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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은 ‘예언’을 일종의 ‘상상’으로 간주하면서도, 예언이 확실한 

인식으로서 대중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 

15장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의 빛에 의해서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령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언의 가르침은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받아 들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따르면, ‘상상’은 대개 동요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도 기껏해야 의심의 부재를 갖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의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 

또한 『윤리학』에서 스피노자가 설명하고 있는 ‘구원’은 자유와 동의어로서, ‘복종’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참된 ‘인식’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철저히 ‘지성’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는 상상에 대해서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신학정치론』에서는 어떻게 예언에 대해서 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지성적 인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보여주었으면서, 『신학정치론』에서는 어떻게 복종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의 두 저서, 『윤리학』과 『신학정치론』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순은 해결 가능한 모순인가?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상상과 지성을 대립시키고, 상상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거두지 

않지만, 상상이 정신의 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 상상의 선용은 상상이 지성에 의해서 강제되고 지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방식으로 가능한 상상의 선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각지각이나 사유로 환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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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독특한 인식‘능력’으로서 지성의 바탕으로 기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과 달리, 

스피노자의 상상은 꿈과 환각, 감각지각, 기억, 의견, 믿음 등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부적합하지만 불가피한 인간의 ‘존재방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상상의 선용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상상은 외부 물체들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우리의 본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질서를 가지지만, 외부 물체들과 우리 

신체의 공통 특성들의 측면에서 연쇄되어 우리의 본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질서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상상의 질서가 지성적 인식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지성의 질서와 합치하는 새로운 질서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자연의 공통적인 질서 

속에서는 매우 미약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변형시키는 이성의 노력에 의해서만 비로소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은 이러한 『윤리학』의 상상 이론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정치론』이 성서에 근거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언은 정신이 아니라 오직 

말과 이미지들을 통한 인식, 즉 오직 상상에 의한 인식이고,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서 

예언자의 기질과 상상의 산물이며, 대중들의 의견과 합치하는 부적합한 관념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성서 독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예언은 신의 계시지만, 고매한 지성적 

인식이나 초자연적인 인식이 아니라 철저히 대중들의 사고력에 맞추어 진 신의 계시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처럼 예언의 확실성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면서 ‘종교’를 철학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홉스처럼 ‘믿음’이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종교’를 정치의 일부로 만들지도 않는다. 스피노자는 

예언이 명석 판명한 관념과 달리 내적인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이성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예언의 권위가 어떤 판단과 추론도 배제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 다시 말해서 ‘삶의 유용성’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참과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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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넘어서서 가지게 되는 확실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있다.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복종을 통한 구원’, 곧 

‘모든 인간들의 구원’이고, 이러한 예언의 가르침은 이성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언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언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진리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일련의 

일관된 예언자들의 증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인식론적 조건, 곧 가설적 진리에게 

요구되는 ‘정합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정치론』의 ‘복종을 통한 

구원’은 『윤리학』의 ‘지적인 구원’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성에게 

필연성으로도 불가능성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 말하자면 ‘가능성’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예언은 지성적 인식이 아니라 일종의 상상이기 때문에 예언의 가르침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는 증명될 수 없다. 예언에 기초하는 종교는 미신으로 

타락해서 종교적, 정치적 분열을 낳고 인간들을 무지에 가둘 수도 있지만, 지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나의 통합된 사회를 이루고 도덕적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나아가 인간의 최고선, 즉 신에 대한 사랑과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윤리적 기획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예언이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되고, 

예언이 가르치는 복종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실제로 조성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문제다.  

주요어: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예언, 믿음, 종교, 상상, 도덕적 확실성, 정합성, 삶의 

유용성, 복종을 통한 구원, 가능성 

학번: 2006-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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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신학정치론』 1 ~ 6장에서 서술된 것으로, 나중에 12 ~ 

15장에서 정립되는 『신학정치론』의 중심 테제, 곧 ‘종교와 철학의 구분’이라는 테제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언자들이 신의 정신을 부여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들이 비범한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이 아주 

생생한 것이었고, 그들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가 매우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예언 이론을 발판으로 ‘예언’이라는 일종의 ‘상상’에 기초하는 ‘종교’와 

‘이성’에 의한 증명에 기초하는 ‘철학’이 별개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성서 해석’을 통해서 도출된 것으로, 그가 사용했던 

성서 해석 방법, 곧 이성을 잣대로 성서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성서 텍스트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성서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은 『신학정치론』 7~11장에서 정당화 

된다. 성서 자체는 신의 말이 아니라 예언자들과 히브리 대중들의 ‘상상’의 표현이었고, 

우리 손에 전해지기 까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인간들에 의한 훼손을 면치 못했던 

‘텍스트’다. 그래서 성서 텍스트들은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존재하고,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의 빛만으로,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빛이나 외적인 권위, 또는 엄격한 수학적 논증 없이도, 그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가르침, 곧 성서의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서의 핵심은 바로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한 가르침이다.  

『신학정치론』 12~15장에서 정립되는 ‘종교와 철학의 구분’이라는 테제는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기초들, 다시 말해서 예언을 지성적 인식이 아니라 상상으로 간주하는 예언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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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자체에 의해서 성서를 해석한다는 성서 해석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종교와 

철학은 토대와 방법의 측면에서 구분된다. 종교의 토대는 예언과 성서에 대한 ‘믿음’이지만, 

철학의 토대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들에 대한 ‘인식’이다. 또한 예언과 성서에 대한 탐구는 

텍스트들을 비교하는 ‘해석학적 이성’의 작용이지만, 진리와 자연에 대한 탐구는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사변적 이성’의 작용이다. 나아가 종교와 철학은 목적의 측면에서도 

구분된다. 종교는 신과 사물들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철학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신학정치론』이 주장하는 ‘종교와 철학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서로 구분되는 

일련의 요소들로 구성된 두 영역의 구분이다. 한 영역은 상상, 예언, 성서, 해석학적 이성, 

참된 종교, 복종을 통한 구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한 영역은 지성, 진리, 

사변적 이성, 철학, 인식을 통한 구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전체 이론 체계 안에서 전자의 영역이 펼쳐지는 곳이 『윤리학』이라면, 후자의 영역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신학정치론』이다. 

두 영역이 서로 ‘구분’된다는 것은, 각각의 영역이 독자적으로 충분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가령 이성이 없어도 예언 만으로 충분하고, 인식이 없어도 복종만으로 

충분하며, 철학이 없어도 종교 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을 서로 구분되는 두 영역으로 간주하는 『신학정치론』은 비록 ‘도덕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기는 하지만, 예언에 대해서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언과 성서의 가르침을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언이 확실한 인식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복종이 구원의 

충분 조건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과 이에 기초하는 『신학정치론』의 중심 테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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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철학의 구분’이라는 테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학정치론』과 『윤리학』 간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리학』에서 설명된 확실성이란 의심의 부재가 아니라 참된 관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어떤 것이며, 상상은 대개 불안정하게 동요하고 비록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도 의심의 부재를 가질 뿐이지 확실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윤리학』에서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인식, 더 정확히 말해서 

최고의 지성 작용으로서의 3종 인식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다. 즉 『윤리학』에서 상상은 확실한 인식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종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예언이 확실한 인식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복종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는 『신학정치론』의 주장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종교와 철학의 구분’이라는 『신학정치론』의 테제와 예언 이론은  『윤리학』처럼 

스피노자의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의 진정성과 『신학정치론』의 위상 자체가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토젤(Tosel)과 로(Laux) 간의 논쟁은 예언과 

성서라는 ‘상상’, 그런 상상들을 탐구하는 ‘해석학적 이성’, 그것의 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보편 종교’, 그리고 이런 영역들이 펼쳐지고 있는 『신학정치론』의 위상이 해결을 요구하는 

하나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1
  

토젤이 강조하는 것은 종교와 철학 사이에 존재하는 환원 불가능한 차이와 종교에 대한 

철학의 우월성이다. 해석학적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정화되고 개혁된 상상, 즉 예언과 

성서의 핵심으로서의 보편 종교는 분명 미신적인 종교를 넘어서 있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격적인 신 개념에 머물러 있다. 정념적 사랑과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신, 즉 

                                           
1 이 논쟁은 1995년에 출간된 Studia Spinozana 11권에 수록되어 있다. Tosél, André, “Que faire avec le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Réforme de l’imaginare religieux et/ou introduction à la philosophie?”, pp. 165~188. & 

Laux, Henri, “Religion et philosophie dans le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Débat avec André Tosel”, pp. 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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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자비의 신이라는 상상은 비록 실천적으로는 철학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상 사물들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참된 인식을 가로막는 것이다. 반면에 

『윤리학』의 사변적 이성은 『신학정치론』의 해석학적 이성과 달리 상상과 종교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그것들을 상대화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무지한 실천’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진 실천’은 

구분되어야 하고, 우리는 ‘참된 신앙인’을 넘어서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신학정치론』은 

성서라는 텍스트 해석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독자들을 철학으로 

안내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곧 철학 입문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토젤의 주장이다.   

반면에 로가 강조하는 것은 미신적 종교에서 정화되고 개혁된 종교로 변화되는 상상의 

자기 변형 역량과 이를 돕는 해석학적 이성의 중요성이다. 『신학정치론』의 해석학적 

이성은 철학에서의 사변적 이성처럼 신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론과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종교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에 따르면, 참된 종교와 철학의 합치 관계는 기쁨의 정념들과 이성적인 삶의 

합치 관계와 같다. 기쁨의 정념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미 특정한 형태의 이성이고, 

상상의 동요의 안정화는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인간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해하는 『신학정치론』은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실재에 대한 지성적 인식으로서의 

철학 자체이고, 해석학적 이성과 사변적 이성은 하나의 이성의 서로 다른 표현들일 뿐이다.  

이러한 그들의 논쟁 이후로도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이나 『신학정치론』에 대한 연구 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정치론』의 종교 이론을 종교 

비판으로 간주하는 몇 가지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김웅래의 연구에서 

『윤리학』은 인식론에 근거한 종교 비판으로, 『신학정치론』은 예언과 성서에 근거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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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으로 설명되고 있다.
2
  나아가 김응종은 스피노자가 이성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성서의 진정한 의미는 이성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원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김호경은 스피노자가 단순히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서의 의미를 해석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반면에 또 다른 국내 연구들이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윤리학』에서 종교적 주제들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신학정치론』의 종교 이론이 가지는 함축이다. 먼저 이현복은 

『윤리학』에서 미신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원의 윤리학’으로서의 

스피노자의 『윤리학』 안에서 인간 정신의 삶을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곧 

미신이 야기하는 영혼의 동요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신의 원인과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신학정치론』이지만, 미신의 성립 조건으로서의 희망과 

공포라는 정념들의 치유책은 『신학정치론』이 아니라 『윤리학』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한편 공진성은 시민종교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스피노자와 루소가 한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학정치론』은 좋은 정치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보편적인 요구와 그 

종교가 관용적이어야 한다는 근대의 특수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정치적 통합 및 시민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게 하려는 

                                           
2  김웅래(2016), 「스피노자의 신과 종교」, 『인천 가톨릭 대학교 논문집』 제40호, 인천 가톨릭 대학교 복음화연구소, 

pp. 172-201. 
3  김응종(2009), 「근대 무신론의 철학적 기원 -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와 피에르 밸을 중심으로」, 『프랑스사연구』 

제20호, pp. 45-72. 
4 김호경(2010), 「17세기 이단자, 스피노자」, 『율곡사상연구』, 제21집, 율곡학회 논문집, pp. 101-128. 
5  이현복(2016), 「스피노자의 구원의 윤리학에서 미신의 위상」, 『철학논집』 제45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pp. 

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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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정치론』의 이러한 작업이 종교가 인간에게 미치는 힘에 대한 인정이자 

이성주의적이고 계몽적인 인간 해방 기획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의 이해가능성을 하나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는 조현진의 연구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학정치론』과 

『윤리학』의 양립 불가능성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인식을 통한 철학적 구원과 정의와 자비의 

실천을 통한 종교적 구원이 충돌하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두 구원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즉 정의와 자비의 실천과 내재적 기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종을 통한 구원은 철학적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심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철학적 구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는 『신학정치론』과 『윤리학』의 양립 불가능성을 선언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7
 

그렇다면 그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정치론』과 『윤리학』 간의 

모순에 대한 그의 이러한 해결책은 마트롱(Matheron)이 제시했던 해결책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타율적이기는 하지만 약한 의미에서의 ‘복종’ 개념, 그리고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것으로서의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구원, 즉 영원한 

것으로서의 구원 보다 약한 의미에서의 구원, 즉 지속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련된 지속적인 

기쁨으로서의 ‘구원’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마트롱의 해결책 말이다.
8
 

그러나 이와 같이 단계적인 ‘복종’과 ‘구원’의 개념을 통해서 스피노자의 이론 체계 

                                           
6  공진성(2013), 「루소, 스피노자, 그리고 시민종교의 문제」, 『정치사상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정치사상학회, pp. 

109~142. 
7  조현진(2015), 「스피노자의 종교 비판의 의미와 그 함축-미신과 참된 종교의 구분, 비철학적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

로」, 『인문과학연구』 제45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317-345. 
8 Matheron, Alexandre(1971), Le Chris et le Salut des Ignorants Chez Spinoza, Aubier Monta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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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철학적 구원과 종교적 구원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마트롱의 시도는 

많은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그의 해결책은 복종을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복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윤리학』의 구원과 모순될 

우려가 있거나, 거꾸로 복종을 통한 구원을 지적인 구원으로 가는 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복종하는 것 만으로 충분히 이를 수 있는 『신학정치론』의 구원과 

모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트롱의 이러한 시도가 『신학정치론』과 『윤리학』 간에 존재하는 모순의 

문제, 혹은 『신학정치론』의 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언’과 그것의 가르침으로서의 ‘복종을 

통한 구원’이 속해 있는 영역, 다시 말해서 『신학정치론』이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상’의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신학정치론』은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즉 ‘복종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예언’이 일종의 ‘상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리학』은 ‘상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상상’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윤리적 기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8 

 

1부. 존재 방식으로서의 상상과 상상의 선용 

스피노자에게 ‘예언’은 일종의 ‘상상’이다. 따라서 그의 예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상상’은 『윤리학』 2부 정리 40 

주석2에서 분류된 인식의 세 가지 종류들 가운데 1종의 인식의 다른 이름이고, 1종의 인식은 

2종 또는 3종의 인식들과 달리 부적합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스피노자에게 ‘상상’은 부적합한 인식 전체의 통칭이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보여주고 있는 ‘상상’이라는 용어의 이러한 사용은 이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과 다른 것이다. 스피노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상상’이라는 용어를 차용했지만, 

이 용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차용했던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가 직접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스피노자는 『지성교정론』 §84에서, 자신이 이 용어에 어떤 특정한 의미, 즉 

지성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정신의 수동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자신이 ‘상상’이라는 용어에 부여하는 이러한 의미만 이해했다면, 사실상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용어에 대해서 각자 원하는 대로 이해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이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용어를 

사용해 온 오랜 전통과 스피노자의 사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나아가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을 지닌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적합한 1종의 

인식의 이름으로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여기 1부에서는 스피노자가 

‘상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먼저 1장에서는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상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줄 전통적 배경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과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대조해 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2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드러난 스피노자의 ‘상상’이 인간의 윤리적 기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선용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피노자에게 ‘상상’의 일종인 ‘예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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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상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가 

‘상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는 그가 이 

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념들과 어떻게 대결하고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가 대결하고 있는 상상 개념의 전통들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이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1-1)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1장 2절(1-2)에서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스피노자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또는 변형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1. 아리스토텔레스: 감각지각과 사유 사이의 독특한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 즉 imaginatio와 비교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phantasia(Φανтασια)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상상을 단순히 감각지각에 

부수적인 현상으로 처리해 버리거나, 거짓된 지각의 원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의 철학자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을 

영혼의 독특한 능력으로 간주하고, 다른 능력들과 구분되는 그것의 독자적인 영역과 기능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상상에 대한 그의 탐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상상은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식별 능력들 중 하나인가? 다시 말해서 감각지각, 의견, 지식, 

지성 같은 능력들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이런 능력들의 조합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인가?  

(1) 사물들의 이미지: 외부 사물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사유를 진리와 매개하는 

상상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이론을 이해할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이론이 그의 철학 안에서 등장하는 위치다. 상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영혼론』 3권 3장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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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지각(aesthesis)에 대해 논의하는 3권 2장과 지성(nous)에 대해서 논의하는 3권 4장 

사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이론이 『영혼론』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위치는 상상이 인간의 영혼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곧 그가 상상을 감각지각과 사유의 ‘사이’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상이 감각지각과 사유의 ‘사이’에 있다는 

것은 상상이 한편으로는 감각지각과 ‘구분’되고, 의견, 지식, 지성 등의 사유(dianoia)와도 

‘구분’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지각과 사유를 ‘연결’하고 있는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혼론』 3권 3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표는 이중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그는 사유와 감각지각 사이에 상상의 독립적인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감각지각이나 사유와의 연관 속에서 상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428b10 이전, 즉 

『영혼론』 3권 3장의 전반부는 상상을 다른 식별 능력들과 구분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지만, 

428b10 이후는 반대로 상상을 다른 식별 능력들과 연결시키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영혼론』 3권 3장의 이러한 이중적 목표는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상은 감각지각 없이 생겨나지 않으며, 상상 없이는 의견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은 감각지각과 구분되고, 또 사유와 구분되는 것이다.”
9
 

우선 여기에서 명시되는 것은 상상이 다른 식별 능력들과 맺고 있는 이중적 관계다. 먼저 

감각지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은 감각지각과 구분되지만, 감각지각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또한 사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상은 사유와 구분되지만, 상상 없이는 사유가 

생겨나지 않는다. 즉 한편으로는 구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결되는 식으로 상상은 다른 

식별 능력들과 이중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명시되는 것은 상상이 다른 식별 능력들과 맺고 있는 연결 관계가 가지고 

                                           
9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7b 14-16.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은 능력(faculty) 및 그러한 능력의 실행으

로부터 나온 결과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해야 하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

니라면, 논의를 단순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상상에 해당하는 모든 용어들을 이하에서는 일괄적으로 ‘상상’으로 번

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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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격이다. 가령 상상은 감각지각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감각지각은 

상상의 필요 조건이다. 또한 사유는 상상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상상은 

사유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상상이 다른 식별 능력들과 맺고 있는 이 필요 조건이라는 

관계는 아직 모호해 보인다. 상상과 감각지각이 맺고 있는 연결 관계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설명에 의해서 조금 더 분명해진다. 

“어떤 것이 움직여질 때, 다른 어떤 것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다. 상상은 일종의 

운동으로 생각되고, 감각지각 없이는 생겨나지 않으며, 오직 감각하는 것들에게만 생겨나고, 오직 

감각되는 것들과 관련해서만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지각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운동이 생겨날 

수 있으며, 그 운동은 필연적으로 감각지각과 유사해야 한다. (이런 전제들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본성을 

지닌 운동은 감각지각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감각하지 않는 것들에게 속할 수도 없으며, 이 운동을 

가진 것으로 하여금 다양한 작용들을 하거나 겪게 만든다.”
 10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상상과 감각지각의 연결 관계는 인과 관계다. 상상은 일종의 

운동이고, 따라서 운동의 원인, 즉 상상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상은 오직 

감각지각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나고, 오직 감각하는 것들, 즉 감각능력을 가진 어떤 

주체에게만 일어나며, 오직 감각되는 것들, 즉 감각대상과 관련해서만 일어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서 감각지각을 상상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각지각과의 인과 관계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상상은 감각지각의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운동이다.  

나아가 이러한 설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지각과 상상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인과성을 그것들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의 근거로 간주하고 있다. 인과성은 하나의 관계, 즉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이고, 관계는 서로 관계 맺고 있는 두 항 간에 존재하는 어떤 공통의 

척도를 전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공통의 척도를 유사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상상은 감각지각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인 한에서, 

필연적으로 감각지각과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유사성을 인과성의 전제로 간주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그의 상상 이론은 물론 그의 인식 이론 전반을 이해하게 해 주는 

열쇠다.  

                                           
10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8b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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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상이 감각지각과 맺고 있는 이러한 인과성 및 유사성의 관계가 상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상상을 참으로, 또는 거짓으로 만드는 조건들이다. 

항상 참된 것인 지성이나 지식과 비교해서, 상상의 고유한 특징은 그것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상상이 감각지각과 인과성 및 유사성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에서, 상상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은 감각지각에 달려 있다. 즉 각각의 

감각지각은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오류의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각각의 상상은 그것을 

일으킨 감각지각의 종류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의 오류 가능성과 감각지각의 오류 가능성의 이러한 상응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감각지각의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운동 자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고유감각의 대상들에 대한 감각은 항상 참이다. 적어도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극히 적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고유감각의 대상들이 우유성들인 지각인데, 여기에는 이미 오류가 스며들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각대상이 ‘흼’이라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없지만, ‘흼’이 이렇게도 규정되고 

저렇게도 규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이 점에서는 오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오는 것은 

공통감각들, 즉 고유감각의 대상들이 속해 있지만 우연적으로 감각되는 것에서 파생된 감각들에 대한 

지각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운동과 크기는 고유 감각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우유성들이고,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들이다. 이것들은 바로 감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태인 감각지각의 작용 하에서 산출된 운동은 그것이 감각의 세 가지 종류들 중 어느 

것으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감각이 존재하는 동안의 운동은 참이지만, 다른 운동들은 

거짓일 수 있다. 감각지각이 현전하지 않거나 부재할 때, 특히 감각지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거짓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상상이 우리가 지적한 점들 이외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상상이 우리가 말했던 그런 것이라면, 상상은 현실태인 감각지각에 의해 산출된 운동이라고 정의될 

것이다.”
11

 

따라서 각각의 상상의 오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상상에 상응하는 각각의 

감각지각의 오류 가능성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각각의 감각지각의 

오류 가능성은 감각지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감각지각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고유감각지각, 부수감각지각, 그리고 공통감각지각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세 종류의 

감각지각들 중에서 고유감각지각은 오류가 거의 불가능한 감각지각이다. 예를 들어 시각이 

                                           
11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8b17-429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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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을, 청각이 소리를, 미각이 맛을 감각할 때 일어나는 감각지각이 바로 고유감각지각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러한 고유감각지각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감각지각에는 이미 오류가 

스며들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고유감각지각이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우연적으로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부수감각지각이나, 각 감각기관이 지각하는 감각대상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우유성들인 운동과 크기 같은 것들을 지각할 때 일어나는 공통감각지각은 

오류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감각지각이다. 부수감각지각에도 이미 오류가 스며들 여지가 

있고, 공통감각지각은 가장 큰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감각지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상상의 오류 가능성은 그것이 상응하는 감각지각의 오류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고유감각지각과 관련된 상상은 참일 수 

있지만, 부수감각지각과 공통감각지각에 의해 생긴 상상은 거짓일 수 있다. 다만 

감각지각에서 보다 상상에서는 오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감각지각은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상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상은 

감각지각이 일어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진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감각지각에서 멀어질수록, 상상이 거짓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말하자면 

감각지각이 존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상상은 참일 가능성이 높지만, 감각지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감각지각이 부재할 때, 그럴 때의 상상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측면에서, 상상은 철저하게 감각지각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데 상상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문제에서, 상상과 감각지각 간에 놓여 있는 이러한 종속 

관계는 더 근원적인 종속 관계, 즉 감각지각과 감각대상 간에 놓여 있는 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감각지각의 오류 가능성은 감각지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론』 2권에서 감각지각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그 구분 기준 자체가 감각대상에 

대한 감각지각의 철저한 종속 관계를 보여준다. 

