르트의 치료법에서 정신과 신체가 

구별되는 실체이기 때문에 정신이 신체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8  반면 스피노자의 경우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이므로 정신은 다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정서를 억제할 수 있다. 

 정신의 이러한 힘은 ‘관념의 관념’에 의해 논증된다(E5P3D). 정서는 

변용이면서 동시에 관념이다. 관념의 관념이란 이 관념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관념’과 ‘관념의 관념’은 스피노자의 ‘내적 

평행론’에 의하면 이성적으로 구별되고, 실제로는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특성은 전자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형성한 

‘관념의 관념’은 명석판명한 관념이므로, ‘관념의 관념’이 발생하는 즉시 

인식 대상인 ‘관념’의 수동성도 제거된다는 것이다. 199  이러한 논변을 

                                    
197 E5Pref 
198 데카르트는『정념론』48항에서 두 가지 정념 치료법을 제시한다. “영혼의 고유한 무기”

인 “선과 악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한 판단” 혹은 “참된 판단”을 통해 정념을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정념이 제공하는 무기”인 반대되는 정념을 활용하여 과도한 정념에 대항

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정념론』의 마지막 항 ‘정념에 대항하는 일반적 치료법(un 

reméde général contre les passions)’에서는 세 가지 치료법이 나열된다. 대상에 대한 상상의 

오류를 항상 염두에 둘 것, 판단을 정지할 것, 그리고 나쁜 상황을 미리 숙고하고 적절한 

반응을 습관화할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치료법은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정념에 따라 신

속한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세 번째의 방식이, 급박한 반응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두 번째의 방식이 치료법이 된다.  

 그런데 정신이 의지를 통해 직접 정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념은 의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거나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45항) 종국에는 의지에 의해 정념

이 통제되지만, 그 방식은 간접적이다. 습속에 의한 방식만이 아니라, 참된 판단에 의한 

방법도 간접적이다.『정념론』 46항에 의하면 정신은 신속하게 정념을 바꾸거나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념은 정기의 특정한 운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유지되며 강화”되기 때

문이다. 정기의 특정한 운동, 정동(émotion)은 정념을 유지시키는 동력이다. 그런데 ‘판단 

정지’는 이러한 힘이 그대로 정념이 되는 것을 막는다. 스토아의 방식처럼 동의를 철회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인상과 힘의 연결을 끊어서 간접적으로 정념을 통제한다. 
199  베넷(1984)은 스피노자의 이 같은 증명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 정념은 다수의 

원인이 개입한 인과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데, 스피노자는 단지 이 정념에 대한 인식만으

로 정념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베넷은 정념에 대한 인식이 그 정념을 발생

시킨 인과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만으로 그 정념을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관념의 관념’을 통한 논쟁은 잘못된 논증이다. 정념은 혼동

된 관념이고, ‘관념의 관념’은 명석판명한 것이라면 이 둘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둘 사이에 이성적 구별만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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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스피노자는 정신이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적합한 인식만으로도 그 

정서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서에 대해 완전한 인식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정서의 원인 중 

일부는 우리의 외부에 있다. 그런데 이 외적 원인이 우리와 상이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합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200  이러한 

점에서 정리 3은 실현 가능한 정서 치료법이 아니다. 정리 3은 정서 

치료법이 아니라 적합한 인식이 정서의 수동성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스피노자가 제시한 

치료법들(E5P20S)의 목록에서 정리 3은 언급되지 않는다. 정리 20의 

주석에 열거된 치료법들 중, 첫 번째 치료법이 참조하고 있는 텍스트는 

정리 4의 주석이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정서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따라서 그 정서를 덜 겪을 수 있는 

능력(potestas)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의 정서 각각을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신이 그 정서에서 출발하여 명석 판명하게 지각한 

것을 사유하도록 결정될 것이며, 정신은 거기서 충만하게(plane) 

만족할 것이다. 따라서 정서 그 자체가 외적 원인에 대한 사유로부터 

분리되고 참된 사유들과 결합하게 된다.”(E5P4S, 인용자 강조)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이 앞서 정리 2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영혼의 감정(commotio), 혹은 정서를 외적 원인에 대한 

                                                                                           
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베넷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

에 대해, 5부의 정리 2와 3에 나타난 공통 개념을 통한 정서 인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답

할 것이다.  
200 따라서 스피노자의 치료법은 정신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데카르

트의 경우 치료법의 난관은 정신과 신체의 구별에 있다면, 스피노자의 경우 외적 원인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 즉 내부와 외부의 구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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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을 다른 사유들에 결합시킨다면, 외적 

원인에 대한 사랑과 미움과, 그 정서들에서 태어난 영혼의 동요는 

파괴될 것이다.” (E5P2, 인용자 강조) 

  

  여기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과정이 언급되고 있다. 정서와 외적 대상에 

대한 사유가 분리되며, 정서와 다른 사유(혹은 참된 사유)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들 각각이 지시하는 사태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정서를 억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베넷은 이 치료법을 ‘관심의 분산(distraction)’이라고 간주한다. 그의 

스피노자 해석에 따르면 정서의 과도함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고착에서 

기인한다. 관심의 분산이란 이 대상과 무관한 참된 관념, 가령 베넷이 

제시한 예로는 기하학 명제에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분산시켜서, 

정서와 특정 대상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은 베넷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성공하기 힘들다. 특정한 대상에 대해 고착되어 

있을 때, 기하학적 명제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명제에서 발생한 정서가 고착에서 오는 정서를 

압도하기 힘들다. 어떤 관념이 참이라고 해서 그것에 동반된 정서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너건, 마슈레, 세베락은 베넷과 달리 ‘다른 관념’이 공통 개념을 

지시한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정리 2, 정리 4의 주석의 ‘다른 관념’ 

혹은 ‘참된 관념’은 정서와 무관한 참된 명제가 아니라, 정서에 포함된 

공통 관념이다. 스피노자의 텍스트들은 이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피노자는 정리 2와 3에서 정서 인식에 대해 언급한 후, 정리 

4와 그 주석에서 공통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모든 것에 공통적인 

것은 적합하게 인식될 수 밖에 없으며”(E5P4), “우리 각자는 자신과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 적어도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갖는다.” 

정서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불가능하지만, 공통 개념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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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이지만 적합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리 7, 8, 9도 

공통 개념에 의해서 정서를 억제하는 방식의 장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공통 개념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므로 지속하고 소멸하는 대상에 대한 

관념보다 시간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며(정리 7), 여러 대상에 

공통적이어서 다수의 대상과 연관되어 있고 그만큼 자주 환기 될 수 

있다(정리 8, 9). 이와 같은 점에서 정리 2와 4의 ‘다른 관념’ 혹은 ‘참된 

관념’이란 공통 개념을 지시하며, 정리 2부터 9까지의 정서 치료법은 

정서에서 공통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와 대상의 ‘분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정서에서 

“명석 판명한 관념(공통 개념)을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정념이 정신을 

외부 대상을 사유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대신, 그 명석 판명한 관념을 

사유하게 한다.” 201  따라서 ‘분리’와 ‘다른 관념과의 결합’은 별개의 두 

절차가 아니라 공통 개념에 대한 인식의 두 효과다. 이에 따라서 다섯 

가지 치료법(E5P20S)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네 가지의 치료법이 

아니라, 정서 인식에 의한 치료법과 그 치료법의 여러 양상에 대한 

것이다. 정서 인식에 의해 분리 과정이 나타나고(두 번째 치료법), 이 

인식은 대상의 실존 여부와 무관하며(세 번째 치료법), 보다 많은 원인과 

관련될 때 더 효과적이다(네 번째 치료법).     

 공통 개념에 의한 정서 인식은 정서의 객관화이기도 하다. 202  공통 

개념이 보편적인 법칙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 개념은 정서가 

지향하는 개별적 대상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정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의 개별성이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일반 

법칙으로 주의를 돌리게 한다. 우리는 정서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별 

대상이 아니라 그것의 법칙을 생각하도록 결정됨으로써, 정서와 대상을 

분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정서를 보편 법칙 아래서 이해하게 된다. 

                                    
201 Sévérac(2005), p,374. 
202 Donagan(1989),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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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서는 탈국지화되고 탈주관화된다.203  

 

 3) 정서 인식, 자기 인식,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 

 

 『윤리학』 5부의 전반부(정리 1-20)는 정리 10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 부분은 공통 개념과 상상을 활용한 정서 치료법이다. 그런데 

후반부(정리 11-20)에는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요 

주제로 제시된다. 전자가 “소극적 방법”인 반면, 후자는 “새로운 상상적 

관계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204 하지만 두 방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다. 정서 인식을 통한 치료법은 신에 대한 사랑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에 대한 사랑은 『윤리학』 

5부에서 정리 14와 15에서 처음 나타난다.  

 

 정리 14: “정신은 신체의 모든 변용들, 다시 말해서 사물들의 

이미지들을 신 관념과 연관시킬 수 있다.” 

 증명: “ 정신이 (E5P4에 의해서) 명석 판명한 관념들을 형성할 수 

없는 신체의 변용은 없다. 따라서 (E1P15에 의해서) 그 변용들은 모두 

신 관념과 연관시킬 수 있다.” 

정리 15: “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들을 명석 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신을 사랑하며, 저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들을 더 이해할 

수록, 더 신을 사랑한다.”  

 증명: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들을 명석 판명하게 이해하는 자는 

(E3P53에 의해) 기쁠 것이며, (E5P14에 의해) 그 기쁨은 신 관념을 

                                    
203 진태원(2006), pp.374-388. 
204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리 11 이하에서는 이처럼 수동 정서와 그 

원인을 분리시키는 것 이외에, 놀람과 고착의 메커니즘을 해체하려는 노력 이외에, 이러한 

상상적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적 관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스

피노자가 “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상상적 관계다.” 진태

원(2006),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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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할 것이다. 따라서 (E3Aff.Def6에 의해) 그는 신을 사랑하며, 

(동일한 이유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더 이해하면 신을 더 

사랑할 것이다.” (인용자 강조) 

  

 정리 14의 증명은 앞서 검토한 정리 4를 참조하고 있다. 정리 4에 

의하면 원칙상 우리는 자신의 신체의 모든 변용들에 대해서 공통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공통 개념은 보편적 법칙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는 

정서들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을 통해서 이를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객관화한다. 그런데 정리 14의 증명에 따르면 이 인식은 명석 

판명한 관념이기 때문에 신 관념과 연관될 수 있다. 모든 실재는 신 안에 

존재하고 신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이다(E1P15). 그래서 정리 14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서들 속에서 보편적인 법칙들을 

발견하고, 법칙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경유함으로써,  신이라는 대상에 

주의를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정리 15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리 15의 증명은 자기 

만족에 대한 정리인 E3P53에 기대고 있다.  

 

 3부 정리 53: “정신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작용 역량을 생각할 때, 

그는 기쁠 것이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작용 역량을 더 판명하게 

상상할 수록 더 기쁠 것이다.”   

 

 E3P53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작용 역량을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기쁨 205 , 즉 ‘자기 만족’(Acquiescentia in se ipso) 206이라는 정서에 대한 

것이다. 자기 만족은 이성이나 상상에서 태어난다. 이성에서 발생하는 

                                    
205 E3Aff.Def25 
206  Rutherford 는 ‘자기 만족’과 ‘영혼의 만족’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전자는 이성이나 

상상에 의한 자기 인식에 동반된 정서이며, 후자는 지적 직관에 의한 자기 인식에 동반된 

정서다. Rutherford, D. (1999). “Salvation as a state of mind: The place of acquiescentia in spinoza’s 

ethics.”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7(3), 44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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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만족은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E4P52S) 이성은 보편 법칙에 대한 인식, 즉 공통 개념의 

형성하는 것이지만, 이 보편 법칙이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은 자기 인식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참된 이성에 의해 인식하는 한에서 자신의 본질을, 즉 자신의 

역량을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E4P53D) 

 정서에서 공통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기 만족을 동반한다. 

스피노자가 E5P14에서 신체의 변용들을 신 관념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말할 때, 변용과 신 관념 사이에 이와 같은 자기 인식과 자기 만족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5부 전반부를 되돌아 보면, ‘자기’와 관련된 

언급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부 정리 4의 주석: “각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들을 

절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명석판명하게 인식할 

능력(potestas), 따라서 그 정서에 덜 작용을 받을 능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각각의 정서를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그 정서에 의해서 정신은 명석 

판명하게 지각하고 전적으로 만족하게(plane acquiescit) 하는 것들을 

사유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정리 4의 주석에서, 단지 정서들에 대한 인식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있으며, 자기 만족을 상기시키는 

‘만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정리 5부 정리 10의 

주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나타난다. 자신의 정서를 “오로지 

자유에 대한 사랑에 의해”(ex solo Libertatis amore)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덕, 즉 “자신의 역량에 대한 참다운 인식에서 태어난 만족(gaudium)”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역량이란 자신의 본질이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자기 만족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정서 치료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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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객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서 인식이라는 방법에 의한 정서 치료는 상상이나 

삶의 규칙에 기대는 치료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 인식은 자기 인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신에 대한 사랑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보다 핵심적인 정서 치료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서 인식은 과잉된 정서가 일으키는 격동을 피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아가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것이다. 다음 

장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기 인식이나 신의 사랑은 적극적 자유의 전제 

조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정서 치료법을 다만 경탄의 극복이나 정념의 객관화로 보는 

것, 정념이 갖는 개별성의 위험에서 피하는 것으로 보는 기존 해석은 

정념 치료법과 5부 후반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정서의 인식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스피노자의 언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리학』 5부 정리 2와 3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서와 외적 

원인의 분리, 정서와 다른 관념의 결합이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정서에 

대한 공통 개념의 형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이러한 인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서를 더 이상 외부의 사물에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정서로 이해하게 된다. 공통 개념이 보편 법칙에 대한 것인 만큼, 

이러한 인식은 보편 법칙을 통해서 나의 정서와 나아가 나의 개별성을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서 치료법에서 보편과 개별만이 아니라 외부와 내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한 정념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정서가 내 

신체나 우리 자신의 정신보다 외부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정서 치료는 이러한 인과 관계에 대한 변경을 수반해야 한다. 정서 

치료가 보편 법칙에 의한 정서 인식에 머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부분들을 규제하는 법칙들이다. 정서 치료란 그 

법칙들을 통해서 정서의 ‘일부’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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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이다. 이로써 우리는 『윤리학』 5부 정리 3의 

‘관념의 관념’을 통한 정서 치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관념의 관념’과 

‘관념’이 단지 수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념의 관념은 자기 인식/의식이며, 이러한 자기화 과정을 

통해 정서를 치료할 수 있다.207  

                                    
207 본 논문의 2부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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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 

 

 서구 사상사에서 구원(salvation)은 오래되었지만 늘 언급되는 주제다. 

구원은 유한성의 극복이며, 죽음에 대한 재사유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 당대의 사상가들은 전형적인 두 

가지 답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것이다. 기독교의 약속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보인다. 영혼은 불멸하며, 그 덕분에 사후에도 

개체성은 사라지지 않고, 함께했던 이들과의 인연은 이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철학적 구원의 길이 있다. 범신론자 부르노의 영원성에 대한 

서술에 의하면, 유한한 인간은 보편적인 Nous로,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 

모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사후에 영원성을 획득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개체성을 잃어버린다. 

