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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연구는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 1716)의 감각 이론을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1596~
1650)의 감각 이론과 비교함으로써,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감성적
인식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카르트가
참된 인식의 기준을 명석 판명함으로 삼은 데 비해, 라이프니츠는 그
기준을 명석 판명함으로 수렴시키지 않고 다양한 등급의 인식을
제시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라이프니츠가 이와 같이 가장
어두운 것으로부터 최상의 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인식의 연속성을
주장한 것은 특히 명석 혼연한 인식으로서 감성적 인식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물론
라이프니츠 역시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기에, 그의 체계 내에서 이성적 인식과 구분되는 감성적
인식의 독자적인 성격이나 위치를 구획해 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도 혼연한 감성적 인식에 비해 판명한 지성적
인식을 더 우월한 인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라이프니츠에게서 인식의 연속성이 주장되기는 하지만, 인식의
위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게다가 라이프니츠는 미와 예술
그리고 감성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론을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사상으로부터 미학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합리론 내에서 미학이 싹틀 수 있는 계기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개선한 라이프니츠의 합리주의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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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감성적 인식의 의미를 그의 철학 체계
내에서, 특히 그의 실체 이론에 주목하여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 두 철학자의 실체 이론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 둘의 감각 이론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데카르트의 실체 이론을 비판하고 자신의
실체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데카르트와는 다른
인식 이론과 감각 이론을 갖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철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라이프니츠가 감성적 인식에
귀속시키고 있는 우리의 미적 경험과 최상의 조화로서의 이 세계의
완전성이라는 형이상학적 미 개념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 연구가 라이프니츠와 데카르트를, 특히 그들의 실체 이론에
주목하여 비교하는 까닭은 미학에서 이제까지 라이프니츠의 감성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바움가르텐과 칸트와의 연속성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합리주의의 첫 주자인 데카르트와의 관계에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이프니츠는 미 혹은
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이나 이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학적 관점에서 그의 사상이 조망된 연구들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클리포드 브라운(Clifford Brown)과 같은 학자는
라이프니츠의 명석 혼연한 인식, 바움가르텐의 외연적 명석성,
칸트의 미적 이상은 모두 개념화 능력과 구분이 되는 하나의 ‘미적
지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라이프니츠의 지각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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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1

빈델반트(W.

Windelband)는

라이프니츠에게서는 감성과 지성을 더 높은 차원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이는 칸트를 선취하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2

이와 같은 앞선 연구들은 미학을 철학의 한 분과로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칸트 미학과의 연속성에서 라이프니츠의
미학적 관점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3
따라서 이 논문은 라이프니츠와 데카르트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 두 철학자의 합리주의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달랐기에 서로
다른 인식 이론과 감각 이론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 둘의
이론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합리주의 내에서 감성이 독자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초기 지형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1!Clifford! Brown,! “Leibniz! and! Aesthetic”,! Philosophy)and)Phenomenological)research!

vol.!28,!1967,!71 쪽.
2 !Windelband,! A) History) of) Philosophy,! trans.,! J.! H.! Tufts,! 1901,! 464~465 쪽.!
빈델반트와! 마찬가지로! 윤미나! 역시! 라이프니츠의! 사상에서! 칸트! 미학의! 씨앗을!
본다.! 그는! 라이프니츠의! 쾌! 이론을! 분석하여! 그에게서! ‘미적’이라는! 수식어가!
가능할!수!있는!쾌를!발굴한다.!윤미나,「근대미학의!성립기반으로서의!라이프니츠!
사상! 연구! :! 인식과! 자유! 사이의! 통로로서의! '미적! 쾌'의!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참조.! 유헴(H.G. Juchem) 또한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미는
영혼의 상태의 감응으로서 주관적 기원을 갖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니츠의
미에 대한 견해가 취미판단의 근거를 주관의 특정한 상태 즉 쾌의 감정에 두고 있는
칸트 미학의 뿌리가 된다고 언급한다. H. G. Juchem(1970), 18 쪽 이하,
박배형,「감성능력의 재평가와 독일 근대미학의 초기적 성립과정 : 바움가르텐과
칸트 미학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23~24 쪽 재인용.
3 이창환은 바움가르텐의 미학을 라이프니츠의 사상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한다.
이창환,「근대 미학의 발생론적 근거에 관한 고찰 (1) – A.G 바움가르텐의 미학
사상을 중심으로」,『미학』, 1995, Vol.20, 263 쪽. 박배형은! 그의! 논문에서!
라이프니츠의 사상을 바움가르텐의 감성적 인식에 대한 논의를 예비하기 위해
논의하며, 라이프니츠에서 완전성의! 감응으로서! 쾌와! 완전성의! 명석! 혼연한!
인식으로서!미의!밀접한!관계를!고찰한다.!박배형,!위의 글, 16~27 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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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우리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
속에서 미학이 대두할 수 있는 소지가 어떻게 마련되었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바움가르텐의 미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기반은 라이프니츠로부터 비롯된 논리적 이성에 대한 비판과
확장이라는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 모두 실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두 철학자의
상이한

실체

개념을

토대로

이들의

인식론과

감각

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라이프니츠의 인식 이론이 그의 실체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의
감각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실체 이론을 보다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체 이론을 통해
라이프니츠의 감성적 인식 이론을 알아보는 것은 그의 미 이론을
정합적으로 이해해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라이프니츠의 사상이 갖는 미학적 측면은 명석 혼연한 감성적
인식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합리주의자로서 라이프니츠가
지지하는 이 세계의 완전성인 형이상학적 미 개념은 주목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미 개념과 명석
혼연한 인식으로서 인간의 미적

체험 간의 관계 역시 주목해

보았는데, 이 관계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체
이론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위해 이 글은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의 다양한
저술들을 참고하였다. 데카르트의 실체 이론과 인식 이론을

!

4!

위해서는『성찰』(1641)4과『철학의 원리』(1644)5를 중심 텍스트로
살펴보았다. 라이프니츠는 방대한 주제를 무수한 저술들에 걸쳐
다루었지만 당대에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출간된 저작은 지극히
소수였다. 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나드론』(1714) 7 ,『형이상학
논고』(1686)

8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1714)

9

와 같이

중기부터 후기까지 그의 전체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저술들을 통해
그의 철학 체계의 구도와 실체 이론을 살펴 보았고,「인식, 진리,
그리고 관념에 관한 성찰」(1686) 10 ,『신 인간 지성론』(1704) 11 ,
『아르노와의

서신』(1686~1687)

12

같은

저술들을

통해

라이프니츠의 인식 이론, 감각 이론, 심신 관계 이론 등을 살펴

!!!!!!!!!!!!!!!!!!!!!!!!!!!!!!!!!!!!!!!!!!!!!!!!!!!!!!!!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성찰/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문예출판사, 1997.
5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철학의 원리』, 아카넷, 2002.
6!라이프니츠의 철학은 매우 방대한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고, 그는 서간 및 단편을
포함하여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기고 있으나, 어느 한 권의 책에서도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분량만으로 보면 그의 주저라고 볼 수 있는『신
인간 지성론』과『변신론』도 주제상으로 보면 핵심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신 인간 지성론』은 로크의 철학을 반박할 목적으로
저술하였다가 로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출판을 포기했던 책이고,『변신론』도
라이프니츠 철학의 한 핵심적인 주제를 다룬 책이기는 하나 서술의 체계성으로 보나
형이상학적 방법론으로 보나 그의 철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는 적절한 책이 아니다.
라이프니철학의 전체 사상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저작은 그의 말기에
쓰여진『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모나드론』이라고 볼 수 있다.
7 !G.W.! Leibniz,! Philosophical) Essays,! trans.! by! Ariew! and! Garber,! (Indianapolis:!
Hackett),!1989.!
8!위의 책.
9!위의 책.
10!위의 책.
11!G.W.! Leibniz,!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ed.! by! Peter! Remnant! and!
Jonathan!Bennett,!Cambridge!University!Press,!1996.!
12!G.W Leibniz, A. Arnauld, The)Leibniz)?)Arnauld)Correspondence,!ed.!and!trans.!by!H.!
T.!Mason!&!intro.!by!G.!H.!R.!Parkinson,!Manchester!Univ.!Press,!16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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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 밖에도「관념에 관하여」13,「지복에 관하여」14와 같은
짧은 글들을 통해 그의 미 이론과 표현 개념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1 장에서는 먼저
데카르트의 실체 이론과 이에 따른 그의 감각 이론을 살펴 보고,
라이프니츠가 각각에 대해 어떻게 비판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2 장에서는 앞선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라이프니츠 본인의 실체 이론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데카르트와 달리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유기체적 실체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실체의 주요 능력 중
하나인 지각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그와 결부되는 라이프니츠의
인식 이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본격적으로 라이프니츠의 명석 혼연한 감성적 인식으로서
감각과 미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기체적 실체에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표현’ 개념이 주목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라이프니츠에게서 감각은 대상 세계를 표현하는
인식임을 확인하고 명석 혼연한 인식에 속하는 미에 관한 우리의
판단들 역시 이 세계의 완전성과 관계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

13!G.! W! Leibniz,!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 ed. and trans. by Leroy Loemker,
Dordrecht: Reidel, 1969.!
14!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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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카르트의 실체 이론과 감각 이론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
1.1. 데카르트의 실체 이론과 감각 이론
근대 과학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보다 단순한
원리로 자연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 서양을 지배한
아리스토텔레스 – 스콜라주의 자연학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 스콜라
자연학은 물리적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우선 실체적 형상을
긍정했다. 실체적 형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직접
관찰되지 않는 물체 내의 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물체가 지구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물체 내에 존재하는
힘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힘은 물체의 실체적 형상이 갖는
것이다.
근대 과학은 특히 스콜라 자연학이 지지하는 실체적 형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우리의 감각에 관찰되지 않는 실체적 형상은 곧
신비한 성질로 간주되었다. 물체가 땅에 떨어진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야기한 어떤 비의적인 원인을 물체 내에 가정하는 것은
설명에 있어서 별로 유효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근대
과학은 이러한 힘의 폐기를 요구하며 감각 기관에 직접 관찰되는
명백한 성질들을 통해 물리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나타난 자연사상인 기계론이다. 기계론이 요구하는
전제들은 스콜라 자연학에 대한 부정과 관련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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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 자연학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간 근대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이다.
그는 스콜라 자연학의 문제점은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관념들을 물체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실체적 형상이란 영혼이 신체에
미치는 힘의 관념인데 우리가 물체들 간의 관계에 잘못 투사한
것이다.15 데카르트는 우리가 영혼이 신체를 움직이는 방식과 물체가
물체를 움직이는 방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힘의 관념 다시 말해 실체적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파악해야 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감각 역시 영혼과
신체의 인과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것을 물체를 인식하는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희거나 녹색인 물체 안에 내가 감각을 통해 지각한 동일한 흼이나
녹색이 있다” 는 생각은 다시 말해 우리가 감각 내용을 외부 대상에
투사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오류이다.

16

데카르트는

스콜라

자연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체 세계에 대한 인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1. 실체 이원론
데카르트에 따르면 실체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실체는

!!!!!!!!!!!!!!!!!!!!!!!!!!!!!!!!!!!!!!!!!!!!!!!!!!!!!!!!
15

정대훈,「데카르트에게서 감각과 정념」,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5 쪽.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2 vols., translated by John Cottingham,
Robert Stoothoff, and Dugald Murdo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8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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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신 하나 밖에 없다.17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은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피조물들을 실체 개념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즉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신의 조력뿐”인 피조물 역시
실체로 인정한다.18 신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하더라도 피조물들 간의
독립성을 만족시키는 실체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에는
정신과 물체가 속한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에는 신이라는
무한 실체 외에 정신과 물체라는 두 개의 유한 실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어떻게 이러한 실체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가?
데카르트는 1641 년에 저술한『성찰』에서 “학문에 있어서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이나
개념들을 전적으로 회의하는 과정을 진행한다.19 이와 같은 회의는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어

데카르트는

물질적

대상들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뿐 아니라 ‘2 + 5 = 7’ 내지는 ‘정사각형은 네
변을 갖고 있다’와 같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회의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다시 말해 ‘사유하는 것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만큼은 확실한 것이라 여기게 된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더라도 그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자신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
17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철학의 원리』, 아카넷, 2002, 원리 51, 43 쪽.
위의 책, 원리 52, 43 쪽.
19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성찰/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문예출판사, 문예출판사, 1997, 제 1 성찰, 34 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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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진리를 통해 이른바 ‘진리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유하는 것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태이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지각된 것은 명석 판명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제 명석
판명하게 지각된 것은 참이라는 것을 자신의 진리 규칙으로
내세운다. 명석 판명함의 정의는 성찰에서 제시되진 않고 1644 년의
저서인『철학의 원리』 에서 제시된다.

우선 데카르트는 관념과 판단을 구분한다. 관념이란 정신 속에
나타난 사물의 상이고 판단이란 우리가 그 사물의 상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긍정 혹은 부정이다. 만약 내 정신 안에 흰 바둑돌의 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관념이다. 그런데 이 흰 바독둘과 관련하여
‘이것이 내 정신 바깥에 있다’ 혹은 ‘바둑돌이 내 정신에 나타난 흼과
동일한 색을 띄고 있다’에 긍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판단이 되는
것이다. 21 그런데 데카르트는 “확실하고 의심스럽지 않은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지각은 명석함 뿐만 아니라 판명함 또한 요구”한다고
말한다.22 데카르트가 이러한 말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오로지 명석

!!!!!!!!!!!!!!!!!!!!!!!!!!!!!!!!!!!!!!!!!!!!!!!!!!!!!!!!
20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철학의 원리』, 아카넷, 2002, 원리 45, 38~39 쪽.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225 쪽 참조.
22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앞의 책, 38 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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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하게 떠오른 관념에 한에서만 우리가 긍정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석 판명하지 않은 관념에 대해 긍정의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형상적 오류에 속한다. 이 부분은 감각에 대한
논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사유하는 것’에 대한 관념은 명석 판명한 것이기 때문에,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이것이 “무(無)로부터 나올 수는 없으며,
그 작자(作者)는 반드시 신”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23 명석
판명한 관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이라는 긍정의 판단을 내려도
된다. 따라서 사유하는 것으로서 나는 무가 아니라 어떤 것, 신을
작자로 갖는 참되게 존재하는 것이다.24
정신 실체는 사유를 본질적 속성으로 갖고 있으며 사유는
“의심하거나,

이해하며,

긍정하거나,

부정하며,

의욕하거나,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등의 양태를 갖는다. 25 또
한가지 데카르트의 사유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것이 의식과
동일시되는 사태라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사유라는 말로써
우리가 의식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26 다시 말해 우리 안의 의식되지 않는 것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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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4 성찰, 90 쪽.
이와 같은 생각은 데카르트의 실체-속성론으로 발전한다. “무(無)는 어떠한
속성이나 고유한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철학의
원리』, 아카넷, 2002, 원리 52, 43~44 쪽)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속성이 현존해
있다는 것을 지각하면 우리는 그 속성을 귀속시킬 수 있는 어떤 것, 즉 실체가
필연적으로 현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임의의
속성으로부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라는
속성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 즉 정신 실체의 현존을 알 수 있게 된다.
25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2 성찰, 48~49 쪽.
26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앞의 책, 원리 9, 13 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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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에게서 사유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은 후에 라이프니츠의
실체인 모나드의 지각과 확연히 대비될 부분이다.
데카르트의 물체 실체 역시 정신 실체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진다. 물질적 사물에 대한 관념들