“감각지각의 탐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감각대상이다. 감각대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그 자체로 지각되는 대상과 우연적으로 지각되는 대상이 구분되고, 그 자체로 지각되는 

것은 다시 고유감각대상과 공통감각대상으로 구분된다. 고유감각대상이란 다른 감각기관으로는 감각될 

수 없고, 그것을 감각하는 자가 오류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한 감각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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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을, 청각이 소리를, 미각이 맛을 감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12

 

즉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지각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감각대상이다. 

감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은 우선 그 자체로 지각되는 것과 부수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구분되고, 다시 그 자체로 지각되는 것은 고유하게 지각되는 것과 공통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결국 감각대상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고유감각대상, 그리고 

공통감각대상은 자체감각대상에 속하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부수감각대상이 있다. 

감각지각의 종류는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감각대상에 상응해서 분류된다. 고유감각대상에 

상응하는 고유감각지각, 공통감각대상에 상응하는 공통감각지각, 부수감각대상에 상응하는 

부수감각지각으로 말이다. 감각지각은 철저히 감각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된다.  

또한 감각지각의 종류에 따라서 감각지각의 오류 가능성이 달라지는 이유도 감각대상에 

대한 감각지각의 철저한 종속 관계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지각이 

감각대상에 덜 종속될 수록, 다시 말해서 감각지각이 외부 사물들과 맺는 관계에서 능동성을 

가질수록 감각지각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감각대상에 더 종속될수록, 다시 

말해서 감각지각이 외부 사물들과 맺는 관계에서 수동성을 가질수록 감각지각이 진리에 

근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유감각지각과 부수감각지각이 왜 오류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지 살펴 보자. 

고유감각지각은 자체감각지각에 속한다. 즉 자신의 고유한 감각대상을 가지고 있다. 

고유감각지각의 고유한 대상들은 색깔, 소리, 맛 같은 것들이다. 자신의 고유한 감각대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유감각지각과 대조되는 것은 부수감각지각이다. 부수감각지각은 

자신의 고유한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수감각지각은 고유감각지각이 자신에게 고유한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우연적으로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감각지각이다. 

고유감각지각보다 부수감각지각에 좀 더 오류가 스며들 여지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결합의 우연성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감각지각은 고유감각지각과 마찬가지로 자체감각지각에 속하는 것이다. 즉 

                                           
12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2권 6장 418a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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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유한 감각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운동, 수, 크기 같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고유감각지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유한 대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감각지각이 가장 큰 오류 가능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통감각지각이 우연적으로 

감각대상과 결합되는 부수감각지각 보다도 훨씬 더 오류일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공통감각지각이 고유감각지각과 다른 점은 바로 고유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유감각지각에는 색깔을 지각하기 위한 시각이 있고, 소리를 지각하기 위한 청각이 

있다. 그러나 공통감각지각의 대상인 크기나 수를 지각하기 위해서 특화된 감각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곧 공통감각지각의 대상들이 특정한 감각기관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들에 공통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유감각지각은 자신의 고유한 

감각기관 이외에 다른 감각기관으로는 자신의 대상을 지각할 수 없지만, 공통감각지각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다. 가령 고유감각지각의 대상인 색깔은 

시각을 통해서만 감각될 수 있고 청각이나 촉각으로는 감각될 수 없지만, 공통감각지각의 

대상인 운동은 시각을 통해서도, 청각을 통해서도, 촉각을 통해서도 감각될 수 있다.  

“공통감각대상이란 운동, 정지, 수, 형태, 크기 등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감각대상들은 어떤 

특정한 감각기관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들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운동은 촉각에 의해서 감각되는 만큼 시각에 의해서도 감각된다.”
 13

 

따라서 공통감각지각과 고유감각지각의 결정적인 차이는 외부 물체들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다. 공통감각지각은 다른 감각지각들과 달리 서로 다른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지각된 것들을 종합하고, 자신의 고유한 대상들에 관한 것들을 분류해야만 일어나는 

감각지각이다. 즉 공통감각지각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감각지각이 아니며, 전적으로 개별적인 

감각지각도 아니다. 공통감각지각은 본질적으로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감각지각들과 

달리 상당한 능동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감각지각이다.  

그런데 바로 이 능동성 때문에 공통감각지각은 가장 오류 가능성이 높은 감각지각이다. 

그것이 대상들을 분류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유감각지각은 가장 수동적인 감각지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감각대상에 가장 종속되어 

                                           
13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2권 6장 418a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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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감각지각이기 때문에, 가장 오류 가능성이 낮은 감각지각이다.  

이와 같이 감각지각의 분류 및 감각지각의 종류에 따른 오류 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감각대상에 대한 감각지각의 철저한 종속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감각지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감각지각과 감각대상의 관계를 인과성 및 유사성의 관계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감각능력은 가능태이고, 감각대상은 이미 현실태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감각대상과 

유사한 것이 아닌 한에서, 감각 능력은 감각대상에 의해서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이미 변화를 겪었을 

때, 감각지각은 감각대상에 유사한 것이 되고 감각대상과 같은 것이 된다.”
 14

 

간단히 말해서, 감각지각은 아직 감각대상과 유사하지 않은 것이었던 감각능력이 

감각대상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감각대상과 유사한 것이 되는 모종의 질적 변화를 겪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지각과 감각대상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인과성 및 유사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밀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감각지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감각지각은 감각대상의 

형상들을 질료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마치 밀납이 고리의 흔적을 수용하는데 철이나 금 없이 그렇게 

하고, 밀납이 금이나 청동 도장을 수용하지만 금이나 청동으로서의 도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15

 

밀납이 고리나 도장을 받아들일 때, 고리나 도장의 질료적 측면, 즉 금, 철, 청동 

덩어리로서의 측면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밀납이 고리나 도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리나 도장과 동일한 것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밀납에 남은 흔적은 

고리나 도장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감각지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에 

의해서 변화된 상태는 감각대상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게다가 고리나 도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분명히 물리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지만, 감각대상에 의해서 감각기관에 

일어나는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 가령 눈이 빨강색을 지각할 때 눈 자체가 

빨갛게 변하는 것과 같은 변화는 아닐 수도 있다.
16  

그러나 감각대상에 의해서 변화된 

                                           
14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2권 5장 418a 2-6.  
15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2권 12장 424a 16-20.  
16  감각능력과 감각대상 간의 유사성을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유사성이 아니라 심리적 유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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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관의 상태는 감각대상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이지만, 적어도 감각대상과 유사한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감각지각이 감각대상으로부터 받아들인 그것, 즉 감각지각이 

간직하고 있는 감각대상과 유사한 어떤 것은 바로 감각대상의 형상이다. 밀납이 고리나 

도장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지각을 

감각대상의 형상을 질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과성 및 그것이 전제하는 유사성의 관계는 인간의 인식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일한 모델이다. 상상, 감각지각, 감각대상이 모두 전자가 

후자의 이미지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감각지각은 감각대상의 형상을 질료 없이 수용하는 

것이고, 상상은 다시 감각지각의 결과물의 형상을 질료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상상은 

감각지각의 이미지이고, 감각지각은 감각대상의 이미지다. 결국 상상은 감각대상의 이미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상상이 다른 식별 능력들과 맺고 있는 연결 관계의 성격을 고찰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사물과의 유사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외부 사물들의 이미지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부 사물들의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상상은 지성이 실행될 수 있는 바탕으로서 

기능한다.  

“한편으로는 감각지각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의 실행 자체는 반드시 상상을 동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상은 질료가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감각지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17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 이론에 따르면, 사유는 외부 사물들의 이미지로서의 상상에 

의해서 비로소 자신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올바르게 포착할 수가 있다. 사유의 대상은 

형상이고, 형상은 사유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외부에, 즉 외부 사물 안에 있다. 

따라서 사유가 자신의 대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형상에로 나아가야만 한다. 곧 

형상이 놓여 있는 외부 사물에로 나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의 대상을 올바르게 

                                           

주장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한다. Burnyeat, M.(1992), “Is An Aristotelian Philosophy of Mind Still Credible? (A 

Draft)” in Essays on Aristotle’s De Anima, edited by Martha C. Nussbaum and Amélie Oksenberg Rorty, 

Clarendon Press, pp. 15‐26. 
17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8장 432 a 6-10. 



18 

 

포착하려는 사유는 사물 안에 있는 감각적 형상을 먼저 지각하는 감각지각에 의존해야 한다. 

모든 인식의 출발점은 감각지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유의 개념들은 보편적이며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것들인 반면, 감각지각의 결과물들은 지속되지 않고 개별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사유와 감각지각이라는 두 능력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상상이다. 상상은 감각지각과 달리 완전히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감각지각처럼 외부 사물들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부 사물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진리의 원천으로서의 외부 사물과 사유를 연결해 주는 이러한 상상이 없었다면, 

인간의 지성은 결코 진리를 사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상상과 감각지각의 구분: 상상의 능동성과 지성의 바탕으로서의 상상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상상은 무엇보다도 외부 사물의 ‘이미지’로서의 

상상이다. 즉 상상은 감각지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감각지각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인과성과 유사성을 통해서 사유를 외부 사물과 매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을 

외부 사물의 ‘이미지’로, 즉 감각지각과 인과성 및 유사성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상상을 감각지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인식능력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론』 3권 3장 428a 6-16에서 상상을 감각지각으로 환원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몇 가지 경험적 단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꿈의 경험이다.  

“감각지각은 가능태이거나 현실태이다. 예를 들어 ‘볼 수 있음’이나 ‘봄’이다. 반대로 상상은 ‘볼 수 

있음’이나 ‘봄’이 부재하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우리가 꿈 속에서 지각하는 상상들이 그런 

것들이다.”
18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상은 분명 앞에서 살펴 보았던 상상, 즉 

감각지각의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으로서의 상상이 아니다. 활성화된 감각지각, 즉 

                                           
18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8 a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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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태로서의 감각지각 뿐만 아니라 가능태로서의 감각지각 조차 없는 경우에도 존재하는 

상상이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작용을 멈추고, 감각기관들이 외부 대상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 가령 꿈을 꾸는 동안 나타나는 상상적인 이미지들은 상상이 

감각지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상상과 감각지각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려고 할 때와 달리, 상상과 감각지각의 

구분 관계를 보여주려고 할 때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지각이 부재하는 경우의 상상, 

아니면 적어도 감각지각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이론의 주된 관심은 ‘비전형적인 감각 경험(non-

paradigmatic sensory experience)’, 즉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불확실한 

감각자료에 대한 해석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하는 상상의 독특한 특성은 감각지각이나 기억 같은 전형적인 감각 경험에서 보다 

꿈이나 착오 같은 비전형적인 감각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19

  경험적으로 볼 때, 확실히 

상상은 감각지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더 두드러지게 작동하고, 감각지각이 약해질 때 

더 활성화된다. 감각지각과 구분되는 상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려주는 경험은 

감각지각이 감각대상에 정확하게 적용되었던 경험 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경험임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영혼론』 3권 3장 428a 6-16에서 꿈의 경험 다음으로 제시되는 다른 경험적 

단서들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상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의 활동이 그것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판명하게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다.”
 20

  

그러나 이렇게 나열된 모든 경험적 단서들은 상상을 감각지각으로 환원시키기 어렵다는 

결론만을 단순하게 보여줄 뿐이다. 감각지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상상의 고유한 기능과 

영역은 『영혼론』 3권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설명되는 동물의 장소 운동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이 

                                           
19  비전형적인 감각 경험에서의 상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이론을 해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한다. Schofield, M.(1992), “Aristotle on the imagination”, in Essays on Aristotle’s De Anima, edited by. Martha 

C. Nussbaum and Amélie Oksenberg Rorty, Clarendon Press, pp. 249‐277.  
20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8a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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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의 문제다. 그는 자신이 이미 『영혼론』 2부에서 탐구했던 생물의 다양한 능력들, 

가령 영양섭취능력, 감각능력, 욕구능력, 사유능력 등의 능력들 중에서 어떤 것이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우선 영양섭취능력은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물의 장소 

운동은 어떤 목적을 겨냥하는 운동인데, 영양섭취능력은 전혀 목적 지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영양섭취능력은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도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동물의 장소 운동도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물을 식물로부터 구별 짓는 능력인 감각능력도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장소 운동은 모든 동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모든 동물들이 공유하는 능력인 

감각능력으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유 능력이다. 우선 

사유 능력은 모든 동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다. 게다가 동물의 장소 

운동이 어떤 목적을 겨냥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이 장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겨냥할 어떤 목적이 그 동물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사유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유능력도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추론하는 능력 및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운동의 원인이 아니다. 사실 이론적 지성은 

실천에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사고하지 않으며,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장소 운동은 항상 무언가를 피하거나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지성은 자주 피하라고 명령하지 않고도 어떤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나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고한다. 이 때 운동하는 것은 오직 심장이다. 또는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일 경우라면, 운동하는 것은 

신체의 다른 부분이다. 또한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기피하라고 지성이 명령하고 사고가 말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로 절제하지 않는 자가 움직이게 되는 일은 종종 욕구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의학 지식을 가진 자가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지식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행위가 지식에 합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임을 잘 보여준다.”
 21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단 

                                           
21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9장 432b 26-29. 



21 

 

이론적 지성이다. 이론적 지성은 어떤 목적으로서 대상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장소 운동의 원인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지성은 어떤 대상을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제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나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론적 이성은 그 대상을 피해야 할 것이나 추구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만약에 어떤 대상이 실천적 지성에 의해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즉 그 대상을 

피하거나 추구하라고 지성이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물의 장소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행위와 지식이 합치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체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개입 되어야 한다. 

지식과 행위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론적 지성이건 실천적 

지성이건 간에, 어쨌든 지성만으로는 동물의 장소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하지 않는 자의 예를 들면서, 그의 경우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욕구임을 인정하고 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추구해야 할 것과 기피해야 할 것을 

알려 주는 실천적 지성의 명령이 있더라도, 이러한 실천적 지성의 명령이 아니라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절제하는 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욕구만으로도 동물의 장소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욕망도 장소 운동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절제하는 자들은 욕망과 욕구를 가질 때 그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않고 이성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22

 

따라서 절제하지 않는 자의 경우와 절제하는 자의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절제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지성이 장소 운동의 원인이 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욕구가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 보인다. 반대로 절제하는 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욕구가 장소 운동의 원인이 

되기 어려워 보이고, 지성이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한다면, 

장소 운동의 원인은 두 가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 동물의 장소 운동은 

욕구능력과 사유능력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어쨌든 장소 운동의 원인이 두 가지 존재하는 것 같다. 욕망과 지성이다. - 단 상상을 지성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사실 인간들은 자주 지식에서 벗어나서 상상에 복종하며 인간이 

                                           
22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9장 433a 6-7. 



22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는 지성 작용이나 추론 작용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상상만이 존재한다. - 이 두 

가지 능력들, 즉 지성과 욕망 둘 다 장소 운동의 원인이다. 여기에서 내가 이해하는 지성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추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천적 지성이고, 이론적 지성과는 그 목적이 다른 것이다. 또한 

욕망의 대상이 바로 목적이므로, 모든 욕망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실천적 지성의 원리가 바로 그 

목적이다. 그리고 추론적 사유의 종착점이 바로 행위의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능력, 즉 

욕망과 실천적 사유를 운동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23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두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다. 첫째, 여기에서 욕망과의 

결합을 통해서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성은 이론적 지성이 아니라 실천적 

지성이다. 동물의 장소 운동이라는 목적 지향적 운동에 기여하는 지성은 실천적 지성,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여기에서의 지성, 곧 실천적 지성은 

상상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지성의 작용이 아예 없고, 지성을 

별로 작동시키지 않는 인간들도 많지만, 그런 동물들이나 인간들도 장소 운동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능력이 있는 인간만을 고려한다면, 동물의 장소 운동은 욕망과 실천적 

지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유능력이 없는 동물 전체를 고려한다면, 장소 운동의 

원인은 욕망과 상상이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을 욕망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욕망을 부여 받은 한에서 자신의 운동의 원인이다. 그러나 동물이 상상을 부여 

받지 않았다면 욕망도 부여 받지 않았을 것이다.”
 24

 

그러나 상상이 있어야 욕망이 있다면, 상상은 감각지각이 있어야 있다. 왜냐하면 상상은 

감각지각의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각지각은 상상과 

욕망의 공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각지각이 있으면, 상상과 욕망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감각능력이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을 때, 

감각능력은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상상은 왜 감각지각과 달리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일 수 있는가? 감각지각과 욕망 사이에서, 상상은 감각지각이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감각지각, 상상, 욕망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이 물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만약 감각지각이 있으면, 상상과 욕망도 있다. 왜냐하면 감각지각이 있는 곳에는 고통과 쾌락이 

                                           
23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10장 433a 8-22. 
24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10장 433b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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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고통과 쾌락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욕구도 있기 때문이다.”
25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통과 쾌락을 욕구의 조건으로 간주하고, 상상을 고통과 

쾌락에 관련시키고 있다. 모든 욕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욕구이다. 따라서 욕구의 

대상이 욕구의 주체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일차적으로 외부 대상을 주체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감각지각이다. 그러나 감각지각이 제시하는 외부 대상은 어떤 색깔을 

지닌 것, 또는 어떤 크기를 지닌 것으로서의 대상일 뿐이고, 이렇게 제시된 대상은 아직 

욕구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욕구의 대상은 이런 감각적인 성질들을 가진 것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욕구의 주체에게 고통을 주거나 쾌락을 주는 것으로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외부 대상을 그 자체로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나 고통을 초래하는 

대상으로서 보게 하는 것이 상상이다. 감각지각은 외부 대상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지만, 상상은 외부 대상을 욕망을 일으키는 어떤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상상은 

감각지각에 비해 훨씬 더 큰 능동성을 갖고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통감각지각은 

다른 감각지각들과 달리 상당한 능동성을 갖지만, 감각지각 일반과 비교할 때 상상의 

핵심적인 특징은 능동성에 있다.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상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해석적 

기능과 능동성 때문에 상상은 감각지각으로 환원될 수 없다. 

동물의 장소 운동에서의 상상의 이와 같은 해석적 기능과 능동성을 부각시키고 상상의 

능동성을 감각지각의 수동성과 대비시킨 대표적인 연구자는 누스바움 (Martha Craven 

Nussbaum)이다.
26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을 감각지각과 구분하면서 설명하는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상상은 앞에서 상상과 다른 식별능력들의 연결 관계를 고찰하면서 

설명했던 외부 사물의 이미지로서의 상상과 달라 보인다. 외부 사물의 이미지로서의 상상은 

진리의 원천으로서의 외부 물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의 수동성 때문에 지성의 

                                           
25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2권 2장 413b 22-24. 
26 Nussbaum, M. C.(1978), “Essay 5: The Role of Phantasia in Aritotle’s Explanations of Action”, in Aristotle’s 

De Motu Animaliu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21-231. 동물의 장소 운동과 관련해서 상상의 

역할을 설명하는 국내 연구로는 유원기의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참고한다. ① 유원기(2005), 「환타시아 또는 상상력

에 관하여」, 『철학사상』 7집, 서경대학교, pp. 25-44. ② 유원기(2005), 「아리스토텔레스의 환타시아 개념에 대한 재

음미」, 『미학』 44, pp. 63-92. ③ 유원기(2004), 「장소운동에 있어서 ‘환타시아(phantasia)’의 역할」, 『철학연구』 89

집, 대한철학회, pp. 2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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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욕구와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상상은 

외부 사물들을 그 자체 그대로 사유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물들의 특정한 측면을 

능동적으로 부각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외부 사물의 이미지로서의 상상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에서 

능동성만을 부각시키기는 어렵다. 상상의 능동성과 수동성은 동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7

 

사실 욕구 또는 동물의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상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욕구 또는 장소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상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능이 지성이 없는 동물의 경우와 지성이 있는 

인간의 경우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성의 작용이 없는 동물의 경우에는 욕구의 대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과정이 앞에서 

설명한 단계에서 끝난다. 감각 능력이 대상을 지각해서 생겨난 감각의 결과물을 상상이 

해석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다. 동물은 곧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 어딘가로 

장소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우에는 이 단계가 끝이 아니다. 

지성이 상상의 해석 작용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에 작용하여 사유의 결과물을 형성하는 

과정까지 나아간 후, 비로소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 어딘가로 장소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각 능력과 관계되는지, 아니면 사유 능력과 관계되는지에 따라서 상상을 두 

가지 종류로, 곧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모든 상상은 추론적이거나 감각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고 있는 상상은 바로 

감각적인 상상이다.”
28

 

먼저 감각적인 상상은 감각능력과 관련된 상상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상상이다. 

                                           
27  상상의 능동성만을 부각시키는 누스바움의 해석에 대해 비판하고 상상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는 주장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한다. ① 전헌상(2015),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 『철학사상』  55, pp. 111-

137. ② 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있어서의 판타시아의 역할- 영혼론 제3권을 중심으로」, 『외대철학』 5

집, 54-84, 1997. 『철학연구』 36, 1995, pp. 117-136. ③ 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감각과 의식의 문제」, 『철

학연구』 40, 1-30, 1997. ④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 개념의 분석과 비판」, 『철학연구』 65, 29-54, 2004. 
28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10장 433b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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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외부 사물들을 쾌락을 주는 것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추구해야 

할 것과 기피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기능을 하는 상상이다. 이와 달리 추론적인 상상은 

사유능력과 관련된 상상으로, 사유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론적인 상상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실천적 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혼론』 3권 7장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추론하는 영혼의 경우에는, 상상된 것들이 감각된 것들의 역할을 대신 한다. 그리고 추론하는 

영혼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라고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할 때, 그것을 추구하거나 회피한다. 

따라서 추론하는 영혼은 결코 상상 없이는 사유하지 못한다.”
29

 

여기에서 상상은 어떤 외부 사물을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영혼의 활동, 

다시 말해서 실천적 사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실천적 사유와 관련해서 상상을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점은 추론하는 영혼이 실천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의 재료는 감각지각의 결과물이 아니라 상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각지각의 결과물이 상상의 결과물로 대체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상의 결과물들 없이는 실천적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상상이 있어야 실천적 사유가 가능한가?  