 구원과 영원성은 스피노자의 사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그의 첫 

저서 『지성개선론』은 최고의 선과 영원한 기쁨을 찾으러 나서겠다는 

결단에서 시작한다. 그의 주저 『윤리학』의 결론도 정신의 자유와 지복, 

즉 인간 정신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지복이나 

영원성에서 종교적인 함의를 박탈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재전유하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사후 세계나 영혼의 불멸성은 민중의 일반적인 신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다. 208  비록 내세에 대한 믿음이 민중의 삶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스피노자의 방식은 범신론자의 노선과도 구별된다. 개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가운데 영원한 어떤 것이 남는다.” 209  영원의 

관점에서 개체성이 보편자의 형태로 완전히 흩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영원성이란 무엇인가? 유한한 개체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스피노자의 영원성과 개체성 개념을 해명하고자 한다. 

                                    
208 E5P41S 
209 “ejus aliquid remanet, quod aeternum est.” (E5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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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에게 영원성이란 무엇보다도 필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원성 

혹은 필연성이 어떻게 구원과 연관될 수 있는가? 이번 장에서 우리는 

철학적 구원이 영원성 자체가 아니라 영원성에 대한 의식이며, 이는 

개체의 독특한 본질 개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저작에 나타난 영원성 개념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 다음, 

『윤리학』의 영원성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영원성에 대한 『윤리학』 1, 

2부의 논변과 5부의 논변을 구별하고, 두 논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영원성과 구원, 그리고 이 개념들에 의해 조명되는 

개체적 본질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다.  

 

 1) 영원성에 대한 존재론적 논변 : 『윤리학』1부와 2부 

   

(1) 영원성의 정의: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 

 

 영원성은 스피노자의 초기 저작에서 부차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210 

가령『소론』에서 영원성은 통일성, 불변성 등과 함께 신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외적 특성들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적 사유」, 

「편지 35」 이후 영원성은 통일성, 불변성과 달리 신의 내적인 성질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승격한다. 신의 본질은 그 존재를 함축하기 때문에,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때 영원성이란 ‘신의 필연적 존재’를 

지시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영원성의 의미가 『윤리학』에 이르러 다시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과 달리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이 언급된다. 인간의 

본질은 영원한 진리이며(E1P17S), 신체가 파괴되어도 우리 정신의 어떤 

영원한 것이 남는다(E5P23).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E5P23&S).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이 영원하며(E5P39), 

                                    
210 Jaquet(1997), pp.20-52. 영원성 개념의 지위와 그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탈 자케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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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영원한 부분은 지성이고 그것은 사유의 영원한 양태이다(E5P40). 

이 인용들은 인간의 영원성에 대한 서술이지만, 스피노자에게 인간이 

다른 유한자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출난 개체가 아니며 모든 개체가 

정신을 가진다는(animata)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위의 언급들에서 

스피노자가 인간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유한한 개체 일반의 영원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한한 개체가 과연 영원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에게 유한성이란 

그 자신보다 더 큰 역량일 지닌 것이 있으며, 다른 사물들에 의해 

한정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한 개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 하고 내적인 원인에 의해 파괴되지 않지만, 아무리 큰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보다 더 강한 개체를 만날 수밖에 

없다(E4Ax). 따라서 유한한 개체는 항상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고, 

실제로도 필멸하는 존재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윤리학』에 제시된 

영원성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윤리학』 1부 정의 8: “나는 영원성을, 존재가 오로지 영원한 

사물의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의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한다.”(Per aeternitatem intelligo ipsam existentiam, 

quatenus ex sola rei aeternae definitione necessario sequi concipitur.) (인용자 

강조) 

 

 신 본질의 존재 함축, 혹은 신의 필연적 존재라는 영원성에 대한 이전 

저작의 정의가 『윤리학』에서 수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윤리학』 1부 정의 8이 

영원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211  이들은 정의 8이 

정의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형식 요건을 위배하고 있다고 본다. 

스피노자는 영원성을 정의하기 위해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211 Gueroult, Dieu I, p.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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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피정의항을 정의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필연적 존재’라는 영원성에 대한 실질적 정의는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이 ‘정의’는 다만 그러한 영원성 개념을 어떤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목적 정의를 

지양하고 실질적 정의를 강조하는 스피노자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게루의 해석에 의하면 이 정의는 실질적 정의이지만, ‘신의 

필연적 존재’라는 이전 정의의 반복이다. 212  다만 이전과 달리 이 

정의에서 ‘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사소한데, 왜냐하면 그 존재가 본질(정의)에 함축되는 존재자는 

오직 신뿐이므로, 그 존재가 정의로부터 따라나오는 “영원한 사물”은 

결국 신을 지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성은 여전히 ‘신의 

필연적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은 이 

정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 게루의 해석은 개체의 영원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정의 8에 포함되지 않은 영원성 개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반면 마트롱은 정의 8을 영원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 정의로 

본다. 213  그는 정의 8의 라틴어 번역을 문제로 삼는다. 게루는 “사물의 

존재가 ‘바로 그’ 사물의 정의에서 따라 나온다”고 번역했다. 그런데 

라틴어에는 영어와 달리 관사가 없으므로, 다른 방식의 번역이 가능하다. 

게루처럼 정관사를 붙여서 사물의 존재는 ‘바로 그’ 사물의 정의에서 

따라나온다(sequi)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부정관사를 붙여서 사물의 

존재가 ‘어떤’ 사물, 즉 ‘다른’ 사물의 정의에서 따라나온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 전자의 번역에 의하면 정의 8은 신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번역에 의하면 정의 8은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유한한 개체의 존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영원한 

                                    
212 게루 및 상당수 영미권 연구자들이 이를 지지한다. 
213 Matheron(1972),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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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신의 본질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체 혹은 개별 양태의 영원성이란 그것의 존재가 신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나온다고 생각되는 한에서의 그 존재를 

뜻한다.214 

마트롱의 독해에 따르면, 유한한 개체도 특정한 맥락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 기존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윤리학』은 

여전히 영원성을 ‘필연적 존재’로 정의한다. 215  하지만 이 새로운 정의는 

‘필연적 존재’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확장한다. 신은 그 본질이 

존재를 함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만, 개체는 그 존재가 신의 

본질에 함축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체는 

영원하다고 말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반의 지적처럼 스피노자는 정의 8에서 영원성을 

“-라고 생각되는 한에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216  그러므로 첫째, 

영원성은 “존재”에 대한 것이다. 둘째, “생각되는 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개체가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영원성은 

존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개체의 영원성이 의미하는 바를 

                                    
214 게다가 이러한 해석은, 피정의항이 정의항에 들어간 오류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스피

노자가 정의하는 영원성은 개체의 영원성이고, 정의항 속에 들어가 있는 영원성은 신의 

영원성이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개체의 영원성을 그것과는 구별되는 신의 영원성에 의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된다. 
215 우리는 E1Def8 에 근거하여, 스피노자의 영원성 개념을 필연적 존재로 해석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필연성과 영원성을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도 이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필연성 혹은(sive) 영원성”(E1P10S), “모든 것이 신의 본

성의 필연성에서 따라나온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의 영원한 법칙들과 규칙들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E4P50S), “영원의 혹은 필연의 동일한 측면에서(sub eadem 

aeternitatis, seu necessitatis specie)”(E4P62D)) 그런데 이러한 해석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해

석이 있다(Moreau(1994), pp.504-505; Parchment(2000), pp351-352 참조). 첫째, Donagan(1973)은 

영원성을 시간의 총체(sempiternity)로 해석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영원성은 “항상

(semper) 실존함”(E1P21)이며, 연장의 직접 무한 양태인 운동과 정지는 시간과 공간을 전

제하며, 정신의 일부분은 신체의 파괴 이후에도 남아있(E5P23)다. 둘째, 영원성은 시간 혹

은 지속의 부재다. 이 해석은 첫 번째 해석과 달리 영원성을 무한정한(indéfinie) 지속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영원성이 지속에 의해 정의될 수 없도는 스피노자의 언급들

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E2P44C2, E5P23S) 하지만 우리는 이 두 해석 실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지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216 Savan(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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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존재에 대한 여러 방식의 이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실존의 두 의미 

  

스피노자는 유한한 개체의 존재 혹은 실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여기서 나는 실존을 지속으로, 즉 추상적으로 그리고 일종의 양으로 

이해된 실존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실존의 본성 자체에 

대하여, 즉 신의 본성의 영원한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무한히 많은 사물들이 따라나오기 때문에 독특한 사물에 부여되는 

실존의 본성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독특한 

사물들이 신 안에 있는 한에서 그것들의 실존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독특한 사물들 각각이 다른 독특한 사물들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실존하도록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독특한 사물들이 

실존하는데 있어 보존하는 그 힘이 신의 본성의 영원한 

필연성으로부터 따라나오기 때문이다.”(E2P45S)  

 “우리는 사물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현실적(actualis)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사물들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존하는 한에서 

그것들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들이 신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나오는 한에서 그것들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에 따라 참으로 혹은 실제적(realis)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2부 정리 45와 그것의 주석에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영원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념들은 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을 함축한다.”(E5P29S)  

 

 실존은 두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E2P45S에 의하면 실존은 특정한 

양으로 측정된 지속 시간을 의미할 수 있고, 신의 본성으로부터 따라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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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자의 이해는 일종의 추상이다. 

그렇다면 후자의 실존만이 실제적이며 전자의 실존은 실제의 왜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17  하지만 이는 추상적 양에 대한 

비판 218이지 지속의 실재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지속은 그 자체로 

실제적이다. 219  가령 두 번째 인용문에서 스피노자는 사물의 현실적 

실존을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시간 연관 속에서 파악된 

사물의 실존이며, 또 하나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된 사물의 실존이다. 

이 두 방식은 모두 사물의 현실성에 대한 참된 두 이해 방식이다. 220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의 실존 이해는 앞서 검토한 영원성의 정의와 

일치한다. 221  지속과 구별되는 현실적 실존 혹은 영원성은 신과의 

내재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된 개체의 실존이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현실적 실존’을 지속, 그리고 영원성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의 존재 이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그것은 지속과 구별된다. 지속이 시간 연관 속에서 파악된 존재 

개념이라면, 이것과 구별되는 현실적 존재는 비시간적 개념이다. 우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개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Kneale은 영원성이 필연적 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존재를 동시적 전체(tota simul)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222 

                                    
217  예를 들어 Parchment 은 E2P30 을 근거로 지속이 실존에 대한 상상적 이해라고 본

다.( Parchment (2000), p.375)  
218 E1P15S 
219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지속의 실재성에 대해선 Prelorentzos, Yannis(1996). Temps, Durée Et 

éternité Dans L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 De Descartes De Spinoza / Yannis Prelorentzos. Paris: 

Presses De L'Université De Paris Sorbonne을 참조.  

 
220  “두 번째 방식에 따라 참으로 혹은 실제적(realis)으로 생각되는 것들”라는 스피노자의 

서술은 후자가 참이라는 것이지, 전자가 상상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221 영원성은 신의 ‘정의’에서 필연적으로 따라나온 것으로 생각된 존재라면, 이 현실적 존

재는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나온 존재다. 스피노자가 정의, 본성, 본질을 대개 

교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두 정의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22 Kneale, M. (1968). “Eternity and sempiternity”, 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pp. 

223-238). Harrison & Son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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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사유에서 모든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하는 것이다.223  따라서 실현되지 않고 가능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자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자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특정 시점이나 지속 시간을 배제할 때, 혹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 모두는 동시에 모두(tota simul) 존재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  

 

(3) 영원성: 신의 속성에 함축된 존재 

  

“실존하지 않는 독특한 사물이나 양태에 대한 관념은 독특한 

사물이나 양태의 형상적 본질이 신의 속성에 함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의 무한한 관념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E2P8, 인용자 강조) 

 “따라서 독특한 사물들이 신의 속성들에 포함되어 있는 한에서 

실존하는 동안, 그들의 표상적 존재, 즉 그들의 관념들은 신의 무한한 

관념이 실존하는 한에서 실존한다. 224  반면 독특한 사물들이 신의 

속성들에 포함되어 있는 한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지속한다고 말해지는 

한에서 실존할 때, 그들의 관념들도 지속된다고 말해지는 실존을 

함축한다.”(E2P8C)      

 

 스피노자는 ‘지금, 여기’에 실존하지 않는 독특한 사물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지속과 구별되는 ‘신의 속성에 함축되어 있는 

한에서의 실존’이다. 이러한 실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도너간(Donagan)과 사반(Savan)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형상적 

                                    
223 이러한 해석이 스피노자의 사유에 가능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비판(Hardin(1978), 김익

현(2000))이 있다.   
224  우리는 이중 부정을 긍정으로 의역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Hinc sequitur, quod, 

quamdiu res singulares non existunt, nisi quatenus in Dei attributis comprehenduntur, earum esse 

objectivum, sive ideae non existunt, nisi quatenus infinita Dei idea exis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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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formal essence)225이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 개념을 “현실적 

혹은 주어진 본질”(actual or given essence)226과 구별하고, 개체의 영원성이 

형상적 본질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도너건에 의하면 형상적 본질이란 

개체의 내적인 구조, 혹은 개체가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내적인 

정합성이다. 개체의 ‘현실적 혹은 주어진 본질’은 이러한 내적인 구조가 

그것의 외적 환경에 의해서 시공간 속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이때 형상적 

본질은, 가령 삼각형의 정의가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시공간 상에서가 아니라 일종의 참된 명제로서 존재한다.227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여기서 ‘형상적 본질’은 ‘현실적 혹은 

주어진 본질’이 아니라 ‘표상적 존재’와 대비되고 있다.228  형상적 본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즉 실재(res)가 아니다. 그런데 신은 이 본질에 

대한 관념, 즉 ‘표상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 관념은 개체가 지속하기 

시작하거나 파괴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신 안에 영원히 있다. 한 개체의 

영원성이란 그것의 형상적 본질이 신의 속성에 함축되어 있음을, 따라서 

신 안에 이에 대한 관념(표상적 존재)이 필연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의 속성에 함축되어 있는 한에서의 존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피노자는 실존의 다의성을 말한 『윤리학』 2부 정리 8의 

주석에서 도형의 예를 제시한다.229  

                                    
225 『윤리학』에서 형상적 본질이라는 용어는 E1P17S, E2P8, E2P40S2에서 사용된다.  
226 E3P7, E4P4 
227 모로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본질이 영원하다”라는 표현

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만 “본질은 영원 진리이다.”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본

질에 대한 관념은 하나의 사물이며, 영원하다. (Moreau(1994), p.511) 
228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형상적 본질’과 ‘현실적 혹은 주어진 존재’를 대비한 적이 

없다. 『윤리학』 1부 정리 17에서 ‘형상적 본질’은 ‘표상적 존재’와 구별된다. “반대로 사

물들의 진리와 형상적 본질은 그러한데, 왜냐하면 그 본질은 신의 지속 속에서 표상적으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229 그리고 이 수학적인 예는 영원성에 대한 논의(E5P21D)에서 참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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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에 두 직선 (D와 E)이 있고 이 둘은 한 점에서 교차하고 있다. 각 

직선은 교차점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직선의 나뉜 두 부분의 

길이의 곱은 다른 직선의 두 부분의 곱과 항상 같다. 이 예가 지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신의 무한한 관념, ‘지금 여기’ 존재하는 사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은, 각각 원에 대한 관념, 원 안에 그려진 두 

직선, 그리고 원 안에 그려질 수 있는 직선들에 상응한다.  