가운데 데카르트가 명석

판명하게 지각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데카르트가 물체들과 관련하여 명석 판명하게 떠올리는
것들은 길이, 넒이, 깊이를 갖는 연장, 연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크기,
형태, 운동에 대한 관념들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무(無)가 아니라
어떤 실재적인 성질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연장에 대한 명석
판명한 인식으로부터 연장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물체 실체의
현존을 도출하게 된다. 연장이란 길이, 너비, 깊이와 같이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이고 형태와 운동은 연장으로부터 파생된 양태이다.
물체를 오로지 연장과 연장의 양태들로만 파악하는 데카르트는
자신도 인정했듯이 물체를 순수 수학의 대상으로서만 파악한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자연을 완벽하게 기하학이 적용되는 좌표상의
공간으로 환원시켰다. 이제 물질 세계의 모든 변화를 기하학적
형태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충돌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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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5 성찰, 9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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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물체에 대해 종래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물체 내에 힘을 가정함으로서
물체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물체는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인접한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통해
운동한다. 힘이 제거된 데카르트의 물체는 수동적인 물체이다.
데카르트는 이와 같이 완벽하게 상이한 두 실체, 사유를 본질로
갖는 정신 실체와 연장을 본질로 갖는 물체 실체 개념을 정립시켰다.
그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를 갖게 된
데카르트는 인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그에게서 인간은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두 실체가 결합된
존재였던 것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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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정신과 물체가 결합된 존재이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물체에 속한다. 흙이나 돌과 같은 무생물들 뿐 아니라
식물, 동물과 같은 생명체들은 데카르트에게서 물체이다. 이것들은 모두 연장된
것으로서 가장 섬세하고 복잡해 보이는 동물의 행동마저도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데카르트의 이와 같은 생각은 라이프니츠로부터 추후에 비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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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다른 것 없이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른 것과 상이한 것이라고, 즉 구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 밀접하게 결합된 신체를
갖더라도, 사유하는 것으로서 나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과 연장된
것으로서 내 신체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으면 둘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고 데카르트에 따르면 나는 신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데카르트에게서 인간은 더 이상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유기적
통일체가 아니다. 인간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육체의 기이한 이원론적 결합체로 간주된다.
데카르트에게서 인간이 정신과 신체라는 서로 다른 두 실체의
결합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정신이 육체로 인해 갖게 되는 감각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데카르트는 스콜라 자연학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감각을 부정해 나가면서 자신의
자연학을 완성시킨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데카르트가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감각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가 주장하는 감각의 오류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1.1.2. 감각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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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에서 데카르트가 수행하는 회의는 감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는 스콜라 자연학을 거부하는
데카르트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스콜라
자연학의 근본적인 오류는 정신과 신체 간의 관계를 물체와 물체
간의 관계에 적용시켜서 물체들을 이해했다는 점이었다. 이를테면
정신이 신체에 작용하는 방식인 힘의 관념을 물체에 투사하여
실체적 형상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만들어 낸다던가, 신체가 영혼
안에 일으키는 감각 내용을 우리 밖에 있는 물체에 투사하여 그
물체와 감각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 말이다.
우선 데카르트에 따르면 감각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들, 다시
말해 감각 관념이 외부의 물체로부터 기인한다거나 그와 닮았다는
믿음들은 모두 ‘자연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이다.30

자연이 우리를 그와 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들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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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3 성찰, 61 쪽 ‘자연의 가르침’과 ‘자연의 빛’은 구분되어야 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연의 가르침’은 ‘자발적 충동’ 혹은 ‘자연적 충동’에 따르는
믿음이고, 이것은 ‘자연의 빛’에 의한 명시와 대비된다. 자연의 빛에 의해 나에게
명시되는 것들은 이를테면 ‘사유하는 내가 존재한다’와 같이 명석 판명한 것들이다.
그러나 자연적 충동은 간혹 나를 잘못된 쪽으로 부추겼던 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신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같은 책 62 쪽 참조.
31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성찰/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문예출판사, 문예출판사, 1997, 3 성찰, 6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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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말한다. 감각 관념은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고
우리는 무심결에 그와 관련된 판단들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열을 느끼고, 그 열의 관념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것, 다시 말해 우리 곁에 있는 불의 열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판단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신과 유사한 것을 우리에게
집어 넣었다고 판단하게 된다.32
자연적 충동에 의해 감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영혼 안의 감각 관념들이 외부 물체로부터
온다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감각 관념들이 외부 물체와 닮았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감각 관념이 외부 사물로부터 온다는 첫 번째
믿음은 제 6 성찰에서 긍정된다. 33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 감각
관념이 물체에서 유래한다고 믿는 커다란 경향성을 주었으나, 다른
창조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은 기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체가 감각
관념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34 이렇게 감각
관념의 출처가 외부 물체라는 첫 번째 믿음은 긍정되는데, 그렇다면
그 관념들이 물체와 닮았다고 여기는 두 번째 믿음은 어떠한가? 이
역시 자연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말이다. 여기에
대해 데카르트는 “아마 물질적 사물은 내가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그대로 현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바로
“감각적 파악이란 종종 애매 모호 (obscure and confused)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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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3 성찰, 61 쪽.
악령의 가설을 통해 물체 세계의 현존 자체가 회의의 대상이었는데 제 6 성찰에서
감각 관념에 의해 물체 세계의 현존이 구제된다.
34
위의 책, 6 성찰, 111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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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라고 말한다.35 데카르트에 따르면 빛, 소리, 고통과 같은
감각들은 모두 “아주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인데, 신은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
가르쳐주는 허위로부터 벗어나 진리에 이를 수 있다. 36 다시 말해
감각이 외부 물체로부터 온다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각이
물체와 닮았다고 믿는 경향성을 갖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감각이
갖는 성격이 애매 모호, 즉 의심스럽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능력은 바로 지성이다.
지성이 파악하는 연장과 그 양태들인 형태, 위치, 운동 등은
명석 판명한 것으로서 물체에 속하는 것들이다.37 그러나 “그 밖의
것들, 즉 빛, 색깔, 소리, 냄새, 맛, 뜨거움, 차가움 및 다른 촉각적
성질들”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애매 모호하다고 말한다. 38 애매
모호함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데카르트는 왜 감각 성질들에 대해서
애매 모호하다고 말하며 그것들을 허위로 간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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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위의 책.
37
크기, 즉 길이, 넓이, 깊이를 지닌 것이 연장이고, 연장을 한정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형태이고, 다양한 형태를 지닌 것이 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치이며, 위치의
변경이 운동이다. 이런 것들은 물체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이다. 위의 책, 3 성찰,
67 쪽 참조.
38
위의 책, 3 성찰, 67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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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움과 차가움과 같은 감각 관념은 명석 판명하지 않고 애매
모호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관념이 어떤 성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떻게 뜨거움에 대한
감각이 적극적인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의아할 수
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은 충분히 자극적이어서
그것이 적극적인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체가 갖는 기하학적 성질들과 비교했을 때 감각은 확실히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뜨겁게
표상되고 있을 때, 우리는 뜨거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성질인지,
아니면 차가움의 결여인지, 혹은 반대로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여인지, 아니면 양쪽이 모두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들 중 어느 하나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뜨거움의 관념은 불확실하고, 적극적인 성질을 결여하며,
애매 모호하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
관념은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관념이 아니라 무(無)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물의 관념이 아닌 관념은 관념일 수 없기 때문에, 애매
모호한 관념은 허위로 간주해도 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만약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여에 불과하다면, 차가움은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런데 관념이 차가움을 마치 어떤 것인양 드러낸다면 관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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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가움의 관념은
허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관념이 갖는 허위를
‘질료적 허위’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질료적 허위는 관념이 사물이
아닌 것을 사물로 나타낼 경우에 생긴다”.

40

따라서 우리는

데카르트에게서 감각이 갖는 첫 번째 허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감각은 질료적 허위를 갖는다. 감각 관념은 애매 모호, 다시 말해
적극적인 성질을 띄지 않는 관념이기 때문에 무에서 나오거나, 극히
적은 실재성만을 띄고 있어 무와 구별되지 않는 관념이다.41
그런데 데카르트가 감각을 명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통증에 대해서 그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통증에 대해 아주 명석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42
통증이 명석하다는 것은 다른 애매 모호한 감각들에 비해 그것이
‘충분히 강하고 분명하게 자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통증이 명석하더라도 판명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43
통증에 대한 감각이 판명하지 않다는 것은 즉 그것이 ‘모든 다른 것과
잘 구별되어 단지 명석한 것만을 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통증이 드러내는 사태에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명석한 것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명석 판명함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명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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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위의 책. 적극적인 성질과 실재성은 같은 말이다.
42
르테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앞의 책, 원리 46, 39 쪽.
43
위의 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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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을 포함하지 않는 지각은 판명함에는 이를 수 없다. 데카르트는
통증에 대해 무엇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일까?44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정신이나 지각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손이나 발이나
육체의 어떤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익숙”하다. 46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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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제 6 성찰에서 통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발에 고통을 느낄 때, 자연학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바에 따르면, 이 고통의 감각은
발에 퍼져 있는 신경에 의해 생기는데, 이 신경은 밧줄처럼 발에서 뇌까지 팽팽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래서 발 속에 있는 신경이 잡아 당겨지면 마침내 뇌의 깊숙한
부분까지 당겨지게 되어 이 부분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운동이 정신으로
하여금 고통이 마치 발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자연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경들이 발에서부터 뇌까지 도달하려면, 정강이, 허벅지, 허리,
등 및 목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신경들 중 발에 있는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기만 해도, 뇌 속에는 발에 상처를 입었을 때와
똑같은 운동이 일어나며, 그 결과 정신은 발에 상처를 입었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감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데카르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A 가 첫 부분이고 D 가 끝 부분인
A B C D 라는 밧줄이 있을 경우, B 를 잡아당기든 C 를 잡아당기든 마치 D 를 잡아
당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A 에는 어떤 운동이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인체 내 신경은
뇌에서부터 발까지 중간에 목, 등, 허리, 허벅지, 정강이등을 거치며 이어져 있다.
그래서 발이 아닌 다른 부분의 신경이 건드려 진다 하더라도 뇌 속에는 발에 상처가
났을 때와 같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통증이
명석한 관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데카르트의
이러한 생각 때문이다.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6 성찰, 118~119 쪽
참조.
45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6 성찰, 108 쪽.
46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앞의 책, 원리 67, 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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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에 따르면 “그러나 통증을 발에서 느끼는 것 같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 정신 밖에, 즉 발에 존재하는 어떤 것인지 사실 확실하지
않다.”47 왜냐하면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절단된 신체 부위에서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고통이 그
절단된 신체 부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 신체 부위는 절단된 것이기에
고통 역시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절단된
부위에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절단된
부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발의
통증에 대해서도 통증이 정말로 발에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한다.
결과적으로 통증의 감각에는 이와 같이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명석할수 있어도 판명하진 않다.
데카르트가 통증이나 다른 감각이 명석하더라도 판명하지는
않다고 말할 때 취하는 태도는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와 같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데카르의 명석 판명함의 규정에 따르면 단지 명석한 것만을
담고 있는 지각을 판명한 것이라 부를 수 있다.48 데카르트에게서
물체와 관련해 그러한 판명함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물체의
기하학적 성질들 뿐이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감각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섣불리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렇게 데카르트에게서 아직 판명하지 않은 감각을 정신
밖의 물체에 귀속시키고 그와 닮았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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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그리고 나는 명석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과 잘 구별되어 단지 명석한 것만을
담고 있는 지각을 판명한 지각이라 부른다.” 르네 데카르트, 원석영 옮김, 『철학의
원리』, 아카넷, 2002, 원리 45, 38~89 쪽.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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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이것은 우리가 관념에 대해 내리는 긍정의 판단과 관련된
허위로서 데카르트는 이것을 ‘형상적 허위’라 부른다. 49 이것은
감각이 갖는 두 번째 허위이다.
종합하면 감각과 관련해서 데카르트는 두 가지 허위를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감각 관념 자체가 지니는 애매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질료적 허위와, 명석하긴 해도 판명하지 않은
감각을 우리가 외부 물체에 귀속시켜서 생기는 형상적 허위이다.
데카르트와 더불어 근대의 대표적인 합리론자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간과했던 지점들을 비판, 보완하며 자신의 실체론과
인식론을 전개한다. 다음 절에서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물체
개념과 감각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1.2. 데카르트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
1.2.1. 데카르트의 물체 실체에 대한 비판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실체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데카르트가 중요시한 ‘독립성’을 따르면서도 그것만이 실체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가
되겠지만 라이프니츠의 실체인 모나드는 개체성, 단일성, 활동성의
세 가지 특징들을 갖는다. 이 절에서는 단일성과 활동성 두 가지
기준에 주목하여 데카르트의 물체 실체가 어떻게 비판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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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3 성찰, 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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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정신

실체의

경우에는

단일성과

활동성의 기준을 무사히 통과한다. 라이프니츠가 실체성의 기준으로
삼은 ‘참된 단일성’은 분할 불가능성을 의미한다.50 데카르트는 정신
실체의 본성을 사유에서 찾긴 했지만 그것의 분할 불가능한 성격
역시 인정했다. 그는 “오직 사유하는 것인 한에서의 나 자신을 살펴
보면, 나는 이때 그 어떤 부분도 구별해 낼 수 없으며, 오히려 나를
완전히 하나이자 통합된 것으로 이해51”한다고 말한다. 또한 “의지
능력, 감각 능력, 이해 능력 등이 정신의 부분이라고 말해서도
안되는데,”52 왜냐하면 “하나의 동일한 정신이 의지하고, 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53”이다. 다시 말해 정신은 부분을 갖지 않는
완전하게 하나이자 통합된 것이다. 부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분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도 정신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분할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정신 실체가
사유의 양태로서 갖는 의지 능력, 감각 능력, 이해 능력 등은 그것이
스스로

활동하는

원리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보기에 정신 실체는 활동성의 기준에 있어서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라이프니츠가 문제 삼은 것은 데카르트의 물체 실체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고, 따라서 분할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어떤 물질적인, 즉 연장적인 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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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분할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구분되는 부분들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까지 함축한다.
51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옮김, 앞의 책, 6 성찰, 117 쪽.
52
위의 책.
53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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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없”다.54 따라서 물체 실체는 본성상 언제나 분할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연장적 물체는 근대 기계론에
적합한 수동적인 물체였다. 그것은 인접한 다른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충돌에 의해 상태의 변화가 설명되는, 변화의 원인을
스스로 갖지 않는 실체이다.
우선 라이프니츠는 연장의 분할 가능한 본성이 실체성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강조했듯이 그는 실체의 기준을 참된
단일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연장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더
살펴보자.