“사유능력은 상상 안에서 형상들을 사유한다. 마찬가지로 상상 안에서 그것을 위해 추구해야 할 것과 

회피해야 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유능력은 비록 감각지각들이 없어도, 상상된 것들에 자신을 

적용시키고, 자신을 움직인다.”
 30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상상에 의해서 사유능력은 감각지각들이 없어도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실천적 사유는 단순히 현전하는 어떤 외부 사물을 고통을 주거나 쾌락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적 사유는 고통이나 쾌락을 주는 각각의 외부 

사물들의 현전이나 부재와 상관 없이 존재하는 그러한 외부 사물들에 대한 가치 판단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 주체로 하여금 현재 주어져 있지 않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을 추구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적 사유가 

일어나려면, 대상들이나 상황들이 부재하더라도 마치 그것들이 현전하는 것처럼 실천적 

                                           
29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7장 431a 14-17. 
30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7장 431b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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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게 그것들이 주어져야만 한다. 실천적 사유가 그것들을 종합해서 가치 판단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감각지각의 결과물들에게는 이런 지속하는 힘이 없다. 그것들은 

감각지각에 영향을 미치던 대상이나 상황이 사라지면 금새 희미해지고 약해져 버린다. 이런 

감각지각의 결과물들을 지속적인 결과물들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실천적 사유를 위해서 상상이 

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억이다.  

“기억 속에 관념들을 넣어 두었다가 그것들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눈 앞에 어떤 대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그러므로 지금까지 동물의 장소 운동과 욕망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상상과 

감각지각을 구분한 결과, 상상의 특성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상은 능동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감각지각과 구분된다. 감각적인 상상, 즉 감각능력과 관련된 상상이 가지고 

있는 외부 사물들을 해석하는 능력은 특히 이러한 상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상상은 이론적 지성 및 실천적 지성의 바탕이다. 추론적인 상상, 즉 사유능력과 관련된 

상상이 가지고 있는 외부 사물들을 보존하고 재생하는 능력은 특히 이러한 상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사물들의 이미지로서의 상상을 고찰할 때에는 이론적 지성의 

바탕으로서의 상상의 역할이 설명되었다면, 동물의 장소 운동 및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상상에 대한 고찰은 상상이 실천적 지성의 바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3) 상상과 의견의 구분: 참과 거짓의 판단이 아닌 상상 

다른 식별 능력들과 구분되는 상상의 독특한 기능과 영역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서, 감각지각과 상상의 구분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사유와 상상의 구분이다. 

『영혼론』 3장 3절 428a 5-16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상상과 감각지각의 

구분이라면, 그 뒤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상상과 사유, 즉 지성, 지식, 의견 등과의 

구분이다.   

“상상은 지식이나 지성처럼 항상 참된 능력들 중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상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것은 상상이 의견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견은 참된 것일 수도 

                                           
31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7b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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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2

 

우선 상상은 지식이나 지성과 구분되는데, 이 구분은 매우 선명한 것이다. 상상이 지식이나 

지성과 혼동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는 그것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견과 상상의 구분에는 까다로운 점이 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상상과 의견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상과 의견을 구분하기 

위해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으로부터 참과 거짓의 판단의 성격을 제거하게 된다. 즉 

상상으로부터 사유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게 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이 감각지각과 의견의 결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이 논증은 상상을 감각 지각과 의견의 결합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플라톤의 시도 같은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는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참된 판단을 가진다. 예를 들어 보자. 태양은 

반경 한 척 정도로 보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라 나온다. 그 대상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다. 

우리의 확신이 변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참된 의견을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참된 의견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그 참된 의견이 참된 것이면서 

동시에 거짓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이 변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참된 

의견이 거짓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상은 감각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감각과 의견의 

조합도 아니다.”
33

 

먼저 이 논증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거짓되게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참된 판단을 가지는 경우가 실재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를 자주 경험한다. 예를 들어 태양은 우리에게 반경 한 척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태양의 크기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보이는 태양의 크기는 거짓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우리는 태양이 반경 한 척 정도로 

보인다는 ‘거짓된’ 감각과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 즉 태양의 크기에 대한 ‘참된’ 

판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의 목표는 상상이 감각지각과 

의견의 결합일 뿐이라는 견해는 불합리에 빠지게 되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32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8a 16-19.  
33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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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즉 ‘거짓된’ 감각과 ‘참된’ 판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이 논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상이 감각지각과 의견의 결합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들을 함축한다. 첫째, 의견의 대상과 감각지각의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즉 만약에 감각지각과 의견이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것이다. 가령 감각지각과 의견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흼’에 대한 의견과 ‘흼’에 대한 

감각지각이 결합되는 것이지, ‘좋음’에 대한 의견과 ‘흼’에 대한 감각지각이 결합되는 것일 

리는 없다. 둘째, 우리에게 태양이 반경 한 척으로 거짓되게 보임은 실제로도 태양이 반경 한 

척 정도라는 거짓된 의견을 함축한다. 즉 감각지각과 의견이 결합된다면, 거짓된 감각지각은 

거짓된 의견을 함축한다.  

그런데 상상이 감각지각과 의견의 결합이라는 주장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주장들 때문에 불합리에 빠지게 된다. 먼저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거짓된 감각은 

거짓된 의견을 함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의견과 모순되는 의견, 곧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는 참된 의견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불합리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태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게 된 참된 의견을 잊어 버리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갖도록 설득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게 된 참된 의견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 참된 의견을 버리지 않고 

견지한다면,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참된 것인 동시에 거짓된 것이 될 

것이다. 이 역시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이 논증의 핵심은 상상을 감각지각과 의견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태에 대한 설명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우리에게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참된 판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상상을 감각과 의견의 결합으로 본다면, 

그런 사태가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상을 의견과 

감각지각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것으로 보아야만 그런 사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상을 의견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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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상과 의견은 어떤 점에서 구분되고, 그러한 구분을 통해서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참된 판단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가? 상상을 감각지각과 의견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불합리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태양은 우리에게 반경 한 척 

정도로 보임이 실제로 태양의 크기가 그렇다는 확신을 포함하고, 따라서 확신을 포함하는 또 

다른 의견, 즉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는 의견과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과 의견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차이를 확신의 동반 여부에서 발견한다.  

“의견은 확신을 동반한다. 어떤 의견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진 의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상은 다수의 동물들에게서 

발견된다. 게다가 모든 의견은 확신을 동반하고, 확신은 설득력을 동반하고, 설득력은 이성을 

동반하는데, 동물들 중에는 상상은 가지고 있지만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상상은 감각지각에 결합된 의견도 아니고, 감각지각에 의해 산출된 의견도 아니고, 감각지각과 의견의 

결합도 아니다.”
34

 

즉 의견은 항상 확신을 동반하지만, 상상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상상은 의견과 

구분된다. 그리고 의견과 상상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는 각각이 이성과 맺고 있는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떤 의견을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의견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견은 항상 확신을 동반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확신은 설득력을, 설득력은 이성을 동반한다. 말하자면 의견이 항상 확신을 동반하는 

이유는 결국 의견이 이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상과 이성 간에는 이런 동반 

관계가 없다. 동물들 중에는 상상은 가지고 있지만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상상은 이성을 동반하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확신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의견과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이 참과 거짓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유와 

구분하고 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은 사유에 속한 능력이고, 따라서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능력이다. 그에 반해 상상은 사유하는 능력이 없는 

동물들에게도 발견된다. 따라서 상상은 사유로 환원될 수 없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도 

아니다. 상상의 내용 자체는 참이거나 거짓이겠지만, 상상 자체가 참과 거짓의 판단은 아니다. 

                                           
34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8a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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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사유와 구분되는 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맥락에서는, 상상은 참과 거짓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유와 구분된다.
35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상상은 그것이 참이라는 확신을 동반하지 않는 인식이고, 

의견은 항상 그런 확신을 동반하는 인식이므로, 상상은 의견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하는 것은 상상과 의견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정념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에 이러한 

차이의 의미가 있다.   

“어떤 대상이 공포스럽다 또는 끔찍하다는 의견을 형성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정념을 겪게 된다. 

그 대상이 안심이 되는 것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상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다. 우리는 공포감이나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을 그림 속에서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신한다.”
36

 

이처럼 상상과 의견은 우리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 의견은 항상 확신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이 매우 즉각적이다. 어떤 대상이 

공포스럽다는 의견이 형성되자 마자 우리는 공포스럽다는 정념을 바로 겪게 된다. 의견은 

그것에 대응하는 사태가 실재한다는 생각, 즉 확신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공포스러운 대상을 상상할 때는 공포스럽다는 정념이 바로, 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한 상상은 그 대상이 실재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함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실재한다는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떤 공포스러운 대상을 상상한다면, 

얼마든지 공포의 정념을 겪지 않으면서 그 대상을 상상할 수 있다. 마치 그림 속의 사물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공포스럽다는 의견을 가질 때에는 바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한 상상을 가질 때에는 

편안히 앉아서 상상을 계속할 수가 있다. 상상은 정념의 필연적인 질서에 종속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상상과 의견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다시 말해서 상상이 

                                           
35  그러나 리스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이 참과 거짓의 판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Rees, D. A. (1971), “Aristotle’s Treatment of Φανтασια”, in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Vol. II, ed. by J. P. Anton and G. L. Kustas,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491-504.  
36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7b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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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달리 즉각적으로 정념을 일으키지 않고, 확신을 동반하지 않고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 보았던 기억에서의 상상의 기능, 즉 외부 대상들을 보존하고 

재생하는 상상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상이 없으면 의견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상상은 사유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상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기억 속에 관념들을 넣어 

두었다가 그것들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눈 앞에 어떤 대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되거나 오류 안에 있게 되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37

 

즉 상상이 의견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믿는 것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참인 것이 있고 

거짓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유는 참과 거짓의 필연적인 질서에 종속되어 있다. 그 

질서에 따라 어떤 의견이 형성되고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의도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가 떠올리고자 

하는 사태를, 우리가 배열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떠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참된 판단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상상으로부터 의견을 배제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상상은 의견과 달리 

확신을 함축하지 않으며, 참과 거짓의 판단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상상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 사물과 

유사성에 기초하는 사물들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유가 진리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유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이론의 핵심은 

감각지각도 아니고 사유도 아닌 것이면서 지성의 바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37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3권 3장 427b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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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피노자: 부적합하지만 불가피한 인간의 ‘존재방식’으로서의 상상 

이상에서 살펴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은 무엇보다도 외부 사물과의 ‘유사성’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외부 사물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외부 사물들의 

‘이미지’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상상은 사유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진리를 포착할 수 있도록 사유와 외부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지성의 

‘바탕’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은 감각지각과 구분된다. 

감각지각은 외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수동성’의 특징을 갖지만, 상상은 

외부 사물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쾌락을 주는 어떤 것으로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능동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적 지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 고통과 쾌락의 

해석자로서의 상상의 능동적인 기능은 외부 사물들의 이미지로서 수동적인 기능과 

마찬가지로 지성의 ‘바탕’으로서의 기능이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은 의견과 

구분된다. 의견과 달리 상상은 확실성을 함축하지 않으며, 참과 거짓의 판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상상이 지성의 ‘바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상상이 의견과 구분되는 것으로, 즉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스피노자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변형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개념과의 이러한 대결을 통해서 

‘상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1) 외부 사물과의 유사성과 단절하는 상상: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서의 상상 

감각지각과 구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과 달리 감각지각을 포괄하는 스피노자의 

‘상상’에 대한 설명은 『윤리학』 2부 정리 17의 주석에서 시작되고, 이 주석은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관념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2부 정리 17 따름 정리와 2부 정리 16 따름 정리 2로부터), 우리는 베드로의 정신의 본질 자체를 

구성하는 베드로의 관념과 다른 사람, 가령 바울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전자[베드로의 정신의 본질 자체를 구성하는 베드로의 관념]는 베드로의 신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며, 베드로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실존을 함축한다. 반면 후자[바울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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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의 관념]는 베드로의 본성이 아니라 바울의 신체의 상태를 지시한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신체의 상태가 지속되는 한에서, 베드로가 더 이상 실존하지 않을 지라도, 바울의 정신은 마치 

베드로가 현전하는 것처럼 간주한다.”
 38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 즉 

베드로의 정신의 본질로서의 베드로의 관념과 다른 사람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이다. 이 두 관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으로서의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의 신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관념이다. 

반면에 바울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의 신체의 본성이 아니라 바울의 신체의 

상태를 지시하는 관념이다. 따라서 후자의 베드로의 관념, 즉 바울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외부 물체에 대해 가지는 모든 관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2부 정리 16의 따름 정리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된다.  

“두번째로 다음이 따라 나온다. 우리가 외부 물체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들은 외부 물체들의 본성을 

지시하기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한다. 내가 1부 부록에서 많은 예들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39

 

이처럼 우리가 외부 물체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이 우리의 신체의 상태를 지시하는 한에서, 

우리가 외부 물체에 대해서 갖는 관념이란 사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체의 변용에 대해서 

갖는 관념과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부적합한 관념들이 인간 

정신을 구성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 준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처럼 우리가 외부 물체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은 그 외부 물체의 본성을 그대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체의 상태를 지시하기 때문에, 인간 정신은 부적합한 관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윤리학』 1부에서, 다시 말해서 실체 또는 신에 대해서 사유하는 곳에서, 부적합성을 

담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상적 인식은 특히 배제되어야 할 인식 방식이었다. 가령 연장 

실체를 신의 본성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은 양을 유한하고 분할 가능한 

                                           
38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7 주석. 
39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6 따름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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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하는, 다시 말해서 양을 추상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상상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로서의 양은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사유될 수 

있고, 상상에 의해서는 사유될 수 없다.  

“이제 누군가가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양을 분할하는 경향을 갖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양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즉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는 한에서 추상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사유되거나,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사유되는 것처럼 실체로서 사유된다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양은 유한하고 분할 가능하며 부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우리에게 자주, 그리고 보다 쉽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지성 속에 있는 

한에서의 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미 충분히 증명한 것처럼, 실체인 

한에서의 양을 사유한다면, 그것은 무한하고 유일하며 분할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0

 

스피노자는 1부 부록에서 인간이 이런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사유 방식, 즉 상상에 의해서 

가지게 된 신과 자연에 대한 부적합한 관념들의 많은 예들을 보여주었다. 자연이 인간처럼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는 관념, 신이 인간을 특별히 아끼셔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관념, 자연 

사물들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관념, 인간은 자유롭다는 관념 같은 것들 말이다. 더구나 

상상의 이러한 추상성과 피상성은 인식론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심각한 

폐혜들을 낳는다. 인간들이 자연과 신에 대한 목적론적 편견을 갖게 되고 결국 미신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사물들의 본성을 지성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사물들을 상상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윤리학』 2부에서 상상을 그것의 원인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상상은 혼동되고 훼손된 인식이며, 거짓의 유일한 원천임을 강조했다.  

“1종 인식은 거짓의 유일한 원인이고, 2종 인식 및 3종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41 

그러나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 외부 물체의 본성을 지시하기보다 우리 신체의 상태를 

지시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체의 본성만을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에 의해서 변용될 때, 인간 정신이 이러한 신체의 변용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사물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윤리학』 2부 정리 16에 따르면, 물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용되는지는 변용되는 물체의 

                                           
40 스피노자, 『윤리학』 1부 정리 15 주석. 
41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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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과 동시에 변용시키는 물체의 본성에 따른다는 자연학의 공리와 평행론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들에 의해서 변용되는 어떤 특정한 방식에 대한 관념은 틀림없이 인간 신체의 

본성을 함축하지만, 동시에 외부 물체의 본성도 함축한다.”
42

 

그러므로 우리가 외부 물체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들은 외부 물체들의 본성을 

지시하기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지시한다는 정리가 이러한 정리 16에서 따라 나오는 

하나의 따름 정리라면, 정리 16에서 따라 나오는 또 다른 따름 정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정신이 자신의 신체의 변용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이 신체의 본성과 동시에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한다는 사태로부터 이중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한편으로는 인간 정신이 가지는 관념의 부적합성을 설명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물체들의 인식 가능성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2부 정리 16에서 따라 나오는 첫 번째 

따름 정리는 다음과 같았다.  

“이로부터 첫번째로 다음이 따라 나온다. 인간 정신은 자신의 신체의 본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매우 

많은 수의 물체들의 본성을 인식한다.”
 43

 

인간 신체는 외부 사물들에 의해서 매우 많은 수의 방식으로 변용되고, 이런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개체들의 개체로서의 

고도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 신체는 동시에 다수의 사물들에 의해서 변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신체는 인간 정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가 

동시적으로 다수의 물체들에 의해서 변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만큼, 정신은 동시적으로 

다수의 물체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신체의 변용 능력만큼 정신도 인식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인간 신체 안에서 이미지들이 동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수만큼, 물체들에 대해서 

판명하게(distincte) 동시적으로(simul) 상상할 수 있다.”
44

 

                                           
42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6. 
43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6 따름 정리 1. 
44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0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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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변용 능력과 정신의 인식 능력 간에 어떻게 이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신체의 변용은 인간 정신이 외부 물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만약에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서 변용되지 않는다면, 인간 정신도 

외부 물체의 실존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인간 정신은 외부 물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념도 형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인간 정신은 어떤 외부 물체들도 

현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각하지 않는다.”
 45

 

게다가 이런 외부 물체들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 신체의 

변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실 스피노자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 정신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인간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신체에 대한 관념인데, 인간 

신체는 다른 많은 물체들과의 연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연쇄 전체에 대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면 인간 신체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 정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들 뿐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외부 

물체의 본성과 동시에 신체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은 이것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서 변용되지 않는다면, 인간 정신은 신체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물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신체의 변용에 대한 인식이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간 정신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서만 인간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다.”
 46

 

그렇다면 인간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평행론에 의해서 정신에 

대한 인식이 산출되는 방식은 신체에 대한 인식이 산출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인간 

신체에 대한 관념이 전체 인과 연쇄로서의 신 안에만 있듯이, 인간 정신에 대한 관념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한에서 인간 정신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자기 자신을 

                                           
45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26. 
46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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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한다.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들이 신체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고, 따라서 신체에 

대한 관념인 정신의 본성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은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 변용되지 않는다면, 인간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을 갖지 않는다면, 정신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다.”
 47

 

따라서 결국 스피노자에게 인간 정신이 하는 모든 인식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들, 따라서 신체의 변용들이다. 만약에 신체의 변용들이 없다면, 즉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들에 의해 변용되지 않는다면, 인간 정신은 아무 것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외부 물체들은 물론, 자신의 신체도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서 외부 사물들을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정신이 자신의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서 외부 물체들을 고찰할(contemplatur) 

때, 우리는 정신이 외부 사물들을 상상한다고 말한다(2부 정리 17의 주석을 보라).”
48

 

따라서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상상은 인간 정신이 하는 모든 인식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 정신이 하는 모든 인식들의 출발점이다. 물론 정신이 상상을 통해서 갖는 외부 

물체, 자신의 신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들은 부적합한 관념들이고, 상상은 적합한 

관념들을 형성하는 2종 인식과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감각지각이 

외부 사물의 형상을 질료 없이 수용하기 때문에 모든 인식들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피노자에게서 상상은 외부 물체들의 본성을 지시하기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하지만 외부 물체들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식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상상’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스피노자는 ‘상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윤리학』 2부 정리 17의 주석에서 정신이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서 

                                           
47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23. 
48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26 따름 정리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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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물체들을 고찰할 때, 즉 정신이 상상할 때, 정신이 갖게 되는 관념들에 상응하는 신체의 

변용들을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을 ‘사물들의 

이미지들’로 이해했던 것처럼 말이다. 

“현재 통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하자면, 인간 신체의 변용들 중에서 그것들의 관념들이 외부 물체들을 

마치 우리에게 현전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하는 그런 신체의 변용들을 우리는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사물들의 형태(figura)를 참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정신이 

이런 방식으로 물체들을 사유할 때, 우리는 정신이 상상한다고 말한다.”
49

 

그렇지만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처럼 외부 사물들과 ‘유사성’을 갖는 

것들이 아니다. 그는 통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를 

것이지만, 그것들이 사물들의 형태를 참조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신체의 변용들을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사물들과 유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외부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고, 외부 

사물들을 마치 우리에게 현전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인식을 설명할 때 외부 사물과의 ‘유사성’을 폐기한다는 점에서, 스피노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사성의 에피스테메가 아니라 유사성을 거부하는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속하며, 지각을 유사성이 아니라 기계적 운동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것을 추상하고 순수한 형태로서의 지각을 보여주려고 했던 데카르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상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스피노자에 의한 ‘상상’ 개념의 사용에는 달라진 점이 있다.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그렇게 부르는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상상의 핵심은 상상이 

외부 사물들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고, 외부 사물들의 현전과 부재와 상관 없이 마치 그것들이 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상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점에 있다. .  

                                           
49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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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서 인간의 인식의 토대는 외부 사물들에 놓여 있었지만, 

스피노자의 인식론에서 인간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외부 사물들이 아니다. 

외부 사물들은 그저 전제되어 있는 출발점일 뿐이다. 인간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 신체의 변용들이다. 우리가 외부 사물에 대해서 갖는 관념이란 사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체의 변용에 대해서 갖는 관념과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변용들은 이미 외부 사물과는 다른 것들이고, 더 이상 외부 사물과의 

유사성을 갖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변용들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스피노자는 인식을 감각 또는 관념과 그것의 대상 간의 인과 관계로서 보다는 신체의 변용들 

간의 인과 관계 및 그것에 상응하는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 간의 인과 관계로서 

이해하게 되었다. 

(2) 감각지각을 포괄하는 상상: 상상하는 정신의 수동성과 외적 마주침의 내면화 

우리가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던 2부 정리 17 주석에서 

서술된 두 관념 간의 차이, 즉 베드로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과 바울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 간의 차이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 두 관념 간의 

차이는 베드로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으로서의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의 신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관념이지만, 바울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의 신체의 

본성이 아니라 바울의 신체의 상태를 지시하는 관념이라는 점에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관념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이 두 관념 간에는 또 다른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베드로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으로서의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의 신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지만, 바울의 정신, 즉 다른 사람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가 실존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현전하든 현전하지 않든 상관 없이 

존재하는 베드로의 관념, 그래서 베드로가 현전하지 않아도 마치 현전하는 것처럼 표상하는 

관념이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은 2부 정리 17의 따름 정리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된다.  

“인간 신체가 일단 한 번(semel) 외부 사물들에 의해서 변용되면, 비록 그 외부 사물들이 실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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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은 마치 그 사물들이 현전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 있다.”
50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인간 정신의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란 실존하거나 현전하지 

않는 사물들을 마치 현전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매우 신비롭고 특별한 인간 

정신의 작용으로 보이는 이러한 능력의 조건, 즉 인간 정신이 현전하지 않는 외부 사물들을 

마치 현전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별로 까다롭지 않다. 외부 물체가 일단 

한 번 인간의 신체를 변용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인간 신체가 일단 한 번 외부 물체들에 

의해서 변용되면, 그 외부 사물들이 실존하거나 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은 마치 그 

사물들이 현전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 정신이 이렇게 쉽게 외부 사물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합성체로서의 인간 신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 신체는 

고도의 합성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수의 사물들에 의해서 변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신체가 

다수의 사물들에 의해서 변용될 수 있는 만큼, 신체와 결합되어 있는 정신도 다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고도의 합성체로서의 인간 신체는 다수의 사물들에 의해서 

변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능력도 가지고 있다. 바로 자신을 

변용시키는 사물들의 흔적을 자신 안에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 신체는 다수의 변화들을 겪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인상, 즉 대상의 

흔적을 보유할 수 있고(이에 대해서는 2부 요청5를 보라), 그 결과 사물들의 이미지 자체를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부 정리 17 주석의 정의를 보라.”
 51

 

다수의 부분들로 합성되어 있어서 다수의 사물들에 의해 변용될 수 있는 인간 신체는 

그러한 변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다수의 층으로 분화되어 있다. 가령 유동적인 

부분, 무른 부분, 단단한 부분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유동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정지되어 있는 무른 부분들의 표면에 계속해서 부딪혀서 

반사되는데, 그 표면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반사된다. 그렇다면 

인간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와 부딪혀서, 그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의 유동적인 부분을 

                                           
50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7 따름 정리. 