 원 안에 그려질 수 있는 모든 직선들, 그리고 두 부분의 길이의 곱과 

같은 성질들은 원의 정의에서 연역된다. 그러므로 지금 그려져 있지 않은 

직선들도 원의 정의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의 

속성 안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도 함축되어 있다고 일컬어 

질 수 있다. 이를 스피노자의 표현으로 옮기자면 “독특한 사물들은 신의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에서 실존한다.”  

 우리는 앞서 영원성이란 공시적 관점에서 그 사물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거기에 우리는 수학적인 예를 통해 이를 보다 비시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수학적 대상으로부터 그것의 모든 

성질을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모든 존재자들을 

신의 본질(속성들)로부터 모두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시간과 무관하게 유한한 개체들을 신의 한 필연적 한 성질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을 의미한다.   

 

2) 인간 정신의 영원성 

  

(1) 인간 정신의 영원성에 대한 인식론적 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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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까지 『윤리학』 1부와 2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체의 

영원성을 신과의 내재적 관계에서 이해된 필연적 존재로 이해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인식론적 논변’ 230 이라는 반론에 부딪친다. 이 

반론에 의하면 『윤리학』 5부의 영원성은 『윤리학』 1, 2부의 

영원성과는 달리 인식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론적 논변의 

대표자인 앨리슨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윤리학』 5부 정리 31의 

주석에서 찾는다. “우리는 정신이 사물들을 영원의 측면에서(sub specie 

aeternitatis) 인식하는 한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앨리슨은 

이 문장을 정신의 영원성에 대한 정의라고 간주한다. 정신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인식을 할 때만 영원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성이란 인간 정신의 존재(being) 자체가 

아니라, 인간 정신이 진리를 획득하는 인식작용 (knowing)을 지시한다는 

해석이다. 

 존재론적 영원성과 인식론적 영원성의 성질은 다르다. 존재론적 

영원성은 “시간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개념에는 “이전과 

이후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이 아담보다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원의 정의가 아담보다 오래 지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반면에 인식론적 영원성에는 더와 덜, 이전과 

이후의 구별이 나타난다. “정신이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참된 인식을 

할수록 정신의 더 많은 부분이 영원하며” 231 , “현자는 무지자보다 그 

정신의 더 많은 부분이 영원하다.”232 ‘두’ 영원성은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앨리슨은 이 두 영원성 개념이 서로 

                                    
230  영미권 연구자들은 영원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영원성에 대한 존재론적 논변은 존재의 여러 의미 중 하나가 영원성이라는 해석이다. 반

면 인식론적 논변은 영원성이 실제 우리 존재의 영원성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인식한 

상태를 지시한다는 주장이다. 존재론적 논변의 지지자에는 Maton, Savan, Parchment이 있다. 

베넷과 컬리는 『윤리학』 5부에서 스피노자가 존재론적 논변과 인식론적 논변을 함께 펼

치고 있으나, 이들이 서로 비정합적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앨리슨은 스피노자가 5 부에서 

오로지 인식론적 논변만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식론적 논변의 주된 주장과 근거는 

Curely(1969), Bennett(1984), Allison(1990)을 참조하였다. 
231 E5P38&39 
232 E5P4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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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 영원성 개념에 상호 모순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앨리슨의 주장과 달리 『윤리학』 5부에 인식론적 영원성과  

존재론적 영원성 개념이 함께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가령 『윤리학』 5부 정리 23에 의하면 “신체가 파괴되어도 

우리의 정신에서 어떤 영원한 것이 남는다.” 이는 명백하게 존재론적 

영원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리의 증명에 의하면 “(신 안에 있는) 

인간 신체의 본질에 대한 관념은 인간 정신의 본질에 속한다.”233 맥락상 

이 문장의 의미는 신체 본질의 관념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 정신의 본질 

또한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앨리슨이 인식론적 영원성에 대한 

정리로 간주하는 5부 정리 31은 그 증명에서 이러한 정리 23을 참조하고 

있다. 적어도 형식 논리상 존재론적 영원성에서 인식론적 영원성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앨리슨은 존재론적 영원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서술을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위 구절은 

“인간 정신이 자신의 신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34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의 신체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념을 갖는 한에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235  

 

(2)  즉자적 영원성과 대자적 영원성 

 

 인식론적 영원성 논자들의 주장처럼, 존재론적 영원성과 인식론적 

영원성은 구별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영원성만이 참된 영원성이어야 

하는가? ‘두’ 영원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윤리학』 

                                    
233 E5P23Dem 
234 Allison(1987), pp.170-172 
235 하지만 은유로 해석하기에는 실제적 영원성을 명백하게 말하는 텍스트들이 있다. “신

체가 파괴되어도 정신의 영원한 부분이 남으며”(E5P23), “현자는 결코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E542S) 존재론적 논변의 근거로 제시되는 이 텍스트를 Joachim(1901)은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의 흔적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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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에서 영원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리 22. 신 안에 신체 본질에 대한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정리 23. 인간의 신체가 파괴되어도 인간 정신 중 영원한 어떤 것이 

남는다.(주석: 우리는 우리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  

정리 29. 정신의 영원의 측면에서의 모든 인식은, 영원의 측면에서 

자기 신체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온다.(주석: 사물의 현실성은 

두 가지(지속, 영원)로 이해될 수 있다.)   

정리 30. 자기 신체를 영원의 측면에서 인식하면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신에 내재한다는 것을 안다. 

정리 31. 제 3종 인식의 형상적 원인은 영원한 한에서의 정신이다.    

 

 5부의 영원성에 대한 논의는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정리 22, 23은 우리 

자신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고, 정리 29, 30, 31은 영원성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논의이다. 전반부 부분의 논지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개별 

신체의 본질에 대한 관념은 신 안에 존재하는데(P22), 그 관념은 정신의 

본질에 속한다(P23D). 따라서 우리의 정신에서 어떤 것(aliquid)은 

영원하다(P23). 236  스피노자는 우리 자신의 영원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원성을 느끼고 경험한다(P23S). 즉 

전반부는 우리 자신의 영원성에 대한 선험적 증명과 후험적 증명이다. 

반면 후반부 논지는 이렇다. 우리의 비시간적인 대상 인식은 자기 인식에 

의존하는데(P29), 이러한 자기 인식은 신에 대한 인식이며 동시에 신에 

의한 자기 인식이다(P30). 우리의 정신은 이러한 인식을 하는 한에서 

영원하고, 이러한 영원한 정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식의 

                                    
236 이 증명에서 스피노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사물”에 대한 논

변(E2P8C)을 활용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우리의 개별 신체의 본질에 대한 관념이 신의 관

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에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관념은 지속과 구별되는 

방식, 영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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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적 원인이다(P31). 이렇게 후반부는 ‘인식론적 논변’의 주장처럼, 우리 

자신의 영원성 그 자체보다 인식에 의해 규정되는 영원성을 서술하고 

있다. 

 영원성에 대한 전반부 논의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정리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안에는 이 혹은 저(hujus, & illius)237 

인간 신체의 본질을 영원의 측면에서 표현하는 관념이 필연적으로 

있다. 

 증명: 신은 이 혹은 저 인간 신체의 실존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의 원인이기도 하며(E1P25에 의해), 따라서 (E1Ax4에 의해) 인간 

신체의 본질은 신의 본질 자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것은 (E1P16에 의해)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한 것이며, 이 개념은 

(E2P3에 의해) 신 안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우리 신체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관념, 즉 우리 정신의 존재론적 

                                    
237 스피노자는 ‘이 혹은 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그는 신체의 독특한 본질에 대

해 말하고 있고, 이 본질 개념과 영원성을 연관시키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스피노자의 

영원성 개념이, 범신론자들의 것처럼 개체성의 극복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령 

Hampshire 에 따르면, “내가 참된 인식을 획득하는 한에서, 개별 사물로서 나의 개체성은 

사라지고 나의 정신은 사유 속성에서 인식된 신 혹은 자연과 합일하게 된다.” 

(Hampshire(1951), p.175) Curley(1988, pp.84-86), Nadler(2002, p.243)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 2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피노자는 영원성 개념이 개체성

에 반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는 스피노자의 자연학과도 일치한다. 스피노자의 

자연학에 의하면 신체의 독특한 본질은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이며, 이 관계에 의

해 개체들은 서로 구별된다. 이 관계는 비시간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영원성

은 기억이나 상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인격적(impersonal)이지만, 이것이 개체

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 자체는 변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개체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케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피노자의 영

원성은 인격적이지도, 비인격적이지도 않지만, 특수한(particulière) 것이다.”(Jaquet(1997), 

p.97) 

 그리고 E5P40S 은 영원성과 개체성의 양립 가능성을 지지한다. “우리의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 사유의 영원한 한 양태이며, 이는 다른 사유의 영원한 양태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또 다른 양태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무한히 계속된다. 그리고 이 모든 양태들은 신의 영

원하고 무한한 지성을 구성한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정신의 영원성과 더불어 그 정신들

의 상호 결정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결정은 각 정신 간의 상호 구별을 전제

하는 것이다. 즉 영원한 정신들은 서로 구별되며, 따라서 영원성이 개체성을 완전히 해체

하는 것은 아니다.   



 148 

영원성은 인과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정리 22에 의하면 신체의 

본질에 대한 관념은 신 안에 있다. 이 정리는 간단히 증명될 수 있다. 

E1P15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그는 E1P25, E1Ax4, E1P16에 기대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리들과 공리는 모두 인과 관계에 대한 것이다. 238 

따라서 스피노자가 이 증명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바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신체의 독특한 본질은 신으로부터 따라나오며(sequi), 그러므로 그 

본질에 대한 관념이 신 안에 있다. 이와 같이 영원성은 개체와 신과의 

인과 관계에 의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따르는 정리 23에서 정신의 영원성이 본격적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정리 22에 의해서) 신의 본질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aliquid)이며,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 이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영원할 것이다.”(E5P23D)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 어떤 것’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신체의 본질에 

대한 관념이 어떤 실재(어떤 것)인데, 그것이 신의 본성으로부터 

따라나왔다는 점, 혹은 그것이 신의 본질에 의해 인식된다는 점에서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검토한 영원성에 대한 정의를 상기시킨다. 

이 정의에 의하면 어떤 사물의 존재가 영원한 사물(신)의 본질로부터 

따라나오는 한에서, 그 사물은 영원하다고 말해질 수 있다. 『윤리학』 

5부 정리 22와 23의 영원성은 1부의 영원성 정의와 합치한다. 다시 

말해서 1부의 존재론적 영원성 개념은 5부에서 승계되고 있다.  

 반면 후반부 논의는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다룬다. 

                                    
238 신은 사물들의 실존과 본질의 작용인이고(E1P25), 결과에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

식에 의존하고 함축하며(E1Ax4),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들이 무한한 방식으로 

따라나온다(E1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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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롱의 지적처럼 정리 29에서 영원성에 대한 관점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239  

 

 정리 29: 영원의 측면에서 정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을, 정신은 

신체의 현재의 현실적 실존을 파악한다는 것 에서가 아니라, 신체의 

본질을 영원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는 것으로부터 인식한다.  

 증명: (a) 정신은 그것이 자신의 신체의 현재적 실존을 파악하는 

한에서 시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지속을 파악하고, (E5P21과 

E2P26에 의해서) 오로지 그러한 경우에만 사물들을 시간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역량을 갖는다. 그런데 (E1Def8 & Expo에 의하여) 영원성은 

지속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은 이 경우에 사물들을 

영원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b) (E2P44C2에 의해) 사물들을 영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하며, 또한 (c) (E5P23에 의해) 신체의 본질을 

영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신의 본성에 속하며240 ,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E2P13에 의해서) 어떤 것도 정신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물들을 영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 역량은, 

오로지 정신이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한에서 

정신에 속한다.  

 

증명에서 세 가지 인식이 나열된다. 신체의 현재적 실존을 파악하는 

한에서의 정신의 인식(a), 이성의 인식(b),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에서의 정신의 인식(c)이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 두 가지 

경우”(hacek duo)만이 정신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경우가 무엇을 지시하는가? 들뢰즈는 이들 (a), (b), (c)가 각각 1종, 2종, 

3종의 인식에 상응한다고 보고, 이때 2종(b)과 3종(c)의 인식만이 정신의 

                                    
239 정리 29에 대한 이하의 논의는 Matheron(2000), Sur la doctrine spinoziste de l’éternité(II), 

D.A.T.A, pp.1-37을 참조한 것이다. 
240 “ad Mentis naturam etiam pertinet Corporis essentiam sub specie aeternitatis conci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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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241  이 해석은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제 1종의 인식을 정신의 활동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합한 

관념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한다. 242  게다가 들뢰즈의 해석은 정리 29의 

결론과 합치하지 않는다. 결론에 의하면 “오로지”(non, nisi quietus) 정신이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한에서 사물들을 영원의 

측면에서 파악(c)하는 역량이 정신에 속한다. 들뢰즈의 해석처럼 (c)가 3종 

인식이라면 3종 인식만이 정신에 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들뢰즈의 주장과 

달리 2종 인식도 정신의 본질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마트롱처럼 “이 두 가지 경우”늘 (a)와 (c)로 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a)와 (c)는 1종 인식과 3종 인식이 아니라, 신체의 현재적 

실존을 파악하는 한에서의 정신의 인식(a)과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에서의 정신의 인식(c)이다. 그렇다면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모두 (c)에 

속한다. 2종 인식 또한 정신이 ‘자기 자신의 신체의 독특한 본질을 

파악’하는 한에서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리 29와 그 증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다. 신체의 현재적 실존을 파악하는 한에서의 

정신의 인식(a)과 신체의 본질을 영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한에서의 

정신의 인식(c)는 모두 정신의 본질에 속하는데, 사물들을 영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역량은 오로지 후자에 속한다.  

 우리는 여기서 (c)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 주목한다. 스피노자는 신체의 

본질에 대한 관념 그 자체(정리 23)가 아니라, “신체의 본질에 대한 

파악”(Corpora’s essential concierge)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전자가 정신의 

본질이 하나의 관념 임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관념을 갖는 것, 즉 인식 

활동을 지시하고 있다. 마트롱의 표현에 따르자면 우리 자신의 즉 자적 

영원성에서 우리 자신의 대자적 영원성에 대한 논의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리 29의 증명은 정리 23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증명은, 우리의 정신의 본질이 이미 영원한 관념이므로 우리가 우리 

                                    
241 들뢰즈(2002), 413쪽 
242 “정신의 본질은 적합한 관념과 부적합한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E3P9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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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의 본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을, 즉 우리 자신의 영원성을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정리 29는 영원의 

측면에서의 모든 인식(대상 인식)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 

인식(자기 인식) 때문에 가능함을 말한다.  

 존재론적 영원성(즉 자적 영원성)은 인식론적 영원성(대자적 영원성)의 

근거이며, 자기 인식은 대상 인식의 근거다. 영원성에 대한 후반부 논의는 

자기 자신의 영원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원성을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신에 대해 인식하고(E5P30), 그 다음 외부 

대상들의 영원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E5P31). 그런데 자기 인식, 신 

인식, 대상 인식은 영원성과 관련하여 별개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영원성이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 필연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의 영원성에 대한 이해란 자기 자신을 신과의 내적인 

인과 관계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개체성을 통한 신에 대한 인식이고도 하다. 그리고 외부 대상에 

대한 적합한 인식도 이러한 자기 인식과 구별되지 않는다. 정리 29에서 

볼 수 있듯이, 영원의 측면에서 대상 인식은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신, 대상의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란 

자신 안에서 신적 필연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자신 안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영원성 개념의 관계는 윤리적 문제가 된다. 신 안에 

있는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은 참된 관념이다. 이 관념이 곧 나의 정신이고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정신은 이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이미 참된 관념이라는 점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한 참된 관념들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우리는 공통 개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참된 관념들의 수를 늘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신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보다 더 인식하는 

것이며, 본래적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영원성은 본래적 자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즉자적 



 152 

영원성(E5P21, P22, P23)에서 대자적 영원성(E5P29, P30, P31)으로의 이행은 

스피노자 윤리학의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3) 개체의 영원성, 자기 인식, 그리고 개체성. 