연장된 것이란 부분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치
대리석이 돌무더기인 것과 같은 것이다.56 이렇게 집적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을 실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한 무리의 양떼,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57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러한 일체는 “우연에
의한 일체”, 근접에 의한 일체인데, 이것은 허구이고 우리의 정신에
의존하는 것이다.58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참되게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체는 각
부분들을 떨어뜨리고 분할시킬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왜 부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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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Mas (88) 서신 17.
56
Mas (93~94) 서신 18.
57
Mas (94) 서신 18.
58
Mas (94) 서신 1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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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는 것의 실체성을 의심했을까? “분할된 것의 실재성은
분할된 부분에 존재해야 하는데, 무한히 분할 가능한 것은 실재성을
담지할 어떠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9 대리석과 같이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연장적 물체는 그것이 사실은 무한히 분할
가능한 돌무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재성을 담보받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성은 분할 가능하지 않은 진정한 일체, 즉
참되게 단일한 것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 당시의 원자론자들은
완전히 단단해서 나누어질 수 없는 물체의 구성 요소를 원자라고
부르며 여기에 실재성의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원자를 실체로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물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접착되어 있더라도, 다시 말해 완전히
단단하더라도, 그것이 연장되어 있는 한에서는 이론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연장적 물체의 수동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모든 물체적 실체의 현재 상태는 이전 상태의
결과이며, 운동에서 실재적인 것은 물체적 실체 자체로부터
생겨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물체적 실체는 자기
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연장적 물체 실체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서
운동하는데 반해,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는 자기 자신에 이미
주어져 있는 힘에 의해 변화하는 상태들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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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구, 「라이프니츠에서 물체적 실체의 문제 (1): 물체적 실체는 물체적인가?」,
『철학연구』 88, 2010, 1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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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은 창조 때 모든 실체에게 최초 상태를 부여했고,
그로부터 다른 모든 상태들이 자체적으로 따라 나온다. 따라서
그것이 정신적 실체든 물체적 실체든 각 실체의 모든 상태는 그
실체의 이전 상태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사유와 의지가 정신적
실체에서 나오듯이 운동에서 실재적인 것 역시 물체적 실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운동에서 실재적인 것은 다른 실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체 자체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라이프니츠는 물체의 실체성을 분할 가능하고
수동적인 연장적 물체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물체가 실체이기
위해서는 비연장적이고 활동의 원리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영혼과 관계되는 것, 즉 실체적
형상이다. 참된 단일성 다시 말해 “실체적 단일성은 완전한 존재,
분할 불가능하고 자연적으로 파괴 불가능한 존재를 요구한다.” 61
그리고 그러한 분할 불가능성은 “영혼이나 실체적 형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62 즉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진정한 일체라고 여기는 것은
비연장적 존재인 영혼과 같은 실체적 형상임을 알 수 있다. 실체적
형상은 당시 유럽 철학의 주류였던 데카르트의 기계론과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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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114~115) 서신 23.
Mas (94) 서신 18.
62
Mas (94) 서신 1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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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에 배치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역시 이것을 다시
도입하는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63
본래 실체적 형상은 스콜라 철학에서 질료와 결합하여 실체를
이루는 형상을 뜻하는데 이것은 질료에 단일성을 부여하는 원리이자
동시에 질료에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 라이프니츠는 실체적
형상을 육체에 단일성을 부여하는 유기체에서의 영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또 그는 실체적 형상의 본성이 힘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혼 혹은 엔텔레키와 동일시한다.6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장적 물체에 실체적 형상을 가정하면, 물체는 단일성과
스스로 활동하는 힘을 동시에 얻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물체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영혼 혹은 실체적 형상이 기계를
실체적 일체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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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식으로 고대 철학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거의 추방된 실체적 형상에
원래의 권리를 다시 부여하고자 시도할 때, 하나의 중대한 역설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실체적 형상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곳에만 사용하기만 하면 스콜라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견해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한 후
결국에는 나의 의지에 반하여, 말하자면 강하게 설득되어 실체적 형상을 다시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아마도 나를 무조건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AG (43) 형이상학 논고 11 절.) 실체적 형상은 당시 추방된
개념이었고 라이프니츠 본인도 “물리학의 실험과 기하학의 증명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오랫동안 실체적 형상의 무용성에 확신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AG (43)
형이상학 논고 11 절) 그러나 스콜라 철학이 만약 기학학과 같은 올바른 방법에 의해
통찰되고 탐구된다면, 거기에는 실체적 형상과 같이 유용한 개념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라이프니츠가 기계론 철학을 부정하거나 기계론 철학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연의 개별 현상은 형태, 크기, 운동 등의
기계론의 원리로, 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기계론의
법칙이나 원리들은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형이상학적 이유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한 물체가 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운동하는지 등의 문제는
기계론 철학 자체만으로 밝힐 수 없고 형이상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64
Stuart Brown and N.J Fox, Historical Dictionary of Leibniz’s Philosophy, Lanham,
Maryland, Toronto, Oxford, 2006, 2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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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65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분리시켜
놓았던 영혼과 육체의 결합, 다시 말해 유기체적인 실체 개념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외면 받던 실체적 형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물체의 실체성을 구제하려고 했던 라이프니츠의
시도는 쉽지 않았다. 그의 아르노와의 서신 교환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연장적 물체의 실체성을 비판하고 실체적 형상에 대한
아르노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비교적 초기 서신에
해당하는 1686 년 7 월 14 일의 서신과 1686 년 12 월 8 일의 서신에서
우선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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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95) 서신 18.
Mas (66) 서신 14.
67
Mas (89) 서신 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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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는 여기에서 물체가 단순한 집적물 다시 말해
연장이 아니고 실체이기 위해서는 실체적 형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 영혼이나 실체적 형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물체는 집적물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실체적 형상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즉 실체적
형상과의 결합만이 물체를 실체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체적 형상이 물질에 단일성을 부여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집적물과 결합하여 하나의 물체적 실체를 이룬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데카르트에 의해 분리되었던 물질과 영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1687 년 4 월 30 일에 라이프니츠가
아르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바뀐다. 그는 이 서신에서
집적물과 실체적 형상의 결합이 아닌, 집적물이 기인하는 참된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간다.

사실# 모든# 집적에# 의한# 존재는# 참된#
단일성을# 부여받은# 존재를#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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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120) 서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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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인용문은 ‘집 적 에 의 한 존 재 가 아 니 라 하나의
실체라면 실체적 형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인용문은
‘모 든 집 적 에 의 한 존 재 는 참된 단일성을 부여받은 존재를
전제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자에서 집적에 의한 존재는 집적체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실체적 형상을 필요로 했다면, 후자에서
집적에 의한 존재는 그 자체로 참된 존재를 배후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에서 집적물은 하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 실체적 형상과
결합해야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집적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참된
단일성을 부여받은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라이프니츠가 지지하는 공리, “실제로 하 나 의
존재가 아닌 것은 실제로 하나의 존 재 도 아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69 이것은 참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원칙이다. 즉
“일체와 존재는 상호 교환 가능하다.” 70 그렇기 때문에 다수인
집적체가 존재 하려면 하나인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 하나인 것이
없다면 다수인 집적체도 있을 수 없다. 라이프니츠는 “복수는 단수를
전제하며, 하나의 존재가 없는 곳에는 다수의 존재들도 있을 수 없다”
고 말한다.71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집적물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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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121) 서신 23.
Mas (121) 서신 23.
71
Mas (121) 서신 23.
72
1687 년 3 월 4 일에 아르노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르노가 한 말이다.
“하지만 전 물체계에 단지 기계와 실체들의 집적만 있다는 것을 믿는 데 불합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Mas (108) 서신 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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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적물의 실체성은 실체적 형상과의 결합이 아닌,
집적물이 기인하는 참된 실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적체
즉 다수인 것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인 것이 존재해야 한다. 그 하나인
것은 바로 참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적체가 기인하는 참된
실체가 요구된다. 그리고 참된 실체들로부터 기인하는 집적체는 그
집적체의 합성에 포함되는 것 만큼의 실재성을 갖게 된다.
참된 실체, 즉 하나인 것, 이 참된 단일성을 부여받은 존재는
분할 불가능하고 자연적으로 파괴 불가능한 것으로 언급되었던
영혼이나 실체적 형상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집적체가
기인하는 참된 단일체에 대한 인정은 1696 년 이후로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으로 등장하는 ‘모나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의 결론을 다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프니츠는
연장을 본질로 하는 데카르트의 물체 실체를 실체라 간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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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약 실체들의 집적이
존재한다면, 모든 집적을 구성하는 참된 실체도 존재해야 한다.” 아르노가 사용한
‘실체들의 집적’이라는 표현은 라이프니츠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후 그의 물체에
대한 구상과 설명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73
Mas (120) 서신 23.
74
Mas (122) 서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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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물체의 실체성을 실체적 형상과 같은 비물질적인 참된
일체로부터 찾았다. 라이프니츠가 궁극적으로 실체라 여긴 것은
비물질적인 참된 일체이지 데카르트의 연장적 물체가 아니었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물체 개념을 비판하며,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관에서 자신의 일원론적 실체관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확립해 놓았던 정신과 물체의 상이성을
지우며 둘을 근본적으로 같은 실체로 파악한다. 물론 라이프니츠의
실체들 역시 일원론 하에서 연속적인 위계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물체 내지는 육체를 정신에 비해 단적으로 상이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체론 속에서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분리해 놓았던 영혼과 육체의 통합을 다시 시도하며
유기체적 실체관을 펼치기에 이른다. 우선 다음 절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감각과 명석 판명한 인식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1.2.2. 데카르트의 감각 이론에 대한 비판
데카르트에서 색깔, 맛, 냄새와 같은 감각적 성질들은 애매
모호하거나 명석하지만 판명하지는 않은 것이어서 외부 물체가 그와
닮았다는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것이었다.
라이프니츠는 감각에 대한 데카르트의 위와 같은 생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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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라이프니츠는 감각이 물체 세계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데카르트의 생각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긴다. ‘충족이유율’76을
따르는 라이프니츠는 신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물과 감각의 관계를
설정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가
보기에 데카르트와 같은 생각은 사물들의 합리적인 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신의 전능함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어떤 감각은 그 감각이 유래하는 물체와 본질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어떤 것이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보인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감각은 물체에 속하고 그와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감각과 사물 간에 성립하는 닮음이
인과적 닮음이 아닐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 스콜라 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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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preface (56).
AG (217) 모나드론 32 절.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리의 이성적 추리들은 두 가지
큰 원칙을 따른다. 첫 번째는 모순율인데, 이것은 모순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충족이유율인데, 이것은 모든 결과에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그 근거들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참인 명제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에 따르면 그는 데카르트와 다르게 이미 감각에 관한
우리의 판단들을 참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를 주장하는데, 추론 진리와 사실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 추론 진리는
필연적이고 반대가 불가능한 진리이다. 여기에는 수학의 정리들 같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정의와 공리들을 유한한 단계의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포함된다.
사실 진리는 우연적이고 반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충분한 이유는 우연적 진리 또는
사실 진리에도 존재하는데, 즉 모든 창조된 사물들의 결과나 연관 속에도 존재한다.
그런데 우연적 진리에 있어서는 개별 근거로의 분해가 유한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무한히 지속된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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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던 것이 감각과 사물 간의 인과적 닮음이었다. 이들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 물체가 직접 작용해서 인상을 남긴 것이 감각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물체가 자신의 모습을 도장 찍듯 우리의 기관에
남긴 것이 감각이다. 이러한 인과적 닮음에 따르면 이 세상은 우리의
감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을 수단 삼아
자연에 대한 인식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데카르트는 이와 같은
스콜라 자연학을 거부하기 때문에 감각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은 연장과 연장으로부터 파생된 운동,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만이 자연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었다. 이제 라이프니츠는 다시 스콜라 자연학과
견해를 같이 하고자 한다. 다만 스콜라 철학에서 주장하듯이 물체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직접 인장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세계는 우리의 감각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생기지는 않았을
뿐이다. 감각과 물체는 다른 방식으로 닮아있다. 라이프니츠가
감각과 물체 간에 상정하는 닮음은 인과적 닮음이 아니라 표현적
닮음인데 이것은 3 장에서 살펴 볼 내용이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물체 세계에 대해 참된 인식으로
간주한 연장의 명석 판명함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물론 라이프니츠는 기계론의 성과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계론적인
지식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외부 세계에 대한 가장 명석
판명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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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장의 실체성을 비판한 라이프니츠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연장과 관련된 인식이 그에게서 가장 명석 판명한 것은
아니다. 연장과 관련된 크기, 형태, 운동이 색체, 색, 열과 같은 감각적
성질보다는 판명한 인식일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라이프니츠에서
현상에 속하는 것이며 외부 세계에 대한 “최후의 분석을 견딜 수는
없는” 인식이다.78 다시 말해 가장 최종적으로 분석된 가장 판명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술했듯이 물체에 대한 가장 참된 인식은
기계론적인

인식에

형이상학적인

그치지

고찰이

않고

요구된다.

비물질적인
이와

실체들에

같은

배경

대한
하에서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인식 기준인 명석 판명함보다 보다 폭넓고
세분화된 자신의 인식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2 장에서 더
논의 될 것이다.
2 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앞으로의 논의에서 마주하게 될
주요 개념들에 대한 지도를 간략하게 그리기로 한다.
라이프니츠의 실체는 지각과 욕구라는 두 가지 능력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지각(perception)이란 그것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비로소 출발되는 마음의 능력을 말한다.

79

이 글에서

라이프니츠와 비교 대상으로 삼는 데카르트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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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44) 형이상학 논고 12 절.
Mas (152) 서신 29.
79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66 쪽.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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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마음의 능력을 오직 정신 실체에게만 인정하기 때문에 “지각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80 그런 의미에서
지각은 정신 실체의 사유와 다르지 않다. 데카르트의 지각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인식을 주는가의 여부였다.
따라서 참된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각에 담겨 있는 감각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81
데카르트의 정신 실체가 자신의 속성으로서 ‘사유’를 갖듯이,
라이프니츠의

실체도

자신의

속성으로서

‘지각’을

갖는다.

라이프니츠에서도 지각은 외부 세계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외부
세계가 실체 내에 새겨지는 것이다.82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지각이
데카르트의 지각과 다른 점은 그것이 의식을 동반하지 않고도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뿐 아니라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지각은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의 2 항 관계로 여겨지는 반면에 라이프니츠의 실체가 갖는
지각은 실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지각이라는
것은 지각 대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 주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83 이와 같은 특징들은 2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라이프니츠에서 지각은 크게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지각, 감각,
통각으로 구분돤다.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지각은 미소 지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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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217 쪽.
엘리자베스 클레망, 샹탈 드몽크, 로렌스 한젠-뢰브, 피에르 칸, 이정우 옮김,
『철학사전 : 인물들과 개념들』, 서울 : 동녘, 1996, 280 쪽.
82
박제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50 쪽.
83
위의 책, 50~51 쪽.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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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고, 감각은 기억을 동반할 수 있는 “일층 고양된 의식”을 갖는
지각이다.84 통각은 라이프니츠에서 자기 의식을 갖는 지각이다.85
이러한 지각은 실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외부 세계를 ‘표현(expression)’한다. 지각은 실체가 자발적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 대상과의 인과적 관계가 배제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지각

내용과

지각

대상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립하는데 그러한 대응 관계가 바로 표현이다. A 가 B 를
표현한다는 말은 A 가 갖는 속성과 B 가 갖는 속성이 서로
대응한다는 것이다.86
이와 같이 라이프니츠에서 지각은 지각 대상을 표현한다. 그는
표현 대신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표상은
어떤 사물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다.87 결과적으로 라이프니츠에서 지각, 표현, 표상은 큰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88
라이프니츠에서 ‘인식(Knowledge)’은 실체의 표상 능력과
구분 없이 쓰인다. 89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세 부류의 지각인 미소
지각, 감각, 통각에 대응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 의식되지 않는
미소 지각에 대해서 우리는 모호한(obscure) 인식을 갖는다.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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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27 쪽.
Stuart Brown 은 라이프니츠의 미소지각, 감각, 통각을 무의식적(unconscious),
의식적(conscious), 자기 의식적(self-conscious) 지각으로 구분한다. 이 세 단계는
연속적인 정도의 차이로 설명된다. Stuart Brown and N.J Fox, Historical Dictionary of
Leibniz’s Philosophy, Lanham, Maryland, Toronto, Oxford, 2006, 178 쪽 참조.
86
박제철, 앞의 책, 51 쪽.
87
엘리자베스 클레망, 샹탈 드몽크, 로렌스 한젠-뢰브, 피에르 칸, 이정우 옮김,
『철학사전 : 인물들과 개념들』, 서울 : 동녘, 1996, 318 쪽.
88
“모나드의 본성은 표상하는 것이다.” AG (220) 모나드론 60 절.
89
박배형, 「감성능력의 재평가와 독일 근대미학의 초기적 성립과정 : 바움가르텐과
칸트 미학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18 쪽.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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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되고 기억이 동반되는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명석한(clear)
인식을 갖는다. 그리고 통각은 판명한(distinct)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지각, 표현, 인식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2,
3 장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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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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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이프니츠의 실체 이론과 지각 이론
2.1. 실체 이론
라이프니츠는 앞서 논구된 바와 같이 실체에 대한 데카르트의
규정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따르면서도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에 비판적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는 1.2.1. 절에서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연장적

물체를

단일성과

활동성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을 살펴보았다.
단일성과 활동성 외에도 소개되어야 할 라이프니츠 실체
개념의 특징은 개체성이다.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중기철학을
대표하는 저술인 1686 년의『형이상학 논고』에서 그가 실체
개념으로 소개하는 ‘개체적 실체’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고 그에 대한
인정은 그가 자신의 체계를 집대성한 후기의『모나드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실체 개념은 계속 변화되어 왔지만, 개체성,
단일성, 활동성 이 세 가지는 그가 자신의 실체를 논함에 있어
일관되게 등장하는 특징들이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가 염두에 두었던 실체가 무엇인지 모나드를 통해
알아볼 것이며, 모나드의 본질적 요소로 소개되는 ‘지각’과 ‘욕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앞선 세 가지 특징들과 연결되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모나드와 더불어 라이프니츠에게서 실체로 언급되는
‘물체적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가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 유기체적 실체 개념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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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신과 물체가
완벽하게 분리되었던 데카르트의 실체관과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다.