51
 스피노자, 『윤리학』 3부 요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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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고, 그 눌려진 유동적인 부분이 다른 무른 부분과 부딪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의 유동적인 부분이 다른 무른 부분에 부딪치도록 규정할 때, 인간 신체의 

유동적인 부분은 무른 부분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인간 신체의 유동적인 부분을 누르고 있는 외부 

물체의 흔적들을 무른 부분의 표면에 새긴다.”
 52

 

외부 물체에 의해서 인간 신체의 유동적인 부분들이 무른 부분들을 치도록 규정되는 

동안에, 그 무른 부분들의 표면은 부딪혀 오는 유동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무른 부분들의 표면이 변화하게 되면,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그 무른 부분들에 

부딪혀 오던 유동적인 부분들이 그 무른 부분들로부터 반사되는 방식도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그 유동적인 부분들은 이전에 반사되던 습관과 다른 방식으로 반사되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외부 물체들에 의해 눌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운동에 

의해서 무른 부분들의 표면에 다시 부딪힐 때에는 이전에 외부 물체들에 의해 눌리고 있는 

동안 갖게 되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즉 외부 물체들에 의해 눌리고 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사된다. 그 결과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반사되며 운동하는 동안에는, 외부 

물체들에 의해 눌리고 있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가 변용되고, 정신은 외부 물체들에 

의해 눌리고 있을 때와 동일한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을 정립하는 2부 정리 17 따름정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되고 있다.   

“(요청 5에 의해서) 외부 물체들이 인간 신체의 유동적인 부분들이 자주 무른 부분들에 부딪히도록 

규정하는 동안, 이 무른 부분들의 표면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Lem. 3 Coroll 다음에 나오는 Axiom2에 

의해서) 유동적인 부분들은 이전에 그랬던 다른 방식으로 반사되고, 나중에 다시 자생적인 운동에 

의해서 새로운 표면들을 만나게 될 때 외부 물체들에 의해 표면이 눌렸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사된다. 그 결과, 그렇게 반사되는 유동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하는 동안에는 그 유동적인 

부분들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 신체를 변용시킬 것이고, (정리 12에 의해서) 정신은 이러한 

인간 신체의 변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리 17에 의해서) 정신은 외부 

물체를 현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신체의 유동적인 부분이 자기들의 

자생적인 운동에 의해서 동일한 표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럴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인간 신체를 한 

번 변용시켰던 외부 물체들이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은 그 외부 물체들을 현전하는 

것으로 고찰할 것이고, 이러한 신체의 작용이 반복되는 한 그러할 것이다.”
 53

 

                                           
52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3 주석 (자연학 소론) 요청 5. 
53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7 따름 정리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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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간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에는 인간 신체의 흔적 보유 능력이 상응한다. 인간 

정신이 상상할 수 있는 이유, 즉 외부 사물들이 현전하거나 현전하지 않거나 상관 없이 인간 

정신이 외부 사물들을 마치 현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신체가 외부 

사물들의 흔적을 자신 안에 보유함으로써 외부 물체와의 마주침을 신체 내부에서의 마주침이 

대체하기 때문이다. 즉 신체의 변용들의 현전이 외부 물체들의 현전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신체의 흔적 보유 능력이란 한마디로 인간 신체가 자신의 외부를 

내면화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 물체와 우리 간에 

존재하는 인과성만으로 인식을 설명해야 했지만, 스피노자는 우리 안에서의 부분들 간의 

인과성을 통해서 인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신체의 변용들의 질서와 그 관념들의 

질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 신체의 흔적 보유 능력에 의해서 외부가 내면화되는 한에서, 

스피노자에게 감각지각과 상상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외부는 이미 내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상은 외부 사물들에 대해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감각지각과 달리 외부 사물들에 대해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각지각과 

구분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상상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내부에 

들어와 있는 외부에 불과한 것, 따라서 여전히 우리 신체가 겪는 외부 사물들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에 종속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는 감각지각과 상상이 구분될 수 없고, 구분될 필요도 없다. 인간 

정신이 외부 사물들과 맺고 있는 수동성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라는 상상의 본성은 외부 

사물이 현전하는지 현전하지 않는지에 따라, 곧 감각지각이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꿈이나 환각에 어떤 특권도 부여될 수 없고, 부여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실존하는 것에 대한 상상인지 실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인지에 따라 

상상들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이 꿈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나, 

우리가 날개 달린 말에 대한 환각을 갖는 것이나, 태양이 우리에게 반경 한 척 정도로 

보이는 것이나 모두 상상인 한에서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감각대상의 현전이나 실존 여부에 따라 분류되어 왔던 인간의 모든 인식들이 스피노자에 

와서는 하나의 상상 개념 안으로 포괄되는 것이다.  



43 

 

그 결과 스피노자의 인식론에서 인식의 종류는 인식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들이 연쇄되는 방식에 의해서 구분된다. 2종 인식과 3종 인식은 공통개념들 

및 사물들의 성질들에 대한 관념들을 가지는 인식이든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관념들을 

가지는 인식이든, 적합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지성적 질서에 따라 관념들이 연쇄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인식이다. 반면에 1종 인식은 감각에 의한 표상이든 아니든, 훼손되고 

혼동된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지성적 질서가 없는 방식으로 다른 관념들과 연쇄되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2종 인식이나 3종 인식과 다른 종류로 구분되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스피노자의 인식론에서 적합한 인식과 부적합한 인식이 관념들이 

연쇄되는 방식에 따라 나뉘어 지는 한에서, 스피노자에게 중요한 구분은 상상과 감각지각의 

구분이 아니라, 상상과 지성의 구분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스피노자가 자신의 상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은 상상이 지성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자신의 본성의 

법칙들에 따라 관념들을 형성하는 인간 정신의 능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외부 사물들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 정신의 수동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 뿐이었다.  

 “요컨대 상상은 지성과는 다른 어떤 것이며, 상상 안에서는 영혼이 수동성의 원리를 갖는 한, 

상상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이해해도 좋다. 사실 상상은 방황하는 어떤 것이며, 상상 안에서 영혼은 

수동적이며 어떻게 지성의 도움을 통해 상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지를 아는 한에서, 상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54

 

(3) 의견을 포괄하는 상상: 상상의 필연성과 포괄성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을 감각지각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의견과도 구분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은 감각지각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의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과 의견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문제, 즉 상상과 의견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설명될 수 없다는 

                                           
54 스피노자, 『지성교정론』 § 84(Bruder 판본의 단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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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스피노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가 상상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이 

감각지각과 의견의 조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례와 

동일하다. 가령 태양은 우리에게 반경 한 척 정도로 거짓되게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참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의견과 달리 확신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고, 참과 거짓의 필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존하는 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정신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스피노자는 한 번은 『지성교정론』에서, 다른 한 번은 『윤리학』에서 

이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일한 사례를 통해서, 스피노자는 상상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지성교정론』에서 이 문제는 허구적 관념(ficta idea)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지성교정론』에서 스피노자가 하는 작업은 참된 관념을 다른 관념들, 즉 『윤리학』에서는 

상상으로 묶여 있는 여러 종류의 관념들과 구분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참된 인식을 

위한 방법의 첫 번째 부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들의 분류 작업에서, 허구적 

관념은 참된 관념이 아닌 다른 관념들, 즉 상상을 대표하는 관념처럼 쓰인다. 허구적 관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통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구적 관념에 의해서 표상한 

것과 그것 자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석하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허구적 관념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접시 위에 놓인 오렌지 반쪽처럼 반구라는 것, 혹은 태양이 지구 지위를 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해 본다면,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들과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지적한 한 바 있다. 우리는 이전의 어느 순간에는 비록 오류에 빠졌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오류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오류 속에 있거나 그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성이나 필연성도 거기에서 보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그런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55

 

                                           
55 스피노자, 『지성교정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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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사물들이 우리가 형성한 허구적 관념 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명석하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 허구적 관념이 오류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뒤집혀 있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한 참된 관념과 참된 관념이 아닌 

다른 관념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태양이 반경 한 척 정도라는 관념과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관념의 공존이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가 반구라는 관념과 지구가 둥글다는 관념의 공존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우리가 형성한 허구적 관념이 오류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허구적 관념을 형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달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인정하는 것은 스피노자 자신은 

지구가 둥글다는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거짓된 말과 참된 관념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관념과 

관념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스피노자 자신이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다가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런 오류에 빠져 있거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스피노자는 나의 참된 관념과 다른 사람의 거짓된 

관념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 관념과 관념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지성교정론』에서 허구적 관념에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의 핵심은 그것이 인식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스피노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필연성이나 불가능성도 보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필연적인 것이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 

어떤 것이 필연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실존하고 실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다른 외적 원인들에 의존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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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의 원인들을 인식해서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거나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실존에 관해서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가 없다. 이는 사물의 실존에 관한 허구적 관념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관한 허구적 

관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제 본질들에만 관련되거나 혹은 본질들에 관련됨과 동시에 실존이나 현행성을 부여 받는 것과 

관련된 허구적 관념으로 넘어가 보자. 그러한 것들에 관련해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인간 정신은 이해하는 것은 적으면서 많은 것을 지각하면 할수록 허구적 관념을 형성하는 더 큰 

역량을 가지게 되고, 더 이해하면 할수록 이러한 역량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사유하는 한 우리가 사유하거나 사유하지 않는다는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체의 본성을 이해하고 나면 무한한 수의 파리에 대한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정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신이 네모난 것이라는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자연을 인식하지 

못할수록 인간은 더욱 더 쉽게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수의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말한다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나 샘물로 변한다거나, 거울 속에 유령들이 나타난다거나, 

아무 것도 그러한 것이 될 수 없고 신들이 동물들과 사람들로 변형된다거나 하는 등 이러한 류에 

속하는 무한한 것들이 있다. 인간 정신은 이해하는 것은 적으면서 많은 것을 지각하면 할수록, 허구적 

관념을 구성하게 되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된다. 자연을 인식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인간은 더욱 더 쉽게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수의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56

 

따라서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물의 본성과 

필연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 파리가 

무한한 수로 있다는 관념, 정신이 네모난 것이라는 관념, 나무가 말을 한다는 관념, 인간이 

돌이나 샘물로 변한다는 관념, 거울 속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관념, 신이 동물이나 사람으로 

변한다는 관념 등의 허구적 관념들은 물체나 정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성하게 된 것들이다. 물체의 본성이나 정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허구적 관념들을 형성할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허구적 관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해 동시에 우리가 참된 관념을 가지는 현상은 아예 일어날 수 조차 없게 된다. 만약에 

                                           
56 스피노자, 『지성교정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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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태양이 반경 한 척 

정도라는 관념을 아예 형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구적 관념이 인식의 결핍에서 

나오는 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허구적 관념과 참된 관념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태양이 반경 한 척 정도로 보이지만 동시에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참된 

관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스피노자가 허구적 관념과 거짓된 관념(falsa idea)을 구분하고, 두 관념의 차이를 통해서 

거짓된 관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스피노자는 허구적 관념을 거짓된 관념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거짓된 관념은 동의를 함축하고 있지만, 허구적 관념은 동의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피노자는 두 관념을 구분한다.  

“거짓된 관념은 동의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즉 (우리가 이미 강조했듯이) 어떤 표상들이 

주어질 때 허구적 관념의 경우처럼 그 표상들이 외부 사물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게 하는 

어떤 원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허구적 관념과 거짓된 관념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거짓된 관념은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 또는 깨어 있으면서 꿈을 꾸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57

 

여기에서 허구적 관념은 동의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릇된 관념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허구적 관념은 인식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허구적 관념은 그러한 관념들이 

외부 사물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 외부 사물들이 우리가 형성한 허구적 관념 

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관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릇된 관념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하는 원인이 없는 것, 

그래서 외부 사물이 우리가 형성한 그릇된 관념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 즉 동의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릇된 관념은 인식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고, 바로 그 점에서 

허구적 관념과 구분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식의 결핍이 있을 경우에만 가질 수 있다고 설명되었던 허구적 관념과 

달리, 거짓된 관념과 구분하면서 설명되는 허구적 관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의견과 

                                           
57 스피노자, 『지성교정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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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면서 설명했던 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들은 참과 거짓의 필연적인 질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동의나 확신을 함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관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 개념을 통해서 거짓되게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해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정신의 현상을 설명한 것처럼, 스피노자도 허구적 관념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의 실존이나 본질에 대해서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구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다시 말해서 허구적 관념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은 『지성교정론』에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사실 『지성교정론』 의 목표는 참된 관념을 참된 관념이 아닌 

다른 관념들과 구분하는데 있지, 그런 다른 관념들, 즉 상상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있지 않다. 

『지성교정론』 에서 스피노자가 상상과 관련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상상이 지성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 즉 우연적이고 외적인 원인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따라서 영혼의 수동성을 

지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성의 도움을 통해서 상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뿐이다. 상상을 그것의 원인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은 『지성교정론』 의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지성교정론』에 존재하는 이러한 충돌은 『윤리학』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룰 

때, 즉 상상을 그것의 원인으로부터 이해하기 위해 탐구할 때 해결된다.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이 우리에게서 지구 직경의 600배 이상 떨어져 있다는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는 상상이 공존하는 

경우다.   

“2부 정리 17 주석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식의 결핍 안에 오류가 있게 되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를 들고자 한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기들이 자유롭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위는 의식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점에 의해 성립된 의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념은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의 원인들을 모른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인간의 행위들은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에 대해서 그들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의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의지가 신체를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과 같은 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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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상상한다. 단지 이러한 상상 

안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가 태양에 대해 그렇게 상상하는데, 태양의 참된 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태양에 대한 우리의 그런 상상의 원인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점에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나중에 태양이 우리에게서 지구의 직경의 600배 이상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태양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우리의 상상이 덜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양을 그렇게 가까운 것으로 

상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양의 참된 거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태양에 의해 

변용되는 한 우리의 신체의 변용이 태양의 본질을 함축하기 때문이므로, 태양의 참된 거리를 알게 

된다고 해서 태양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우리의 상상이 덜 지속되지는 않는다.”
58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일차적인 이유는 오류가 인식의 결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먼저 우리가 자유롭다는 상상의 경우, 이런 상상이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원인들에 대한 인식,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지가 어떻게 신체를 

움직이는지에 대한 인식 등의 결핍을 함축하는 한에서, 이런 상상을 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는 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상이 태양의 참된 거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상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결핍을 함축하는 한에서, 이런 상상을 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상의 예들은 모두 오류가 인식의 결핍에 있다는 것을 정립하는 

정리에 붙은 주석이었다.  

“거짓(falsitas)은 부적합한, 다시 말해서 훼손되고 혼동된 관념들이 포함하고 있는 인식의 결핍에 

있다. (증명) 관념들 안에는 (2부 정리 33에 의해서) 거짓의 형상을 구성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신에 대해서는 속고 있다 또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만, 신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므로) 거짓은 절대적인 결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무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무지하다는 것과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은 

사물들에 대한 부적합한 인식, 다시 말해서 부적합하고 혼동된 관념들이 함축하고 있는 인식의 결핍에 

있다.”
59

 

그런데 이 정리의 목표는 오류가 인식의 결핍에 있다는 것을 정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적합하고 혼동된 관념 자체와 오류를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다.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는 상상은 부적합하고 혼동된 관념이지만 그것 자체가 오류는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태양의 참된 거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상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한 

                                           
58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35 주석. 
59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35 &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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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다면 이런 상상을 하는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식의 결핍이 우리가 갖는 그런 상상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상상 자체는 태양의 참된 거리에 대한 인식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가 태양에 의해 변용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신체의 

변용이 신체의 본성과 태양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에 대해서 오류를 범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태양에 의한 우리의 신체의 변용, 

그리고 그것의 관념, 즉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는 상상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 상상은 태양의 참된 거리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의 

거리에 대한 참된 관념이 우리에게 생긴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 상상이 태양의 

참된 거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태양에 대해 그런 상상을 갖게 되는 신체의 변용에 

대한 인식의 결핍을 함축하는 한에서만, 우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성교정론』에서 허구적 관념을 인식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가 『윤리학』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윤리학』에서 상상은 그것의 

원인으로부터, 즉 우리 신체가 외부 사물에 의해서 변용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신체의 

변용이 외부 물체와 우리 신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이해되었고, 이러한 상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상상과 오류가 구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상상 개념을 통해서 태양이 우리에게 반경 

한 척 정도로 거짓되게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참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윤리학』이 이해하는 상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과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스피노자는 상상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설명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상상이 확신을 함축하지 않는 점에서 의견과 구분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상상 그 자체가 어떤 오류도 함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긍정하지만, 인간 정신이 어떤 관념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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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도 지각하는 한에서는 속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그 자체로 고려된 정신의 

상상들은 어떤 오류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정리 17의 주석을 보라). 그러나 인간이 

지각하는 한에서는 어떤 것도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한다. 사실 날개 달린 말을 긍정하는 것이 

그것을 지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겠는가? 만약 정신이 날개 달린 말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지각하지 

않는다면,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이 그것의 실존을 배제하는 관념과 결합되거나, 또는 정신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부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지각해서, 그것의 실존이 

필연적으로 부정되어야 하거나, 또는 필연적으로 그것의 실존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의 실존을 의심할 원인도, 부인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60

 

이러한 관념의 자기 긍정이라는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없는 관점이다. 

스피노자에게 모든 관념들은, 그것이 적합한 관념이든 부적합한 관념이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긍정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다른 모든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날개 달린 말을 부정하는 다른 관념과 연결되지 않는 한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 안에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만이 존재한다는 가정, 

즉 그 상상을 부정할 다른 관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날개 달린 말의 

실존을 확신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 안에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날개 달린 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서 날개 달린 

말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인식 능력이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관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기 긍정을 고려할 때, 확신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상을 의견과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다.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함축하고 있지만, 날개 달린 말의 실존을 배제하는 다른 

관념, 혹은 날개 달린 말이 부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다른 관념과의 결합에 의해서 

그 확신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념은 자기의 대상과만 관계하면서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념들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다시 

말해서 관념은 관념들의 질서로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확신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상의 특징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짓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60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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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동시에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상상의 특성을 이해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르게 이해한다. 스피노자가 상상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은 상상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상상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이다.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는 상상은 우리의 자의적인 상상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에 일어나는 이런 상상은 태양의 거리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본성과 태양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는 우리 신체의 변용에 달린 일이다. 

그래서 이런 상상은 태양의 거리에 대한 참된 관념이 우리에게 생긴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신체가 아예 다른 것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상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태양은 우리에게 200보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상상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상상’은 감각지각이나 사유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능력이 아니라 감각지각, 언어, 의견, 보편 개념, 나아가 지성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인간의 

모든 인식 및 존재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피노자가 『윤리학』 2부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1종 인식에 대한 정의는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포괄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로 사물들을 지각하고 보편 개념들을 형성한다. 첫째, 감각을 통해서, 

훼손되고 혼동된 방식이자 지성적 질서 없이, 우리에게 표상되는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사물들을 

지각하고 보편 개념들을 형성한다. (2부 정리 29 따름 정리를 보라) 둘째, 기호들로부터 사물들을 

지각하고 보편 개념들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볼 때 사물들을 상기하고 

우리가 그 사물들을 상상한 방식을 통해서 그것들과 유사한 어떤 관념들을 형성하는 식으로 

말이다.(2부 정리 18의 주석을 보라) 사물들을 사유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부터 1종 인식 또는 

의견 또는 상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61

 

사실 스피노자의 ‘상상’은 어떤 ‘능력(facultas)’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인식들을 

통틀어 ‘상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개별적인 인식들 이전에 존재하면서 

그러한 인식들을 주관하는 능력들 중 하나로서 다른 능력들, 즉 감각지각이나 사유로 환원될 

수 없는 영혼의 독특한 ‘능력’을 지시하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다. 

사실 스피노자는 인간 정신이 갖고 있는 각각의 관념들 이전에 존재하면서, 그러한 관념들을 

                                           
61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0 주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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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정신의 능력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인간 정신을 

관념들의 합성체, 다시 말해서 다수의 관념들로 합성된 하나의 관념 이상의 어떤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흔히 인간 정신의 ‘능력’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모든 

것들, 가령 감각, 상상, 지성, 의지, 욕망과 같은 것들을 실재하지 않는 보편자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관념들 뿐이다. 가령 각각의 

감각들, 상상들, 지식들, 의지들, 욕망들 만이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개별적 인간들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흔히 

정신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개별적인 관념들 자체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자일 뿐이고, 보편자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보편자를 형성하는 것들, 즉 

개별자들과 실재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다.  스피노자에게는 아예 분리 가능한 인식 

채널로서 감각 능력, 상상 능력, 사고 능력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상상’을 개별적인 감각지각과 보편적인 지성 사이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어떤 매개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상상은 지성을 가진 인간에게 지성이 작동할 

수 있는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성적 인식들과 대립하면서 정신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인식들이다. ‘상상’이라는 이 또 다른 종류의 인식들은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외부 

사물들과 마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감각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고 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자체이며, 관습, 제도, 법과 같은 의견들의 체계를 모두 망라하는 인간의 

존재방식 자체다.  

2장. 상상의 선용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밝혀진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상상을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르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사물들의 

이미지들이란 외부 사물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지성의 바탕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아니다. 둘째, 감각지각의 수동성과 상상의 능동성을 대비시킨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스피노자는 자신의 본성에 외적인 질서를 따른다는 점에서 상상하는 정신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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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감각지각과 상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의견은 항상 확신을 동반하지만 상상은 확신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견과 상상을 구분함으로써 상상을 사유가 아니라 지성의 바탕으로 간주했지만,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상상은 모든 관념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긍정을 포함하며 항상 관념들의 

연쇄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을 포함한 부적합하지만 불가피한 인간의 존재방식 전체를 

가리킨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지성과 구분되고, 정신의 수동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정의된 상상에 

대해서 비판과 불신을 거두지 않지만, 상상을 정신의 결함으로 단죄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상상이 인간의 인식과 삶에 가져오는 폐해들을 극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상을 인간의 참된 지복에 이르기 위한 윤리적 기획에서 배제 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상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론적 탐구는 상상이 정신의 결함이 아니라 덕일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상상의 선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 개념과의 대결을 통해서 재정의된 스피노자의 상상 

개념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상상은 지성의 

질서를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와 외부 사물들의 마주침의 질서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며, 지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상 개념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상상의 선용은 지성에 의해서 상상이 강제되고 지성의 목적을 위해서 상상이 이용됨으로써 

가능해지는 식의 상상의 선용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상상의 선용은 어떤 것인가? 