 

 스피노자는 『윤리학』 1부 정의 8에서 영원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한한 개체의 영원성은 필연성인데 그 필연성의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정신의 영원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성에 대한 앎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철학적 구원은 나에 

대한 관념들을 늘리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또 신이 인식한 나의 본질, 

곧 본래적 자기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때문에 들뢰즈는 

이와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신 안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되찾는다.” 243  그런데 이 자기 인식은 우리가 

지속하는 동안만 가능하다. 244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체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서만 신체의 본질에 대해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본질이 ‘지금 여기에서 투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충만하게 향유할 것이다. 245  지속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지난한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개 

과정이자 심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영원성을 필연성과 필연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스피노자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의 기억, 상상은 필연적이지만 

이것들은 나의 죽음 후에 사라진다. 나의 죽음 후에는 나의 ‘일부만이 

영원한 것으로 남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진다는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상상과 기억과 같은 부적합한 관념들은 우리가 아니라 신의 

                                    
243 들뢰즈(2002), 416쪽 
244 EVP39 
245 마르롱, 『개인과 공동체』, 8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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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볼 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관념들의 

일부로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억과 상상은 

나에게 고유하지 않고, 영원 하지도 않다. 그것은 외적 관계들의 필연적 

상호 작용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필연적이지만, 각 개체에 

고유하고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있다. 라이프니츠처럼 

가능 세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구별이 존재하며 246 , 이는 

스피노자가 외적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개체의 고유한 본질적 부분을 

전제하고 있다는 근거다. 스피노자가 개체적 본질 및 그 관념에는 다른 

개체에 의한 변용이나 외적 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체적 본질의 이러한 부분은 각 개체의 영원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개체가 전체에 용해되는 것을 막아주며 개체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게 해주는 실제적인 것이다. 영원성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 속에서, 스피노자의 개체의 본질 개념은 흔히 이해되는 방식의 

본질 주의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비관계적 실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246 라이프니츠에 대한 초본질주의(superessentialism) 해석은, 라이프니츠에게서 본질적인 성

질과 비본질적인 성질의 구별이 없다고 본다. 현실 세계에서 개체의 어떠한 성질도 그것

이 없으면 개체가 바로 그 개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 성질과 비본질적 성질의 구별

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 세계 간의 개체 

동일성 (trans-world indentity)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에 따라 본질적인 성질과 비본질적인 

성질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Adam(1994), Chap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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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종 인식과 자기의식 

 

 스피노자는 초기작 『지성개선론』에서 진정한 좋음(verum bonum)과 

최고의 기쁨을 찾겠다는 결심을 밝힌다.247 그에 따르면 이 목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완전성에 도달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지성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이므로, 지성의 치료와 정화가 필요하다.248 

이러한 기획은 『윤리학』에서 보다 원숙하게 표현하고 있다. “삶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지성 혹은 이성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perficio)이며, 

오로지 이것에 지복이 있다. 지복이란 신의 직관적 인식에서 발생하는 

영혼의 만족 자체(ipsa animi acquiescentia)에 다름 아니다.” 249  지성을 

교정해서 지적 직관 혹은 3종 인식에 이르는 것, 여기에 스피노자가 

생각한 최고의 행복이 있다. 우리의 본질인 코나투스에는 이 행복에 대한 

욕망이 내재해 있다.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의 노력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려는 노력이고, 게다가 이해하려는 노력(conatus 

intellignedi) 250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하기를 욕망할 

뿐만이 아니라, 더 탁월한 방식으로 인식을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정신의 코나투스는 3종의 인식을 향한다.251  

 스피노자는 『윤리학』 2부의 일련의 정리에서 인식의 종류를 정의하고 

구별하지만, 3종 인식의 우월성(praestantia)과 유용성(utilitas)에 대한 

논의를 5부 이후로 연기한다. 252  3종 인식은 정신의 영원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5부의 한 정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의 영원성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강인함(animositas)과 

                                    
247 TIE, 1 
248 TIE 16 
249 E4App4 
250 E426Dem 
251 E5P25 
252 E2P4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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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함(generositas) 과 같은 능동적인 정서와 253  올바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254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의 

차원과 공동체 차원에서 올바른 삶의 방식이 2종 인식에 의해 이미 

결정될 수 있다면, 3종 인식의 효용은 어디에 있으며, 이는 영원성 문제와 

어떻게 결부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장에서는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두 인식의 인식 대상이나 인식 방법의 차이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두 인식의 정서적 힘의 차이를 부각시킬 

것이다.255 정서적 힘의 우월성에서 3종 인식의 효용성을 찾고자 한다.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정서적 힘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스피노자의 여러 

저서에서 언급되고 있다. 2종 인식은 좋은 욕망의 원천이지만, 3종 인식은 

참되고 진실된 사랑에 대한 것이다(KV 2.2).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정신의 가장 큰 만족은 3종 인식에서 기인한다(E5P27). 3종 인식은 신의 

지적인 사랑이다(E5P33). 그리고 『윤리학』 5부 정리 36의 주석에 

따르면 3종 인식은 2종 인식보다 우리의 정신을 더 촉발한다.  

 3종의 인식의 정서의 우월성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우리는 『윤리학』 

5부 정리 36의 주석을 실마리로 삼을 것이다. 이 주석에 따르면 2종 

                                    
253  “이해하는 한에서의 정신과 관련된 정서들에서 따라나오는 모든 작용들을, 나는 정신

의 힘(fortitudo)으로 보고, 이를 강인함(animositas)와 관대함(generositas)로 구별한다. 강인함

을 나는, 오로지 이성의 명령 아래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각자의 욕망으로 이해한

다. 관대함을, 나는 오로지 이성의 명령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우정으로 결합

하려는 욕망으로 이해한다.”(E3P59S)  
254 E5P41 & Dem 
255  3 종 인식에 동반하는 정서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Malinowski-Charles, 

Syliane(2004), "The circle of adequate knowledge: Notes on reason and intuition in Spinoza.", Oxford 

Stud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 Vol.I., Oxford University Press; Sandler(2005), “Intuitus and 

Ratio in Spinoza’ s Ethical Thought” , British Jou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3(I), 

pp.73-90.;Soyarslan, Sanem(2014), “From ordinary life to Blessedness: the power of intuitive 

knowledge in Spinoza’s Ethics”, in Kisner and Youpa(ed.), Essays on Spinoza’s Eth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다음은 신의 지적인 사랑에 대한 연구다. Matheron, Alexandre(1997), 

"L'amour intellectuel de Dieu, partie éternelle de l'«amor erga Deum»", Les É tudes 

philosophiques ,pp.231-248.; Melamed, Yitzhak (forthcoming). “Spinoza's Amor Dei Intellectualis”, 

In Noa Naaman (ed.), Descartes and Spinoza on the Pass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다음으로 

3 종 인식과 자기 만족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다. Rutherford, Donald,(1999) "Salvation as a 

state of mind: The place of acquiescentia in spinoza's ethics."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7(3), pp.44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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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3종 인식은 독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피노자의 이 같은 설명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3종 

인식은 우리 자신의 독특한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3종 인식은 

2종 인식보다 더 직접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러한 결론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 3종 인식의 정서적 힘이 자기 인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구별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구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두 인식의 인식 

대상이 다르다는 입장과 256  인식 방식이 구별된다는 입장이다. 257  우리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우선 인식 대상에 의해 두 인식을 구별하려는 해석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해석에 의하면 2종의 인식이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인 반면에, 

3종의 인식은 독특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  

『지성개선론』에서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이렇게 구별된다.258  

 

“3. 한 사물의 본질이 다른 사물에서 추론될 때, 그러나 부적합하게 

추론될 때, 우리가 갖는 지각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다. 우리가 어떤 결과로부터 원인 추론할 때, 혹은 어떤 

성질들이 항상 동반하는 어떤 보편자로부터 어떤 것이 추론될 때 

그렇다. 4. 한 사물이 오로지 그것의 본질을 통해서 혹은 그것의 

                                    
256 Wolfson(1958), Curley(1973), Bennett(1984), Allison(1987), Wilson(1996), Soyarslan(2013) 
257 Matheron(1969), Yovel(1989), D.Garrett(2003), Sandler(2005), Nadler(2006). 
258 스피노자는 TIE 에서 인식의 종류를 1) 소문이나 기호에 의한 지각, 2) 모호한 경험, 혹

은 지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경험에 의한 지각, 3) 추론에 의한 지각 4) 본질에 의한 지

각으로 구별한다. 그는 여기서 2 종 인식과 3 종 인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

만, 우리는 3)을 2종 인식, 4)를 3종 인식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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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인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지각될 때 우리가 가지는 지각이 

있다.” (TIE 19; G II/10) 

 

 2종 인식(3)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결과로부터 원인이 

추론되거나, 보편자로부터 보편자를 추론한다. 후자는 공통 개념으로부터 

공통 개념을 연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 즉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결과와 원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삼각형의 정의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삼각형의 여러 성질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체의 정의가 주어지면, 그 개체의 

성질들을 정의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 이때 정의 혹은 본질은 원인이고, 

성질들(propria)은 그것의 결과다.259 그러므로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함은 

성질들을 통해서 개체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체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간접적 인식이며, 모든 성질이 아니라 일부 성질에 

대한 앎이므로, 각각의 성질에 대한 앎이 적합하더라도 개체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은 아니다.  

 반면에 본질을 통한 앎이란, 즉 3종 인식(4)이란, 이러한 추론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다.260  물론 2종 인식도 어떤 

의미에서 개체에 대한 관념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류의 위험없이 추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인식은 그 자체로는 

“우리 자신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로지 

네 번째 방식(3종 인식 – 인용자)만이 사물에 대한 적합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성개선론』에서 3종 인식은 직접적인 

앎이며 독특한 본질에 대한 앎이라는 점에서 2종 인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261   

                                    
259 “원인을 통해 결과를 인식하는 것은 그 원인의 어떤 성질에 대한 앎에 다름 아니다.” 

(TTP ch.4; G III/60) Melamed(2013), pp.107-108 참조 
260 TIE 24; G II/12 
261 『소론』에서 믿음(2종 인식)과 명석한 인식(3종 인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우리

는 두 번째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로지 이성을 통해 파악한 사물들

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지성의 확신을 통해서 아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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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윤리학』에서 3종 인식에 대한 정의다.  

 

 “앞서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각하고 보편 

개념들을 형성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통 

개념들과 사물의 성질들에 대한 적합한 관념들을 갖는 것으로부터(2부 

정리 38의 따름정리와 정리 39와 따름정리, 정리 40) 많은 것들을 

지각하고 보편 개념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을 나는 이성 그리고 

2종 인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인식(1종과 2종) 

이외에, 내가 앞으로 보여줄, 3종 인식이 있는데, 나는 이를 

직관지(Scientia Intuitiva)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인식은 신의 특정한 속성들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적합한 관념에서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나아간다.262”(E2P40S2, 인용자 

강조) 

 “3종 인식은 신의 특정 속성들에 대한 적합한 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나아간다.”(E5P25Dem) 

 

 2부 정리 40의 두 번째 주석에서 스피노자는 보편 개념을 형성하는 세 

가지 방식(감각, 기호, 이성)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이러한 두 종류의 

인식 이외”의 인식을 말한다. 3종 인식이 여타의 인식들과 ‘다른 종류’의 

인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것이 보편 개념을 형성하는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에 의하면 이는 사물들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것이다. 263 

『윤리학』 5부 정리 25의 정의에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다만 여기서 

‘형상적 본질’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을 뿐, 앞서의 정의와 유의미한 차이가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 의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를 

의식하고 향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을 명석한 인식이라고 부릅니다.”(KV 2.2; G I/55-56)  
262 Atque hoc cognoscendi genus procedit ab adaequatâ ideâ essentiae formalis quorundam Dei 

attributorum ad adaequatam cognitionem essentiae rerum. 
263 여기서 언급되는 사물들의 ‘본질’이 독특한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 2부 1

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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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는다. TIE에서와 마찬가지로 『윤리학』에서 3종 인식에 대한 

정의는 인식 대상에 따른 구별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리학』 5부 정리 36의 주석 또한 이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여기서 이 예를 통해서 내가 직관적 혹은 3종이라고 부르는 

(E2P40S2) 독특한 사물에 대한 인식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식이 내가 2종이라고 말한 보편적 인식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E5P36S) 

여기서 스피노자는 명시적으로 2종 인식과 3종 인식을 각각 “보편적 

인식”과 “독특한 사물에 대한 인식”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개체의 현실적 본질에 대한 인식이 유한한 인간에게 과연 

가능한지가 문제다. 264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지속하는 개체들에 대해서 

부적합한 인식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E2P30-31). 왜냐하면 개체의 실존과 

본질은 사물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이 인과 관계는 무한히 

확장되기 때문이다. 인식은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을 함축해야 

하는데(E1Ax4), 우리는 무한히 확장되는 이 원인들을 모두 인식할 수 

없다. 우리의 신체는 모든 인식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인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265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다른 신체의 공통적인 것만을 

적합하게 인식할 수 있다. 개체들의 독특한 본질이 서로 환원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3종 인식을 통해서 다른 개체들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획득할 수는 없다.  