2.1.1. 모나드론
라이프니츠가 그의 철학에서 기본이 되는 실체에 모나드란
명칭을
저작

90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695

년

이후의

에서부터이다. 모나드란 명칭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말년에

이르기까지

라이프니츠의

실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그의 중기 저술에서
모나드 대신에 실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개체적 실체’를 사용하고
실체적 형상, 엔텔레키 91 , 영혼 92 과 같은 개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실체론을 발전시키는데 이것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영혼과 같이
분할 불가능한 비연장적 존재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비록 용어는 달리 사용하고 있지만, 중기저작에서 후기저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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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서 모나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695
년「로피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다.
그
후
1696 년「파르델라(Fardella)에게 보내는 편지」, 1698 년「베르누이에게 보내는
편지」,
1703
년,
1704
년「볼더(Volder)에게
보내는
편지」,
1704 년「자크로(Jaquelot)에게 보내는 편지」, 1709 년「드보스(de Bossess)에게
보내는 편지 」등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다. 자세한 것은 박삼열, 「라이프니츠의
현상론」, 『철학』(70 집), 한국철학회, 2002, 119 쪽 참조.
91
라이프니츠는 변화의 목표를 완전성으로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실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려 엔텔레키(Entelechie)라고 부른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단순한 실체들 또는
창조된 모나드들에게 엔텔레키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특히
완전성의 정도가 아주 낮은 모나드를 일컫는 데 그것을 사용한다. 자세한 것은
빌헬름 라이프니츠, 윤선구 옮김, 『형이상학 논고』, 아카넷, 2010, 260 쪽 각주 22)
참조.
92
「볼더(Volder)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란 우리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알고 있는 영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박삼열,
「라이프니츠의 현상론」, 『철학』 (70 집), 한국철학회, 2002, 120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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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부분이 없고 단순한 비연장적 실체 개념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존재자에 대한 설명들은 중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추가되는데 최종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단순성, 개체성, 그리고 활동성이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실체라고
명시한다. 모나드는 단일성 또는 하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모나스(monas) 94 에서 온 말이다.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분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분이 없는 곳에서는 연장도, 형태도 또한 분할도 불가능하다.”95고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곧 모나드의 단순성은 데카르트의 연장적 물체
개념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모나드 개념은 당시 원자론자들의 ‘원자’ 개념에서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들은 사물을 구성하며, 세계 안의 모든 사물들은 원자들의
모양, 크기, 배열, 위치의 차이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나 원자는
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분할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공간을 점유하는 한 이념적으로는 무한히 분할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원자를 진정으로 하나이고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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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원자 개념은 라이프니츠에게서
비판받는

것이고,

라이프니츠가

“모나드들은

자연의

진정한

원자이고, 간단히 말하면 사물들의 요소이다.”라고 말할 때 ‘자연의
진정한 원자’ 내지는 ‘사물들의 요소’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물질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96 여기에 보태어서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는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해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97 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부분의 집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도 않는다.”98고 말한다. 따라서 모나드는 “신의
창조와 파괴를 통해서 한번에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다.99
그런데 모나드는 동시에 개체적 실체이기도 하다. 개체적
실체란 각각의 실체가 다른 모든 실체와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실체를 말한다. 라이프니츠는 물론『모나드론』에서도 “모든
개별적인 모나드들은 모든 다른 모나드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100

라고 말하면서 모나드의 개체성을 강조하지만 개체적

실체에 대한 언급은『형이상학 논고』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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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일하고 수에 의해서만 상이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두 개의 완전한 복제품처럼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고 단지 갯수를 셀
때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내적으로
동일한 둘 이상의 존재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자연 안에 내적으로 동일하고 수적으로만 상이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라이프니츠는 ‘구별 불가능한 것의 동일성
원리’라고 한다. 이런 원리는 다시 ‘충족 이유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충족 이유율이란, 어떠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수적으로 두 개일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실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라이프니츠의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실체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도 결코 동일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형이상학

논고』(1686

년)에서는

실체들의

개체성이

강조되었지만『모나드론』과 같은 해에 저술된『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1714 년)에서 실체의 활동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다.103 라이프니츠가 활동의 원리로서 힘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특히『제일철학의

개선

및

대하여』(1694 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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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의

개념에

라이프니츠는 역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연구하는 동안
실체의 활동성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라이프니츠는
자신이 한 때는 기계론의 신봉자였음을 밝히면서도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스콜라 철학의 실체적 형상과
같은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게 되었고, 내적 활동성을 강조하는
엔텔레키와

같은

개념을

그의

실체를

지칭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105 결과적으로 모나드는 외부의 접촉이나 인접한 다른
어떤 것과의 교류 없이 스스로 활동하는 원리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개체성,
단순성, 활동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실체와 구별되면서 스스로 활동하는 영혼과 같은 비연장적 실체이다.
이제 모나드가 갖는 두 근본적인 능력인 지각과 욕구를 소개하고 이
두 가지 능력이 상술한 세 가지 특징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개별적 실체인 모나드는 지각과 욕구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능력을 갖는다. 지각은 “단일성 또는 단순한 실체
안에 다수성을 포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시적인 상태”를
뜻한다. 106 라이프니츠는 우선, 단순한 실체들만 존재하는 우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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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라이프니츠, 윤선구 옮김, 『형이상학 논고』, 아카넷, 2010, 140~1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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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것의 세부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세부 내용을 표현하는 실체의
내적 상태가 바로 지각이다.107 모나드에게 변화는 자신의 내적 상태,
즉 지각의 변화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시 말해 한 개별적 실체는 무한히
많은 우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연적 속성이 바로
지각이다. 108 라이프니츠는 단순한 실체가 갖는 무수한 우연적
속성들, 즉 지각의 관계를 ‘단일성 속의 다수성’이라고 표현한다.

지각의 다수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각은 ‘단순성’ 속의 다수성이다. 즉 지각은 부분을
갖지 않는 단순한 실체가 갖는 능력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각을 부분들의 기계적인 부딪힘에서는 발견할 수도,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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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110 이로써 지각은 영혼과 같이 단순한
실체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실체는 지각과 욕구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들은 수적으로 무한히 많지만 그들 중의 어느
둘도 결코 동일하지 않은 개체적 실체임을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실체들의 개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각 실체간의
우연적 속성, 즉 지각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체간의 차이는
지각의 판명성 정도(degrees of distinctness)의 차이일 뿐이다.
라이프니츠의 지각의 판명성 정도는 데카르트의 정신 실체의
본질인

사유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지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했는데,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111

1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데카르트의 정신 실체의 사유는 오로지 의식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모나드의 지각은 의식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112 라이프니츠가 보기에 데카르트의 사유가 갖는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실신 상태를 죽음과
혼동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유하는 인간의 정신만이 비연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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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하고, 감각하고 그리고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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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이고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들의 영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데카르트에게서 인간 외의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들은 모두
기계 즉 물체였다. 데카르트의 정신 실체는 사유, 즉 의식을 하는
동안에만 존재하고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리가 기절하거나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중이라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한들 우리가 어떠한
지각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113 실체는 어떠한 활동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4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실체는 의식을 갖지 않는
동안에도 끊임 없는 지각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의식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지각들을 미소 지각(minute perceptions)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의식과

구별되는

지각

활동이

인정됨으로써

라이프니츠에서는 동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의 영혼이
인정된다. 라이프니츠에서 모든 단순 실체 또는 창조된 모나드들은
지각과 욕구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영혼이라 불릴 수
있다.115 그런데 이러한 실체들은 이제 앞서 언급한 지각의 판명성
정도에 따라 크게 세 등급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는 지각이 항상
불명석한, 즉 미소 지각만을 갖는 가장 낮은 등급의 실체인
엔텔레키이다. 그리고 지각이 명석하기는 하나 판명하지는 않은, 즉
기억을 동반하는 지각인 감각을 갖는 동물 영혼이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판명한 지각을 갖는 이성적 영혼인 정신이다. 정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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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나마

판명한 지각이 가능한 것은 정신이 통각을 갖기

때문이다. 통각이란 “우리로 하여금 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고 우리 안에 이것 또는 저것이 있다고 숙고하도록 하는”
자기 의식을 말한다. 116 정신은 통각, 즉 자기 의식을 통해 반성적
행위와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인식이 가능하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이 마지막 등급의 자기 의식을 갖는 모나드만을
정신 실체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에서는 엔텔레키, 동물
영혼, 이성적 영혼이 모두 모나드라는 동일한 부류의 실체로
인정되며 다만 지각의 판명성 정도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 물론 같은
등급 내에서도 지각의 판명도는 무수히 상이하며 그에 따라 무수히
많은 서로 구별되는 모나드들이 존재한다.
지각의 등급과 미소 지각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의 지각
이론을 다룰 2.2.2 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라이프니츠의 지각 개념이 데카르트의 사유 개념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는 것과 지각의 판명성 정도가 실체를 구별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정도로만 소개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 모나드가 갖는 지각은 단순한 실체가 갖는
다양한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물들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세부 내용을 표현하는 지각 뿐만 아니라 변화의
원리 또한 필요하다. 그러한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모나드의
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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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드의 지각들은 욕구라는 원리를 통해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이행한다. 그런데 변화의 원리는 왜 실체의 바깥이 아닌
내부에 존재하는 것일까?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나드는 어떤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118 그렇기 때문에 모나드들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어떠한
영향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모든 변화는 내적인 원리로부터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그러한 원리를 욕구라고 부른다.
욕구 개념을 통해 우리는 모나드의 활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활동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하는 원리를
의미하는데 모나드는 그러한 내재적 변화를 욕구 능력을 통해 하기
때문이다.
“비물질적인

이런

의미에서

자동기계로

라이프니츠는

만드는

일종의

모나드가
자족성”을

자신을
갖는다고

말한다.119
지금까지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비연장적 실체인 모나드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모나드는
단순성, 개체성, 활동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지각과 욕구라는
두 가지 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모나드 외에도 ‘물체적
실체’ 역시 주장하고 있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 그가 주장하는
물체적 실체는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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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영혼과 신체의 합일로서 유기체적 실체
1686 년의『형이상학 논고』에서 라이프니츠는 개체적 실체와
더불어 물체적 실체 역시 언급하고 있다. 물체적 실체에 대한 논의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아르노와 교환하던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1.2.1.절에서 라이프니츠가 연장을 본질로 하는 데카르트의
물체 실체에 대해 비판했던 것을 알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연장적
물체는 그 자체로 실체일 수 없고 현상일 뿐이라고 했다. 처음에 그는
영혼과 같은 실체적 형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와 물체의 결합이
물체적 실체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란
현상일 뿐인 데카르트의 연장적 물체에 대응하는 실체로써 물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과 물체, 즉 육체 120 의 결합이다. 데카르트의
물체는 정신과 상이한 독립적인 실체였던 것과 달리 라이프니츠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물체적 실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2.1.에서
이미 논했듯이 라이프니츠는 물체의 실체성이 실체적 형상과의
결합이 아니라, 실체적 형상과 같이 참된 단일성을 부여받는
존재들로부터 기인한다는 견해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2.1.1.
절에서 이와 같이 참된 단일성을 부여받은 존재에 대한 생각이
라이프니츠의 단순 실체인 모나드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대표적인 실체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는 후기 저술인『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에서 자연은

!!!!!!!!!!!!!!!!!!!!!!!!!!!!!!!!!!!!!!!!!!!!!!!!!!!!!!!!
120

라틴어의 corpus, 불어의 corps, 영어의 body 는 우리말로 물체, 육체를 둘 다
의미한다. 동일한 원어를 영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물체를 의미할 경우에는 육체로
표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물체로 표기한다. 윤선구, 「라이프니츠에서 물체적
실체의 문제 (1): 물체적 실체는 물체적인가?」, 『철학연구』 88, 2010, 129 쪽 각주
4) 참조.

!

50!

단순 실체들로 충만되어 있다고 말한다. 12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에는 단순 실체만이 존재하고 라이프니츠는 단순 실체인
모나드만을 실체로 여긴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후기 저술들에서도 여전히 물체적 실체
내지는 복합 실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다.122 단순 실체인 모나드 외에 그가 말하는 물체적 실체 혹은 복합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모나드라는 단순 실체에 대한 주장 이후에도 라이프니츠는
여전히

영혼과

육체

간의

결합을

주장한다.

그

결과로서

라이프니츠는 살아 있는 실체, 생명체, 복합 실체, 물체적 실체 등을
언급한다. 이것들은 모두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 생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도처에 지체들 또는 기관들과 결합된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124
우리는 모나드가 영혼과 같은 실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영혼과 육체 간의 결합에서 영혼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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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비물질적 실체
이론에서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육체

개념은

무엇인가?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중심이 되는 모나드의 육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다른 모나드들이다. 중심 모나드는 육체를
구성하는 다른 모나드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중심이 되는
모나드가 영혼이고 그것을 둘러싼 나머지가 그 영혼의 육체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나드들 간에는 무수히 많은
등급이 지각의 판명성 정도에 따라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각의
판명성 정도는 모나드들의 구별 원리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라이프니츠는 각각의 판명한 모나드가 복합 실체의 중심이 되는
모나드라고 말한다. 따라서 보다 판명한 지각을 갖는 모나드가 바로
중심 모나드로서 영혼이고, 상대적으로 덜 판명한 지각을 갖는
모나드들의 집단이 육체임을 알 수 있다. 육체란 일상적인 의미에서
물질적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등급의 모나드들의 집합을
일상 용어를 빌려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열등한 실체와 우월한 실체간의 차이는 단지 지각의
판명성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실체의 세계에서 이들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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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모나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열등한 모나드들의
결합체로 존재하는데 현상 세계에서는 이것이 영혼과 육체로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역시 현상의 용어들을 사용하어 이
관계를 영혼과 육체로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물체 혹은 육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의
비물질적인 실체관은 깨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를

분리해서

생각한

반면

라이프니츠는 이를 겨냥하듯 “육체와 전적으로 분리된 영혼들 혹은
정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26 오로지 신만이 전적으로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127 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써의

생명체가

바로

라이프니츠가

생각하는

물체적

실체이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생명체 또는 물체적 실체를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유기체적
육체의 결합체라고 말한다.”128 유기체적 육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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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물체적

실체는

유기체적 육체란 육체의 각 부분 역시 보다 하위의 우월한
모나드와 육체의 결합체, 즉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이
기관들이 하위의 우월한 모나드와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무한히 계속 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라이프니츠의
생명체는 프랙탈 구조를 갖는다. 프랙탈 구조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생명체의 부분인 각 기관들이 그 생명체 자체와
동일하게 다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듯이, 부분이 전체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130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 모든
라이프니츠의 유기체적 실체는 이와 같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진
모나드들의 집적체로 이루어진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실체의
구조를 식물로 가득 찬 정원 또는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에 빗대어
설명한다.

즉 유기체는 식물들로 가득 찬 정원 또는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인데, 식물의 가지 하나하나는 다시 식물들로 가득 찬 정원이고,
물고기의 각 부분 역시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이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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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무한히 계속된다. 이러한 비유에 따르면 생명체들의 육체의
부분들은 다시 하위의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하위의 결합체들의 육체는 또 다시 더 하위의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무한히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온 우주가 이러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 “정원에 있는 식물들 사이의 공기와 흙, 그리고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들 사이의 물이 식물과 물고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132 다시 말해
우리에게 무생물로 보이는 모든 사물들도 모나드의 세계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각 부분은 다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같은 프랙탈적 구조는 계속 반복된다.
모나드들이 존재하는 실재의 세계에서는 생명체와 무생물의 구별도,
빈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우주 안에는 어떠한 황폐한 것도,
어떠한 불임의 것도, 어떠한 죽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133 온
우주가

이러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은

이른바

라이프니츠의 범유기체론이다. 유기체와 무생물에 대한 구분은
현상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뿐 실재 세계에는 프랙탈 구조의
생명체들만이 있을 뿐이다.134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모든 모나드들은 하나의 우월한
모나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열등한 모나드들의 결합체로
존재하는데 라이프니츠는 이를 영혼과 육체 관계로 묘사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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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22) 68 절.
AG (222) 69 절.
134
윤선구, 「라이프니츠에서 물체적 실체의 문제 (1): 물체적 실체는 물체적인가?」,
『철학연구』 88, 2010, 144 쪽 참조; 빌헬름 라이프니츠, 윤선구 옮김, 『형이상학
논고』, 아카넷, 2010, 287 쪽 각주 61), 62) 참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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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적 실체라고 부른다. 라이프니츠는 비물질적인 존재자들을
지칭할 때 여전히 물체 또는 육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가 자신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항상 형이상학적
어법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일상적인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코페르니쿠스주의자들이
진다”는

표현을

135

천동설

여전히

이것은

지동설을

지지자들처럼

사용하는

것과

주장하는

“태양이

뜨고

마찬가지이다.