먼저 2장 1절(2-1)에서는 자신의 본성에 외적인 질서를 따르는 인간 정신의 수동성을 

가리키는 상상이 지성의 질서와 합치하는 새로운 질서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장 2절(2-2)에서는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 안에서 상상이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의미의 확실성인지 밝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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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이 상상이 정신의 결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이 예언에 대해 인정하는 확실성과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2-1. 상상이 지성과 합치하는 질서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상상’은 외부 사물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각지각이나 사유 

자체와는 구분되므로 지성의 바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에 의해 강제되거나 지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피노자에게 

상상의 선용 가능성은 인간 정신에게 외적인 질서에 따라 형성된 상상 그대로 지성적 

인식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지성의 질서와 합치하는 새로운 질서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의 변형은 과연 가능한 변형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변형인가?  

(1) 정신의 본성에만 의존하는 상상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는 『윤리학』 2부 정리 35 주석에서 상상 자체가 곧 오류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우리의 상상이나 태양이 우리에게서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는 우리의 상상 안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다면 오류의 참된 원인은 

무엇인가?  2부 정리 35 주석은 2부 정리 17 주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상상이 그것의 부적합성을 

중화할 수 있는 다른 관념들과 연결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상상이 믿고 있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사물들이 있는 것은 아님을 정신이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기에서 나는 오류(error)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시키고자 한다. 

그 자체로 고려된 정신의 상상들은 어떤 오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정신은 상상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물들의 실존을 배제하는 관념을 

결여하고 있는 한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사실 만약에 정신이 실존하지 않는 사물들을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러한 사물들이 실제로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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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상상하는 능력은 정신의 본성의 결함이 아니라 덕으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이 자신의 본성에만 의존한다면, 즉 (1부 정의 7에 의해서) 만약 이러한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이 자유롭다면, 특히 그러할 것이다.”
 62

 

그런데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상상 자체가 곧 오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이 정신의 본성의 결함이 아니라 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이 자기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물들의 실존을 배제하는 관념을 

결여하고 있다면, 이 경우 정신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반대라면, 

즉 만약에 정신이 실존하지 않는 사물들을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러한 사물들이 실제로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상상이 그러한 

상상의 부적합성을 중화할 수 있는 다른 관념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물들의 현전이나 

부재와 상관 없이 사물들을 현전하는 것으로서 표상할 수 있는 상상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면, 바로 이 경우에는 상상이 정신의 결함이 아니라 덕이 될 수도 있다고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상이 정신의 본성에만 의존하는 것일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상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상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리학』 1부 정의 7에 따르면, 자유로운 것이란 오직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실존하고, 오직 자신에 의해서만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이 

상상한다는 것은 그 정의상 자신의 신체의 변용들을 통해서 외부 물체들을 사유한다는 

것이고, 신체의 변용들은 우리 신체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 자신의 

본성과 합치하는 것들에 의해서만 변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체의 변용들은 우리 

신체의 본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들, 

즉 상상들도 우리 정신의 본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상상의 질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질서가 아니라 외적인 질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 정신에게 외적인 원인들에 종속되어 

있는 상상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만 의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62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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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자유의 정의에 따라 자유로운 것은 바로 신이다. 신은 모든 사물들의 내재적 

원인이므로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고 작용하지 않는 것은 신 안에 없고 

신에게는 외부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 정신은 자신에게 외적인 사물들의 인과적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간 정신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인간 정신이 작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정신이 자연의 통상적 질서에 따라 사물들을 지각할 때, 다시 말해서 정신이 외부로부터, 말하자면 

사물들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에 의해서, 특정한 것 만을 고찰하도록 규정되고, 내부로부터, 말하자면 

다수의 사물들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그 사물들이 서로 합치하는 점 및 서로 달라지거나 대립되는 

점을 이해하도록 규정되지 않을 때,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고유한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 물체들에 대해서도, 적합한 인식을 갖지 않고, 오직 혼동되고 훼손된 인식만을 가진다고 나는 

분명하게 말한다. 아래에서 내가 보여주겠지만, 사실 정신이 내부로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될 

때에는 사물들을 명석하고 판명한 방식으로 고찰한다.”
 63

 

이와 같이 인간은 사물들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들에 기초해서 행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위 할 때의 인간의 본성은 외부 사물들과 합치한다. 따라서 그렇게 행위 할 때의 인간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행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자유의 정의에 따라 그런 

인간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물들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들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 즉 공통 개념들이나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형성하는 

인간 정신은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스피노자가 『윤리학』 4부나 5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로운 인간은 이런 인간 정신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것은 

지성적으로 인식하는 인간 정신이지 상상하는 인간 정신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실 이 주석에서 스피노자가 “만약에 이러한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이 자신의 본성에만 

의존한다면”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시제는 비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시제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주석 이후에는 『윤리학』의 어디에서도 이런 표현이 

다시 등장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주석에서 그의 의도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가? 

                                           
63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29 주석. 



58 

 

그러나 ‘신의 본성에만 의존하는 상상’과 같은 표현이 『윤리학』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표현이 1664년에 친구인 발링에게 스피노자가 보냈던 편지에는 

등장한다. 이 편지는 자신이 경험한 환청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전조가 아니냐는 발링의 

물음에 대한 스피노자의 답변이다. 발링의 아들이 아직 건강했을 때, 그는 아들이 아파서 

죽기 직전에 내는 것과 같은 신음 소리를 듣는다. 물론 이 신음 소리는 당시에는 아직 

건강한 상태였던 그의 아들이 실제로 낸 소리일 수 없으므로, 발링이 경험한 것은 분명 

환청일 것이다. 그런데 발링은 자신이 들었던 이 환청이 실재와 합치하지 않는 그저 거짓된 

상상이 아니라, 미래에 그의 아들이 실제로 죽을 만큼 아프게 될 것임을 이미 알려 주는 것, 

즉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전조가 아닌지를 스피노자에게 물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스피노자의 답변은 사실 의외다. 스피노자의 답변은 발링의 환청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전조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발링이 들은 환청은 단지 발링의 

상상일 뿐이지만, 정신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혼동된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정신은 마치 그 사건이 정신에게 현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확고하고 생생하게 상상할 수 

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정신의 상태에만 의존하는 상상’이라는 이유에서 말이다.  

물론 스피노자의 편지의 요점은 발링의 환청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 스피노자는 이 편지에서 전조를 자연화하는 방식으로 전조를 인정한다. 즉 

스피노자는 발링의 환청이 다른 상상들과 마찬가지로 상상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령 아버지의 정신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관념은 아버지 자신의 신체의 본성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체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신은 아들의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을 산출할 수 

있다. 게다가 아버지의 정신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관념은 아들의 신체의 현전 여부와 상관 

없이 아들의 신체를 현전하는 것처럼 사유하는 것이므로, 아들의 신체의 변용들이 현전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에 따라 아버지의 정신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관념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과 거의 하나인 것처럼 

결합되어 있으므로, 아버지 자신의 신체의 본성이 개입되어 아들의 신체 및 신체의 변용들에 

대해서 혼동된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바울의 정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관념을 설명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전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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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조의 정확한 원인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만으로 우리는 전조를 

초자연적 인식으로 간주하고 미신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발링의 상상이 일반적인 상상들과는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꿈 속에서 마치 실재적인 것인 듯이 생생하게 

상상되었던 피부가 검고 상처투성이인 브라질인의 의미지는 전조가 아니지만, 발링의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우며 아들이나 아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발링에게 생생하게 상상되었던 아들의 신음소리는 

전조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발링의 상상의 가진 특별한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러한 두 가지 상상의 차이, 즉 일반적인 상상과 발링의 상상의 차이를 

그것들의 원인들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상상의 결과들은 신체의 상태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정신의 상태로부터 발생하지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기 위해, 여기에서 저는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이를 증명하겠습니다. 열이나 

기타 신체적 변화들은 착란의 원인이며, 피가 진한 사람들은 싸움, 분쟁, 살인과 같은 것들 만을 

상상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상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성의 흔적들(vestigia intellectus)을 따르고 있어서, 지성이 자신의 증명들을 그렇게 하듯이 상상이 

자신의 이미지들과 말들을 연쇄 시키고 질서 지우며,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상상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때에는, 상상이 정신의 상태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체적인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상상의 

결과들은 결코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조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들의 

원인들은 어떤 미래의 사건들도 함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상의 결과들, 즉 이미지들이 

정신의 상태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전조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 사전에 혼동된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마치 그러한 일이 정신에게 현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확고하고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지요.”
64

 

즉 스피노자는 자기의 상상은 신체의 상태에서만 기원하는 상상이기 때문에 전조가 

아니지만, 발링의 상상은 정신의 상태에서 기원하는 상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성의 

흔적들을 따르고 있는 상상이기 때문에 전조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64 스피노자, ｢1664년 7월 20일, 발링에게 보내는 편지 17｣: G IV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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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서의 스피노자는 신체의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상상과 정신의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상상 또는 지성의 흔적들을 따르고 있는 상상을 구분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발링에게 보내는 이 편지와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윤리학』 2부 정리 

17 주석은 스피노자가 상상의 역동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간주되었다. 가령 실뱅 자끄는 이 편지에 등장하는 ‘지성의 흔적들을 따르는 

상상’이 『윤리학』 2부 정리 17 주석에 등장했던 자유로운 상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피노자에게는 자유로운 상상과 강제된 상상이 구분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65

  또한 상상 

개념의 역사를 서술했던 베드린도 스피노자에게는 두 종류의 상상, 즉 보통 대부분의 경우의 

상상이 해당하는 강제된 상상과 2부 정리 17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로운 상상이라는 두 

종류의 상상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66

 

(2) 기억과 지성의 질서의 구분 

그러나 이렇게 원인의 차이에 의해서 두 종류의 상상을 구분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게루는 발링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말하고 있는 “상상은 정신의 상태에만 의존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테제가 『윤리학』에 제시된 스피노자의 성숙기의 테제들과 명백하게 

모순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7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상상이 정신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테제 자체가 데카르트가 송과선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던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과 같은 

것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의 상상은 신체의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고, 스피노자가 『윤리학』 3부 정리 2와 그 주석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 

간에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의 원인과 정신과 신체의 결합에 대한 

『윤리학』의 테제들에 따른다면, 정신의 상태에만 의존하는 상상, 따라서 자유로운 상상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루는 스피노자가 발링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1664년은 

자유에 대한 스피노자 자신의 교설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데카르트의 영향 하에 

                                           
65 Zac, Sylvain(1977), “Spinoza et le langage”, in Giormale critico cella filosofia italiana, juillet-décembre, pp. 

612-633. 
66  Védrine, Hélène(1990), Les grandes conceptions de l'imaginaire. De Platon à Sartre et Lacan,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pp. 63-85. 
67 Gueroult, M., Spinoza, vol. II, Aubier-Montaigne, Paris:1974, pp. 5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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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었던 시기라고 보고, 편지에 등장하는 ‘지성의 흔적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데카르트의 

편지에 등장하는 ‘순수한 사유의 흔적들’ 같은 표현을 따르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 신체 간의 상호 작용을 전제하는 데카르트에게는 지성적 기억이라는 개념, 즉 뇌의 

흔적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정신의 흔적들이 보유되어 있는 기억, 그래서 지성을 도와서 

기하학 같은 물체들에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기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렇게 지성의 

흔적으로서의 상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상상의 힘이 사유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성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스피노자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인간 신체는 고도의 합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사물들의 흔적을 자신 

안에 보유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신체의 능력 때문에 인간 정신은 외부 사물들의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사물들을 현존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인간 신체가 고도의 

합성체이기 때문에 갖는 능력에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동시에 다수의 사물들에 

의해서 변용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 신체의 이러한 두 가지 능력, 즉 외부 

사물들의 흔적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시에 다수의 사물들에 의해서 변용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인간 정신은 통상적으로 기억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종류의 관념들의 

연쇄를 형성할 수가 있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2부 정리 18에서 인간 정신의 기억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인간 신체가 일단 한번(semel) 둘 또는 다수의 물체들에 의해 동시에(simul) 변용되었다면, 

나중에 정신이 그 물체들 중 하나를 상상할 때, 정신은 곧장(statim) 다른 물체들을 상기할 것이다. 

(증명) 정신이 만약에 한 물체를 상상한다면, (정리 17의 따름 정리에 의해서) 그 원인은 인간 신체의 

특정한 부분들이 외부 물체 자체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있을 때 인간 신체가 변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 물체의 흔적들에 의해서 인간 신체가 변용되고 배치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sed) 

(가정에 의해서) 그 당시 정신이 동시에(simul) 두 물체를 상상하도록 신체가 배치 되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신은 동시에 두 물체를 상상할 것이고, 정신이 두 물체들 중 어느 하나를 상상하자 마자 

곧장 다른 하나를 상기할 것이다.” 
68

 

이 정리와 증명에 따르면, 기억은 인간 정신의 상상하는 능력과 공통의 조건을 갖는다. 

바로 인간 신체가 ‘일단 한 번(semel)’ 외부 물체에 의해서 변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68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8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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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일단 한 번 변용되던 그 당시에 두 개의 물체들이 

동시에(simul) 인간 신체를 변용시켰다면, 인간 정신은 그 두 개의 물체들을 동시에, 또는 

하나를 상상하자 마자 다른 하나를 곧장 상상할 것이다. 즉 관념들의 연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관념들의 연쇄들인가? 스피노자는 

기억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윤리학』 2부 정리 18에 따라 붙는 주석에서 우리가 이 

정리로부터 알게 되는 기억이라는 관념들의 연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특징은 바로 그것이 관념들의 지성적 연쇄와는 다른 관념들의 연쇄라는 점에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기억(Memoria)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하게 된다. 기억이란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관념들의 특정한 연쇄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연쇄는 인간 신체의 변용들의 질서와 연쇄를 

따라서 일어나고, 인간 신체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는 연쇄다.”
69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관념들의 지성적 연쇄는 정신이 사물들을 그것들의 제일 원인에 

의해서 이해하게 되는 관념들의 연쇄다. 반면에 기억은 이러한 관념들의 지성적 연쇄처럼 

외부 사물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들의 연쇄가 아니다. 기억이라는 특정한 관념들의 

연쇄는 신체의 변용들의 질서와 연쇄를 따라서 일어나는 연쇄이고, 외부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는 관념들의 연쇄다. 따라서 기억은 누구의 정신에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관념들의 

연쇄가 아니다. 기억은 다수성과 독특성을 갖는다. 신체가 다른 만큼, 외부 사물들과의 

마주침이 다른 만큼, 신체의 변용들도 다르고, 관념들의 연쇄도 다르다. 기억이라는 관념들의 

연쇄는 서로 간에 아무런 유사성이 없는 사물들을 연결시키는 연쇄다.  

“더 나아가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정신이 한 사물에 대한 사유에서 곧장(statim) 앞의 

사유와는 아무런 유사성도 없는 다른 사물에 대한 사유를 떠올리게 되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하게 

된다.”
70

 

기억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피노자가 제시하고 있는 예는 

언어적 기호의 사례다. 라틴어 ‘pomum’이라는 기표는 그것의 기의로서의 사과(과일)과 

                                           
69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8 주석. 
70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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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되어 있고, 이러한 연합에 의해서 언어는 의미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로마인, 즉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pomum’이라는 분절음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면 곧바로 사과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게 되어 있고, 로마인들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관념들의 연쇄를 

통해서 로마인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그것들 간의 유사성이나 공통성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분절음이라는 특정한 사물과 사과라는 특정한 사물 

간에는 어떤 유사성이나 공통성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아무런 

유사성이나 공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기억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로마인은 ‘pomum’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에서 곧장(statim) 한 과일에 대한 사유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일은 ‘pomum’이라는 분절음과는 아무런 유사성도,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그 사람의 신체가 그 분절음과 그 과일에 의해서 자주(saepe) 변용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그 과일을 볼 때 ‘pomum’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는 것 뿐이다.” 
71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연쇄에서는 사물들 간에 실제적인 유사성이나 공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아가 유사성과 공통성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변용시키는 사물들 간에 어떤 실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억은 사물들 

간에 유사성이나 공통성이 없어도 그것들의 관념들을 연합하고, 실제로는 연합되어 있지 

않은 외부 사물들을 마치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고찰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이다.  

바로 이러한 주석에 근거해서, 게루는 스피노자의 기억을 시간, 공간적인 우연성에 의한 

결합으로 해석하고, 스피노자에게서 기억과 지성이 확실히 대립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2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가 이 주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스피노자가 극도로 명목론적인 

방식으로 언어의 발생을 이해하고 있고, 기억을 기본적으로 우연성에 의한 연합, 즉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물들을 자의적으로 연결시키는 연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유사성에 의한 연합은 이런 우연성에 의한 연합과 구분되는 것이다. 유사성에 의한 

연합은 상상에 원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성에 의한 연합이 합치를 발견하는 한에서 

                                           
71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8 주석. 
72 Gueroult, M.(1974), Spinoza, vol. 2, L’Ame, Paris, Aubier, pp. 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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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공통 관념들에 토대를 두게 되고, 따라서 지성의 질서를 따르는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사성에 의한 연합은 지성의 질서를 따르는 연합과 대조되지 않지만, 우연성에 의한 

연합, 즉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기억은 지성의 질서를 따르는 연합과 대조되는 것이다. 기억은 

지속과 관련이 있지만 지성은 영원성과 관련이 있고, 상상적 연쇄는 시간상의 우선성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지성적 연쇄는 논리적 우선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게루는 특히 데카르트의 기억 개념과 스피노자의 기억 개념을 대조하기 위해서, 기억과 

지성의 이러한 대립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데카르트와 달리 스피노자는 흔적이라는 말을 

지성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주로 외부 사물의 흔적이라고 말할 때나 

사용된다. 가령 외부 사물들의 이미지로서의 신체의 변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체의 흔적 

보유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나 사용하는 말이다. 스피노자에게 기억의 토대로서의 흔적은 

철저히 신체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게루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이든 

상상들이 지성적 질서에 따라서 연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든 철저히 『윤리학』의 평행론의 

관점 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리학』 5부 정리 1에서, 스피노자는 평행론의 

관점 하에서 지성의 관념들의 질서 및 연쇄에 합치하는 신체의 이미지들의 질서 및 연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고, 발링의 경험처럼 지성의 질서에 따라 이미지들을 

연쇄할 수 있는 경우나 『윤리학』에서 지성의 증명들이 언어들을 통해서, 즉 상상을 통해서 

제시되는 경우 등은 이러한 5부 정리 1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설명될 수 있다. 다만 게루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체의 이미지들이 지성을 향하는 질서를 따라서 연쇄된다는 것은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평행론의 관점 하에서 사유의 법칙들과 연장의 법칙들은 

서로 이질적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합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합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다. 게루는 이것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의지가 아니라 ‘역량’의 문제로서의 인간의 ‘자유’ 

반면에 모로는 정신과 신체 간의 상호 작용을 배제하는 평행론의 관점이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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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게루의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를 받아들이면서도, 지성의 질서와 동일한 질서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연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한 평행론에 입각해서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73  

그에 따르면, 게루가 주장하는 모순, 즉 발링에게 보내는 편지와 『윤리학』 

간의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이다. 게루는 상상이 정신의 상태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말을 정신이 상상의 원인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또한 1664년은 스피노자의 사상이 성숙하지 않은 젊은 시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시기다. 그래서 모로는 17번째 편지에 대한 게루의 소극적인 해석에 반대하고, 이 

편지의 의미는 『윤리학』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윤리학』의 증명에 의해서 오히려 더 엄밀하게 

해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윤리학』 

5부 정리 10과 이 정리에 대한 마트롱의 해석이다.
 74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립되는 정서들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동안에는 지성을 향하는 

질서(ordinum ad intellectum)를 따라서 신체의 변용들을 질서지우고 연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75

 

이 정리는 지성을 향하는 질서를 따라서(ordinum ad intellectum) 신체의 변용들을 

연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정리다. 먼저 마트롱은 이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통 개념들 및 공통 개념들의 신체적 등가물로서의 공통 특성들의 존재를 강조한다. 

우리의 신체 안에서 이미지들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연쇄될 수 있다. 이미지들은 우리 

신체의 본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 안에서 연쇄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상의 질서, 즉 외부성의 질서를 얻는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우리에게 흔히 주어져 있는 질서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 중에서 외부 물체들과 우리 신체의 공통 특성들에 해당하는 측면, 따라서 우리 

신체의 본성만으로 설명되는 측면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우리 신체 안에서 

연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의 경우와 달리 이번 경우에 우리는 논리적 연쇄를 얻게 된다. 

                                           
73 Moreau, P.F.(1994), L'Expériance et L'Éternité, PUF:Paris, pp. 315~319. 
74 Matheron, Alexandre(1988), Individu et communauté chez Spinoza, nouvelle edition, Les éditions de minuit, 

pp. 559-560. (국역본: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알렉상드르 마트롱 지음, 김문수/김은주 옮김, 그린비 출

판사, 2008, pp. 772-773.) 
75 스피노자, 『윤리학』 5부 정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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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미지들의 논리적 연쇄는 바로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성적 

연역의 물리적 등가물이며, 이러한 이미지들의 논리적 연쇄에 의해 촉발되는 신체의 

활동들은 정신 안에 있는 공통관념들, 즉 적합한 관념들의 물리적 등가물이다. 이러한 

평행론의 관점에 따라, 정신의 이성적 연역이 성공하는 만큼 신체의 논리적 연쇄도 성공하며, 

정신이 갖는 참된 인식의 물리적 등가물들에 의해서 신체의 활동 능력은 점점 증가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공통 개념의 발견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과 상상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트롱에 따르면, 이러한 스피노자의 평행론적 관점과 데카르트의 심신 상호 작용론의 

관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처럼 정신이 신체에 작용하는 것은 

능동성이고 신체가 정신에 작용하는 것은 수동성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정신은 

수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 수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 정신이 외부로부터 유래하는 

이미지들에 의해서 촉발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만 연역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체는 능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신체가 능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 정신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만 연역되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 자체가 자신의 

변용들을 논리적 질서에 따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학』 5부 정리 10에서, 스피노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신체와 정신 간에 

상호 작용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신체가 항상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고 

자신의 보존으로 이끄는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 즉 신체의 코나투스가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신체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연쇄들에 대해서 가지성과 일관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러한 신체에 상응하는 정신이 자기의 적합한 관념들로부터 다른 

적합한 관념들을 연역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을 

향하는 질서를 따라서 상상들이 연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신체의 코나투스 

때문이다. 