 스피노자가 제시한 3종 인식의 어떤 예에서도 개체의 독특한 본질에 

상응하는 것은 없다. 266  반대로 2종 인식과 3종 인식이 동일한 내용을 

                                    
264 Garrett(2010), p.112. 
265 Allison(1987), p.107.  
266 TIE 에서 스피노자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한 사물이 오로지 그것의 본질을 통해

서 지각된다. 내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혹은 내가 영혼의 본질을 안다는 것으로부터 영혼이 신체와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렇다. 바로 이 종류의 인식에 의해서, 우리는 2 더하기 3 이 5 라는 것을, 두 선분

이 어떤 한 선분에 평행하면 이들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 등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

의 인식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적다.” 그리고 TIE에서는 2, 4, 3, 6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1, 2, 3, 6이라는 수열의 예를 제시한다. (두 비례수-수열의 예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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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경우가 있다. 가령 『지성개선론』, 『소론』, 『윤리학』에서 

공통적으로 비례수-수열의 예가 그렇다. 1, 2, 3이라는 수열에서 우리는 그 

다음의 수를 2종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유클리드의 법칙을 활용하여 

네 번째 수가 6이라는 사실을 추론해 낼 수도 있고(2종 인식), 직관에 

의해 이를 알아낼 수도 있다(3종 인식). 그런데 이 예에서 두 인식의 

결론은 모두 6이라는 수다. 즉 두 인식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획득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3종 인식이 반드시 독특한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 내용이 2종 인식과 동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수학적 예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실재하는 개체의 본질의 아니라 사고 상의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학적 내용은 신 관념에서 출발할 필요도 없으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3종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스피노자가 이 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인식이 동일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인식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사고 

상의 존재를 그 예로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인식이 동일한 

내용을 갖는 예는 수학적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신과 신체의 합일에 

대해서267, 혹은 모든 사물이 그 실존과 본질에 있어서 신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268  우리는 2 인식과 3종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종 인식은 반드시 독특한 본질에 대한 인식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3종 인식의 정의에서 독특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라는 

스피노자의 명시적인 언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마트롱의 

지적을 참조할 수 있다. 269  엄밀히 말해서 스피노자는 3종 인식을 

                                                                                           
은 Matheron, “Spinoza and Euclidean Arithmetic: the Example of the Forth Proportional” in Spinoza 

and the Sciences(1986) 참조). 다음으로 『윤리학』5부 36의 주석에서, 모든 사물들이 그 본

질과 실존에서 신에게 의존한다는 인식이 3종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 
267 TIE, 21-22  
268 E5P36S 
269 Matheron(1999), D.A.T.A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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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들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이 인식은 

독특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신 관념에서 시작하여 독특한 본질로 

“나아가는”(ad…procedo) 인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스피노자는 3종 인식을 

개별 본질에 대한 지향 과정으로 정의했다. 가령 우리는 신의 연장 

속성으로부터 운동과 정지라는 보편적 법칙을 이끌어 내고, 이 보편 

법칙들을 통해서 개체의 독특한 본질을 인식하려고 한다. 270  그러나 

우리는 개체들의 본질에 대한 인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어 

서서, 그와 유사한 개체들이 따르는 법칙들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3종의 인식은 일반성의 감소 과정 혹은 특수성의 증가 과정(généralité 

croissante, ou particularité croissante)에 의한 독특한 사물에 대한 인식이다.271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공통 개념을 통한 대상 인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두 인식은 그 과정에서 구별된다. 우선 그 출발점이 

다르다. 2종 인식은 공통 개념 혹은 사물의 성질들에 대한 적합한 

관념에서 출발하는 반면, 3종 인식은 신 혹은 속성들의 관념에서 

시작한다. 272  즉 2종 인식의 토대(fundamenta)는 공통개념이지만 273 , 3종 

인식의 토대는 신에 대한 인식이다.274  이 때문에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그 도착 지점이 공통 개념들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태를 

지시하게 된다. 2종 인식의 경우 공통 개념들 혹은 법칙들은 여러 

개체들을 동시에 지시하지만, 3종 인식에서 그것들은 한 개체의 독특한 

본질을 겨냥하는 것, 그리고 신과 한 개체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간주된다.275  

                                    
270 “자연의 사물을 조사하는 경우, 우리는 우선 자연 전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즉 운동과 정지, 그리고 그것들의 법칙들과 규칙들(자연은 항상 이를 준수하며 이들

을 통해서 계속 작용한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덜 보편적인 것들로 나아간다.”(TTP Ch.7; G III/102, 인용자 강조) 
271 Matheron(1999), D.A.T.A. n.30, p.7. 
272 E2P40S2. 
273 E2P40S1 
274 E5P20S 
275 박기순은 이러한 3 종 인식을 개체화 과정에 의해 설명한다. “우리는 종적인 진리들

(générique vérités)의 축적에 의해서 독특한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특

한 사물의 본질은 (…) 다수의 개체화들의 한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다.” (박기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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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2종 인식은 다수의 개체들을 동시에 사유하는 수단이 된다. 

반면에 3종 인식은 인식 대상인 바로 그 개체만을 신과의 관계 속에서 

사유하는 것이다. 2종 인식의 과정에서 획득한 공통 개념은 참된 

관념이므로, 우리는 이 관념을 갖는 즉시 그것이 참임을 안다. 276  공통 

개념의 참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관념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3종 

인식은 이러한 참이 참일 수 있는 근거까지 제시한다. 신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개체들을 생산하는데, 3종 인식은 이러한 생산의 구조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생산하는 방식은, 신으로부터 개체의 

본질을 이끌어내는 3종 인식의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3종 인식은 

인식이면서 실재의 생산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2종 인식은 과학적인 인식이며, 3종 인식은 형이상학적 인식이다. 

3종 인식은 2종 인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두 인식 

모두 공통적인 것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3종 인식은 개체의 

존재론적 지위를 알려준다. 개체는 신의 한 ‘부분’으로, 공통 법칙은 단지 

외적인 규제가 아니라 개체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표현하는 방식들인 

것이다. 우리는 3종 인식을 통해서 개체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277, 개체의 본질의 능산적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 

 유한한 인간의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인식 대상에 의해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인식은 출발점이 다르고, 이에 따라 도착 지점인 공통 

개념이 다른 맥락 속에 있게 된다. 3종 인식은 형이상학적 인식으로서 

과학적 인식인 2종 인식과 구별된다. 하지만 이 구별만으로는 3종 인식이 

갖는 정서적 힘의 크기는 설명되지 않는다. 정서적 힘에서 3종 인식의 

우월성을,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든 그것이 독특한 본질로부터 도출될 때 우리의 정신을 보다 더 

                                                                                           
p.143) 
276 E2P43 
277 “나는 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신과 합일할 정

도로 그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에서 있어서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혹은 완벽하게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합일이 

있고 사랑이 있다.”(KV 2.22; G I/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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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한다. 278  3종 인식이 독특한 본질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갖는 정서적 힘의 크기는 독특한 본질과 관련이 있다.  

  

2) 3종 인식의 정서적 힘과 자기인식 

 

 스피노자는 『윤리학』 5부 정리 36의 주석에서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정서적 힘의 크기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정신의 본질이 (E1P15와 E2P47S에 의해서) 그 

원리와 토대가 신인 인식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이 그 본질과 실존과 관련하여 신의 본성에서 

따라나오는지, 그리고 신에게 계속 의존하는지가 여기서 분명해진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 예를 통해서 내가 직관적 혹은 3종이라고 

부르는(E2P40S2) 독특한 사물에 대한 인식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식이 내가 2종이라고 말한 보편적 인식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1부에서 (인간 정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본질과 

실존에 있어서 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지만, 그 증명이 완전히 정당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의존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특정한 독특한 사물의 

본질 그 자체에서 이 결론이 도출될 때만큼 우리의 정신을 촉발하지 

않기 때문이다.”(E5P36S, 인용자 강조) 

 

 이 예에서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모든 것들이 신에게 의존한다’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종 인식이 2종 인식보다 

우리의 정신을 더 촉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종 인식의 비교 

우위는 2종 인식이 이 내용을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제시한 반면에 3종 

                                    
278 E5P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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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이를 “독특한 사물의 본질 그 자체”에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이 차이는 공통 개념과 독특한 본질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한한 인간의 3종 인식은 개체의 

독특한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사물의 본질’이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석의 전체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9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스피노자는 “우리의 정신의 본질”이 신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인용의 

마지막에서 스피노자는 모든 사물이 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독특한 

사물의 본질”에서 도출해냈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식 대상과 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고 이를 확대하여 신과 모든 개체들간의 의존 관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개체 일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있다.  

 자기 인식과 3종 인식의 관계는 『윤리학』 5부 후반부에서 단계적으로 

제시된다.  

 

 정리 27: 이 3종의 인식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 중 최고의 정신의 

만족(Mentis acquiescentia)이 생긴다.  

 증명: 최고의 정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E4P28), 혹은 3종 

인식에 의해 사물들을 인식하는 것(E5P25)이다. 게다가 이 덕은 

(E5P24에 의해) 정신이 이 종류의 인식에 의해 더 많은 사물들을 

인식할 수록 더 크다. 그러므로 이 종류의 인식에 의해 사물들을 

인식하는 자는 인간의 가장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며, 그 결과 

(E3Aff.Def2) 자기 자신(E2P43)과 자신의 덕에 대한 관념이 동반한 

최고의 기쁨으로 변용된다. 그러므로 (E3Aff.Def 25) 이 종류의 

인식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생긴다.(인용자 

                                    
279 들뢰즈(2002),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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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3종 인식의 논의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E2P43이다. “참된 관념을 가진 자는 동시에 그가 참된 관념을 가졌다는 

것을 알며, 이 사실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 즉 ‘안다는 것’에는 

‘안다는 것을 안다’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인식, 혹은 

사물들에 대한 3종 인식은 ‘반성적’ 앎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 27에 의하면 이러한 반성적 앎은 자신에 대한 관념을 동반한 기쁨, 

즉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만족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  

 

 정리 29: 정신이 영원한 상 아래에서 이해하는 모든 것을, 정신은 

신체의 현재의 현실적 실존을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의 측면에서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ex eo quod) 

인식한다.  

 정리 30: 우리의 정신은, 자기 자신과 신체를 영원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그가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을 안다.  

 증명: 영원성은, (E1Def8에 의해) 신의 본질이 필연적으로 그것의 

실존을 함축하는 한에서, 신의 본질 자체다. 따라서 영원의 측면에서 

사물들을 파악하는 것은 그 사물들의 신의 본질에 의해서 실제적인 

존재자로 파악되는 한에서, 달리 말해서 신의 본질에 의해 사물들의 

실존이 함축되는 한에서, 그 사물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은, 영원의 측면에서 자기 자신과 신체를 파악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안다.  

 

  정리 29에 의하면 모든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영원의 측면에서 

자신의 신체의 본질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서(ex eo quod)” 대상을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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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80  영원의 측면에서 자신의 신체 본질에 대한 파악, 즉 

자기인식이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선결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영원의 측면에서 자기 신체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정리 30의 증명에서 그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영원의 

측면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란 그 사물을 신의 본질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신과 

자신의 필연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3종 인식이란 

이러한 내재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정리 29에서 3종의 자기 

인식은 3종의 대상 인식과도 구별될 수 있다. 3종의 자기인식은 2종과 3종 

인식의 토대라는 점에서 특권적이다.  

 

 정리 31: 3종의 인식은, 정신 자체가 영원한 한에서, 형상적 

원인으로서의 정신에 의존한다.  

 증명: 정신은, (E5P29에 의해서) 영원의 측면에서 자신의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에서가 아니라면, 즉 (E5P21 & P23에 의해서) 

정신이 영원한 한에서가 아니라면, 영원의 측면에서 어떤 것도 

파악하지 않는다. 따라서 (E5P30에 의해서) 정신이 영원한 한에서, 

정신은 신에 대한 인식을 갖는데, 이는 (E2P46에 의해) 필연적으로 

적합한 인식이며, 따라서 정신은, 그것이 영원한 한에서, (E2P40에 

의해) 주어진 이 신에 대한 인식에서 따라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기에 적합하다(aptus). 즉 (E2P40S2의 정의를 볼 것) 3종 인식에 

의해 사물들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정신은 이러한 이유로 

(E3Def1에 의해) 영원한 한에서 3종 인식의 적합한 혹은 형상적 

원인이다. (인용자 강조) 

  

                                    
280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유(“parce que”(Appuhn, Misrahi))로 번역된다. 반면에 Pautrat 는 

“de ce que”, Curley는 “from the fact that”으로 번역하고 있다. “ex eo quod”는 동일한 용법으로 

TIE에서 사용되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에서(ex eo quod), 나는 무엇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TIE 22, G II/11) 즉 후자는 전자에 함축되어 있으며, 후자는 전

자의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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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31에서 ‘형상적 원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는 증명에 

의하면 ‘적합한 원인’과 동의어다.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해서 명석 

판명하게 지각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오로지 그 원인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을 때, 그 원인은 적합한 원인이라고 지칭된다. 281  따라서 

정신이 3종 인식의 형상적 원인이라는 것은, 3종 인식이 오로지 개체의 

개별 정신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음을, 같은 말이지만, 3종 인식이 정신의 

능동적 활동임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대한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원의 측면에서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에서(정신이 영원한 한에서), 우리는 신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신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원한 한에서의 정신은 3종 인식의 적합한 원인이다. 

여기서 신 관념의 획득 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2부 정리 45-47에서 우리가 신 관념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기술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각 물체나 독특한 사물의 

관념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E2P45)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고 그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E1Ax4). 신은 모든 존재자들의 원인이므로, 존재자들에 

대한 관념은 그 원인인 신을 함축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통 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신 관념을 획득할 수 있다(E2P47). 우리는 2종 

인식을 통해서 신 관념에 도달하고, 이 신 관념에서 출발해 3종의 인식을 

한다.  

 그런데 2부의 정리들과 다르게, 5부 정리 31은 신체의 본질에 대한 

파악과 정신의 영원성을 신에 대한 인식 과정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윤리학』 2부 정리 47의 주석과 연관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신의 무한한 본질과 신의 영원성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안다. (…)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공통 

                                    
281 E3D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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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서처럼 명석한 인식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인한다. 신은 사람들이 물체에 대해 상상하듯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익숙하게 보는 

사물들의 이미지에 결합시키고 있다.”(E2P47S) 

 

 신 관념은 공통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공통 개념은 상상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282 , 신은 오로지 지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283  우리 

모두는 공통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적합한 신 관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신 관념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다. 3종 

인식이 가능하려면, 신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자신 안에서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원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가 여기서 반복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영원하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원성을 느끼고 

경험하지만 284 , 영원성을 지속과 혼동하고 있다. 285  정리 30과 31에서 

“영원의 측면에서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에서” 혹은 “정신이 영원한 

한에서”, 신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회복 과정이다.  

 “정신의 본질은 적합한 관념들과 부적합한 관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E3P9Dem) 적합한 관념들은 오로지 우리의 본성에 의해 설명되지만, 

부적합한 관념들은 그 이외에 타자의 본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우리의 

본질을 적합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타자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반면에 우리의 본질에 속하는 적합한 관념들은 권리상 타자에 

대한 참조없이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질의 특정 

‘부분’을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신의 

본질 자체를 통해서 파악되는 어떤 것” 286이며,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의 측면에서 신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 혹은 “정신의 영원한 

                                    
282 E5P7Dem. “우리는 공통적인 성질들을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 또한 우리는 이

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상상한다.” 
283  Ep12. 이 편지에서 스피노자는 상상이 아니라 오로지 지성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과 상상에 의해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을 구별한다.  
284 E5P23S 
285 E5P34S 
286 E523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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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정신의 본질에서 이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모든 

존재자들은 신의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신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본질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신과 

내가 합일되어 있음을, 신의 능동적 활동이 나의 활동에 다름 아님을 

이해한다.  

 스피노자가 『윤리학』 5부 정리 36의 주석에서 3종 인식의 정서적 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정신의 본질”을 예로 제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종 인식에서 우리 자신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인식은 내재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므로, 3종 

인식의 출발점은 신 관념이면서 ‘자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3종 

인식의 토대는 자기인식이며, 따라서 모든 3종 인식은 객관적인 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나’에 의한 인식으로서 체험된다. 이러한 3종 인식의 직접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샌들러에 따르면 3종 인식은 개인적 

경험(personal experience)이기도 하다. 287  『소론』 2장의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종 인식은 추리(reasoning)에 

의한 것이지만288 , 3종 인식은 사물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것이며, 진리를 

직접 ‘보는’ 것이다. ‘향유’, ‘본다’는 표현이 지시하듯이, 3종 인식에는 

단순한 앎 이상의 차원이 결합되어 있다.  