136

라이프니츠는 일상적 어법의 편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종종 일상적
어법을 사용하며 자신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설명한다. 우리가
앞으로 라이프니츠의 지각 이론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라이프니츠의
비물질적 실체들은 상호 간에 교류 없이 매순간 전 우주를 표상한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이에 대해 충만된 공간 안에서 모든 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운동은 멀리 떨어진 물체에게
거리에 상응하여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모든 물체들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지한다고 말한다.137 이 설명에서 ‘물질’, ‘운동’,
‘물체’, ‘영향을 미친다’ 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일상적 어법에 속하는 것들인데도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일상적 용어들을 도구로 자신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물체, 육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데카르트적인 의미의 연장적 물체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물체적 실체 혹은 복합 실체는 현상에서의
물체와 대응하고, 우월한 모나드와 결합된 열등한 모나드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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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154~155 쪽.
AG (59) 27 절.
137
AG (221) 61 절.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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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서의 육체와 대응하기 때문에 현상과 실재를 모두 염두에
두면서 독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실체인

단순

실체로서

모나드가

무엇인지, 모나드와 더불어 지속되게 등장하는 물체적 실체 역시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물체적 실체라고 부르던 복합 실체라고
부르던 중요한 것은, 라이프니츠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서
유기체적 실체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생물로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생명체라는
범유기체론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체의
완벽한 분리를 시도하고 오직 인간만이 둘의 결합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부분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존재가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존재하고 그 결과 온 우주는 생명체로
가득하다. 그곳은 비물질적 실체들로 충만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각의 판명성의 정도 차에 따라 우월한 모나드가 보다 열등한
모나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2.2. 라이프니츠의 지각 이론
2.2.1. 지각 내 현상과 실재의 관계
우리는 1.2.1. 로부터 라이프니츠가 모든 집적에 의한 존재는
참된 일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실체들의 집적이 있다면, 이 집적체가 기인하는 실체도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실체가 바로 라이프니츠의 단순 실체인 모나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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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체들이 집적되어 복합된 것, 즉 복합 실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복합실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물체나 물체적 실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데카르트의 연장적 물체와
같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물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2.1.2. 절에서
살펴보았다.
모나드들의 집합체로서 복합 실체는 그것의 합성에 포함되는
참된 일체성 즉 단순 실체들만큼의 실재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합 실체에 대응하는 지각 내의 현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체 개념, 다시 말해 데카르트가 연장적 물체라 설명했던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물체는 단지 집적물” 인데 집적에 의한
존재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체는 곧 현상이다. 140 그런데 현상은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항상 더 작은 현상으로 분할 될 수 있고,
우리는 가장 작은 현상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141 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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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13) 모나드론 2 절.
L (531).
140
L (623).
141
AG (179) 볼더에게 보내는 편지 30 June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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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물로서 물체 곧 현상은 무한히 더 작은 현상으로 분할되어
참되게 단일한 것에 이르지 못한다. 어떻게 참되게 단일한 것의
집적물이 동시에 무한히 분할 가능한 것인가? 라이프니츠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주장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집적체로서 물체는 무한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도
분할 불가능한 단순 실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분할
불가능한 단순 실체들이 모여서 집적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선을 아무리 나누어도 점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선이 있기 위해
혹은 선이 인식되기 위해 점이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다.
라이프니츠는 이 두 가지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현상과
실재라는 두 서로 다른 존재론적 영역의 차이점을 논한다. 그는
현상의 영역에서는 전체가 부분보다 먼저 주어지고, 실재의
영역에서는 부분이 전체보다 먼저 주어진다고 본다. 현상의
영역에서는 최후의 기본단위가 존재하지 않으나, 실재의 영역에서는
분할 불가능한 최후의 단위가 존재한다. 현상의 영역에서는
전체로서의 물체가 먼저 주어지고 이것은 무한히 분할 가능하지만,
실재의 영역에서는 부분인 모나드가 먼저 주어지고 전체는 부분인
모나드의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함으로써, 무한히 분할 가능하여 최소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물체가 어떻게 부분으로부터 합성되는지를 해결한다. 물체는 실재가
아니라 전체가 먼저 주어지는 현상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할만 할
수 있을 뿐, 부분으로부터의 합성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실재의 영역에서는 부분인 모나드들이 먼저 주어지고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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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통해 전체가 구성된다.142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집적체는 두
가지 차원으로 진술될 수 있다. 즉 현상의 영역에서 집적체는 무한히
분할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재의 영역에서 집적체는 단순
실체들로부터 구성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실재와 현상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말한다.

이

인용문에서의

물질은

현상에서의

집적체를

뜻한다.

집적체는 실재의 영역에서 기술될 때 단일체들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상의 영역에서는 단일체들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상과 실재는 서로 다른 존재론적 영역이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놓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서 어떤
것들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논해질 수 있으려면 그것들이 같은
세계에 있어야 한다.

144

대신 그는 현상의 집적체가 실재의

단일체들로부터 결과한다고 말한다. 라이프니츠는 ‘결과’라는 말을

!!!!!!!!!!!!!!!!!!!!!!!!!!!!!!!!!!!!!!!!!!!!!!!!!!!!!!!!
142

이것은 바로 연속합성의 미로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해결책이다. 연속합성의
미로란 연장된 사물로서의 물체를 실체 또는 실재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난점을
말한다. 무한히 분할 가능한 물체를 실체 또는 실재로 간주하면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할된 것의 실재성은 분할된 부분에 존재해야 하는데, 무한히
분할 가능한 것은 실재성을 담지할 어떠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재일 수
없고, 따라서 무한히 분할 가능한 물체가 실체라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은 난점을 현상의 영역에서는 전체가 부분보다 먼저 주어지고, 실재의
영역에서는 부분이 전체보다 먼저 주어진다고 함으로써 해결한다. 자세한 것은
윤선구,「라이프니츠에서
물체적
실체의
문제
(1):
물체적
실체는
물체적인가?」,『철학연구』 88, 2010, 151~152 쪽 참조.
143
AG (179) 볼더에게 보내는 편지 30, June 1704.
144
박제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2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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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체들의 세계로 말미암아 현상의 물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현상을 ‘잘 근거지워진
현상(well-founded

phenomenon)’이라

말한다.

이것은

근거가

불충분한 현상(not well-founded phenomenon)인 꿈, 환상, 신기루 등과
같이 그에게서 “거짓의”, “피상적인” 또는 “상상적인”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다.145 현상의 집적체인 물체들은 거짓된
현상이 아닌, 진정한 단일체들로부터 결과하는 충분한 근거를 지닌
현상이다.146
우리는 지금까지 모나드의 지각 내 현상과 실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한히 분할 가능한 현상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참된
실체를 필요로 하고 참된 실체들의 집적체는 다시 현상이다. 서로
다른 존재론적 속성을 갖는 두 세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으며
집적체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주장, ‘집적체는 무한 분할
가능하다’와

‘분할

불가능한

실체들은

집적체를

구성한다’를

해결한다. 전자는 현상의 영역에서 집적체에 대한 기술이고 후자는
실재의 영역에서 집적체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다. 집적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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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열, 「라이프니츠의 현상론」, 『철학』(70 집), 한국철학회, 2002, 123 쪽.
라이프니츠는 무지개를 예로 들며 물체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는 현상을
무지개에 비유하며 “무지개는 우리 눈에 명백한 어떤 색깔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물방울들의 집합체이다.”라고 말한다. 즉 무지개가 물방울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 근거지워진 현상’인 것처럼, 집적체 또한 실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 근거지워진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적체로서 물체는 근거가 충분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재적이 아니지만 소극적
의미에서는 실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체들이 근거가 충분한 현상이라고 했을
때, 소극적 의미에서는 물체들이 실재적 현상임을 나타낸다. 박삼열,
「라이프니츠의 현상론」, 『철학』(70 집), 한국철학회, 2002, 124 쪽 참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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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소지각과 연속성의 원리에 따른 인식의 연속성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실체는 늘 활동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을 갖지 않는 동안에도 지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라이프니츠는 실체 내에 의식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지각들을 미소
지각(minute perceptions)라고 부른다.

“무수히 많은 영혼 안의 변화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들이 너무 미소하기 때문”이다.148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어떠한 실체도 활동을 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을 갖지 않는
동안에도 그것은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149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미소 지각들이 실체 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실체의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활동성이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하는 능동적인 힘을 의미하지만 실체가 늘
활동중이라는 점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미소 지각은 실체가 늘
활동 중이라는 점을 뒷받침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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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각이 뒷받침 하는 라이프니츠의 또다른 독특한 생각은
인식이 “모두 모호한(confusedly)150 방식으로 무한한 곳, 즉 전체에
이른다.”는 것이다.151 라이프니츠의 이와 같은 생각은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실체로서

개체적

실체

개념을

주장하던『형이상학

논고』에서부터 있어왔다.

#

상식적으로 우리의 인식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전 우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피조물의
인식 역시 신의 무한한 인식과 같은 수준은 결코 아니지만 전 우주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갖는다. 이것은 미소 지각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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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호한’으로 번역한다. 라이프니츠는
대개의 경우 의식이 되지 않는 미소 지각에 대해 confused 를 사용하고, 의식이 되는
지각에 대해 distinct 를 사용한다. 맥레(McRae) 역시 distinct 지각과 confused 지각의
차이는 우리가 의식하는 지각과 의식하지 못하는 지각의 차이에 정확히 상응한다고
주장한다. McRae, Robert F., Leibniz : perception, apperception, and thought, Toronto ;
Buffal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36 쪽.
151
AG (221) 모나드론 60 절.
152
AG (42) 형이상학 논고 9 절.
153
NE pref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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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모호한 방식으로 전 우주를 표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것이 의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실체는 동일한 전
우주를 표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눈과 같이 꿰뚫어보는 눈은
가장 등급이 낮은 실체 안에서도 우주의 전체 사건들의 연쇄를 읽을
수가 있다. ‘무엇이 도래했고, 무엇이 도래했었고, 미래에 무엇이 곧
도래할지’말이다.”154
이와 같은 미소지각의 두 가지 역할 외에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소지각의 또 다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바로 바로
미소지각이 우리의 의식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미소지각은

그

자체로

의식되지

않지만

다른

미소지각들과 결합되면 전체로서 의식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적인 현상은 의식되지 않는 부분들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은 결코 도약하지 않는다’는 라이프니츠의 연속성의
원리에 따른 생각이다.156 다시 말해 자연에서는 그 무엇도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 반대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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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Pref (55).
NE Pref (54). 전체 안에서 요소들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혼연하게’로
번역한다.
156
NE Pref (5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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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의 어떠한 변화도 중간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라이프니츠는 물체의 정지 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어떠한 운동도
정지의 상태로부터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혹은 더 작은 운동 없이
정지 상태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7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의식을 설명하는데에도 적용한다. 운동이 자연히
운동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듯이,

지각은

자연히

다른

지각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취
상태에서 깨어날 때, 즉 우리의 지각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바로
직전에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지 못했더라도 말이다.158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리는 단번에 의식의 상태에 놓이지
않고 의식되지 않는 미소지각들의 점진적인 합을 통해 의식에
도달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목 가능한 지각들은
주목하기에 너무 미소한 지각들의 정도로부터 나타난다.”

159

미소지각의 합을 통해 우리가 의식되는 지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자주 사용하는 파도소리에 대한 비유를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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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16) 모나드론 23 절.
159
NE Pref (57).
158

!

65!

우리에게 파도 소리가 의식적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전체 파도
소리를 구성하는 부분들 즉 각각의 작은 파도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즉 각각의 작은 파도 소리들이 “의식을 동반하지 않고도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161 각각의 작은 소리들은 스스로 알려지지 않고 다른
모든 파도 소리들과 결합되어 전체로서 자신을 알린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의식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소리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미소 지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또
이것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의식되지 않는다.
라이프니츠가 미소지각과 그것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명석한
지각 간의 관계를 부분과 합의 관계처럼 기술하는 것 같지만 그 둘의
관계는 사실상 부분과 합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모나드와 현상에서의 집적체가 부분과 합의 관계라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연상시킨다.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 본바 있다. 라이프니츠는 모호한 지각과 명석한 지각의
관계를 역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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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pref (54~55) 여기에서 confusedly 는 각각의 파도 소리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혼동스럽게’로 번역한다.
161
박제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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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한, 즉 의식되는 지각의 원인은 바로 모호한, 즉 의식되지
않는 지각이다. 라이프니츠가 미소지각들이 ‘결합’하여 명석한
지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가 실체들이 ‘집적’하여 현상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실체들이 현상의 재료나 성분이
아니었듯이 모호한 지각 역시 명석한 지각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명석한 지각은 모호한 지각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나타난 결과이다.
맥레(McRae)에 따르면 명석한 지각은 의식되지 않는 지각들의
집적물이 아니라, 의식되지 않는 지각들의 덩어리로부터의 새로운
‘나타남’이다.163 그래서 명석한 지각은 미소지각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결과하는 것이고, 미소지각들은 명석한
지각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의 근거이다.164
이와 같이 의식되지 않는 미소지각들을 실체 내에 인정하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인식 이론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일까?
우선 2.1.1.에서 간략하게 알아본 지각의 판명성 정도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전 우주를 표상하는 실체들의
구별 원리로 알고 있다.

!!!!!!!!!!!!!!!!!!!!!!!!!!!!!!!!!!!!!!!!!!!!!!!!!!!!!!!!
162

Mas (114) 아르노와의 서신 1687 년 4 월 30 일. Confusedly 는 의식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호한’으로 번역하고 clear 는 의식된다는 의미에서 ‘명석한’으로
번역한다.
163
McRae, Robert F., Leibniz : perception, apperception, and thought, Toronto ; Buffal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38 쪽.
164
위의 책.

!

67!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들이 대상에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형에서 제한된다.”고 말한다. 165 모나드들은 전 우주를
표상하기 때문에 관계하는 대상에서는 제한되거나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 모나드들은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모나드들이 “지각의 판명성의 정도를 통하여
제한되고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 말한다. 166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지하지만, 자기
안에서 단지 명석하게 표상되는 것만을 읽을 수 있다. 167 그렇지
않으면 모든 모나드는 바로 신일 것이기 때문이다.168
지각의 판명성 정도(degrees of distinctness)라는 개념은 동일한
전 우주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모나드들을
구별하는 원리가 된다. 지각의 판명성 정도는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르게 표상되는 방식를 일컬으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상이한
정도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이 세계가 각각의 모나드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이에 대해 “각각의
모나드는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우주를 표상하는 살아 있는
거울”이라고 말한다.169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동일한 도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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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20~221) 모나드론 60 절.
AG (221) 모나드론 60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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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21) 모나드론 6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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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20) 모나드론 60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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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동일한 도시가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하나의 동일한 우주도 무한히 많은 모나드들
각각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모든
상이한 관점들은 동일한 우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우주는 말하자면 존재하는 실체들의 수만큼 복제된다.”고 말한다.171
각각의 실체는 있는 그대로의 우주도, 우주의 단편도 아닌 각자의
관점으로

우주를

표상하는

“살아

있고

영속하는,

우주의

거울이다.” 172 다시 말해 실체가 우주를 있는 그대로 혹은 그것의
일부분 만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고유한 관점으로 전체
우주를 표상한다.
이러한 지각의 판명성 정도는 동일한 실체가 갖는 인식에도
적용된다. 라이프니츠에서 “인식이란 판명성의 정도에 따라 최하의
어두운 단계로부터 최상의 신적 단계까지 연속적인 서열을 이루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은 아니었다.” 173 데카르트는 참된
인식에 있어서 오직 명석 판명함이라는 단일한 기준만을 제시하는데,
라이프니츠는 그에 비해 훨씬 더 세분화된 인식의 종류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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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20) 모나드론 57 절.
AG (42) 형이상학 논고 9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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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20) 모나드론 56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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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형,「감성능력의 재평가와 독일 근대미학의 초기적 성립과정 : 바움가르텐과
칸트 미학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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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인식은 충분히 의식되지 않아서 표상된 사태를
재인식할 수 없는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모호한 인식이란 바로 실체
내의 미소 지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명석한
인식은 의식적이며 표상된 사태의 재인식이 가능한 인식이다.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을 때 그 인식은 명석하다.
명석한 인식은 이제 그 밑으로 무수히 많은 등급의 인식들을 거느릴
수 있다. 라이프니츠에서 명석 판명한 인식은 것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해서 알아 보되, 왜 그 사물과 구분되는지 특징들을
구별하고 열거할 수 있는 인식을 뜻한다. 라이프니츠는 명석 판명한
인식의 예로 시금자가 금에 대해 갖는 인식을 언급한다. “판명한
인식이란 시금자가 금에 대해 갖는 인식인데,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다른 모든 유사한 물체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특징들이 이루어진 인식이다.”175
반대로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알아볼 수는
있지만 왜 구별되는지 대상의 특징들을 열거할 수 없을 때 그 인식은
명석 혼연하다. 여기에 대한 예시로는 색, 냄새, 맛 그리고 다른
특수한 감각들이 언급된다. 우리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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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서 알아볼 수는 있어도 “단순한 감각의 증거를 통하여 그렇게
할 뿐, 진술 가능한 특징들을 통하여 인식하고 식별하지는
못한다.”176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감각 역시 시금자가 금에 대해 갖는
인식처럼 특징들이 복합되어 있고 분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주려 한다면 그 사람을 “현존하는 사물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물을 보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전의 유사한 지각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177 다시
말해 감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에게 빨간색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178 대개의 감각은 그것이 왜 다른
것과 구분되는지 우리가 특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석 혼연한
인식에 속한다. 물론 녹색에 대한 감각처럼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분석되는

감각도

있긴

하다.