『윤리학』 5부 정리 10에 대한 마트롱의 이와 같은 해석에 기초할 때, 발링에게 보내는 

스피노자의 편지에서 언급된 정신의 상태에만 의존하는 상상 및  『윤리학』 2부 정리 17 

주석에 언급된 자유로운 상상이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에서 가지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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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은 스피노자의 이론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려는 이성의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신체의 코나투스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게루와 달리 마트롱이 강조하는 것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간에 존재 하는 인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정신에 대해서나 신체에 대해서나 데카르트는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바라봤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역량의 

문제로 바라본다. 스피노자에게 신체의 변용들이 지성을 향하는 질서를 따라서 연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주어져 있는 자연의 공통적인 질서 속에서는 매우 미약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5부 정리 10을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립되는 정서들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동안에는”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한다. 신체의 변용들이 지성을 향하는 질서를 따라서 

연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가능성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실현되는 가능성임을 

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상상하는 인간이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려는 이성의 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신체와 정신의 공통적인 변형에 

의해서만 비로소 강화되는 것이다.  

2-2. 상상이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는 상상을 의견과 구분하지 않지만 상상 자체를 오류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상상이 확실성을 가진 인식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실성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스피노자의 

확실성 개념에 따라서는 상상에 대해서 확실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답에 도달하게 된다면, 

상상이 확실성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상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 안에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1) 확실성과 의심의 부재의 구분 

올덴부르그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스피노자는 자신의 오류 이론이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오류 이론, 즉 오류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하나로 베이컨의 오류 이론을 지목하고, 

오류의 원인의 문제에서 베이컨의 주장보다 데카르트의 주장이 더 낫다는 평가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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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베이컨이 오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데카르트의 하나의 원리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며 지성보다 더 외연이 넓다는 원리 말이죠. 베이컨은 

지성이 건조한 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의지로부터의 투입을 수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해야만 하는 것은 베이컨이 자주 지성과 정신을 

혼동하고 있으며, 데카르트는 이 점에서 베이컨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76

 

스피노자가 보기에 베이컨의 주장의 문제점은 인간 지성이 그 본성 자체에 의해서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다.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 지성은 그것의 본성상 

건조한 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의지와 정념들에 젖어 있는 것이어서,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정념에 따라 사물들을 왜곡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된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지성을 정화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방법론은 바로 오류의 

원인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베이컨의 이러한 오류 이론이 인간 지성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베이컨은 인간 지성이 신의 지성의 일부임을, 그래서 인간 지성이 형성하는 명석 

판명한 관념이 신에게 있는 명석 판명한 관념과 동일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베이컨은 참된 것 자체를 가리키는 인간 지성과 적합한 관념들과 부적합한 관념들 모두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정신을 구별하지 않았고, 결국 인간 지성이 본성상 오류를 범한다는 

그릇된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은주는 베이컨의 오류 이론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적 입장과 『지성교정론』이라는 

스피노자 저서의 제목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피노자에게 지성의 교정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서 이러한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에게 지성의 교정은 지성의 본래적 병리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되지만 추상적인 인식이 더 개별적인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인식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지성교정론』이라는 스피노자의 방법론의 제목은 지성 

개념 및 오류 이론에 관해서 스피노자가 베이컨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문제를 단지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자기 교정 및 상상과 정념의 교정이라는 

                                           
76 스피노자, ｢1661년 9월로 추정, 올덴부르그에게 보내는 편지 2｣: G IV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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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적 문제로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스피노자가 베이컨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77

 

올덴부르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피노자는 오류의 원인에 대한 베이컨의 이론보다는 

데카르트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데카르트는 인간 지성의 

신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컨보다 훌륭하다. 그는 한편으로는 지성과 

의지를 구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과 상상을 구분하면서, 오류의 원인을 지성이나 

상상이 아니라 의지의 남용에서 찾는다. 그래서 그는 베이컨과 달리 오류의 원천을 지성 

자체 안에 두지 않을 수 있었고, 상상 자체를 오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적어도 인간 

정신과 인간 지성을 혼동하거나 상상과 오류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스피노자는 베이컨의 입장보다는 데카르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오류의 참된 원인을 이해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류의 

원인을 의지의 남용에 돌리는 데카르트의 설명은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지성에 의해 의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보류하지 않고 지성을 

넘어서는 의지가 그것을 긍정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판단을 

보류하는 자유로운 의지라는 데카르트의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꿈의 가설을 통해서 감각되는 개별적인 것들, 나아가 일반적인 것들, 심지어 

나의 신체의 현존도 꿈의 가설에 의해 의심에 붙였다. 의식에 대해 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식이 가지는 확실성은 불확실하다. 의식에 내적인 것들에 대한 의식의 경험은 확실하지만, 

나의 지성은 유한하고 내가 파악할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한한 지성과 달리 무한한 의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 뿐이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회의에 붙이고 

나서도,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의식의 경험만은 확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 무엇에 의해 우리가 창조되었든, 그리고 우리의 창조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든, 또 

                                           
77 김은주(2016), 「”지성의 교정(emendation intellectus)” 과 스피노자의 베이컨주의」, 『철학사상』 제60호, 서울대학

교 철학사상 연구소, pp. 1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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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어떤 속임수를 쓰든, 언제나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78

 

데카르트가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한 사례는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이다. 신의 관념은 본유적으로 주어진 참된 

관념으로, 이런 관념에 대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음대로 

현존이 없는 신을 생각할 수 없다. 이 관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 즉 신의 

완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날개 달린 말의 관념은 허구적 관념으로, 날개 

달린 말이라는 관념을 만들어 낸 자는 날개 달린 말의 존재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런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은 관념 자체와 그것의 

긍정 간의 구분, 따라서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의 작동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내가 신을 현존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현존은 신과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은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이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며, 혹은 

내 생각이 어떤 사물에게 필연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물의 필연성, 즉 신의 현존의 

필연성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날개가 달린 말을 상상하든 날개가 없는 

말을 상상하든 간에 이는 내 자유지만, 현존이 없는 신을 – 즉 최고의 완전성이 없는 최고 완전한 

존재자를 – 생각하는 것은 내 자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9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은 관념 자체와 그것의 긍정 간의 

구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관념이 관념인 한에서 포함하고 있는 긍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상은 관념의 자기 긍정이 적합한 관념과 마찬가지로 

부적합한 관념에도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것임을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 이외에 다른 관념들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자. 

그 어린 아이가 날개 달린 말을 실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의심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관념은 그것의 대상이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상관 없이 관념인 한에서 

필연적으로 긍정을 함축한다. 신에 대한 관념이든 날개 달린 말에 대한 관념이든 상관 없이,  

                                           
78 데카르트, 『철학원리』 1부 35항.  
79 데카르트, 『성찰』 다섯 번째 성찰: AT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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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관념이든 부적합한 관념이든 상관 없이 말이다.  

“날개 달린 말을 상상하고 다른 것은 지각하지 않는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자. (정리 17의 보충정리에 

의해서) 이러한 상상은 그것의 실존을 함축하며, 어린 아이는 그것의 실존을 배제하는 어떤 것도 

지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그것의 실존을 확신하지는 않는다 해도 필연적으로 그것을 

실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것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80

 

그래서 스피노자는 날개 달린 말에 대한 상상에 확실성을 부여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의지가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판단의 보류는 지각이지 의지의 

작용이 아니다. 판단의 보류는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관념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각이다. 

날개 달린 말의 실존에 대한 판단의 보류는 날개 달린 말의 관념이 그것의 실존을 배제하는 

다른 관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판단을 보류할 자유 의지가 존재하고, 관념 자체와 그것에 대한 긍정이 

구분되고, 따라서 지성과 의지가 구분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나의 답변은 우리가 판단을 보류할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판단을 보류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자신이 사물을 적합하게 지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 판단의 보류는 

지각이지 자유 의지가 아니다.”
 81

 

사실 의지는 이성의 존재일 뿐이어서 결코 개별적인 의지작용들의 원인일 수 없고, 

개별적인 의지작용들은 실존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원인일 

수 없다. 판단을 보류하는 자유로운 능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 자기 긍정을 

함축하고 있는 관념들이 있고, 관념들이 서로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관념의 연쇄가 있을 

뿐이다.  

“정신 안에는 관념이 관념인 한에서 함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긍정이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어떤 의지 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82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꿈의 가설에 의해서도 의심에 붙이지 않고 남겨 놓은 의식의 

                                           
80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 
81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 
82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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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확실성, 즉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한다는 의식의 경험의 

확실성까지 의심에 붙이기 위해 꿈의 경험을 활용한다. 꿈의 경험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을 꿈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따라서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의식의 경험은 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경험이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매일 꿈속에서 경험한다. 꿈꾸는 동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할 수 있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꿈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꿈에서 우리가 판단을 보류하는 일은 꿈을 꾸고 있는 꿈을 꾸고 

있을 때에나 일어나는 일이다.” 
83

 

이와 같이 어떤 관념에 대해 확실성을 부여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자유 의지 자체를 부정

하는 스피노자는 관념이 가지는 확실성에 대해서 데카르트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확

실성은 관념들 자체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관념들에 대해 확실성을 부여하거나 보류할 수 있

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부여되거나 보류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관념의 확실성이란 의심의 부

재가 아니라 참된 관념이 참된 것인 한에서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어떤 것이므로, 참된 관념

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참된 관념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그것의 참됨을 의심할 수가 없고, 

거짓된 관념은 거짓된 것인 한에서는 확실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된 관념에 대

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동일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된 관념은, 그것이 거짓된 것인 한에서는, 확실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그의 

상상이 동요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부 정리 44 주석을 보라. 따라서 비록 어떤 사람이 거짓된 관념을 

고집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부 정리 43과 그 주석을 

보라) 나는 확실성을 어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의심의 결여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84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이해하고 있는 확실성은 의심의 부재, 즉 단지 상상이 동요하게 만드

                                           
83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 
84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 



73 

 

는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어제 아침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보고, 점심

에 바울을 보고, 저녁에 시몬을 본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어린아이가 만약 오늘 

아침 해와 베드로를 또 동시에 보게 된다면, 이 어린아이는 점심과 바울, 그리고 저녁과 시몬

을 동시에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의 변용이 반복 될수록, 즉 동일한 순서로 그것

들을 더 자주 보게 될 수록, 이 어린아이는 더 항상적으로 그렇게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만

약 어느 날 저녁에 시몬이 나타나지 않고 야곱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즉 신체의 변용

에 예외가 발생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상상에 대해서, 즉 저녁과 시몬의 연합에 대한 

상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이러한 동일한 순서 안에서 그것들을 더 자주(saepe) 볼수록, 그는 더 항상적으로 그렇게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날 저녁에 시몬이 아니라 야곱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다음날 아침 그가 저녁과 동시에 상상하는 것은 시몬이거나 야곱이지 둘 다는 아니다. 그가 저녁에 본 

것은 둘 중 하나만이지 둘 다 동시에 본 적은 없었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상상은 

동요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가 미래의 저녁과 동시에 상상하는 것은 때로는 시몬이고 때로는 야곱일 

것이다. 즉 그는 둘 중 누구도 확실하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둘 중 누구나 우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85 

 (2) 기억의 규범적인 힘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확실성 개념에 따르면, 상상은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상상에 

대해서는 의심의 부재가 있을 뿐이고, 의심의 부재는 확실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지들의 연쇄에 예외가 발생할수록 상상은 더 동요되고, 이미지들의 연쇄가 동일한 

질서에 따라 반복될수록 항상성이 더 높아지는 차이는 존재하므로, 동일한 질서로 신체의 

변용이 ‘자주’ 일어난다는 조건에서 상상은 상대적으로 항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항상성은 운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미신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정신의 덕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에 따르면, 데카르트 식의 자유로운 의지라는 부적합한 관념을 

                                           
85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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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있는 의지와 지성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은 변덕스러운 운에 대해서 항상적인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유용성이 있다.  

“이 이론은 운에 달린 일들, 즉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한결 같은 정신으로 

운의 두 얼굴을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본질로부터 두 내각의 

합이 직각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법령으로부터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86

 

그렇다면 가장 큰 덕을 가지고 있는 정신, 즉 가장 항상적인 정신은 관념들의 지성적 

연쇄에 의해 지배되는 정신일 것이다. 지성적 연쇄는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한 연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억의 연쇄는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할 수 없는 연쇄이고, 다양성과 

독특성을 갖는 연쇄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억의 연쇄에는 지성의 연쇄만큼의 

항상성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기억은 아무런 규칙성이나 안정성도 없이 그저 아무 

대상이 아무 대상 연합되는 그런 연쇄는 아니다. 스피노자가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예는 기억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래밭에 있는 말의 발자국을 보았을 때, 군인은 말에 대한 사유에서 곧장 기병대에 대한 사유로 

옮겨가고, 기병대에 대한 사유에서 전쟁 등에 대한 사유로 옮겨간다. 반면에 농부는 말에 대한 

사유에서, 쟁기에 대한 사유로, 또 밭 등에 대한 사유로 옮겨간다. 이런 식으로 각자는 사물들의 

이미지들을 연결하고 연쇄 시키는 습관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사유에서 또 다른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87

 

가령 어떤 군인이 말의 발자국을 보았을 때, 그의 기억은 말의 발자국에 대한 관념에서 

말에 대한 관념으로, 그 다음에는 기병대에 대한 관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 대한 

관념으로 연쇄된다. 그러나 동일한 말의 발자국을 농부가 보았을 때, 이미지들과 관념들의 

연쇄는 동일하지 않다. 농부의 기억은 말의 발자국에 대한 관념에서 쟁기에 대한 관념으로, 

그 다음에는 밭에 대한 관념으로 연쇄된다. 이처럼 기억은 지성의 연쇄와 달리 누구의 

정신에나 동일하지 않고 각자가 겪는 외부 사물과의 마주침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달라지는 

                                           
86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49 주석.  
87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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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다. 그러나 여기에는 규칙성과 안정성도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군인의 정신 안에서 

관념들은 모래밭에 있는 말의 발자국을 볼 때마다 매번 다르게 연쇄되지 않고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연쇄될 것이며, 그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들, 즉 다른 군인들의 정신 

안에서도 관념들은 모래밭에 있는 말의 발자국을 볼 때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연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기억이라는 관념들의 연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규칙성과 안정성을 

습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즉 각자가 사물들의 이미지들을 연결하고 연쇄 시키는 

‘습관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사유에서 또 다른 사유로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지들을 

연쇄 시키는 것, 즉 이미지들의 연쇄의 설립자는 바로 습관이다. 

“각자의 습관이 신체 안에서 사물들의 이미지들을 질서 지우고, 각자의 사유는 이 질서를 따라서 한 

사유에서 다른 사유를 떠올리게 된다.” 
88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러한 신체의 습관에서 로랑 보브가 보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율성의 

기호다. 그에 따르면, 신체의 습관은 동일한 경험의 반복 안에서 획득된 행동이 아니라 

최초의 경험으로부터 다수의 변용들을 연결시키는 신체의 자발적인 역량이다. 외부 원인들의 

역량은 무한히 신체의 역량을 능가하므로, 이미지들을 연합하는 신체의 메커니즘은 타율성의 

지배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습관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신체는 

다르게 변용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 안에서 이미지들을 질서 

지우고 상상들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신체의 습관이다.
89

 

로가 주목했던 것도 바로 우연성과 구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억의 힘이다. 기억은 

신체의 변용들의 연쇄이고, 신체의 변용들은 개별적인 것들이며, 외부 사물들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이다. 결코 이 우연성 자체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나 로는 

스피노자의 기억이 우연성에 의한 결합으로 제한된다는 게루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88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8 주석. 
89  스피노자의 ‘습관’ 개념에 대한 로랑 보브의 해석은 다음을 참조한다. ① Bove, Laurent(1991), “L’habitude, 

activité fondatrice de l’existence actuelle dans la philosophie de Spinoza”, dans Revue philosophique, n° 1, 

1991, p. 33-46. ② Bove, Laurent(1996), La Stratégie du Conatus. Affirmation et Résistance chez Spinoza, ch. 

1, J. V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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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에게 관념들의 연합은 유연하지만 무한하게 유연하지는 않다. 이 

주석에서 우연성에 의한 결합이 등장하는 것은 인과 관계의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고, 유사성에 의한 연합과 우연성에 의한 연합은 지성의 

질서를 따르는 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병렬적인 예일 뿐이다. 대중들은 유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 또는 습관을 유지하려는 경향에 의해서 자연적 원인들에 의한 설명 체계를 

대체하는 상상적 설명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유사성에 의한 연합이 기억에 공통의 

구조를 부여하고, 이 공통의 구조가 공통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가 강조하는 

것은 기억은 무질서 가운데서도 저절로 조직화되고, 유동성 가운데서도 저절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90

 

따라서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기억은 비록 다양성과 상대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규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억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규범적인 힘이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개념 또는 보편 개념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우연한 마주침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체의 습관의 산물이지만, 일단 형성된 기억의 산물들은 현재와 미래의 

우연한 마주침들을 규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윤리학』 4부 서문에서 스피노자는 일단 형성되고 난 보편 개념들이 우리의 활동 방식과 

표상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우리 동네에 들어선 어떤 

집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집은 어떤 

제작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 제작자가 그 집을 지은 목표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집이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는 판단은 그 제작자가 그 집을 지은 목표나 

의도대로 그 집이 지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내려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이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는 우리의 판단은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을 지은 제작자의 목표나 의도를 알지 못할 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어쩌다가 제작자의 목표나 의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집이 제작자의 목표와 

의도대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집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편 개념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집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편 개념을 

                                           
90 Laux, H.(1993), Imagination et religion chez Spinoza,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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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이후로는, 보편 개념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인간들이 보편 개념들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집들, 건물들, 탑들 등의 모델들을 고안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물들의 모델들을 다른 것들보다 선호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각자는 그런 종류의 사물에 대해서 

형성했던 보편 개념과 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완전하다고 부르고, 반대로 모델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 덜 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불완전하다고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 비록 제작자의 판단에 

따르면 그것이 매우 완성된 것일지라도 말이다.”
91

 

이와 같이 보편 개념들은 불완전성과 완전성의 판단,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 되고, 우리는 이 모델과 합치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고 합치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하며, 완전성에 도달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이라고 한다. 보편 개념은 기억의 산물이지만, 형성된 기억의 산물들이 현재와 미래의 

우연한 마주침들을 규제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기억은 경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인식과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윤리학이 자유의지에 기초하는 윤리학이라면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기억에 기초하는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욕망을 규정하고, 우리의 

욕망들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어느 쪽이 이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바로 상상적 관념들의 연쇄, 즉 기억이다. 스피노자에게는 이성에 의해 연역되고 

증명된 체계적인 윤리학 이외에도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실천의 원리들로 이루어진 윤리학이 

존재하고 있다.  

(3) 학문이 아니라 ‘삶의 유용성’이 요구하는 개연적 ‘확실성’ 

유령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몇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 복셀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복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유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첫째, 세계의 아름다움 및 완전성을 생각할 때, 귀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아름답고 완전한 것은 아무런 결여가 없어야 하고, 따라서 귀신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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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령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신과 더 유사하므로, 

신이 자신의 이미지를 더 잘 표현하는 그런 피조물을 창조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셋째, 

신체가 영혼 없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영혼도 신체 없이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신체를 

갖지 않는 영혼, 즉 유령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와 별 사이의 무한한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므로, 그 공간의 가장 낮은 쪽은 순수 물질로, 그리고 가장 높은 쪽은 신체를 

갖지 않은 영혼들, 즉 유령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유령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령의 

존재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령에 대한 관념은 그리핀, 히드라, 하르피아이 같은 관념들처럼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가 꾸며낸 관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각형이나 원에 대한 

관념처럼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신이 그것들을 창조했다고 확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삼각형이나 원에 대해서 만큼 귀신들에 대해서 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들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들이라는 것을 긍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2

 

그러자 복셀은 우리가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확실한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측과 개연성에 의해서 사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스피노자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도 신에 대해서 삼각형에 대해서 만큼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신에게 인간의 속성들을 귀속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들이 탁월한 방식으로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신은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의 유비는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지만 학문의 

가능성을 위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처럼, 확실한 증명이 불가능하더라도 추측과 개연성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이 복셀의 주장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학문을 위해서 추측과 개연성에 의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복셀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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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추측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완전성을 

신에게 부여하면서 신이 자유로운 의지와 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추측 속에 신을 가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추측에 의존해서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식과 음료가 자기에게 선인지에 대해서 완벽한 증명을 얻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배고프고 목이 말라 죽고 말겠지요. 그러나 사변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지 개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지요. 하나의 거짓된 명제가 끼어 들어 오면, 다른 수많은 거짓 명제들이 그 뒤를 잇기 

때문입니다.”
93

 

그러나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추측에 의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사변의 영역에 한해서다. 

확실한 증명에 따른 사유를 요구하는 학문을 위한 사유와 달리 추측과 개연성에 따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복셀처럼 수많은 유령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유령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유령 이야기들이 단지 지성적 인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는 복셀이 지금까지 들어 본 유령 이야기들 중에 유령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하고 복셀에게 유령의 존재를 설득했던 유령 이야기가 있다면 자기에게도 들려 

달라고 복셀에게 보내는 편지 마다 요청하곤 했다.  

그러나 복셀에게는 유령 이야기들이 유령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고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지적인 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보였지만, 스피노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스피노자에게 유령 이야기들은 유령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었고, 

지적인 자들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이야기들로 보였다. 게다가 여러 번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도, 스피노자는 끝내 복셀로부터 유령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주는 유령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 본 유령 이야기를 

통해서는 유령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유령이나 귀신에 대해서, 저는 여태껏 이해가능한 그것들의 속성들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93 스피노자, ｢1674년 9월 추정, 복셀(Hugo Boxel)에게 보내는 편지 56｣: G IV 260. 