 

3) 3종 인식과 개체의 독특한 본질 

 

 우리는 2종 인식과 3종 인식의 차이를 검토했다. 대상에 의한 구별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식 방법에 의한 논변을 지지함으로써, 3종 인식이 

과학적 인식인 2종 인식과 달리 형이상학적 인식이라는 결론을 

                                    
287 Sandler(2005). 이에 대하여 Soyarslan(2014)도 샌들러와 동일한 논변을 펼치고 있다.  
288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럴 수 밖

에 없다는 지성의 확신을 통해 아는 것이다.”(ibid.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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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냈다. 하지만 3종 인식의 정서적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3종 인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모두 보편적 인식이지만, 3종 인식은 그 

내용이 자기 인식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내적인 

체험으로 경험된다.  

 외부 개체들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속하는 영원한 ‘부분’에 한해서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온전히 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며, 동시에 신의 

‘부분’이기도 하다. 3종의 자기인식에서 우리는 나의 이 ‘부분’과 신의 

합일을 의식한다. 3종 인식에서 우리는 우리가 순수하게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낀다. 이 능동성의 경험이야 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지복이다. 영혼의 만족이나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자신의 유한한 개체성에 대한 초월이 아니라, 기억이나 상상 등을 

배제하고도 남아있는 우리의 개체성에 대한 순수한 긍정이다. 3종 인식은 

자신 안에서 신의 직접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3종 인식에서 신의 부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개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3종 인식에서 ‘나’는 나로 표현되는 

한에서의 신이다. 그러므로 3종 인식의 효용은 3종 인식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지식이나 관념의 획득 혹은 새로운 도덕적 규칙의 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 과정을 통해서 본래적 자기 자신을 상기하고 

체험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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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연구에서 스피노자의 자연학적 사유가 주목받고 있다.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에는 이러한 사유의 독특성이 담겨 있다. 개체는 실체가 

아니면서도 실제적인데, 이 실재성을 담보하는 것은 기계론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외적인 관계다. 개체의 실존과 본질은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따라서 개체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바로 그러한 개체가 된다. 

스피노자는 현대의 탈주체적인 사유를 선취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경시했던 주제와 관점을 도입하고자 했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5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논한다. 지복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윤리학』만이 아니라 스피노자 전체 저작을 관통하는 주제다. 

『윤리학』의 마지막 장을 신비주의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 

이를 염두에 두고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복이 자기인식에 있다고 보았다. 정신의 코나투스는 

인식하려는 노력(conatus intelligendi)다. 최고의 노력은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conatus intelligere) 289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식은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상과 나에게 공통적인 것뿐이다. 이러한 

공통 개념들은 나에게 이미 속해 있는 것들이다. 보다 많은 대상들을 

동시에 지각하면, 그래서 대상의 일치, 차이, 상반성 등을 인식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 보다 더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경유하여 

대상을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대상 인식들을 통해서 우리 

                                    
289 Yovel, Y. (1999). “Transcending mere survival: From Conatus to Conatus intelligendi”, Desire and 

Affect: Spinoza as Psy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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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복 혹은 자기인식은 스피노자의 영원성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영원성이란 시간과는 무관하며, 필연성을 의미한다. 실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이므로, 인간을 포함한 유한한 개체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모두 

영원하다고 말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다. 적합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인데, 유한한 정신은 무한히 확장되는 인과 연쇄를 모두 인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서 적합하게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타자에 

대한 참조 없이 오로지 신에게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인식할 때, 

우리 자신의 영원성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본질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영원성에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개체적 본질의 영원한 ‘부분’은 이러한 외적 

관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개체의 본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개체의 실존이 양태들 간의 수평적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본질은 신과 그 개체 간의 수직적 인과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전통적 해석이 있다. 반면 근래의 자연학적 해석은 수직적 

인과 관계란 수평적 인과 관계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본질 또한 수평적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자와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영원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스피노자 

철학의 윤리적 기획은 이해불가능하다.  

 스피노자의 자연학에서 이러한 개체의 본질은 구조(fabrica) 혹은 

청사진(blueprint)이다. 개체의 본질은 발생적 방식으로 정의된다. 모든 

개체는 합성체다. 합성체의 본질은 오로지 외적인 관계에 의해 그 본질이 

결정되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이라는 가상의 존재자들의 합성에 의해 

정의된다. 그 본질은 이 물체들 간의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ratio)”다. 개체가 실존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기계론적 법칙들을 

따르는 물체들이 이러한 구조 혹은 관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여기서 



 173 

기계론이 본질 개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90  개체의 본질 개념은 어떤 개체가 왜 그렇게 실존하고 왜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개체적 본질은 기계론에서 발생하지만 개체의 내부라는 새로운 성질을 

탄생시킨다. 본질의 이러한 창발적 성질은 코나투스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계론적 관성과 달리 개체의 코나투스는 상태 유지의 

노력만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에 대한 추구이기도 하다. 개체의 내부에는 

외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상반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개체는 이 

같은 상반성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체는 자신의 부분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상반성을 제거함으로써 개체의 활동 

중에서 자신의 본질에 따른 활동의 비율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반성 제거는 본질의 능동적 실현이며, 역량을 늘리려는 

활동이다.  

 개체의 본질은 부분들을 통합하는 힘이다. 개체는 끊임없이 외부와 

마주치며, 그 결과들을 자기화한다. 이러한 코나투스에는 의식이 동반된다. 

스피노자의 정의에 의하면 의식은 ‘관념의 관념’이다. 정신은 하나의 

관념이므로 정신의 자기의식은 관념의 관념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반성적 의식 이상의 것이다. 신체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해 그러하듯이, 

정신은 새로운 관념을 획득하였을 때 이를 자기화한다. ‘관념의 관념’에는 

이러한 관념들의 역학적 관계가 함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이러한 

역학과 긴장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게 된다. 단일하고 총체적인 ‘나’는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상상적 자기의식에는 이러한 과정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주어진 상상적 의식에 머물지 않고, 3종 인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 3종 인식의 토대인 

자신인식은 더 이상 타자를 경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과 신의 내재적 

관계를 통한 자신인식이다. 우리는 3종 인식의 적합한 원인이며, 

자기인식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때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 

                                    
290 들뢰즈(2003),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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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나에 대한 신의 관념, 즉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직접성과 주관성 때문에 3종의 인식은 보편적 인식보다 우리들을 

정서적으로 더 촉발하게 된다.  

 데카르트가 자연학과 형이상학을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별개의 사유 

분과로 구별한 반면에, 스피노자는 이 둘을 하나로 보고자 했다. 자연학과 

형이상학은 동일한 필연적인 법칙들에 대한 학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기계론으로의 환원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당대 과학적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윤리학을 세우고자 했다. 자연-형이상학에는 

본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윤리학이 가능해진다. 

스피노자의 필연적 세계 속에서는 개체의 본질이 외적 관계로 해체되거나 

신과의 관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수학적 대상 각각에 

정의(definition)가 주어져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본질이 주어져 

있다. 자신의 독특한 본질의 본질적인 부분(l’essentiel de cette essence)291에 

대한 인식, 이러한 자기인식이 스피노자가 생각한 철학적 구원이다. 

 

                                    
291 Matheron(2000), p.80 



 175 

 

 

참고 문헌 

 

1. 스피노자 저작 

1) 스피노자 원전 

Spinoza Opera, vol. 1-4, Carl Gebhardt(Ed.), Heidelberg: Carn Winter, 1925. 

Spinoza, Œvres,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Pierre-François Moreau, 

Paris: PUF. 

 Œvres vol. I: Premiere Ecrits, 2009. 

 -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Filippo Mignini(Ed.), Michelle Beyssade(Trans.) 

 - Korte Verhandeling/ Court Traité, Filippo Mignini(Ed.), Joël 

Ganault(Trans.) 

 Œvres vol. III: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Traité théologico-politique, 

Fokke Akkerman(Ed.), Jacqueline Lagrée & Pierre-François Moreau(trans.), 

1999.  

 Œvres vol. V: Tractatus politicus/La Traté Politique, Omero Proietti(Ed.), 

Charles Ramond(Trans.), 2005. 

 

2) 번역본 

Spinoza(1990).『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울: 서광사. 

Spinoza(1953). Œvre de Spinoza, Charles Appuhn(Ed.&Trans.), 

Paris:Garnier-Flammarion. 

Spinoza(1992), Traité  de la réforme de l’entendement, Bernard 

Rousset(Ed.&Trans), Paris: Vrin. 

Spinoza(1985).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vol.1, Edwin 

Curley(Ed.&Tra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pinoza(1988). Etique, Bernard Pautrat(Trans.), Paris: Seuil. 



 176 

Spinoza(1999). The Letters, Samuel Shirley(Trans.), Indianapolis: Hackett. 

Spinoza(2000). Political Treatise, Samuel Shirley(Trans.), Indianapolis: 

Hackett. 

Spinoza(2002). Spinoza. Complete Works, Samuel Shirley(Trans.) 

Indianapolis: Hackett. 

 

2. 주요 철학자 일차 문헌 

Aristotles(2004). 『형이상학』, 조대호 역해, 서울: 문예출판사 

Aquinas, Thomas(1965). L’Être et L’Essence, Catherine Capelle(Trans.), 

Paris: Vrin. 

Boyle, Robert(1991). Selected Philosophical Papers of Robert Boyle, M.A. 

Stewart(Ed.), Indianapolis: Hacket 

Descartes, Renée(1964-1974). Œvre de Descartes, C. Adam & P. 

Tannery(Eds.), Paris: Vrin. 

Descartes, Renée(1984-1991),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John 

Cottingham & Robert Stoothoff & Dugald Murdoch(Tra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scartes, Renée(1996a). 『방법서설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Descartes, Renée(1996b). 『성찰 외』,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Descartes, Renée(2002). 『철학의 원리』 원석영 옮김, 서울: 아카넷. 

Descartes, Renée(2012). 『성찰:<성찰>에 대한 학자들의 반론과 

데카르트의 답변』, 원석영 옮김, 파주: 나남. 

Hobbes, Thomas(1839-1845).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vol.1-11, William Molesworth(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obbes, Thomas(2008), 『리바이어던: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I & II, 진석용 옮김, 파주: 나남.  



 177 

Leibniz, Gottfried Wilhelm Freiherr von(1993). Discours de métaphysique et 

Correspondance avec Arnauld, Georges le Roy(Ed.), Paris: J. Vrin. 

Leibniz, Gottfried Wilhelm Freiherr von(2010). 『형이상학 논고』, 

윤선구 옮김, 서울: 아카넷. 

Simondon, Gilbert(2005).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Grenoble: J. Millon. 

Suárez, Francisco(1998). Disputes métaphysiques I, II, III, Jean-Paul 

Coujou(Trans.), Paris: J. Vrin. 

 

3. 연구 문헌 

김상환(1992). 「현명한 관념론과 우둔한 관념론: 데카르트의 

표상적 실재성 분석에 덧붙이는 소고」, 『철학과 현상학 연구』, 6, 

53-91쪽 

김상환(2010). 「데카르트의 정념론과 그 이후」, 『기호학연구』28, 

9-50쪽 

김성환(1996). 『데카르트의 철학 체계에서 형이상학과 과학의 

관계』, 철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성환(2008). 『17세기 자연 철학: 운동학 기계론에서 동력학 

기계론으로』, 서울: 그린비. 

김은주(2012). La causalité imaginaire chez Spinoza (Doctoral dissertation, 

Lyon, École normale supérieure). 

김은주(2013). ｢외적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내면이 구축되는가?｣, 

『철학사상』, 49, 53-83쪽. 

김은주, 「“우리는 어떤 물체가 많은 방식으로 변용됨을 

느낀다”-데카르트의 심신 합일 논증에 대한 스피노자의 대안」, 

『철학』, 122, 1-23쪽 

김익현(2000). 「스피노자철학에서의 정신의 영원성과 직관지」, 



 178 

『철학연구』, 50, 87-109쪽. 

박기순(2006). ｢스피노자의 역량의 존재론과 균형 개념｣, 

『철학사상』, 22, 109-139쪽. 

박기순(2006a). L’Historicité de l’Être et la Politique du Signe: Recherche 

sur les implications ontologiques, épistémologiques et politiques du concept 

d’histoiria chez Spinoza (Doctoral dissertation, Paris,Université de Paris IV 

Sorbonne)  

박기순(2006b). 「스피노자에서의 픽션 개념」, 『인문논총』,56, 

1-33쪽 

박기순(2009). 「스피노자와 바디우- 진리와 주체를 사유하는 두 

가지 길」, 『시대와 철학』, 20(4), 93-126쪽 

박기순(2012). 「스피노자의 인간 본성 (Natura Humana) 개념」, 

『근대철학』, 57-91쪽 

박기순(2013). 「스피노자에서 potentia와 potestas 개념」, 『사회와 

철학』, 25, 329-364쪽 

박기순(2015).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 

『철학사상』, 57, 85-115쪽 

박삼열(2002).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서울: 선학사 

박삼열(2007). 「스피노자 표상개념의 문제점」, 『범한철학』, 44, 

91-115쪽 

박우석(1997). 『중세철학의 유혹』, 서울: 철학과 현실사 

이근세(2011). 「스피노자의 철학에 있어서 시간성과 

윤리」,『근대철학』, 1, 59-96쪽 

이창우(2003).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자기애」, 

『철학사상』, 17, 215-243쪽 

이현복(2003). 「스피노자에 있어 시간, 지속 그리고 영원」, 



 179 

『철학연구』, 88, 257-279쪽 

조현진(2011). 「스피노자는 가치 상대주의자인가?」, 『철학논집』, 

25, 9-29쪽  

진태원(2006a). 「스피노자의 공통 통념 개념 I」, 『근대철학』, 1, 

31-57쪽 

진태원(2006b).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 철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진태원(2010), 「변용의 질서와 연관: 스피노자의 상상계 이론」, 

『철학논집』, 22, 103-141쪽 

현영종(2009), 「스피노자의 자연학에서 ‘가장 단순한 

물체’:「자연학 소론」의 전반부 분석」,『철학사상』34, 217-239쪽. 

 

Adams, R. M. (1994). Leibniz: Determinist, Theist, Idealist.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Adler, J. (1996). Spinoza’s Physical Philosophy.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Adler, J. (2013). Joseph Solomon Delmedigo: Student of Galileo, Teacher of 

Spinoza.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1), 141–157.  

Alanen, L. (2003). Descartes’s concept of min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Allison, H. E. (1987). Benedict de Spinoza : an introdu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lquié, F. (2003). Leçons sur Spinoza : Nature et Vérité dans la Philosophie 

de Spinoza : Servitude et Liberté selon Spinoza. Paris: Table Ronde. 

Ansaldi, S. (2001). Amour, perfection et puissance : un modèle de la nature 

humaine ? en marge de la cinquième partie de l’éthique (Spinoza et G. Bruno). 

Archives de Philosophie, 64(4), 741–756. 

Bacon, F., Jardine, L., & Silverthorne, M. (2000). The new organon. 



 180 

Cambridge Texts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292. 

Balibar, E. (1990). Individualité, causalité, substance: Réflexions sur 

l’ontologie de Spinoza. In Spinoza: Issues and Directions. 

Balibar, E. (1992). A Note on “Consciousness/Conscience” in the “Ethics.” 

Studia Spinozana, 8, 37–54. 

Balibar, E. (1995). Individualité et transindividualité: “Qu’est-ce que 

l'homme?” au XVIIe siècle. In L’individu dans la pensée moderne: 

XVIe-XVIIIe siècles. 

Balibar, E. (1996). Individualité et transindividualité chez Spinoza. In P.-F. 