녹색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른 색과 구별한다면, 이는 녹색에 대한
판명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란색과 노란색에 대해서는
각각이 서로로부터 구분만 될 뿐 여전히 분석되지 않는 명석한
인식만을 가진다면 녹색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불충분한 인식이다. 시금자가 금에 대해 갖고 있는 판명한
인식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시금자는 금을
동류의 금속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금의 특징들, 이를테면 무게, 색,
질산에 대한 용해성 그리고 그 밖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안다. 그러나
각 특징들에 대한 최종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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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특징들로 분석된 판명한 인식을 갖지만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명석 혼연하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시금자가 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판명하기는 하지만, 불충분한
인식인 것이다. 반면에 “판명한 인식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금
판명하게 인식되면, 따라서 분석이 끝까지 수행되면, 그 인식은
충분하다.”179 다시 말해 무한한 분석을 통해 “정의나 판명한 인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판명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충분한 인식이라고 부른다.180 라이프니츠는
충분한 인식에 대한 완벽한 예를 인간이 제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다만 판명한 인식이 분석되는 정도에
따라 무한히 많은 등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인식에 있어서 그 인식에 들어 있는 특징들
모두를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가능한 경우의 인식이 직관적 인식이며, 이러한 긴 분석의 경우
한 순간에 사물의 전체 본성을 직관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징적인 인식이다.”

181

가장 완전한 인식은

충분하면서 동시에 직관적인 인식인데, 이러한 인식은 오직
신에게만 속하는 것이고, 인간의 인식은 대부분 혼연한 것에 머물러
있다.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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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가 명석 판명함이라는 참된 인식에 대한 단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라이프니츠는 연속적인 위계에 속하는
다양한 등급의 인식들을 인정했다. 이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서로
상이하지 않은 참된 인식들이지만, 라이프니츠에 있어서도 보다
판명한 인식이 더 나은 인식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인식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식은 모호한 것에서부터 직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판명성 정도의 차이만을 지니며 연속적인 계열 속에
있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앞서 논의되었던 바를 통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들이 동일한 전 우주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되지
않지만 지각의 판명성 정도 차이에 의해 서로 구별되고 동일한
세계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수히 많은
모나드들은 이 기준에 따라 가장 상위의 단계로부터 가장 하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배열을 이루면서 온 우주를 채우고
있다. 이제 이 기준이 모나드의 인식 능력 자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 또한 지금껏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서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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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다. 그리고 불충분한 인식과 충분한 인식을 나누는 기준은 분석 가능성이다.
위의 글, 22 쪽 참조.
그런데 이 모든 기준들은 결국 지각이 다른 지각들로부터 구별되고 분석되는 정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지각의 판명성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모호한
지각들은 “덩어리째 취해졌을 때, 관심을 요청하기에 충분히 강해질 수 있고, 다른
모호한 지각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McRae) 즉 모호한 지각들이 덩어리 째
취해져서 다른 모호한 지각들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할 때 명석한 지각이 된다.
명석한 지각은 요소들이 구별되어서 알려지지 않으면 혼연하지만 요소들이
구별되어서 알려지면 판명하다. 요소들이 더 많이 구별 되고 각각의 요소가
분석되는 정도 역시 높아질 수록 지각은 보다 더 판명해지고 충분한 인식을 향해
간다. 그래서 지각의 판명성 정도는 지각이 구별되고 분석된 정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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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니츠의 감각 이론과 미 이론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지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육체와 전적으로 분리된 신은 전 우주에 대해 아무 제한 없는
충분하고 직관적인 인식을 갖는다. 그러나 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은 반드시 기관을 동반하며, 다시 말해 육체와 결합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인식을 한다. 영혼은 그것이 동반하는 기관들에
따른 지각의 판명성 정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어떤
육체와 결합하느냐가 영혼이 어떤 지각을 갖게 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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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은 모나드가 감각이라는 보다 우월한 지각을 갖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 조건은 바로 감각 기관을 갖는 육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모나드들은 자신의 고유한 육체와 함께
생명체로 존재하고 이러한 생명체들 간에는 무수히 많은 등급이
존재하는데, 그들 중 어떤 모나드들만이 감각 기관을 갖는 신체와
결합되어 있다. 수정체와 같이 수용하는 인상들의 대비와 구분이
존재하는 기관들 말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영혼 내의 지각에도
대비와 구분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감각이다. 그리고 “더
날카로운 감각 기관들이 있으면 현재 모호하게 나타나는 것이 더
명석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감각들이 나타날 것이다.”185
모나드는 그것이 귀속되어 있는 육체를 통해 외부 세계를
지각한다. 영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육체를 더 명석하게 지각하고
다른 물체들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되는 정도에 따라 더 주목하거나
덜 주목한다. 물론 영혼이 자신의 “신체의 모든 운동, 예를 들면
림프의 운동 같은 것을 명석하게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186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내부 운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87 혹은
신체의 부분들 간에도 영혼과의 “연관 관계의 등급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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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188 따라서 “병이 시작될 때처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때,”189 혹은 신경과 막과 같이 다른 신체의 부분들 보다 더 예민한
기관에 대해서 명석하게 의식한다.190 “신경의 운동과 그것에 속해
있는 체액의 운동은 인상을 더 잘 모방하고 덜 혼동”하기
때문이다.191 또 영혼은 다른 물체들을 그것들이 육체와 맺는 관계에
따라서 지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토성이나
목성의 위성을 우리 눈 앞에 일어나는 운동을 통해서만 인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192
이와 같은 내용들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피조물들이 갖는 지각의 판명성에 있어서 육체의 역할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모든 모나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나드에게 가장
가깝거나 가장 큰 사물에서만 명석한데” 모나드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이다. 193 그러므로 모나드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육체를 더 명석하게, 나아가서 다른 물체들은 자신의 육체와
관계되는 정도에 따라 주목하거나 덜 주목한다.
우리는 그 동안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라이프니츠의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영혼은 자신의 육체를 더 특별히 표현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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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감각 이론
3.1.1. 심신 간의 예정조화: 표현 개념

모든 모나드들은 전 우주를 표상하지만 자신의 고유한 육체를
특히 명석하게 표상한다. 그런데 우리는 2 장으로부터 모나드들이
창이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육체의 자극을 받아 들여서 영혼 안에 그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표상하며 갖게 되는 명석한 지각은 무엇인가?
라이프니츠의 위 인용문과 같은 언급은 데카르트의 철학
때부터 문제가 된 고전적인 심신 관계 문제를 배경에 두고 있다.
1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데카르트의 실체 이원론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는 상이한 두 실체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인과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 실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적
사건에 해당하는, 손을 들고자 하는 의지가 어떻게 손이 올라가는
물리적 사건을 야기시키는 것일까? 서로 다른 두 실체인데 어떻게
하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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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나 반대로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손이 올라가는
물리적 사건에 대한 진정한 원인인가?
데카르트는 자신의 이원론적 실체론 때문에 대두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그는 심신간의 실질적인,
직접적인 상호 인과를 인정했는데 뇌에 위치한 송과선이라는
기관에서 정신과 물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팔을 들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로 송과선을 통해 팔을 들어
올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주장은 자신의 실체
이원론과 양립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든 것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 데카르트의 정신과 육체는 신 외에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체들이기에 상이한 실체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인과는 모순이라고 생각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브랑슈를 필두로 한 기회원인론자들은
새로운 견해를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심신 간의 직접적인 인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신이 모든 인과적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즉 팔을 들고자 하는 의지와 팔이 그 순간에 실제로 들어 올려지는 두
개의 사건은 신이 매개한다. 팔을 들고자 하는 의지는 기회 원인을
제공하고 팔이 올라가는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신이다.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 간에는 신의
매개와 개입이 매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실체 간의
인과를 인정했다면 기회원인론자들은 실체 간의 인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신만이 실체들 간의 인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기회원인론자들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라이프니츠 역시 실체 간 인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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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이프니츠의 견해에는 기회원인론자들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라이프니츠는 신이 전지 전능하기 때문에 실체들
간의 매 사건, 매 순간마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 매 순간 실체들 간에 개입하는 것보다 신이 태초에 예정된
조화를 실체들 안에 넣어 놓는 것이 신의 존엄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라이프니츠는 실체 간의 인과는 인정하지
않으나, 각각의 실체 내에 예정된 조화가 들어 있는 ‘실체 내 인과’를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예정조화론이다.
실체가 자기 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자신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실체 내 인과’이다.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론은 신이
태초에 실체 내에 부여한 힘을 주장한다. “각각의 실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이 그것을 창조할 때 부여한 최초 상태의 결과이다.”195
따라서 각 실체의 모든 상태는 그 실체의 이전 상태의 결과이다.
그리고 신은 마치 실체들이

상호작용이라도 하듯 미리 조화롭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더 이상 매 순간, 매 사건 마다
개입해서 실체들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신의 전능함은
태초에 상태들을 스스로 야기할 수 있는 힘을 실체 내에 부여하고
그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응하게끔 미리 조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심신 간에 성립하는 예정 조화에 대한 다음 인용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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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따른다. 다시 말해 각각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영혼에서 일어난 변화의 원인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에서 일어난 변화의 원인도 영혼이 아니다. 영혼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은 영혼의 이전 상태이고 육체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은
신체의 이전 상태이다. 그렇지만 모든 영혼의 상태들과 육체의
상태들은 서로 상응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팔을 들고자 하는
의지의 원인은 의지가 일어나기 바로 전 영혼의 상태이고, 들어
올려진 팔의 원인은 그렇게 되기 바로 전 팔의 상태이다. 각각은
각자의 법칙에 의거해 일어난 사건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마치 서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양 조화롭게 보이는 것이 신이 미리 일치시켜
놓은 조화이다.
심신 인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신체에 대한 영혼의 작용, 다시 말해 영혼의 신체에 대한 의지
작용이고,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신체의 작용, 다시 말해 영혼이
신체로부터 얻는 감각 내용이다.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론에서
영혼과 육체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놓여서 의지의 결과와 감각
내용을 만들지 않는다. 둘은 각각의 상태를 스스로 야기하고 서로
조화롭게 상응한다.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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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는 먼저 “팔이 상처 입음과 동시에 영혼이 고통을
느낄 때”에 대해 설명한다. 198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신체로부터 얻는다고 말하는 감각이다.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론에
따르면 팔의 상처가 영혼에 직접 작용하여 영혼 안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이 고통을 만든다. 고통은 팔의 상처가
아닌 고통이 일어나기 전 영혼의 상태로부터 결과한다. 그런데 이
고통의 감각은 팔의 불편함과 정확히 상응한다. 다시 말해 고통은
팔의 상처에 대한 것으로 영혼 안에 나타난다. 이와 같이
라이프니츠는 심신 관계에서 영혼이 육체에 대해 가지는 감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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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영혼이 신체에 대해 더 명석한 표현을 지닌다’라고 말한다.
영혼의 고통이 팔의 상처와 조화롭게 일치되어서 영혼이 팔의
상태에 대응하는 감각을 가지는 것을 ‘영혼은 전 우주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지니지만, 더 특별하게 자신의 신체를 더 명석하게
표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체에 작용하는 영혼의 의지 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영혼이 팔을 올리려는 의지를 갖는
바로 그 순간, 팔은 영혼의 의지에 협력한다. 물론 팔은 의지의 영향
하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그러나
영혼의 의지와 신체의 운동 간에 조화가 일어난 것을 라이프니츠는
‘신체가 영혼의 의지에 협력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영혼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육체를 더 명석하게 표현한다고 말할 때 그가 어떤 맥락 하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심신 간의 예정조화에서
특히 신체의 어떤 자극과 영혼 안의 해당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태에 대한 기술이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신체에 대한 표현, 즉 감각은 다른 것들에
비해 명석하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간혹 통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석한

지각을

갖는다고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감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의 질료적 허위가 주장되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라이프니츠에게서 감각은 다른 것들에 비해 잘 알려지고
의식된다. 게다가 감각은 신체를 표현한다.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더
명석하게 표현하면서 갖게 된 고통은 팔의 상처를 표현한다. 이 역시
발의 통증이 명석하더라도 그 통증이 발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데카르트의 주장과 대비된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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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통증을 포함한 감각들이 육체를 표현한다고 섣불리
긍정하면

우리는

형상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라이프니츠에게서 영혼 안의 감각은 신체의 상태와 정확히 상응하며
그것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신체에 대한
명석한 표현은 무엇을 뜻하며 어떤 의미에서 신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영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갖는 감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육체를 표현하는 것일까?
아르노 역시 라이프니츠가 실체들 간의 관계에서 거듭
언급하는 ‘표현’ 개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아르노는 만약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표현이 사유나 인식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토성의 위성 운동보다 림프관의 림프 운동에 대한 사유와
인식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199
그리고 “만약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유도 인식도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200 ‘표현’이 무엇인지 묻는
아르노의 질문에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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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의 표현 개념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넓은
개념이다.

202

데카르트주의자였던 아르노는 라이프니츠의 표현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유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는 림프관의 림프 운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많이 표현된다고 하는지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 지각
개념을 갖는다. 표현 개념은 이와 같은 지각에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사유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의 감각이나
그보다 하위의 생명체들이 갖는 지각 역시 표현에 해당된다. 다만
우리의 영혼은 이성적 영혼이고 우리의 표현에는 의식이 동반된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표현은 표현되는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까? 영혼이 신체로부터 명석한 표현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영혼은 신체를 어떻게 표현한다는 것인가? 라이프니츠는 우선 이
인용문에서

‘하나와

다른

것

간에

지속적이고

고정된

관계가(constanct and fixed relationship) 있을 때 하나는 다른 것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1678 년에 쓰여진 그의「관념이란
무엇인가?」라는 짧은 글을 통해 더 알아보자. 이 글에서 말하는
표현의 정의, 예시 그리고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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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는 이 글에서 어떤 표현된 것이 갖고 있는 관계와
표현하는 것이 갖고 있는 관계가 서로 상응하면 둘은 표현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의 표현 개념을 정의한다. 이후 1695 년과 1712 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이성의 원리에 대한 형이상학의
결과들」에서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아르노와의 서신 교환에서
그가

표현을

정의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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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시켜서

“하나에

속한

개별자(particulars)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에 속한 개별자를 나타낼
수 있는 둘 간에 지속적인 관계의 법칙이 존재하면 하나가 다른 것을
표현한다”고 말한다.206 그가 비록 정의마다 조금씩 다른 어휘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표현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현하는 것과 표현된 것 간에 어떤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면 하나가 다른 것을 표현한다.”207
어떤 것과 다른 것 간에 대응하는 요소가 있기만 하면 둘은
표현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다양한 표현의
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모듈과 기계, 입체와 그것을
원근화를 이용해 평면에 표현한 것, 대화와 생각, 숫자와 수, 대수
방정식과 도형들을 비롯해서 라이프니츠는 “어떤 지역에 대한
지도가 그 지역”을, “결과가 원인”을, “인간의 행위가 그의 마음”을,
그리고 “세계 그 자체가 신”을 표현한다고 말한다.208
이제 이 같은 표현관계에 대해 라이프니츠가 공통적이라고
언급하는 특징들이 중요하다. 우선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의 관계를 살펴보기만 하면, 표현되는 것의 대응 속성들에 대한
지식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우리는 어떤 지역의 지도를 보면서 그 지역의 속성들을
알아내고, x2 + y2 = 4 라는 대수방정식을 통해 이 방정식이 표현하는
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그것이 반지름이 2 인 원이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결과는 그것의 원인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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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으로부터 원인에 대한 지식으로 옮겨 갈 수 있다.”209 이와
같은 라이프니츠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영혼이 신체에 대해 갖는
명석한 표현인 감각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라이프니츠는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이 닮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닮지 않은 것들끼리 표현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이프니츠가 여기에서 닮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의 닮음은 우리가 1.2.2.에서 살펴 보았던 인과적 닮음을 말한다.
인과적 닮음이란 스콜라 인식론이 감각과 대상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닮음이다. 그것은 대상이 직접

감각 기관에 작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도장 찍듯 남기면 영혼이 이를 지각하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이와 같은 인과적 닮음이 가정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대상과 영혼 간에 직접적인 교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상이 영혼안에 직접 남긴 것이 감각이기 때문에 대상은 이 감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생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관념
안에서 노랗게 보이는 개나리가 관념 밖에서도 정말로 그와 같은
노란색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라이프니츠는 인과적 닮음이 가정하는 전제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라이프니츠의 실체들은 창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간의 직접적인 교통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
간의 도장 찍듯 닮는 관계 역시 폐기된다.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이 서로 닮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인과적 닮음 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라이프니츠에게서 큰 원과 작은 원, 지역과 그 지역에 대한 지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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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 닮음이 인정되는 표현 관계도 있다.