80 

 

누구의 이해력에서도 벗어나 있는 공상들 만을 들었을 뿐이죠.”
94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스피노자가 이렇게 유령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추측과 개연성 중에서도 진리에 가까운 것과 거짓에 가까운 것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물론 개연적인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명석 판명한 것과 구분되며, 진리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개연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없는 만큼, 모든 개연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도 없다. 모든 개연적인 것들은 의심에 열려 있지만, 동일한 정도로 의심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진리로 보이는 개연성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이는 개연성도 있으며,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추측이 있는 반면 이미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추측도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증명이 없다면 개연성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떤 개연성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증명이 없다면 개연성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개연적인 증명은 비록 의심에 열려 있는 것일지라도, 반박되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박되는 것은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짓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95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개연적인 것들이 갖는 확실성의 정도의 차이를 

복셀에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어제 베드로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즉 어제 베드로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아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나에게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베드로가 살아 있다고 말한다면, 

그런 나의 의견과 말은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제 베드로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경험 이외에 다른 근거들이 더 있다면, 나의 의견과 말의 개연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제 베드로가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때 베드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의 

주장은 곧 바로 나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이게 한다. 베드로가 살아 있다는 나의 관념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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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기초해서 반박될 수 없는 것이었던 한에서, 그것은 진리에 가까운 개연성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되는 다른 관념에 의해 반박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에 가까운 

개연성이 아니라 거짓에 가까운 개연성이다. 그러므로 확실한 증명의 요구는 학문을 위한 

사유에 한정되지만, 정합성의 요구는 학문을 위한 사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합성의 기준에 의해서 유령 이야기를 볼 때, 유령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 베드로가 오늘 살아있는지 이미 죽었는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오늘 살아있다고 말하는 나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목격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말을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말을 하는 나는 그 다수의 다른 

목격자들의 반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제 베드로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확실한 경험적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베드로가 오늘 살아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거짓된 근거들을 꾸며 내기 어렵다. 베드로가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던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오늘 살아있다는 나의 

말이 가지고 있었던 신빙성은 나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다수의 다른 목격자들의 존재 

가능성과 그것에 대한 나의 의식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령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은 서술자 본인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의 저자는 

누군가 자기에게 반박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세한 정황들을 덧붙이거나 뺄 수 

있지요.”
96

 

따라서 유령 이야기는 특히 그 이야기의 서술자가 마음대로 꾸며 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고, 신빙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유령 이야기의 서술자는 자신의 

공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내용들을 그 이야기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된 내용들을 그 이야기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자기가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욕망들, 목격자들, 반박자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유령 이야기는 이성에 

                                           
96 스피노자, ｢1674년 9월 추정, 복셀(Hugo Boxel)에게 보내는 편지 52｣: G IV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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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닫은 자들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은 비록 그것이 확실한 증명에 의한 사유는 아니지만 

개연성과 추측에 따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유용하며, 오히려 연역적 제시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의 이해력도 

벗어나는 공상에 불과한 것은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자연의 빛에 의해서 이해가능한 이야기는 대중들을 계몽하고 통합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확실성과 의심의 부재를 구분하는 확실성 이론에 따라 상상이 확실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스피노자가 특정한 상상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자연의 빛에 의해서 이해가능한 상상에 대해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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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상상으로서의 예언과 예언의 확실성 

앞서 1부에서 살펴 본 『윤리학』의 상상 이론에 따르면, ‘상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상은 꿈이나 환각 뿐만 아니라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감각지각을 

포괄하고, 의견을 비롯한 모든 부적합한 인식 전체를 포괄한다. 둘째, 상상은 외부 세계와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으로, 인식하는 자의 신체의 기질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상상은 다른 모든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을 포함하지만, 그 

자체로 내적인 확실성을 갖지 못하며, 자신과 대립하는 다른 상상들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에 따르면, ‘예언’은 이러한 ‘상상’의 일종이다. 그런 한에서 

예언은 『윤리학』의 상상 이론이 설명하는 이러한 상상 일반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2부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2부 1장을 통해서 『신학정치론』이 이해하고 있는 

예언이 『윤리학』에서 설명된 상상 일반의 특징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언은 그저 평범한 상상들 중 하나가 아니라 특별하고 중요한 

상상으로 간주되며, 예언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해도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지 않다.  

『신학정치론』은 한편으로는 예언들이 주관성과 다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대립될 때가 

많으며, 기껏해야 개연적인 확실성 밖에 갖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들이 어떤 공통성을 갖고 있고 확실하고 권위있는 인식으로서 대중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예언이 아무리 다른 상상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중요한 상상이라 하더라도, 결국 상상의 

일종이라면, 『윤리학』의 상상 이론에 따라 그것은 결코 적합한 인식이 아닐 것이고 내적인 

확실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예언이 ‘확실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언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사실 신의 계시가 아니라 예언자 개인의 

경험과 사고를 반영하는 꿈이나 환각이고, 자칭 예언자들의 착각이나 기만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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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믿고 따를 만한 것으로서 

‘권위’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질문들을 던졌지만, 예언의 

확실성이 그것의 권위로부터 나오거나, 예언의 권위가 그것의 확실성으로부터 나올 것이므로, 

두 질문들이 서로 분리된 것들은 아닐 것이다. 결국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일 것이다. 

예언이 일종의 ‘상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성’과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한 

확실성과 권위의 원천은 어디에 있고, 그것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2부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2부 2장을 통해서 예언이 어떻게 확실성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나아가 상상으로서의 예언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실성과 권위의 원천과 본성이 

무엇인지 밝혀 볼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은 스피노자가 예언에 대해 부여한 

권위와 확실성은 그 원천을 예언 자체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성서 독해’를 

통해서 획득하는 텍스트의 의미의 확실성이며, 학문에 요구되는 엄밀한 수학적 확실성은 

아니지만 어떤 판단과 추론도 배제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유용성’이 요구하는 

가설적 진리들의 영역, 곧 ‘가능성’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이라는 점이다.  

1장. 예언의 자연화 

곧 아래에서(1장 1절에서) 확인되겠지만, 『신학정치론』에서 ‘예언’은 ‘상상’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윤리학』에서 제시된 상상 일반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렇게 예언을 상상으로 규정하고 상상 일반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바람에,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은 자신 안에 내적인 

대립을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나아가서는 진지한 탐구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이론으로 취급될 위험을 안게 된다. 왜냐하면 예언이 확실한 인식으로서 대중들에게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긍정하는 『신학정치론』의 말들이 예언을 상상 일반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신학정치론』의 말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윤리학』에 담겨 있는 

스피노자의 체계적인 철학과도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정치론』에서 설명된 예언이 『윤리학』에서 설명된 상상 일반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렇게 내적인 대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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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과의 대립 속에 놓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이 예언을 

일종의 상상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1-1)에서 『신학정치론』의 예언이 『윤리학』에서 제시된 상상의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후, 1장 2절(1-2)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철저히 

‘상상’으로 규정하는 스피노자의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볼 

것이다. 

1-1. 다양하고 동요하는 상상으로서의 예언 

『신학정치론』에서 스피노자는 ‘예언’을 일종의 ‘상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신학정치론』 1장과 2장에서 진행되는 성서 텍스트 분석 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의 예언이 『윤리학』에서 설명했던 

상상의 특성들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정신이 

아니라 말과 이미지를 통한 인식, 즉 오직 상상에 의한 인식이며,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서 

예언자의 기질과 상상의 산물이고, 나아가 지성적 인식이 아니라 대중들의 의견과 합치하는 

부적합한 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신학정치론』 1장과 2장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스피노자의 성서 

텍스트 분석 작업을 살펴 보고, ‘에언’이 일종의 ‘상상’으로 규정되고 상상 일반의 특성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거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물론 그 근거들은 이성적 

근거들이 아니라 텍스트적 근거들이다. 즉 성서 자체의 말들이다.  

(1) 상상으로서의 예언: 정신이 아니라 말과 이미지들을 통한 인식 

『신학정치론』 서문에 따르면, 『신학정치론』 1장에서 스피노자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예언은 무엇이고, 신은 어떤 방식으로 예언자에게 자신을 계시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 1장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예언자들에게 계시하는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나 형태다. 즉 ‘상상’이다.  

“신이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셨던 모든 것은 말들이나 혹은 형태들을 통해서, 혹은 둘 다를 통해서 

계시되었다. 이러한 말들과 형태들은 어떤 경우에는 실재적인(vera) 것들, 즉 그것들을 보거나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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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의 상상 바깥에 있는 것들이고, 다른 경우에는 상상적인(imaginaria) 것들이다.”
97

 

이러한 해답을 제시할 때, 스피노자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성서 자체다. 즉 그의 이러한 

해답은 신의 계시의 본성이나 원인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가 얻은 해답이 아니라, 

신이 예언자들에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계시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서의 구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얻은 해답이다. 가령 신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실제 목소리를 통해서 말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5장이나, 신은 모세에게 말을 통해 율법을 

계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등에 기초해서 제시된 해답이다.    

먼저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나 모세가 진짜 

목소리나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서의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예언자들의 사유를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언자들에게 신의 자신을 계시한 수단은 말과 이미지들이었으며, 우리는 성서에서 이것들 

말고 다른 어떤 수단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것을 꾸며 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성서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정신을 통해서 

율법을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을 비판한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지성적인 것이고 진리라는 자신의 편견에 맞춰서 성서의 구절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원문에 더 충실한 해석은 십계명이 모세에게 

계시될 때 실제 목소리를 통해서 계시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몇몇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말들이 신에 의해 발음된 것들이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단지 엄청나게 큰 소음만을 들었으며, 그러한 소음을 

들음과 동시에 오직 그들의 정신만을 통해서 신법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말들과 

신명기의 십계명의 말들이 다른 것을 보고, 나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은 단 

한 번 밖에 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러한 차이는 출애굽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신의 말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말의 의미임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서를 왜곡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인들이 진짜 목소리를 들었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사실 성서는 (신명기 

5장 4절에서), “신이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즉 자기들의 

신체를 매개로 해서 자기들의 관념들을 서로 교환하는 두 인간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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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신이 십계명을 계시할 수단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실제로 창조했다는 것을 맏아들이는 

것이 성서의 원문에 더 충실한 것 같다.”
98

 

또한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서에서 신이 예언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은 꿈이나 환각처럼 상상적인 것들, 즉 그것들을 보거나 듣는 예언자의 상상 

바깥에 실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들인 경우도 있었지만, 이와 달리 실재적인 말들이나 

이미지들, 즉 그것들을 보거나 듣는 예언자의 상상 바깥에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상상들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성서에 따르면 신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상상이 상상적인 것인 경우도 있었다. 

가령 아비멜렉이 들은 신의 목소리는 실재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었다. 「창세기」 

20장 6절은 신이 꿈 속에서 아비멜렉에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꿈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상상한 것은 

신의 의지였지만, 신은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신이 아니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꿈 속에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 사실 꿈 

속에서는 신의 의지를 상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꿈꾸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상상하기 가장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성서에 따르면, 

아비멜렉의 예언은 항상 꿈을 통해서만 주어졌는데,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깨어 있는 동안이 

아니라 오직 꿈꾸고 있는 동안에만 신의 의지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예언들이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성서에 따르면, 

예언자들은 단지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만 신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천사를 볼 수 있었다. 가령 「역대지상」 21장은 신이 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성서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신이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만 계시한다고 주장하는 성서 

해석들을 비판한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그들이 눈을 뜬 상태에서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서의 원문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나 자신들이 꾸며낸 허구에 맞춰서 

성서의 구절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원문에 더 충실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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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들의 상상이 실재적인 것이었음을 성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계시가 오직 이미지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은 역대상 21장에 의해 명백하다. 여기에서 신은 

검을 든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분노를 보이셨다. 발람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다. 

마이모니데스 및 다른 해석자들은 이런 이야기(마노아의 이야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등 천사의 출현을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눈을 뜬 상태에서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저 

잡담에 불과하다. 그들의 관심은 성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어리석음과 그들 스스로의 허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서를 왜곡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나는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을 알지 

못한다.”
99

 

이렇게 예언자의 상상이 상상적인 것인지 실재적인 것인지의 문제는 예언자 중의 예언자, 

모세의 예언의 특별함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도 특히 모세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의 예언이 

실재적인 상상, 즉 모세의 상상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의 목소리를 통한 예언이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를 확언하고 있는 성서의 구절들이다. 「출애굽기」 

25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알려 줄 것이라고 신이 직접 

모세에게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으며, 모세가 신의 뒷모습을 보고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신이 모세에게 말을 통해서 율법을 계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예언은 아비멜렉에서 주어졌던 예언과 달리 꿈과 환각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모세의 예언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즉 예언자 중의 예언자, 모세의 

특별함은 더 완전한 정신이 아니라 생생하게 상상하는 능력에 있었다.  

“예수 이외의 누구도 상상의 도움 없이, 즉 말들과 이미지들의 도움 없이,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완전한 정신이 아니라 오직 더 생생한 상상이다.”
 100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해석이 성서 원문에 더 충실한 해석이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스피노자의 주장에 따르면, 예언자의 능력의 특별함은 더 생생하게 

상상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지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보통의 인간들보다 더 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예언자들에게 성령, 즉 신의 정신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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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더 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스피노자의 해석은 이러한 성서의 구절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노자가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서 자체다. 그는 성서에서 ‘성령’, 즉 

신의 정신이나 ‘신적인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먼저 성서에서 ‘정신’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루아(ruagh)’의 고유한 의미는 바람인데, 

이 말은 이러한 고유한 의미로부터 파생된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가령 이 말은 숨, 

생명이나 호흡, 용기와 힘, 덕과 능력, 정신의 의지나 결정 및 정념들, 또는 정신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에 따라서, 성서에서 

‘성령’은 자주 신의 영혼, 신의 정신, 신의 정념, 신의 호흡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한다. 이와 같이 성서는 신을 인간처럼 그리는 습관, 다시 말해서 신에게 영혼, 정신, 정념, 

호흡 등이 신에 속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성서의 말들은 신에 

대한 말로서는 부적합한 말들이다. 왜냐하면 신에게 인간과 같은 정신과 신체가 있거나, 

정념이 있거나, 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성령, 즉 신의 정신은 신의 역량, 존재, 신의 법령 등을 대신하는 

말일 뿐이지만, 성서는 대중들의 나약함을 고려해서 신의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신을 

인간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의 나약함(imbecillitas) 때문에, 성서는 신을 인간처럼 그리고 신에게 영혼, 정신, 정신의 

정념들, 그리고 신체와 호흡 등을 부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성령은 자주 

신의 영혼, 정신, 정념, 힘, 입의 호흡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101

 

그렇다면 성서는 어떤 것들을 신에 관련시키고 있는가? 성서에서 ‘신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신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거나, 신의 역량에 달린 것이거나, 신에게 바친 것 등이다. 

또는 모세의 법을 신법이라고 부르는 경우처럼 자연의 빛에 의해 계시되지 않고 예언에 의해 

전달된 것도 신적인 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 신에 관련된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언어 및 사고 습관에 따라서도 성서는 어떤 것을 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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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킨다. 가령 아주 높은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거나 가장 심각한 우울을 신의 

우울이라고 부르는 경우다. 이 경우 신적인 것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 또는 

습관과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공통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습관과 다른(insolitus) 자연의 작품들은 신의 작품들이라고 불리고, 습관과 다른(insolitus) 거대한 

나무들은 신의 나무들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아주 큰 힘과 아주 큰 키를 가진 인간들이 비록 

도적들이고 불경한 호색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그들이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인들은- 유대교도들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누군가가 어떤 

점에서 다른 이들을 능가할 때 그런 점들을 모두 신에게 결부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102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서에서 ‘신의 정신’이나 ‘신적인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예언이 신적인 인식이라고 일컬어지고 예언자가 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대중들이 공통적인 것을 넘어서거나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고, 성서도 대중들의 이러한 습관에 따라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언자에게 신의 정신이 있다’고 말하는 성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이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오직 인간 본성의 법칙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인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언자들은 상상의 도움을 통해서 신의 

계시들을 파악했으므로, 그들이 지성의 한계들을 넘어서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음은 확실하다. 자연적 인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원리들이나 개념들 만을 가지고 

합성할 수 있는 관념들보다는 말과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할 수 있는 관념들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적 인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원리들이나 개념들은 공통 

개념들이고, 그것들은 우리 신체와 외부 사물들의 공통적인 성질들에 상응하는 관념들이므로 

매우 제한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다. 우리의 바깥에는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사물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인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원리들이나 

개념들로부터 연역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관념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며 구체적인 일들을 알려 

주지도 않는다. 그에 비해 말과 이미지들, 즉 상상들은 각자의 신체의 기질과 경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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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를 지배했던 의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새로운 

관념들은 훨씬 많으며 구체적이다. 예언적 인식은 자연적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줄 수가 있다.  

“모두가 신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지식이 자연적 인식과 다른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이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그것의 원인을 그 자체로 고려된 인간 본성의 법칙들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103 

또한 ‘예언자에게 신의 정신이 있다’고 말하는 성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예언의 모호성과 비항상성이다. 예언은 예언자들에게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으며, 자주 있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며, 매우 드물게만 나타난다. 왜냐하면 

상상이 모호성과 비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공통적인 개념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공통적인 신체의 본성과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공통개념으로부터 연역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그만큼 그것은 자주 일어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예언은 예언자들에게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으며, 자주 있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며, 

매우 드물게만 나타난다. 왜냐하면 상상이 모호성과 비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4

 

그러나 ‘예언자에게 신의 정신이 있다고’고 말하는 성서의 구절들은 예언적 인식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지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두 눈을 

뜬 상태에서 그것을 상상하는 예언자의 재능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인간들에게만 할애된 재능이며, 매우 드물게 할애되는 재능이다.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재능은 그것이 뛰어난 상상력인 한에서 인간 본성의 

법칙들만으로 설명되는 재능은 아니다. 그러나 예언은 전체 자연의 법칙들, 즉 신의 법령들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일종의 자연적 인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의 빛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의 빛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상상은 그것이 신의 법령들을 드러내는 한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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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예언자들은 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05 

이와 같이 예언이 무엇이고, 신이 예언자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정치론』 1장에서의 탐구를 통해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탐구 범위의 측면에서, 예언적 인식의 원인은 탐구 대상이 아니다. 예언적 인식은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인간 본성의 법칙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인식이 

아니므로, 자연적 인식에 의해서 예언적 인식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설정한 예언에 대한 자신의 탐구의 목적은 예언적 인식의 원인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대해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자연의 빛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결론들을 이끌어 내는 데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예언적 인식의 원인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강조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서의 가르침들을 간파해서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106

 

다음으로 탐구 방법의 측면에서, 예언에 대한 탐구의 유일한 토대는 성서다. 예언적 인식이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된다면, 자연적 인식이 의존하는 원리들, 즉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들 만을 가지고는 예언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모든 예언적 인식들이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간들이 자연의 빛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신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인식을 넘어서는 예언적 인식도 있고 자연적 인식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파악하는 예언적 인식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연적 인식을 넘어서 확장되는 예언적 

인식에 대한 탐구는 오직 성서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예언과 예언자들에 대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주제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오직 성서로부터 이끌어내 져야 한다. 예언자들이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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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107 

이러한 탐구 범위와 방법을 결정한 후,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 2장에서 ‘예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했던 각각의 ‘예언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부에서 살펴 보았던 상상 이론을 통해서, 스피노자는 

상상을 신체의 변용들에 대한 관념으로 재정의한 바 있다. 상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물들 자체와 유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물들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체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 사실 외부 사물들의 본성을 

지시하기 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상상들에 대한 분석은 곧 우리 신체의 상태에 대한 분석이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예언들에 대한 분석은 곧 각각의 예언자들의 신체의 상태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분석 작업은 성서의 기록들에 의존하고 있다. 성서는 각각의 예언자들이 어떤 

신체의 상태에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자가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언할지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예언 자체가 각각의 예언자마다(in unoquoque propheta) 달라졌다. 

예언자의 신체적 기질(temperamentum)의 상태에 따라서, 그의 상상(imaginatio)에 따라서, 그가 

이전에 신봉하고 있었던 의견(opinio)에 따라서 달라졌다.”
 108

 

첫째는 예언자의 신체적 기질이다. 예언자가 기쁨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슬픔의 상태에 

있는지, 또는 예언자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정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예언자의 상상이다. 예언자가 신의 계시를 받거나 

그것을 다른 인간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는 화법이나 문체,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예언자의 의견이다. 예언자가 신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성서에 기초해서 ‘예언’을 말과 이미지에 대한 인식, 즉 ‘상상’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상상’으로서의 ‘예언’은 자신을 규정하는 이러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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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에 따라서 특정한 예언자에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내용과 방식으로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주어졌던 각각의 예언자의 예언들이 『윤리학』에서 설명했던 상상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2)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서의 예언: 예언자의 기질과 상상의 산물 

먼저 ‘상상’으로서의 ‘예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예언을 하는 각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temperamentum)’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점이다. 스피노자는 각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에 따라서 예언이 달라지는 양상들에 대한 성서의 기록들을 검토한 

뒤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에 따라서, 예언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예언자가 기쁨의 상태에 있다면, 

그에게 계시된 것은 승리, 평화,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인간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었다. 

사실 기쁨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습관적으로(solent) 그런 종류의 사건들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에 예언자가 슬픔의 상태에 있다면, 그에게 계시된 것은 전쟁, 시련, 그리고 모든 

악들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예언자가 자비로운지, 온화한지, 화를 잘 내는지, 엄격한지 등에 

따라서, 그 예언자가 이런 예언들보다 저런 예언들에 더 적합했다.”
 109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언이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성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예언의 다양성이다. 성서에서 예언자의 예언이라고 

확실하게 선언된 것들은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것들이었다. 가령 예언자들은 

때로는 승리나 평화와 같이 인간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선인 

것들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때로는 전쟁이나 시련과 같이 인간들을 슬픔으로 이끄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악인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의 다양성은 그저 무질서하기만 한 다양성이 아니라 어떤 규칙성을 

띄고 있는 다양성이다. 이 규칙성은 어떤 예언이 어떤 예언자에게 주어졌는지에 주목할 때 

드러난다. 아무 예언자에게 아무 예언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언이 주어질 예언자의 신체 

및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예언이 어떤 예언자에게 주어질 것인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기쁨의 상태에 있는 예언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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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의 상태에 있는 예언자에게는, 슬픔을 주는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다.  

게다가 기쁜 일에 대한 예언일지 슬픈 일에 대한 예언일지를 결정하는 예언자의 신체 및 

감정 상태는 완전히 우연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떤 예언이 어떤 

예언자에게 주어질 것인지는 예언자의 신체의 습관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기쁨의 상태에 있는 예언자들은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예언하는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예언했고, 반대로 슬픔의 상태에 있는 예언자들은 인간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예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예언했다.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습관적으로(solent)’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예언자에게 

주어진 특정한 예언이 그 예언자의 신체의 습관의 산물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에 따라 예언이 다양하다는 스피노자의 첫 번째 결론은 

기존의 예언 이론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신은 슬픔에 빠져 있거나 화를 

잘 내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예언 이론들이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서의 구절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꿈을 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성서는 슬픔에 빠져 있거나 화를 잘 내들에게는 신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져 있거나 화를 잘 내는 

예언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예언, 즉 인간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전쟁이나 시련과 

같은 예언들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 슬픔에 빠져 있거나 화를 잘 내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110

 

예언자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는 예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창세기」 37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야곱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곱의 일대기에서 중요한 

한 장면인 이 이야기는 야곱이 유난히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이 매우 큰 

것이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령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고,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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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그저 아들을 따라 죽겠다고 말하기만 했다. 이런 성서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야곱의 슬픔이 그에게 닥쳤던 다른 시련의 순간들, 가령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들이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등에는 야곱이 갖지 않았던, 엄청나게 큰 

슬픔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다시 야곱 일가가 요셉과 재회하기 전까지, 야곱이 

신으로부터 어떤 예언을 받았다는 성서의 기록은 없다.  