Moreau (Ed.), Architectures de la raison: Mélanges offerts à Alexandre 

Matheron. ENS. 

Balibar, E. (2005).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서울: 이제이 

북스. 

Barbaras, F. (1988). Corps et Individuation chez Spinoza. In Corps et 

Individuation (pp. 7–17). 

Barbaras, F. (1996). Spinoza et Démocrite. Studia Spinozana, 12, 13–27. 

Barbaras, F. (1997). Spinza, Lettre 12. Documents Archives de Tracail et 

Arguments de CERPHI, 14, 1–17. 

Barber, K., & Gracia, J. (1994). Individuation and identity in early modern 

philosophy: Descartes to Kant. SUNY Press. 

Barbone, S. (2002). What counts as an Individual for Spinoza? In O. 

Koistinen & J. I. Biro (Eds.), Spinoza: Metaphysical Themes (pp. 89–112). 

Oxford University Press. 

Bartuschat, W. (1994). Remarqeus sur la 1 re Proposition de la 5 e Partie de 

L’ « Éthique ».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184(1), 

5–21. 

Beavers, A. F., & Rice, L. C. (1988). Doubt and Belief in the Tractatus de 

Intellectus Emendatione. Studia Spinozana 4, 93–120. 

Bennett, J. (1981). Spinosa’s Mind-Body Identity Thesis. The Journal of 



 181 

Philosophy, 78(10), 573–584. 

Bennett, J. (1983). Teleology and Spinoza’s Conatu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8(1), 143–160. 

Bennett, J. (1984). A Study of Spinoza’s Ethics. Indianapolis: Hackett. 

Beyssade, J.-M. (1990). De l’émotion intérieure chez Descartes à l'affect actif 

spinoziste. In Issues and Directions. 

Biasutti, F. (1986). Truth and certainty in Spinoza’s Epistemology. Studia 

Spinozana, 2, 109–128. 

Biasutti, F. (2013). Galileo and Spinoza: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1), 3–23. 

Bouveresse, R. (1992). Spinoza et Leibniz : l’idée d'animisme universel : 

etude suivie de la traduction inédite d'un texte de Leibniz sur l'Ethique de 

Spinoza et d'un texte de Louis Meyer. Paris: J.Vrin. 

Bove, L. (1996). La Stratégie du Conatus: Affirmation et Résistance chez 

Spinoza. Paris: J.Vrin. 

Buchdahl, G. (1988). Metaphysics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 the 

classical origins, Descartes to Kant.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Bunge, W. van (Ed.). (2011). The Continuum Companion to Spinoza. Ney 

York: Continuum. 

Busse, J. (2009). Le Problème de l’Essence de l'Homme chez Spinoza. Paris: 

Publication de la Sorbonne. 

Buyse, F. (2012). Le demasquement de Descartes par Spinoza dans: Les 

Principia Philosophiae Cartesianae. Teoria, 32(2), 15–43. 

Buyse, F. (2013). was spinoza a strict mechanical philosopher?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1), 45–64. 

Callaghan, G. K. (2001). Nominalism, Abstraction, and Generality in Hobbes.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8(1), 37–55. 

Carnois, B. (1980). Le désir selon les Stoïciens et selon Spinoza. Dialogue, 



 182 

19(02), 255–277. 

Carriero, J. (1995).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 and substance in 

Spinoza’s metaphys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Carriero, J. (2005). Spinoza on final causality. In Oxford Stud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 2 (pp. 105–147). 

Carriero, J. (2011). Conatus and Perfection in Spinoza.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35(1), 69–92. 

Chantal, J. (1998). Sub specie aeternatis, étude des concepts de temps, de 

durée et d’éternité chez Spinoza. Paris: Kimé. 

Curley, E. (1969). Spinoza’s metaphysics: an essay in interpretation. 

Michigan: Harvard University Press.  

Curley, E. (1973). Experience in Spinoza’s theory of knowledge. In M. Grene 

(Ed.), Spinoza: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p. 25–59).  

Curley, E. (1988). Behind the Geometrical Method: A Reading of Spinoza’s 

Eth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urley, E., & Moreau, P.-F. (Eds.). (1990). Spinoza : issues and directions : 

the proceedings of the Chicago Spinoza Conference. Leiden; New York: E.J. 

Brill. 

De Dijn, H. (2013). Spinoza and Galileo:Nature and Transcendence.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1), 99–108.  

DeBrabander, F. (2007). Spinoza and the stoics: power, politics and the 

passions. New York: Continuum. 

Deleuze, G. (1968). Spinoza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 Paris: Editions de 

Minuit. 

Deleuze, G. (1981).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Paris: Editions de Minuit. 

Deleuze, G. (1999).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옮김, 서울: 민음사 

Deleuze, G. (2003).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권순모, 이진경 

[공]옮김, 고양: 인간사랑 

Deleuze, G. (2004).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서울: 민음사 



 183 

Donagan, A. (1973). Spinoza’s Proof of Immortality. In Spinoza: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Frank, W., & Wolter, A. (1995). Duns Scotus, Metaphysician. West Lafayette, 

Ind.: Purdue University Press.  

Gabbey, A. (1971). Force and inertia in seventeenth-century dynamics.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A, 2(1), 1–67. 

Gabbey, A. (1996). Spinoza’s natural science and method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 (pp. 142–191). 

Gabhart, M. (1999). Spinoza on self-preservation and self-destruc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7(4), 613–628. 

Garber, D. (1992). Descartes’ metaphysical phys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arber, D. (1994). Descartes and Spinoza on Persistance and Conatus. Studia 

Spinozana, 10, 43–68. 

Garrett, A. V. (2003). Meaning in Spinoza’s meth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rrett, D. (1994). Spinoza’s theory of Metaphysical Individuation. In 

Individuation and Identity in Early Modern Philosophy (pp. 73–101). 

Garrett, D. (1999). Teleology in Spinoza and early modern rationalism. New 

Essays on the Rationalists, 310–336. 

Garrett, D. (2002). Spinoza’s conatus argument. In Spinoza: Metaphysical 

Themes (pp. 125–158). 

Garrett, D. (2008). Representation and consciousness in Spinoza’s 

naturalistic theory of the imagination. In Interpreting Spinoza: Critical 

Essays (pp. 4–25). 

Garrett, D. (2009). Spinoza on the Essence of the Human Body and the Part 

of the Mind That Is Eternal.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s 

Ethics. 

Garrett, D. (2010). Spinoza’s theory of scientia intuitiva. In Scientia in Early 



 184 

Modern Philosophy. 

Garrett, D. (Ed.). (2006).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ukroger, S. (2006). The Emergence of a Scientific Culture: Science and the 

Shaping of Modernity 1210-1685: Science and the Shaping of Modernity 

1210-1685. Oxford: Clarendon Press. 

Gaukroger, S. (2010). The Collapse of Mechanism and the Rise of 

Sensibility :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aukroger, S., & Schuster, J. (2002). The hydrostatic paradox and the origins 

of Cartesian dynamics.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A, 

33(3), 535–572. 

Gennaro, R. J., & Huenemann, C. (Eds.). (1999). New Essays on the 

Rationalis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eroch, R.(2003). 『물리학 강의』, 김재영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Gilead, A. (1985). “the order and connection of things” - Are They 

Constructed Mathematically-Deductively According to Spinoza? 

Kant-Studien, 76, 72–78. 

Gilead, A. (1999). Human Affects as Properties of Cognitions in Spinoza’s 

Philosophical Psychotherapy. In Y. Yovel (Ed.), Desire and Affect: Spinoza as 

psychologist 

Gracia, J. (1984). Introduction to the problem of individuation in the early 

Middle Ag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aca Press 

Gracia, J. (1994). Individuation in Scholasticism: The Later Middle Ages and 

the Counter. Reformation. State of University New York Press 

Gracia, J. J. (1988). Individuality: an Essay on the Foundations of 

metaphysics. SUNY Press. 

Grene, M., & Nails, D. (Eds.). (1986). Spinoza and the Sciences (Vol. 91).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Grey, J. (2014). Spinoza on Composition, Causation, and the Mind’s Eternity. 



 185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22(3), 446–467. 

Gueroult, M. (1968). Spinoza I. Dieu (Etique I). Paris: Aubier-Montaigne. 

Gueroult, M. (1974). Spinza. II, L’ame (Ethiqe II). Paris: Aubier-Montaigne. 

Hall, A., & Hall, M. (1964). Philosophy and Natural Philosophy. Boyle and 

Spinoza. Mélanges Alexandre Koyré.  

Hampe, M., Renz, U., & Schnepf, R. (Eds.). (2011). Spinoza’s Ethics : a 

Collective Commentary. Leiden ; Boston: Brill. 

Haserot, F. S. (1950). Spinoza and The Status of Universals. The 

Philosophical Review, 59(4), 469–492.  

Huenemann, C. (Ed.). (2008). Interpreting Spinoza: critical essay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ll, G. (2006). Hobbes’s Radical Nominalism. Epoche: A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1(1), 201–223. 

Hübner, K. (2015). Spinoza on Essences, Universals, and Beings of Reas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Jaquet, C. (2004a). L’unité du corps et de l'esprit: affects, actions et passions 

chez Spinoza.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Jaquet, C. (2004b). Spinoza. Le problème de la conscience. In J.-L. 

Alexandre (Ed.), L’expérience et la conscience. ACTES SUD 

Jaquet, C. (2007). Le problème de la différence entre les individus chez 

Spinoza. In Spinoza : individuo e moltitudine. Il Ponte Vecchio. 

Jaquet, C., Sévérac, P., & Suhamy, A. (2009). La théorie spinoziste des 

rapports corps-esprit et ses usages actuels. Paris: Hermann 

Jaquet, C., Sévérac, P., & Suhamy, A. (Eds.). (2003). Fortitude et servitude: 

lectures de l’Éthique IV de Spinoza. Paris: Kimé. 

Jarrett, C. Teleology and Spinoza’s Doctrine of Final Causes, Desire and 

Affect: Spinoza as Psychologist (1999). 

Kenny, Anthony(2010), 『중세철학』, 김성호 옮김, 파주: 서광사 

Kisner, M. (2010). Reconsidering Spinoza’s Free Man: The Model of Human 



 186 

Nature. Oxford Stud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 5. 

Kisner, M. J., & Youpa, A. (2014). Essays on Spinoza’s ethic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neale, M. (1968). Eternity and sempiternity. Th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69, 223–238. 

Koistinen, O. (1993). Individual essences in individuation. In O. Koistinen & 

J. Raikka (Eds.), Good Reason: Essays Dedicated to Risto Hilpinen. Turun 

yliopisto. 

Koistinen, O. (Ed.). (2009).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s Eth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oistinen, O., & Biro, J. (Eds.). (2002). Spinoza: Metaphysical The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oyré, A. (1940). Etudes galiléennes. Hermann. 

Lachterman, D. R. (1977). The Physics of Spinoza’s ETHICS. The 

Southwestern Journal of Philosophy, 8(3), 71–111. 

Lagrée, J. (2002). Sens et vérité chez Clauberg et Spinoza. Philosophiques, 

29(1), 121. 

Laveran, S. (2014). Le Concours des Parties : Critique de l’Atomisme et 

Redéfinition du Singulier chez Spinoza. Paris: Classiques Garnier. 

LeBuffe, M. (2010). Theories about Consciousness in Spinoza’s Ethics. 

Philosophical Review, 119(4), 531–563. 

Lebuffe, M. (2009). The Anatomy of the Passions. In O. Koistine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s Ethics (pp. 188–2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crivain, A. (1986). Spinoza and Cartesian Mechanics. In Spinoza and the 

Sciences. 

Levy, L. (2000). L’automate spirituel: la subjectivé moderne d'après 

l'Ethique de Spinoza. pas-Bas: Van Gorcum.  

Lin, M. (2004). Spinoza’s metaphysics of desire: The demonstration of IIIP6. 



 187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86(1), 21–55. 

Lin, M. (2005). Memory and Personal Identity in Spinoza.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5(2), 243–268. 

Lin, M. (2006a). Spinoza’s account of akrasia.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44(3), 395–414. 

Lin, M. (2006b). Teleology and human action in Spinoza. The Philosophical 

Review, 115(3), 317–354. 

Lin, M. (2009). The power of reason in Spinoza.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s Ethics. 

Lloyd, G. (1994). Part of nature: Self-knowledge in Spinoza’s Eth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Lærke, M. (2011). Spinoza’s Cosmological Argument in the Eth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49(4), 439–462. 

Macherey, P. (1994-1998). Introduction à l’éthique de Spinoza 1-5.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Macherey, P. (2004), 『헤겔 또는 스피노자』, 진태원 옮김, 이제이 

북스 

Malinowski-Charles, S. (2004). Affects et conscience chez Spinoza. 

L’automatisme dans le progrès éthique. Hildesheim: Olms. 

Manning, R. (2002). Spinoza, Thoughtful Teleology, and the Causal 

Significance of Content. In The Metaphysical Themes (pp. 182–209). 

Manning, R. (2006, September 22). Spinoza’s Physical Theory. Retrieved 

August 17, 2015, from http://plato.stanford.edu/entries/spinoza-physics/#Aca 

Manzini, F. (2011). Spinoza et ses Scolastiques :Retour aux Sources et 

Nouveaux Enjeux :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tenu les 21 et 22 mars 

2008 en Sorbonne]. Paris: PUPS. 

Marion, J.-L. (2005). Cartesian metaphysics and the role of the simple 

nature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Descartes (pp. 115–139). 

Marshall, C. R. (2009). The Mind and the Body as “One and the Same 

http://plato.stanford.edu/entries/spinoza-physics/#Aca


 188 

Thing” in Spinoza.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7(5), 

897–919.  

Marshall, C. R. (2012). Spinoza on Destroying Passions with Reas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5(1), 139–160. 

Marshall, E. (2008). Adequacy and Innateness in Spinoza. Oxford Stud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 4, 51–88. 

Marshall, E. (2013). Spiritual Automaton: Spinoza’s Science of the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rtin, C. P. (2008). The Framework of Essences in Spinoza’s Ethics.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6(3), 489–509.  

Mason, R. (1986). Spinoza on the Causality of Individual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4(2), 197–210.  

Matheron, A. (1971). Le Christ et le salut des ignorants chez Spinoza. Paris: 

Aubier-Montaigne.  

Matheron, A. (1999). Les genres de connaissance et leur mise en oeuvre dans 

l’Ethique de Spinoza (séminaire 1994-1995). Documents Archives de Tracail 

et Arguments de CERPHI, 29-30. 

Matheron, A. (2000). Sur la Doctrine Spinoziste de l’éternité. Documents 

Archives de Tracail et Arguments de CERPHI, 33-35. 

Matheron, A. (2008). 『(스피노자의 철학에서)개인과 공동체』, 

김문수, 김은주[공] 옮김, 서울: 그린비. 

Matheron, A. (2011). Études sur Spinoza et les philosophies de l’âge 

classique. Lyon: ENS.  

Matson, W. (1990). Body Essence and Mind Eternity in Spinoza. In Spinoza: 

Issues and Directions (pp. 82–95).  

Mayaud, P.-N. (1992). The Problem of Individuation. (Mayaud, Ed.). Vrin. 

McLaughlin, P. (2001). Contraries and Counterweights: Descartes’s Statical 

Theory of Impact. The Monist, 84(4), 562–581. 

Melamed, Y. (2006). Inherence and the immanent cause in Spinoza. The 



 189 

Leibniz Review, 16, 43–52. 