210

그러나

대수방정식과 그것이 표현하는 원이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현관계가 갖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동일한 원인에 대한
결과들이 서로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 사람의 말 소리와 입 모양은 그 사람의
말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들이고 서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표현 개념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논의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영혼이 육체에 대해서 더
명석하게 표현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영혼 내의 감각은 영혼이
스스로

일으켰고

육체의

상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과 신체가 인과적으로 닮지
않지만 서로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이프니츠는
창문 없는 실체들 간의 소통 문제를 표현 개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영혼과 육체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따르고 있지만
둘은 표현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통을 하고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감각을

살펴봄으로써 신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감각이 대상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다음
절에서 감각과 물체 간의 관계에 대해 라이프니츠가 직접 논의하는
부분을 통해 데카르트가 주장한 감각의 형상적 오류가 비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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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감각과 물체 간의 관계: 표현적 닮음
라이프니츠는 감각이 물체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로크의『인간 지성론』을 반박하기 위해 쓴『신 인간
지성론』에서 제 2 성질에 대한 로크의 주장을 비판하는 대목에
해당한다.
우선 로크의 주장을 살펴 보자. 로크는 물체의 ‘성질’이란 우리
안에 관념을 산출하는 물체의 능력이라 규정하며 그러한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211 연장, 고체성, 형태, 수, 기동성은 물체가
갖는

본래의

성질들이며

물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제 1 성질이다.212 이에 반해 제 2 성질은 우리 안에 감각, 혹은 다른
물체들에게 어떤 효과들을 산출하는 물체의 능력이다. 이를테면
밀납을 녹이는 효과를 산출하는 불의 능력 말이다.213 그런데 로크는
제 1 성질이 산출하는 관념들은 그 성질들과 닮았지만, 제 2 성질이
산출하는 관념들 즉 감각은 그 성질들과 닮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14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연장, 형태, 운동에 대한 관념들은 물체와
닮았다고 간주해도 좋지만, 색, 맛과 같은 우리 안의 감각은 물체와
닮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체는 연장, 형태, 운동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빨간색, 시큼한 맛처럼 생겼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연장과 관련된 성질들은 물체의 실재적인 성질로
간주하고 감각은 물체에 귀속시키길 거부한 데카르트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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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게 한다. 로크 역시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물체 세계를
기계론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물체들이 접촉과 충돌로 작용한다 생각했고 제 1 성질이 이러한
물체들의 작용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215

그렇기 때문에 제

1 성질들이 산출한 관념들이 물체와 닮았다고 여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제 2 성질이었다. 로크는 어떤 입자들이
우리의 기관에 작용하면 그것들은 색과 맛의 감각을 산출하거나
그러한 감각을 산출하는 제 2 성질들을 산출한다고 말한다.216 다시
말해 물체 세계의 기계론적인 운동이 우리의 기관에 작용할 때
우리가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살을 가르는 철
조각의 운동과 고통의 관념은 전혀 닮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열의
관념과 그 관념을 야기한 운동 간에는 아무런 닮음이 없다.217 그는
우리의 감각과 물체의 기계적인 운동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닮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와 같은 로크의 주장에 반박하며 감각과
그것을 야기한 원인 간에 아무런 닮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감각 그 자체가 기계론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둘 간에는 어떤 종류의 닮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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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상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감각이라는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인 기계론적인 운동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색이나 고통과 같은 감각들이 그것들의
원인과 임의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신의 지성에 위배된다.
그들은 오히려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라이프니츠가
보기에 데카르트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했다. 219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이러한 면에서 데카르트주의자들을 비판했다는 것을
1.2.2.에서 이미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감각과 그 원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닮아있는가? 그는 하나가 다른 것을 어떤 질서의 관계로
표현해서 닮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 보았던 표현 관계가
감각과 물체 간에 성립하는 것이다. 감각과 물체 간에 성립하는
닮음은 인과적 닮음이 아니라 표현적 닮음이다. 다시 말해 감각은
물체, 더 정확히는 입자들의 운동과 같은 물체의 기계론적인
성질들과 대응을 이루고 있다. 마치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어떤
점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 원의 어떤 점과 대응하듯이 말이다. “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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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의 경우에 표현적 닮음은 한 쪽에 따뜻함이나 색, 다른 쪽에
매우 작고 복잡한 기계적인 운동들 간에 있다.”220
감각이 기계론적인 성질들과 닮지 않았다는 로크의 주장에
라이프니츠는 그 둘이 닮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테면 파란색의 감각이나 그것을
산출한 운동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말대로 고통의 감각이 철 조각의 움직임을 닮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핀이 우리 육체에 야기하는 운동들을 닮을 수 있다. 그
운동들이 영혼 안에 표상된 것이 고통일 수 있다. 그리고 불이
야기하는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불 안에는 각각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이 혼동(confusion)을
형성한다. 그것이 감각에 의해 우리 안에 빛의 관념으로 나타난다.221
라이프니츠는

로크의

견해와는

다르게

감각이

물체의

기계론적인 운동과 닮았다고 한다. 그 둘의 닮음은 오히려 우리가
감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2.2.2.로부터 명석한
지각이 무수히 많은 미소지각들을 전제한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의식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미소 지각들은 의식되는 명석한 지각의
원인이지만 그 자신은 각각 알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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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성질들은 미소지각들의 합으로 나타난 선명한
지각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감각적인 성질들은 단순하게
나타나지만 부분들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마음에게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마치 녹색의 관념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관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파란색이나

나타나듯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말이다.”

따뜻함의
223

내부적으로

감각이
얼마나

관념과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복잡한지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유가 있다.

우리가 “녹색에 대한 감각 관념 안에서 그것의 재료가 되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관념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은” 마치 톱니바퀴의
빠른 운동 속에서 그 바퀴살들을 알아 볼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225
톱니바퀴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단순하고
균일한 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원 안에서 그것의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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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살들과 그들 사이의 간격은 알아볼 수 없다. 색, 맛과 같은 다른
감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26 감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내부에는 그러한 단순함의 원인이 되는 복잡함이 들어
있다. 이 복잡함은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식별할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감각과 물체의 복잡한 기계적인 운동 간에 어떻게
표현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는 이제 분명하다.

감각과 물체간의 표현 관계는 단순해 보이는 감각 그 자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해 보이는 감각 이면에는 의식으로
포착되지 않는 무한한 복잡함이 있고 물체와의 표현 관계는 여기에
있다. 우리의 의식은 감각이 짋어지고 있는 복잡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 우리에게 나타난 파란색의 감각에는 어떠한
복잡함도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무수히 많은 미소지각들의
합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명석하게 나타난 것이고, 명석한 지각
이면의 의식되지 않는 영역에 그것의 원인이 된 복잡한 운동과의
표현 관계가 있다.
물론 우리는 라이프니츠에게서 기계론의 법칙이 적용되는
물체 세계는 여전히 현상이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인식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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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고 있다. 라이프니츠에서는 기계론적 인식들 역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 복잡한 영역과 대응하며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
우리가 2.2.2.로부터 알고 있듯이 라이프니츠에게서 무한히 다양한
등급의 인식들의 연속성이 주장되는 것은 이 같은 까닭이다. 감각이
연장적, 기계론적 성질들을 표현하듯이 기계론적 성질들은 더
복잡하고 분석되지 않은 상위의 인식을 표현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최종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신적 인식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라이프니츠에서는 데카르트나 로크와 다르게
명석 혼연한 인식인 감각이 그보다 명석 판명한 인식인 연장, 내지는
제 1 성질들과 단절되지 않고 그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감각은 물체를 닮았고 물체와 임의적인 관계가 아닌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감각은 또한 물체에 대한
기계론적 지식과 연속적이며 물체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하게
되며, 데카르트가 감각에 대해 주장한 형상적 오류 역시 거부된다.
감각이 명석 판명하지 않아서 물체의 성질이라 여길 수 없다는 것이
데카르트가

주장한

감각의

형상적

오류였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에서는 감각의 명석 혼연함에도 물체와의 닮음이 있다.
감각과 물체와의 닮음은 인과적 닮음이 아니라 표현적 닮음이고 이
관계는 명석한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미소 지각들 속에
놓여있다.

3.2. 미 이론
3.2.1. 객관주의 미: 최고의 세계인 이 세계의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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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미의 대이론에 부합하는 미 개념을
갖고 있다. 미의 대이론이란 “고대에 정립된 미에 관한 일반적
이론으로서 미가 여러 부분들 간의 비례와 배열, 부분들의 크기, 수
및 그것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228 부분들
간의 비례와 배열은 대상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이다.
라이프니츠에서 미는 “쾌를 주는 어떤 것에서의 질서 혹은 조화”이고
“그것은 우리의 지각 여부와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229 이처럼 라이프니츠도 대상이 갖고 있는 비례와 배열로
대표되는 객관주의 미를 옹호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우선적으로 “모든 미를 조화에 위치시키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조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0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프니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라이프니츠는 미가 질서로부터 유래하는데, 질서는 다수성
속의 단일성인 조화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다. 미, 질서, 다수성 속의
단일성, 조화는 모두 라이프니츠의 체계 내에서 밀접하게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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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타타르키비츠, 손효주 옮김,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술문화, 1999, 163 쪽.
Stuart Brown and N.J Fox, Historical Dictionary of Leibniz’s Philosophy, Lanham,
Maryland, Toronto, Oxford, 2006, 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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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의 조화는 우선 ‘다수성 속의 단일성’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질서와 다양성 혹은 풍부함의 결합”이다. 232 이와 같은
라이프니츠의 조화 개념에 대한 규정은 그 이전의 많은 사상가들의
글에서 유사하게 발견된다.233 라이프니츠가 지지하는 조화 개념은
특히 피타고라스주의자들로부터 계승한 것인데, 그들에 따르면
조화는 부분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전체가 갖는 성질이다.234
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부분들이 제대로 관련되어 있을 때
조화, 질서, 단일성이 나오며, 이것들이 모두 결합하여 미를
구성한다. 235 이러한 조화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다수성 속의 단일성으로서 조화 역시 다수의 부분들이
단일한 질서 하에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수성 속의
단일성은 라이프니츠에게서 완전성이기도 하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완전성이란 말은 조화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며 이는 ‘다양 속의
일치’, ‘다수성 내에서의 질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36

“결과적으로 미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237 개별적인 것들이 전체 속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것들 간의 질서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서 이러한 조화가 가장 극대화 된 것은 다름 아닌
여러 가능 세계들 중 가장 최선의 세계인 이 세계이다. “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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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art Brown and N.J Fox, Historical Dictionary of Leibniz’s Philosophy, Lanham,
Maryland, Toronto, Oxford, 2006, 111 쪽.
233
Strickland, 앞의 책, 10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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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235
위의 책.
236
박배형,「감성능력의 재평가와 독일 근대미학의 초기적 성립과정 : 바움가르텐과
칸트 미학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22 쪽, 각주 69.
237
Strickland, 앞의 책, 10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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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최대의 가능한 조화 혹은 미에 따라 창조”했기 때문이다.238
신의 창조 이론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다. 신은 자신의 지성 안에
무수히 많은 가능한 실체들을 가지고 있다. 신은 이 무수한 가능적
실체들로부터 가능적 세계들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서로 더불어
가능한 모나드들의 집합들을 구성한다. 모나드들이 서로 더불어
가능하다는 것은 그들 간에 논리적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가능적 세계들을 무수히 많다. 신은 이들 중에서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여 존재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최선의 세계는 바로
가장 많은 모나드를 포함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을 지배하는 질서가
가장 단순한 세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최대의 다양성과 최고의
단순성이 결합한 가장 조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239 가능적 세계들에 대한 신의 선택의 원리는 바로 조화, 다시
말해 완전성의 원리이다. 이 세계는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신이 창조했다. 어떤 대상의 좋고 나쁨은 신의
지성에 근거한 판단인데 신의 지성은 완전성과 조화를 규칙 삼아 이
세계를 선택 한다. 그에 따라 가장 조화롭고 완전한 이 세계는 최대의
다양함 내지는 풍부함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한 법칙이 결합된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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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art Brown and N.J Fox, Historical Dictionary of Leibniz’s Philosophy, Lanham,
Maryland, Toronto, Oxford, 2006, 1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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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구,「라이프니츠에 있어서 의지의 자유 문제와 단자론」,『哲學』 제 52 집,
1997, 156 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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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면서 결과에 있어서는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것, “이것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 원리와 동일하다.” 241 여기에는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가장 간단한 작도로 놀랍고 광범위한 기하학적 곡선을 만들어
내는 것 외에도 지정된 비용으로 최대한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완전하게 행동하는 자는
작도를 잘 다루는 탁월한 기하학자, 지정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훌륭한 건축가, 재산을 알뜰히 이용하여 이익을 내는
훌륭한 가장,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는
유능한 기계 제작자, 가능한 가장 많은 사실들을 가장 적은 분량으로
요약하는 박식한 작가와 유사하다고 말한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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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계는 최고의 질서와 최고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이다. 이 세계를 창조한 신 역시 완전성을
무한하게 소유한, 최상의 미와 일치하는 존재이다.245 그런데 최고의
조화가 구현된 이 세계는 다시 말해 신의 예정조화가 이루어진
세계이다. 이 세계는 엄청나게 다채롭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함께
숨쉬기’ 때문이다.246 그는 예정조화된 이 세계를 합창단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정조화론을 합창단에 비유하자면 합창단의 지휘자는 바로
신일 것이다. 그리고 합창단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모나드이다.
합창단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연주하거나 노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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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그러나 그들 각각이 내는 소리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
아름다운

음악이

바로

모나드들

간의

지각의

조화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방식의 조화가 연주자들 간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훌륭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예정조화된 이 세계야말로 라이프니츠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은 이를 창조했기에
그것을 완벽하게 인식한다. 248 그와 같은 신적 인식은 충분하고
직관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적
인식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대개의 인간의 인식은 혼연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정조화된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일까?

3.2.2. 완전성의 명석 혼연한 인식
라이프니츠는 앞서 살펴본 인식의 종류들 중 명석 혼연한 인식,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알아볼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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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함머마이스터는 라이프니츠에서 미는 오로지 불완전한 인간 인식에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평가하기 위한 전제는, 그
대상에 대한 혼연한 인식만을 가지고 그것을 판명한 인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결함이 있는 인간 인식의 부산물이고 신의
정신 속에는 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오직 감성적 요소가 없는 직관적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 카이 함머마이스터, 신혜경 옮김, 『독일 미학 전통』, 이학사,
2013, 28 쪽 참조. 카이 함머마이스터의 이러한 설명은 신이 육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감성적 인식으로서 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은
인간이 갖는 것과 같은 감성적 인식으로서 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자로서
가장 완전한 신에게 속하는 것은 최고의 조화로서 완전성, 질서, 진리에 해당하는
형이상학적 미 이다. 그러한 미는 객관적인 조화이고 신의 이 세계에 대한 창조
원리이다. Strickland, Lloyd, Leibniz Re-interpreted, Bloomsbury Publishing, 2006,
106 쪽; Stuart Brown and N.J Fox, Historical Dictionary of Leibniz’s Philosophy, Lanham,
Maryland, Toronto, Oxford, 2006, 111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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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별되는지 대상의 특징들을 열거할 수 없는 인식에 예술 작품에
대한 우리의 판단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명석 혼연한 인식과 관련지어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것이 잘 된 작품인지 아닌지, 즉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명석 혼연한 인식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명석 혼연한 감성적 인식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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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리는 사물들의 완전성을 반드시
지성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지각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완전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러한
사물은 우리에게 쾌를 일으키지만 쾌의 원인은 우리에게 ‘내가
모르는 무엇’이다. 쾌는 완전성을 지각함으로써 오지만, 그러한
완전성이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물들의
원인을 추적하여 완전성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목되지 않는다.
라이프니츠는 ‘내가 모르는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는 완전성에 대한 예시를 특히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매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인용문에 따르면 음악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들의 일치에 있다. 마찬가지로 악기들의 연주, 무용,
그리고

시에서

오는

쾌

역시

“규칙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로부터 온다.252 이러한 의식되지 않는 질서가 쾌를 주는 어떤
것에서의 ‘내가 모르는 무엇’이다. 수들의 일치와 같은 규칙성과
질서는 쾌와 같은 우리의 명석 혼연한 감성적 지각에 표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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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거나 설명하지 못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에게서 미란 신의 창조 원리이기도
한 이 세계의 객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조화이다. 그런데 이
절에서 살펴보는 바에 따르면 그에게서 미란 ‘내가 모르는 무엇’과
관련된 우리의 명석 혼연한 감성적 인식이다. 우리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정조화된 이 세계의 완전성과
우리의 감성적 인식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이 질문은
3.2.1.절의 마지막에 제기된 ‘우리가 어떻게 신적 조화가 이루어진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가?’ 와도 관련된다.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오로지 “신만이 전적으로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신은 전 우주에 대해 충분하고 직관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253 신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3 장의 도입부로부터 신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들은 반드시 육체를 반드시 동반하며 육체를 통해 외부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외부 세계를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
조화에 따라 영혼은 자신의 육체와 상응하고 육체는 외부 세계와
상응하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통하여 외부 세계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혼은 자신의 육체를 명석하게 표현하고
육체는 외부 세계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에 표현된 외부
세계를 명석하게 표현한다. 외부 세계는 육체와 관계되는 정도에
따라 영혼에게 더 주목되거나 덜 주목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혼은 육체를 표현하면서 전체 우주를 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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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는 영혼이 자신의 육체를 표현함으로써 전 우주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영혼은 단지 자신의 육체와 관계되는 물체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관계되는 정도에 따라서 모든 물체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만된 공간 안에서 모든 운동은 멀리 떨어진 물체에게 거리에
비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56 그래서 “가장 작은 운동도
인접한 물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인접한
물체에서

다시

인접한

물체로

무한하게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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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257

라이프니츠의 이와 같은 생각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물체는 자신에게 바로 인접해 있는 물체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고 거리에 비례해서 그 효과가 점점
주목되지 않지만 그것은 무한히 전파되고 보존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체에는 다른 모든 물체들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에게 가장 인접해 있는 물체, 즉 자신에게
고유한 육체를 통해 모든 물체들의 흔적을 전달받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혼은 전 우주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물체’,
‘인접해 있는 것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우주를 묘사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대로 현상계에 적용되는
일상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형이상학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는 “현상 세계에서 물질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모나드와 열등한 모나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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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체인 ‘개별 생명체’ 또는 ‘복합된 실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259
중요한 것은 라이프니츠가 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각자에게 고유한 육체를 표현하면서 전 우주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신은 전 우주의 예정된 조화를
충분히 판명하게 직관한다. 그러나 나머지 영혼들은 육체를
표현하며 그 조화를 표현한다. 영혼은 자신의 육체를 표현하며
명석한 지각을 얻지만, 명석한 지각에 표현된 우주의 조화를
“한번에 다 펼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히 펼쳐지기
때문이다.”260
결과적으로

라이프니츠에게서

피조물의

명석

혼연한

인식에서의 미와 최상의 조화인 이 세계의 형이상학적 미는 하나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들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에 대한
낮은 등급의 인식, 다시 말해 전자는 피조물이 후자를 인식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즉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미 개념은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살아있는

실체들을

의미하는

라이프니츠의 유기체적 실체 개념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모든 영혼은 육체와 결합되어 자신의
육체를 표현하며 전 우주를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표현으로서 영혼의 감성적 인식에 전 우주의 조화가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그러한 감성적 인식은 지극히
혼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현된 조화 내지 완전성은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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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리는 미에 대한 판단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무엇’인 것이다.

3.3.!!바움가르텐의『미학』으로
!
라이프니츠는 미와 예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이에 관해 체계적인 사상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대 독일 미학의 생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의 사상이 데카르트와는 다르게 감성적 영역의
인식론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지위를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

덕분에

바움가르텐의『미학』(1750)이

라이프니츠 사상의 배경 하에서 탄생하고 이후 ‘미학’이라는 철학
분과가 독일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 살펴본 라이프니츠 이론의 어떠한 면들이 감성적 인식의
학으로서 미학을 수립하고자 했던 바움가르텐의 노력 속에 녹아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인식의

연속성이

바움가르텐으로 하여금 ‘유사 이성’의 이론을 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라이프니츠의 감성 개념이
데카르트의 그것과 전혀 달라지는 지점들을 줄기차게 살펴 보았다.
데카르트는 감각을 대상 세계에 대한 오류와 착각의 원천으로
파악했고 그리하여 항상 지성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참된 인식의 기준으로서 지각의 명석
판명함은 오직 수학적이고 분석적인 지성의 인식들과 결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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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모호하고 혼연하게 사유되는 것은 그에게서 인식론적으로
무가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에게서 감성적 인식의 합리성,
즉 바움가르텐이 이후에 발전시키는 ‘유사 이성’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생각될 수 없었다. 감성과 이성은 전혀 다른 능력들로서
엄격히 분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인식론 속에서는 모호하고 혼연한
지각들이 구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에게서 인식이란 판명성의
정도에 따라 최하의 어두운 단계로부터 최상의 신적 단계까지
연속적인 서열을 이룰 뿐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속성의 법칙에 따른 그의 인식 이론에 따르면 혼연한
감성의 영역과 판명한 지성의 인식 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둘 간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라이프니츠의 표현 개념에 따르면 감각과 대상
간에는 표현 관계가 성립한다. 감각은 판명한 인식이 가르쳐주는
대상의 기계론적인 성질들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감각과 대상의
관계가 성립하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의식해서 알 수 없을
뿐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혼연한 감성적 인식 역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바움가르텐의 유사 이성
개념으로의 길을 터주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판명성의 정도 차이를 통해 인식들을 구분할 뿐
상위 인식 능력과 하위 인식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감성과
이성의 구분을 꾀하지는 않는다. 상위 인식 능력과 하위 인식
능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볼프이다. 바움가르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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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의 규정에 따라 감성을 하위
인식 능력, 즉 사물들을 혼연하게 인식하는 능력이라 규정하는 반면,
지성은 상위 인식 능력으로서 사물을 판명하게 표상하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에게서도 이미 인식의 구분이 예비되고
있었음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라이프니츠에게서 명석 판명한 인식에는
능동성이 귀속하며, 혼연한 인식에는 수동성이 귀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명석 판명한 인식과 명석 혼연한 인식은 판명성의
정도에 따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신체와 보다
관계되는 혼연한 지각일수록 수동성이 귀속되고, 마음에 보다
관계하는 판명한 지각일수록 능동성이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 그 자신이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서도 인식이 능동성과 수동성에 따라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암시되고 있다. 하나는 상위 인식 능력을 예비하는 능동적인
명석 판명한 지성의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명석 판명한 인식의
하위에 머무는 감성의 인식인데 이로부터 하위 인식 능력이
예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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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감성과 지성의 연속성과
그에게서 암시되는 상위 인식 능력과 하위 인식 능력의 구분을
토대로 바움가르텐은 유사 이성이라는 개념을 고안한다. 유사
이성이란 하위 인식 능력으로서 영혼의 감성 능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 영혼의 감성적 표상이 ‘이성 활동에 유비적인’ 인식이란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인식을 산출하는 감성 능력은 유사
이성이라 불릴 수 있는데, 이러한 명칭 자체가 인간의 감성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바움가르텐은 두
종류의 인식, 즉 지성의 판명한 인식과 감성적 인식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에

강조한다.

있어

두

종류의

바움가르텐에

인식이

따르면,

모두

“우리는

정신들이다. 우리는 판명성을 지녀야 하나, 유한한 정신이기에
감성도 지녀야 한다. 양자를 결합한다는 것은 다만 (양자가)
혼동되지 않을 때에만 좋다.”262 이와 같은 바움가르텐의 기획에 대해
프랑케(Franke)는

“이제

바움가르텐이

감성을

미학의

원리로

끌어들이는 한에서, 그는 철학의 전통적인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라
말한다.263
두 번째로 라이프니츠에게서도 판명한 인식의 추상성으로
인한 그것의 한계가 지적되었는데, 이 역시 라이프니츠의 사유
내에서 바움가르텐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물론 라이프니츠는 지성의
한계나 결함에 대해 바움가르텐보다 뚜렷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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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상이한 단계의 인식들이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때 감성적 인식은 지성의 인식에 비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게다가 라이프니츠에게서 지성의 판명한
인식과 감성적 인식이 아무리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한들,
감성적 인식은 불완전한 인식으로서 그것의 혼연함은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데카르트로부터 인식의 합리주의적 이상을 물려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1.2.2.에서 라이프니츠가 지성의 판명한
인식에

대한

한계

역시

지적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물체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 간주한
연장의 명석 판명함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가 기계론의 성과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장과 관련된 크기, 형태, 운동이 색채, 맛, 열과 같은
감각적 성질들보다는 판명한 인식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계론적인 지식이 외부 세계에 대한 가장 상위의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이프니츠는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판명하지만, 그것은 수학적 이상화에 의해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264 “추상화는 사물들의 과학적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265 라이프니츠는 실재 세계가 무한적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과학의 지식은 그러한 실재를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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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무한정한 복잡함을 수학적 추상을
통해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266
물론 라이프니츠가 판명한 인식의 추상성을 지적하며 이것이
감성적 인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라이프니츠는 과학적 합리성이 지닌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말해

대상

세계에

비물질적인

대한

실체들에

가장

대한

참된

인식을

형이상학적

얻기

고찰이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 그가
데카르트적인 기하학적 인식의 이상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인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것의 추상성에
대한 의식을 바움가르텐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 자신은 명확하게 주목하지 않았을지라도, 미학이
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데카르트적인 명석 판명한 인식에 대한
그의 비판적 견해 속에 싹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움가르텐 또한 판명한 지성적 인식의 본질적 결함으로
그것의 추상성을 지목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성의
개선을 주장하며 감성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그가 미학을 성립시키는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추상에
의한

판명한

표상들이

혼연한

표상들에

빈약하다는 점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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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내용적으로

이와 같은 점에서 바움가르텐은 “판명한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미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감성적 인식을 통해 우리는 특징들의 풍요로움을 갖게 되며 판명한
인식에 의해 상실되는 표상에서의 생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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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는 라이프니츠의 감성적 인식 이론을 그의 실체 이론을
통해서, 특히 데카르트의 실체 이론 및 감각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보았다. 같은 합리주의 계보 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는 서로 다른 인식 이론과 감각 이론을
갖는다. 그런데 그들 철학 내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동안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철학자의 체계의 중심 개념인 각자의 실체 개념을 토대로 이를
분석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첫째,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의 한계와 이것을 개선하려고 한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이 갖는 의의이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의 상이성을 주장하고 이 둘을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 실체로
파악한다. 정신은 사유라는 활동성을 갖는데 비해, 물체는 단순히
순수 기하학의 대상으로 환원되며 스스로 활동하는 원리를 갖지
못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가치론적인 우위를 두고 몸을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근대철학의 사유 구조”로 이어져서,
“이성/감성, 인간/자연, 남성/여성, 문명/야만 등의 위계적 이분법을
양산하게 되었다.”269 라이프니츠는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관을, 특히 그의 물체 실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확립해 놓았던 정신과 물체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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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으로써 둘을 근본적으로 같은 실체로 파악하는데,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실체인 모나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는 단순 실체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일원론적 실체관 하에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살아 있는
실체를 의미하는 복합 실체, 물체적 실체를 인정한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실체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모나드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나드들의 관계를 말한다. 라이프니츠의 범유기체론이란 바로
온 우주가 이와 같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인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의 상이성과 그 둘이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 반면, 라이프니츠는
정신과 물체를 근본적으로 같은 실체로 파악하며 그 둘 간의 결합을
다시

시도한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합리주의를

벗어난

라이프니츠가 바라보는 세계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살아 있는
실체들로 충만한 세계이다.
둘째, 유기체적 실체 개념에 입각한 라이프니츠의 감각 이론은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감성이 긍정되는 지점들을 더 잘 보여
준다는 점이다. 그의 체계에서 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육체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특히 영혼은 자신의 고유한 육체를
명석하게

표상한다.

이와

같이

감각의

명석성을

주장한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주장한 감각의 애매 모호함과 그로 인한
질료적 오류를 반박한다. 또한 라이프니츠는 감각과 물체 사이의
표현 관계를 주장하며 감각이 물체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명석 판명하지 않은 감각을 물체에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형상적 오류를 주장한 데카르트를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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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미 개념과 명석 혼연한 감성적
인식 간의 관계이다. 라이프니츠의 미에 관한 논의들은 최상의
세계로서 이 세계의 조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과 같은 미에 대한 우리의 경험들은 명석 혼연한
감성적 인식에 속해 있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이 둘의 관계 역시
유기체적 실체 개념을 토대로 이해 가능하다. 자신의 육체를
표현하면서 전 우주를 인식하는 영혼은 예정조화된 이 세계의
완전성을 감성적으로 혼연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가
인식론적으로

주장한

무가치한

인식의
것으로

연속성은
간주되던

데카르트에게서
감성의

지위를

격상시켜주었고, 이것은 이후 바움가르텐의 유사 이성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인식의 연속성은 또한 데카르트적인
판명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것의

추상성에

대한

바움가르텐의 비판을 예비한다. 이와 같이 라이프니츠 그 자신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바움가르텐이 필요성을 절감한 미학이라는 분과
학문의 씨앗이 그의 사상 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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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eibniz's Sensible Knowledg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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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century rationalist Leibniz acknowledges various degrees of
knowledge, whereas Descartes only admitted one standard of true
knowledge, a clear and distinct perception. Leibniz argues for the
continuity of knowledge from the darkest to the absolutely perfect, which
belongs

to

divinity.

This

continuity

of

knowledge

established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sensible knowledge as clear and confused
perception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ergence of Aesthetics of
Baumgarten, which is the science of sensible knowledge. Until now, the
study on Leibniz's sensible knowledge has been examined under the
association with Kant and Baumgarten, not with Descartes, who is the
first runner of rationalism. So this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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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between Leibniz and Descartes' opinion on sensa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ir substance theor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both Leibniz and Descartes share the same goal of
defining what a substance is and unravel their philosophical issues based
on this. Furthermore, the aesthetic aspects of Leibniz's theory have mainly
been concerned with the clear and confused sensible knowledge but not
with his metaphysical concept of beauty, which is the perfection of the
best world possible. For such a reason, this research also attempts to
integrate Leibniz's metaphysical concept of beauty and the human
aesthetic experience as sensible knowledge into one coherent theory based
on his substance theory.
According to Cartesian dualism, there exist only two substances, one
that has thinking as the essence and the other that has extension as the
essence. They are mind and body respectively. Leibniz attempts to
improve this dualism by criticizing Descartes' assumption on body.
Leibniz eliminates the difference between mind and body, which
Descartes had established and argues that they are fundamentally the same
substance. This is his theory of Monad and a monad is an immaterial
simple substance that is without parts. While endorsing the theory of
monad, Leibniz still argues for the concept of body and argues that there
are no completely separated souls without bodies. God alone is
completely detached from bodies. So the world Leibniz sees is different
from that of Descartes, it is the world full of substances that are unions of
bodies and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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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bniz argues that each soul is a world in miniature, representing
things from the outside confusedly or distinctly according to the organs,
which accompany it. On the other hand, God is capable of unlimited
adequate knowledge of the whole universe since he is completely
detached from bodies. Leibniz especially argues that although each
created monad represents the whole universe, it more distinctly represents
the body, which is particularly attached to it. And from this, this research
asserts that Leibniz is aware of sensation being distinct perception unlike
Descartes. Leibniz also argues for the expressive relation between external
bodies and sensation and this refutes Descartes' opinion that we cannot
impute sensation to bodies and for that reason we cannot acquire any
knowledge of external bodies from sensation.
Leibniz also argues that the soul represents the whole universe by
representing its body. This gives some critical grounds for integrating the
two concepts of beauty found in Leibniz's theory. Leibniz's first concept
of beauty consists in the harmony of this best world possible. According
to Leibniz, God has created the world according to the greatest harmony
possible, namely perfection, and this divine harmony is his metaphysical
notion of beauty. Leibniz's second concept of beauty involves our
aesthetic experiences, and he especially imputes our judgements
concerning whether a certain painting or poetry is done well or bad to our
clear and confused knowledge. Namely, our judgement on beauty is
included in clear and confused sensible knowledge where we cannot be
aware of a thing's perfection. However, the two concepts of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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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ed above can be integrated into Leibniz's theory according to his
theory of substance. Since the soul represents the whole universe by
representing its body, it expresses the harmony of the whole universe,
which is metaphysical perfection by representing its body. Additionally,
this harmony of the whole universe is confusedly known in our sensibl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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