Melamed, Y. Y. (2000). On the Exact Science of Nonbeings. Spinoza’s View 

of Mathematics. Iyyun The Jerusalem Philosophical Quaterly, 49(January), 

3–22. 

Melamed, Y. Y. (2009). Acosmism or Weak Individuals?: Hegel, Spinoza, and 

the Reality of the Finit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48(1), 77–92.  

Mignini, F. (1986). Spinoza’s Theory on the Active and Passive Nature of 

Knowledge. Studia Spinozana, 2, 27057. 

Mignini, F. (1994). The Potency of Reason and the Power of Fortune,’. In 

Spinoza on Knowledge and the Human Mind 

Miller, J. (2003). Spinoza and the Concept of a Law of Nature.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20(3), 257–276.  

Miller, J. (2007). The Status of Consciousness in Spinoza’s Concept of Mind. 

In Consciousness: From Perception to Reflection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pp. 203–220). Springer Netherlands. 

Miller, J. (2015). Spinoza and the Sto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reau, P.-F. (1989). Métaphysique de la substance et métaphysique des 

formes. In Méthode et Métaphysique (pp. 9–18). 

Moreau, P.-F. (1994). Spinoza l’Experience Et L'Éternité. Paris: PUF. 

Morfino, V. (2014). Plural Temporality: Transindividuality and the Aleatory 

Between Spinoza and Althusser. Leiden ; Boston: Brill.  

Nadler, S. (2002). Eternity and Immortality in Spinoza’s Ethic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26(1), 224–244.  

Nadler, S. (2006). Spinoza’s Eth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dler, S. (2008). Spinoza and consciousness. Mind, 117, 575–601. 

Nadler, S. (2013). 『스피노자를 읽는다』, 이혁주 옮김, 서울: 그린비 

Nagel, T. (1974). What Is It Like to Be a Bat. Philosophical Review, 83(4), 



 190 

435–450. 

Osler(1994). Divine Will and the Mechanical Philosophy: Gassendi and 

Descartes on Contingency and Necessity in the Create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ersity. Press 

Parchment, S. (2005). The mind’s eternity in Spinoza's eth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8(3), 349–382. 

Pereboom, D. (1994). Stoic Psychotherapy in Descartes and Spinoza. Faith 

and Philosophy, 11(4), 592–625.  

Peterman, A. (2012). Spinoza’s Physics.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ROVERE, M. (2004). L’automata spirituel Spinoza, Ethique II. Documents 

Archives de Tracail et Arguments de CERPHI, 49-50. 

Ramond, C. (1995). Qualité et quantité dans la philosophie de Spinoza. 

Paris: PUF. 

Ramond, C. (1998). Spinoza et la pensée moderne, constitutions de 

l’objectivité. Paris: L’Harmattan. 

Rice, L. (1971). Spinoza on individuation. The Monist, 55(4), 640–659. 

Rice, L. (1977). Emotion, Appetition, and Conatus in Spinoza.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31, 110–116.  

Rice, L. (1990). Individual and Community in Spinoza’s Social Psychology. 

In Spinoza: Issues and Directions (pp. 271–285). 

Rice, L. (1990). Reflexive Ideas in Spinoza.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8(2), 201–211.  

Rice, L. (1991). Tanquam Naturae Humanae Exemplar. The Modern 

Schoolman, 68(4), 291–303.  

Rice, L. (1992). Mind Eternity in Spinoza. The Jerusalem Philosophical 

Quarterly, 319–334.  

Rice, L. C. (1994). Rice, Lee C., LE NOMINALISME DE SPINOZA ,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4:1 (1994:Mar.) p.19. Canadian Journal of 



 191 

Philosophy, 24(1), 19–32. 

Rivaud, A. (1924). La Physique de Spinoza. Chronicon Spinozanum, 4, 

24–57. 

Rocca, M. Della. (1996a). Representation and the mind-body problem in 

Spinoz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cca, M. Della. (1996b). Spinoza’s metaphysical psych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 (pp. 192–266). 

Rocca, M. Della. (2008). Spinoza. New York: Routledge. 

Rodis-Lewis, G. (1950). L’Individualité selon Descartes. Vrin. 

Rodis-Lewis, G. (1985). Le problème de l’inconscient et le cartésianisme. 

Paris: PUF. 

Rorty, A. (2000). Spinoza’s Ironic Therapy: From Anger to the Intellectual 

Love of God.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7(3), 261–276. 

Rosenthal, D. M. (1986). Two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3), 329–359. 

Rudavsky, T. M. (2000). Time Matters: Time, Creation, and Cosmology in 

Medieval Jewish philosophy. SUNY Press.  

Rutherford, D. (1999). Salvation as a state of mind: The place of 

acquiescentia in spinoza’s ethics.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7(3), 447–473 

Rutherford, D. (2008). Spinoza and the Dictates of Reason. Inquiry, 51(5), 

485–511.  

Sacksteder, W. (1978). Spinoza on Part and Whole: The Worm’s Eye View. In 

Spinoza: New Perpectives. 

Sacksteder, W. (1985). Simple Wholes and Complex Parts: Limited 

Principles in Spinoza.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5(3), 

393–406 

Sandler, R. (2005). Intuitus and Ratio in Spinoza’s Ethical Thought.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3(1), 73–90.  



 192 

Savan, D. (1986). Spinoza: Scientist and theorist of scientific method. In 

Spinoza and the Sciences (pp. 95–123).  

Savan, D. (1994). Spinoza on duration, time, and eternity. In Spinoza: The 

Enduring Questions (pp. 3–30) 

Sepkoski, D. (2005). Nominalism and constructivism in seventeenth-century 

mathematical philosophy. Historia Mathematica, 32(1), 33-59. 

Shahan, R., & Biro, J. (Eds.). (1978). Spinoza: new perspective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Sorell, T., Rogers, G. A., & Kraye, J. (Eds.). (2010). Scientia in early modern 

philosophy : seventeenth-century thinkers on demonstrative knowledge from 

first principles. New York: Springer. 

Steinberg, D. (1984). Spinoza’s ethical doctrine and the unity of human 

natur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Steinberg, D. (1987). Necessity and essence in Spinoza. The Modern 

Schoolman, 79(2), 152–169 

Steinberg, D. (1998). Method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in Spinoza.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79(2), 152–169.  

Steinberg, D. (2005). Belief, affirmation, and the doctrine of conatus in 

Spinoza.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43(1), 147–158.  

Suhamy, A. (1997). Comment parler de l’éternité? Les joies de la V e partie 

de l'«éthique». Les É tudes Philosophiques, 201–221.  

Suhamy, A. (2010). La communication du bien chez Spinoza. Paris: 

Classiques Garnier.  

Sévérac, P. (2005). Le devenir actif chez Spinoza. Paris: Honoré Champion.  

Sévérac, P. (2011). Spinoza: union et désunion. Paris: Vrin.  

Vampoulis, E. (2013). Galileo and Spinoza on the Continuity of Matter.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1), 83–98.  

Viljanen, V. (2007). Field metaphysic, power, and individuation in Spinoza.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7(3), 394–418.  



 193 

Viljanen, V. (2008a). On the derivation and meaning of Spinoza’s Conatus 

doctrine. Oxford Stud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 4, 89–112.  

Viljanen, V. (2008b). Spinoza’s essentialist model of causation. Inquiry, 51(4), 

412–437.  

Viljanen, V. (2010). Causal Efficacy of Representational Content in Spinoza.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27(1), 17–34 

Viljanen, V. (2011). Spinoza’s geometry of pow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stfall, R. S. (1971). Force in Newton’s physics: the science of dynamics in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New York: American Elsevier. 

Wilson, M. (1996). Spinoza’s theory of knowledg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 (pp. 89–135).  

Wilson, M. (1999). Objects, Ideas, and “Minds”: Comments on Spinoza’s 

Theory of Mind. In Ideas and Mechanism: Essays On Early Modern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son, H. A. (1958). The Philosophy of Spinoza. New York: Meridian 

Books. 

Yakira, E. (1988). Boyle et Spinoza. Archives de Philosophie, 51(1).  

Youpa, A. (2003). Spinozistic self-preservation.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41(3), 477–490.  

Youpa, A. (2009). Spinoza’s Model of Human Natur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48(1), 61–76.  

Yovel, Y. (1999). Desire and affect: Spinoza as psychologist; papers 

presented at the third Jerusalem Conference (Ethica III). New York: Little 

Room Press 

Yovel, Y., & Segal, G. (Eds.). (1994). Spinoza on Knowledge and the Human 

Mind: Papers Presented at the Second Jerusalem Conference (Ethica II). 

Leiden; New York: E.J. Brill.  

Zarka, Y.-C. (1985). Empirisme, nominalisme et matérialisme chez Hobbes. 



 194 

Archives de Philosophie, 48(2), 177–233. 

Zourabichvili, F. (2002). Spinoza: une Physique de la Pensée. Paris: PUF. 

Zourabichvili, F. (2002). Le Conservatisme Paradoxal de Spinoza: Enfance 

et Royauté. Paris: PUF. 

 



 195 

 

Abstract 

 

Self-consciousness and Individual in Spinoza’s Philosophy 

 

HYUN, Youngjong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eitmotif in Spinoza’s Philosophy is happiness. What is the supreme 

happiness(beatitude) we can have, and how can we get it?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show that the answer of Spinoza should be the adequate self-consciousness, which is based 

on his unique concept of individual. We are a body and a mind that is an idea of the body. 

Through affections of our body we communicate with the world and understand our-selves. 

During the appropriation of these affections we imagine a unitary and holistic ‘self’. This 

consciousness is a mere imaginative cognition. However, we can understand our-selves with 

necessary laws, and furthermore we experience our-selves as a part constituting Nature. 

Spinoza’s arguments about self-consciousness expose the concept of individual. We will 

clarify Individual essence,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our knowledge about this 

essence and relations. 

 The concept of individual belongs to Physica. In physics Spinoza is a strict Cartesian. 

According to the geometrical mechanism local motions and collisions account for all 

physical phenomena. These principles indicate the relative and external relation between 

bodies. Therefore, state or essence of individuals should be regarded as something 

constituted by these relations. Human also is an individual. Human’s essence or unity in 

extended attribute should be determined by mechanical laws, not by exceptional principles 

such as soul. 

 Spinoza define individual essence by genetic perspective. He forges imaginary beings 

called “the simplest bodies” which have no interior and whose essence is determined by 

external relations, and define individual essence as “a certain ratio” between these beings. 

This ‘ratio’ itself is an immaterial and intemporal principle. This essence is indifferent to 

temporal existence of the individual because it is a disposition(fabrica) and laws(leges) 

compelling parts of the individual. The ‘ratio’ is an effect of mechanism, but the interior is 

an emergent property occurred by th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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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atus as an essence of individual is distinct from mechanical inertia because conatus is a 

pursuit for a better state. This individual essence is not only an effect of individuals’ 

interaction, but also a force compelling parts of individual. This force is realized by 

removing contrariety. There must be contrariety in every individual. On one hand parts 

belong to an individual, on the other hand those parts belong to other individuals. There is a 

tendency in individual essence which makes parts belong to the individual completely by 

removing contrariety. The proportion of essence’s active realization could be increased by 

this appropriation. The pursuit for a better state is a tendency of overcoming inner contrariety, 

so it can be regarded as a restoration or elasticity. 

 Mind’s conatus corresponds to body’s conatus according to mind-body ‘Parallelism’. 

Thinking attribute and extended attribute share the same and universal laws, so mind and 

body as a mode are isomorphic. Concerning mind, however, new phenomenon exists. Mind 

has a conatus as own essence, and also is conscious of it. This consciousness is derivative 

and therefore does not constitute mind’s essence. 

 Consciousness could be divided to two categories. Access consciousness has propositional 

contents and is referred to objects, whereas phenomenal consciousness is a subjective 

experience grasped only by the first person. In Spinoza’s philosophy the concept of 

consciousness includes both kinds of consciousness. a feeling of body is one of phenomenal 

consciousness. We have an immediate and vivid feeling about what happens to our body and 

through this feeling are conscious of our-selves. Nevertheless, Spinoza believes that the inner 

sense is not distinct from the outer sense, and the immediacy of feeling could not be a certain 

ground for any proof. However, ‘Parallelism’ shows that something I feel in my mind should 

be what occurs in my body.  

 The definition of consciousness is ‘idea of idea’. However, ‘idea of idea’ means more than 

reflexive consciousness. When I have a new idea, there have been other ideas in my mind. 

The new idea and other ideas should be integrated in my mind. This process can be called an 

Oikeiosis(appropriation) of body’s affections or ideas of the affections. Therefore, ‘idea of 

idea’ indicates the consciousness of the tension among ideas or this appropriation, and the 

concept of Spinoza’s consciousness includes phenomenal consciousness.  

 Ethics V is about human’s freedom or beatitude, departing from the remedy for affects. 

This remedy objectifies passions so that we would avoid the risks involved with fixations 

such as admiratio. Passive freedom can be achieved by this strategy. However, this remedy 

also is for positive freedom, by which Spinoza understands a knowledge of necessity, not 

liberation from necessity. The remedy for affects is a starting point of the argu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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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r beatitude because this remedy involves a self-knowledge through a necessary and 

universal laws. 

 Finite individuals are eternal in a certain point of view. While god’s eternity is due to the 

fact that her existence follows necessarily from her essence, individuals’ eternity means that 

their existence follows necessarily from god’s essence. We can say that individuals exist 

necessarily regardless of temporality in this sense. Beatitude consists not in individual’s 

eternity itself, but in consciousness of this eternity. We are eternal as a finite individual, but 

not conscious of our eternity necessarily. During our life we can be more conscious of our 

eternity, and this consciousness-process recalls authentic our-selves in god. 

 The essence of the mind consists only in understanding. Our mind is an idea of our body, so 

we understand objects via our body in two ways: sub specie durationis and sub specie 

aeternitatis. The former is understanding by body’s affections and the latter is understanding 

through the essence of the body. Understanding about the essence of the body belongs to the 

essence of the mind, and this understanding is an eternal part of the mind. This part is an 

only thing we can understand only in a relation with god, without reference to other 

individuals. The 3rd kind of knowledge is based on understanding of this part. This 

understanding is self-knowledge because this part belongs to us, and knowledge of god 

because this part or ‘self’ should be regarded as a part of god. Therefore, by 3rd kind of 

knowledge we are conscious of union between our-selves and god, experience our genuine 

activity. This self-knowledge is the maximum knowledge we can have and the philosophical 

salvation.    

 Philosophical journey of Spinoza departs from the fact that a body and a mind are given to 

us. The destination is beatitude which is self-knowledge in immanent relation with god. We 

as finite individuals depends on other individuals. It is impossible for us to understand 

our-selves completely because these causal chains expand infinitely. However, there is an 

eternal and fixed part in our singular essence. Every being is a part of god, but this eternal 

part is only thing we can consider as a part of natura naturans adequately. Beatitude is 

experiencing self as a natura naturans through this self-knowledge. The relation between 

self-knowledge and beatitude shows the originality of the concept of the individual. 

Individuals cannot exist without other individuals, nevertheless there is a part in an 

individual that cannot be reduced to external relations. This essential part of essence is the 

principle of emergent properties of the interior, the intimate essence, and eternal part.  

 

Keywords: Spinoza, Individual, Mechanism, Motion and Rest, Singular Essence, 

Self-Consciousness, Eternity, Be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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