한편 예언자가 수많은 시련들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 것도 예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민수기」 13장 및 14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서에서 모세는 요나, 바울 등과 함께 대표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로 묘사되곤 하는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반란의 사건은 이러한 모세의 우울한 기질의 원인이 되었던 모세의 많은 시련들 중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12명의 

스파이들이다. 그들의 임무는 가나안 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 그들이 강한 지 약한 지를 

정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고하고, 거짓으로 비관적인 보고를 했고, 이러한 그들의 거짓 보고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은 

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수많은 히브리 전사들이 아말렉 전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은 

약속된 땅에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비난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신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성서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성서의 기록에는 

시간적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 9장에서 모세 5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34장, 37장,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발생 시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야곱이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보낸 기간은 22년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팔려 올 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고, 파라오가 그를 감옥에서 불러 냈을 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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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30세였으며, 그 후 풍년 7년과 기근 2년이 지난 후에 그와 그의 가족이 재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서는 요셉이 팔려간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야곱의 다른 아들인 

유다도 형제들을 떠나 일가를 이룬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 다시 재회하기까지 22년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유다에게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 22년 안에, 유다는 결혼해서 세 아들을 얻었고, 그 중 장남과 차남이 차례로 한 

여자와 결혼하고 죽었으며,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고, 심지어 그 

중 한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일까지 일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셉의 소개로 

파라오를 만났을 때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곱은 

87세의 노인이었을 때 레아와 결혼했고, 세겜 지방 군주의 아들이 레아의 딸 디나와 결혼을 

원하고 강제로 그녀를 겁탈했을 때 디나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으며,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전체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들의 나이는 고작 11살이나 12살이었다는 불합리한 

연대기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한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이 이야기에 관한 성서의 다양한 구절들을 비교해서 연도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창세기」 38장 뿐만 아니라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는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역사가들에 의해 옮겨 적어지고 베껴 적어진 것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111
 

한편 스피노자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울증의 상태에 있는 예언자에게는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서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출애굽기」 11장 8절에서 

서술되는 이야기는 모세의 신체의 역량이 감소되었을 때 모세가 예언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의 신체의 상태에 맞는 예언이 모세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 분노했었고, 그래서 신은 모세에게 이집트 왕과 이집트에 

내려질 엄청난 재앙에 관해서 계시했다. 즉 분노의 상태에 있었던 모세에게 주어진 예언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맏아들을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예언이 이집트 왕에게 분노해 있는 모세의 신체와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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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적합한 예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세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자는 신체가 완전성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자는 그가 화가 나 있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고 그 대상에게 선인 것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거꾸로 그가 

화가 나 있는 대상에게 슬픔을 주고 그 대상에게 악인 것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예언하기에 적합한 자다. 모세가 사례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자는 그가 화가 나 있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고 그 대상에게 선인 것에 

대해서는 예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자는 그 대상에게 악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있지만 선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다.”
112

 

그러므로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특성은 『윤리학』이 발견한 상상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이 상상적 인식인 한에서, 그것은 상상의 법칙들에 따라서 

일어난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 서술된 모세의 이야기는 예언이 다음과 같은 상상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인간 정신은 자기가 증오하는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상상은 인간 정신을 기쁨으로 

변용시킨다는 법칙이다.  

“(정리 20)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상상하는 자는 기쁠 것이다. (증명) (3부 정리 13에 

의해서) 정신은 신체의 작용 역량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것들의 실존을 배제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3부 정리 13의 주석에 의해서) 자기가 증오하는 것들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따라 정신이 증오하는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의 이미지는 정신의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3부 정리 11의 주석에 의해서) 정신을 기쁨으로 변용시킨다. 따라서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상상하는 자는 기쁠 것이다.”
113

 

스피노자는 예언자 엘리사의 이야기도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의 

증거로 간주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열왕기하」 3장 15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예언자는 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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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게 한 대상에게 악인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있지만 그에게 선인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성서가 전하는 엘리사의 이야기 자체에는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해석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모압의 왕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다와 에돔의 왕들과 동맹군을 이루어 출정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예언을 청했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는 수금 뜯는 사람을 요청했고, 그 수금 

소리를 듣고 기쁨을 느낀 후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신의 말을 전했다.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화가 나서 예언의 청탁을 계속 거절하다가, 수금 소리를 듣고 

기쁨을 느낀 후에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피노자는 음악을 듣기 

전까지는 엘리사의 신체의 역량이 감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음악을 듣고 그의 신체가 완전성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해석에 반대한다. 물론 음악을 듣기 전까지 엘레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예언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신체가 

완전성의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언할 것이 동맹군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증오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선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금 소리를 듣고 기쁨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엘리사가 비로소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체가 완전성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라는 기쁜 소식이 기쁨의 

상태에 있는 그에게 적합한 예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예언자의 신체와 정념의 상태는 예언자의 신체의 변용들을 질서 지우는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 예언자의 예언들은 그의 신체의 습관에 맞춰져서, 다시 말해서 그의 

신체의 기질에 맞춰져서,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띠는 것들이었다. 가령 「열왕기상」 22장 

8절에 등장하는 예언자 미가야의 이야기는 한 예언자의 예언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아합왕은 예언자 미가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만사가 왕의 뜻대로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언자 미가야만이 자기를 싫어해서 한 번도 잘되리라고 예언하지 않고, 

사사건건 나쁜 일들 만을 예언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가야는 일생 내내 아합왕에게 

그에게 일어날 나쁜 일들 만을 예언했고, 이번에 아합왕이 앞둔 전쟁에 대한 미가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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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도 그가 아합왕에서 주었던 다른 예언들처럼 불길한 것이었다. 그가 아합왕에게 알려 준 

것은, 전쟁에 이길 거라고 말하는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아합왕이 전쟁을 하러 나섰다가 

죽게 하려고 그를 꾀어 내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거짓 예언자들이며, 신이 아합왕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에 따라 그에게 적합한 예언이 달라졌다는 것은 예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예언에 적합한 예언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서 속에서 

실제로 예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예언자가 아니라 그 예언에 가장 

적합한 예언자였다.  「역대기하」 34장에 따르면, 요시야왕은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부정 부패를 척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언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점은 이 때 그가 예언을 청한 것은 당대의 위대한 

예언자였던 예레미아가 아니라 궁중 예복을 책임지고 있는 살룸의 아내, 훌다였다는 

사실이다. 왜 요시야왕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예언자가 아니라 일개 여자 예언자에게 예언을 

청했는가? 훌다에게 내린 예언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훌다의 

예언에 따르면, 신은 히브리 민족의 악행들에 대한 대가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자, 신은 자비를 

베풀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약속하셨다. 성서는 요시야왕이 이러한 훌다의 예언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예언이 가르치고 있는 신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 명령에 따라 살겠다는 서약을 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요시야왕의 

백성들은 이러한 서약을 통해서 실제로 신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위해 훌다가 예언자로 선택된 이유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기질이 신의 자비를 예언하기에 남성의 기질보다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레미아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예언, 다시 말해서 신의 자비에 대한 예언에 적합한 예언자가 아니었다. 요시야 왕이 

그에게 예언을 청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실 예레미아는 흔히 흐느끼는 

선지자라고 불리며, 비관론을 상징하는 예언자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히브리 

민족에게 신의 자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분노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끝내 신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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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끝내 파멸하고 말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아는 그의 신체가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탄에 잠기고 삶에 대한 염증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을 때 예언을 했다. 

자신의 기질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에 적합할 때, 즉 히브리 민족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때, 예언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언자의 기질에 따라서 예언이 다양하고, 특정한 예언자에게 특정한 

예언이 적합했던 이유는 예언과 예언자가 특정한 민족의 특정한 역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에제키엘」 3장 14절은 예언자의 기질이 그가 예언을 전할 특정한 

민족의 기질에 맞춰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신은 에제키엘을 예언자로 삼을 때, 그를 

다른 히브리인들처럼 고집이 세고 불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성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예언자였던 에제키엘이 히브리인들과 동일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왜 신은 예언자 에제키엘의 기질을 히브리인들의 기질에 맞추었는가? 

에제키엘이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만을 위해서 신의 말을 전했던 예언자였고, 

그가 히브리 민족에게 예언했던 것은 히브리 민족의 번영과 복종이 아니라 불행과 

불복종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상’으로서의 ‘예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예언이 예언자의 ‘상상(imaginatio)’에 따라서도 다양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예언의 다양성의 첫 번째 요인이었던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temperamentum)’이란 예언자 

마다 다른 신체의 습관, 그리고 이러한 습관에 따른 신체의 변용의 상태 및 이에 상응하는 

정념 등을 가리킨다. 이제 여기에서 살펴 볼 예언의 다양성의 두 번째 요인, 즉 예언자의 

‘상상(imaginatio)’은 예언자의 예언이 표현되었던 다양한 화법이나 문체, 그리고 예언자의 

예언에 등장했던 다양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말들과 

이미지들, 즉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상상들이 예언자의 예언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먼저 스피노자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다양한 

화법들과 문체들을 비교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상상의 배치에 따라서, 예언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만약 예언자가 세련된 자였다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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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세련된 문체로 신의 사유를 인식했다. 반대로 그가 혼란스러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혼란스러운 

문체로 신의 사유를 인식했다.”
 114

 

이러한 결론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언을 전달하는 화법이나 문체의 다양성이다. 

우선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서 속의 예언들을 비교해 보면, 예언의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체와 화법은 엄청나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예언자가 정제된 

유형의 사람이면, 신의 사유를 정제된 문체로 말했고, 반면에 그가 혼동스러운 사람이면 

혼동스러운 문체로 말했으며, 명료한 예언자는 명료한 화법으로 신의 사유를 받아들였지만, 

불명료한 예언자는 불명료한 화법으로 신의 사유를 받아들였다.  

“예언의 문체는 각각의 예언자의 언변에 따라 다양했다. 사실 에제키엘과 아모스의 예언들은 

이사야와 나흠의 예언들처럼 교양 있는 문체로 쓰인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조야한 문체로 쓰였다. 

만약에 히브리어를 잘 아는 누군가가 이러한 차이들을 주의 깊게 탐구하고자 했다면, 그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양했던 예언들이 담겨 있는 몇몇 장들을 차례로 비교해 보고 문체 상의 큰 

대비를 발견할 것이다.”
 115

 

이런 식으로 성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문체와 화법으로 작성되었고, 각 예언자의 

웅변술에 따라서 예언의 문체나 화법이 달라졌다. 사실 신은 특정한 문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언자가 세련된 자인지, 간결한 자인지, 꾸밈 없는지, 조잡한지, 장황한지 등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신다.  

“신은 어떤 특정한 문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 문체가 세련되고, 간결하고, 

엄격하고, 조야하고, 장황한 것은 전적으로 예언자의 교양 수준과 재능에 달린 일이다.” 
116

 

그리고 이러한 말의 다양성은 이미지들의 다양성으로 좀 더 일반화해서 설명될 수 있다. 

신은 특정한 이미지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로 자기를 계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보았던 이미지가 동일한 것이었다는 해석에 대해서 

반대한다. 가령 랍비들은 이사야가 본 이미지와 에제키엘이 본 이미지가 같은 것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들의 해석은 성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114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7: G III 32. 
115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9: G III 33. 
116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9: G III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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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랍비들은 이사야의 표상과 에제키엘의 표상이 동일한 것이었지만, 농부였던 에제키엘이 극도로 

놀란 나머지 현상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순전히 그들 

마음대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117

 

성서에 따르면, 성전을 떠나는 신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계시는 이사야와 에제키엘에게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계시되었다. 사실 에제키엘이 본 이미지와 이사야가 본 이미지는 

달랐다. 이사야가 본 것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핀이고, 에제키엘이 본 것은 4개의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었다. 심지어 그들이 본 신의 이미지도 서로 달랐다. 이사야가 본 신은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는 신이었지만, 에제키엘이 본 신은 불로서의 신이었다. 왜냐하면 예언은 

상상이고, 따라서 지성이 아니라 습관의 산물이므로, 습관이 달랐던 그들은 다른 이미지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야와 에제키엘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신에 대해 상상하던 대로 신을 보았음에 틀림없다.” 
118

 

그런데 이렇게 예언자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었던 각각의 예언자의 습관은 

개인적 차원의 습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습관이기도 했다. 가령 예언자의 직업에 

따라, 살아온 환경에 따라 예언자들이 상상한 이미지는 달라졌다. 가령 이사야가 본 이미지와 

아모스가 본 이미지는 달랐는데, 그들이 본 이미지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이사야는 

궁내관이었지만 아모스는 농부였기 때문이었다.  

“그 예언자가 농부였다면, 그가 봤던 것은 황소들과 암소들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예언자가 

군인이었다면, 그가 봤던 것은 장군들과 군대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궁에 사는 자라면, 그가 보았던 

것은 왕좌 같은 것들이었다.” 
119

 

나아가 예언자들이 상상한 이미지는 그 명료성에 있어서도 서로 달랐다. 어떤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더라도 그러한 이미지가 너무 모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언자 자신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즈가리야에게 

                                           
117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10: G III 34. 
118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10: G III 34. 
119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7: G III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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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예언의 경우다. 「즈가리야서」 4장에 따르면, 즈가리아는 환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였다. 환각을 통해서 즈가리야에게 표상되었던 것은 금으로 만든 일곱개의 

등잔들과 올리브 나무 두 그루였다. 그런데 즈가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즈가리야는 자기를 흔들어 깨운 천사에게 자기가 본 

이러한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천사의 설명에 따르면, 일곱 

개의 등잔들은 신의 눈을 의미하고,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신을 모시도록 선택된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즈가리아에게는 이런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예언자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설명을 듣고 나서도 예언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미지들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예언자 다니엘의 경우에 그랬다. 「다니엘서」 

7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였다. 다니엘은 꿈 속에서 큰 

짐승 4마리나 옥좌 같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러한 이미지들의 의미를 알기는 커녕 너무 

마음이 어수선하고 머리가 어지럽기만 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혼란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미지들의 의미를 설명해 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니엘은 끝내 이런 이미지들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고, 그저 마음에 담아 두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다니엘은 자기에게 환각들이 나타났을 때 까무러쳐서 땅에 엎드렸고, 그 환각들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얼빠진 사람처럼 지내며 여러 날 몸져누웠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니엘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색이 되어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기만 했다.   

이와 같이 성서에서 예언의 다양함은 예언이 얼마나 모호한 것이거나 명료한 것인지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예언자의 예언은 그 예언자에게 아주 명료한 것이었지만, 어떤 예언자의 

예언은 그 예언자에게 아주 모호한 것이어서 예언자 자신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언은 예언자들의 상상이었으므로, 예언자들마다 상상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었고, 

예언자들의 각각의 상상들은 힘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명료한 것도 있었지만 아주 모호한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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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합한 관념으로서의 예언: 예언자의 의견과 대중의 의견의 합치 

마지막으로 스피노자가 성서에서 찾아낸 ‘상상’으로서의 ‘예언’의 세 번째 특성은 각각의 

예언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의견(opinion)’이 서로 달랐고, 각 예언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예언들도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소위 기브온의 기적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자연 현상들의 

원인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동맹군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중천에 머물러 하루를 꼬박 움직이지 않았고, 이 자연 현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인들에게 기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기브온의 기적 이야기는 여호수아 및 이 

이야기를 쓴 저자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의견을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즉 지구는 정지해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날은 태양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러한 의견은 그 이후 밝혀진 과학적 지식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과학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 노아는 지구는 

둥글다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팔레스타인 너머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이 인류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은 이러한 그의 의견에 

맞추어 그에게 계시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은 어리석게도 점성술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이 동방의 별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은 

이러한 그들의 의견에 맞추어 그렇게 계시된 것이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고 지구는 정지해 있다고 믿었던 이사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히즈카야의 병을 낫게 해 주고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히즈카야는 그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를 요구했다. 이 

때 이사야가 제시했던 예언의 확실성의 기호는 해시계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가 10칸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이사야의 의견에 맞추어서 태양의 역행이 예언의 기호로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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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은 일어났다. 그러나 물론 이사야는 그 사건의 참된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그 사건의 참된 원인을 알지 못해도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예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요점은 예언자가 예언된 사건의 자연적 

원인에 대해 알건 모르건 상관 없이 그 사건은 일어날 수 있고, 그 예언도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호수아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빛이 평소보다 더 길게 남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지 천문학의 대가가 아니었다. 그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천문학적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원인을 

알아야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지하다고 해서 

예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예언은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맞추어 예언자에게 

주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예언자가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 자연적 원인들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언자의 의견이 대중들의 

의견과 같은 것이었다는 점이다. 지구는 멈추어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인데, 바로 그날 

얼마 동안 태양이 멈추어 있었던 거라는 여호수아의 의견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의 

병사들, 즉 대중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견이었다. 사실 여호수아의 예언이 그 전쟁에서 

예언으로서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의 병사들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자신과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 모두는 낮 동안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와 동시에 그날은 얼마 동안 태양이 멈추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다.”
120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세에게 계시된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인간의 

행위는 신의 영원한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은 모세에게 인간의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 신이 실제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된 것이 아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되었던 것이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들의 고유한 역량에 따라서 행위 한다고 믿었던 

                                           
120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13: G III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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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들에게 신은 다가올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121

 

그리고 신에 대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의견은 당시 히브리 대중들의 의견에 

합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히브리 대중들은 신의 존재를 영원 진리로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입법자나 군주로 이해했고, 신의 말을 입법자의 의지에 의해서 설립된 법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러한 히브리 민족의 편견과 무지는 그대로 모세에게도 적용된다. 모세는 

히브리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법령들이 영원 진리들이라는 적합한 관념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법을 써 내려갔던 것이다.  

“계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원리들을 통해서, 그가 알았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영토 안에서 가장 잘 통일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완벽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즉 국가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가장 잘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의 목표는 그러한 영토 안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적 복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과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즉 그러한 것들은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영원 진리로서 알지 못하고 설립된 명령들 및 규칙들로 

이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법으로서 그것들을 명령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신을 우두머리, 입법자, 군주, 자비로운 분, 정의로운 분 등으로 상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만 속하는 것이지 신의 본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임에 

틀림없다.”
 122

 

그러므로 모세가 계시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즉 히브리 대중들보다 모세가 더 알았던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모세가 히브리 대중들보다 더 알았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신의 본성에 대해서 적합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즉 신의 본성이 무엇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대중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신을 

입법자나 군주로 이해했고 신의 말을 법으로서 그의 민족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것과 모세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것은 신의 속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세는 신에 대해서는 대중들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의 속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은 대중들과 

                                           
121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7: G III 32. 
122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4장 § 9: G III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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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무지했고, 예언자들의 의견은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사실 예언자들은 신의 속성들에 대해서 독창적인 것은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신에 대한 

그들의 의견들은 전적으로 대중들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계시들은 이러한 의견들에 맞추어 서로 

다르게 제시되었다.”
 123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이러한 성서 텍스트 분석 결과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의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랐고,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의견은 신의 본성과 자연의 원인들에 대한 참된 관념이 아니라 대중들의 의견과 동일한 

것이었고 부적합한 관념이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예언은 그의 ‘상상’이었고, 이렇게 

다양하고 부적합하고 모호한 것이야 말로 상상의 본성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예언자들이 거의 모든 것을 우화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인식하고 가르치며, 모든 

정신적인 것을 신체적으로 표현했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상상의 본성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서나 예언자들이 신의 정신이나 신의 사유에 대해서 아주 부적합하거나 

아주 모호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이다. (…) 이 모든 것은 신과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대중들의 상상과 합치하는 것이다.”
 124 

그러므로 이러한 성서 텍스트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예언자의 말이 권위를 갖는 문제가 

무엇이고 반대로 권위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언자들은 신의 

속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따라서 신의 속성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언자의 

말이 권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들의 문제는 다른 경우다. 

스피노자는 이 경우에는 예언자의 권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순전히 사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름과 좋은 관습들에 관련된 

것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125

 

왜냐하면 모세의 법은 이성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중들의 의견과 합치하는 

법이었고, 히브리 국가를 세우고 번영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민족은 참된 

지복이 배타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의견과 합치하는 가상, 즉 

                                           
123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13: G III 37. 
124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장, § 29: G III, 28-29.  
125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12: G III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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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로서의 신과 신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가상에 의해서 신에게 복종하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었다. 모세도 히브리 민족에 대한 신의 선택의 이러한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대중들이 

자기들에 대한 신의 특별한 선택을 기적이라고 믿게 놔뒀다. 지성적, 도덕적 능력이 별로 

없는 그들이 신을 숭배하게 만들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언자는 신의 본성과 자연의 원인들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언자들이 대중들의 칭찬과 찬양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고귀하고 탁월한 정신적 

기질, 즉 다른 대중들과 차이나는 어떤 정신적 측면이나 지적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는 덕, 그러나 예언자들이 비범한 정도로 가지고 있는 덕, 곧 경건함과 

항상적인 정신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비범한 지성적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삶의 태도의 비범함 때문에 찬양 받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고귀하고 탁월한 정신적 기질(ingenium) 때문이 아니라 경건함(pietas)과 영혼의 

항상성(animi constantia) 때문에 칭찬과 찬양을 받았음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126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연 현상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신의 속성들에 대해서도 무지했지만, 

이러한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경건함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이 

대중들의 도덕적인 삶과 사회의 통합에 덜 기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각 

예언자들의 기질, 상상, 의견에 따라 무척 다양하고 독특하게 나타나는 예언들이 합치하는 

점은 도덕적 가르침을 주고,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예언자들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다는 것이 

경건함(pietas)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좀 더 중요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예언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다.”
 127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 1장과 2장에서 예언 및 예언자에 대한 성서의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첫째, 성서는 신이 예언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한 수단이 말과 이미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언은 정신을 통한 인식이 

아니라 말과 이미지를 통한 인식, 즉 상상이다. 둘째, 성서에서 예언은 예언자의 기질과 

                                           
126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13: G III 37. 
127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장 § 13: G III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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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예언은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 정의되는 상상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셋째, 성서에서 예언은 예언자의 의견에 따라서도 달랐고, 예언자의 의견은 

그가 속한 사회의 대중들의 의견과 합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결론들을 

통해서 스피노자는 예언이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권위를 갖지 않고 도덕적인 삶과 

사회 통합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철학과 종교를 

분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1-2. 마이모니데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 

그러나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은 이렇게 예언을 상상으로 규정하고 상상 일반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내적인 대립을 갖게 

되거나 『윤리학』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언이라는 상상의 특별함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일종의 상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이 비판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예언을 철저히 상상으로 규정하는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 1장 2절(1-

2)에서는 마이모니데스가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이러한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을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과 비교해 봄으로써 예언을 상상으로 규정하는 스피노자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마이모니데스: 예언자의 지성적 완전성과 기적으로서의 예언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예언자들이 왜 신의 선택을 받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부류는 

무지자의 의견이고, 두 번째 부류는 철학자의 의견이며, 세 번째 부류는 참된 신앙인의 의견, 

다시 말해서 성서의 의견이다.  

그래서 그의 예언 이론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무지자의 의견을 

비판하고 철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단계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 지지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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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의 의견과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의견 간에 존재하는 약간의 차이, 그러나 큰 

의미를 갖는 차이를 지적하고 참된 신앙인, 즉 철학자 이상의 철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의견, 즉 철학 이상의 철학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성서의 의견을 최종 결론으로 

제시하는 단계다.  

먼저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의 첫 번째 단계를 살펴 보자. 마이모니데스가 무엇보다도 

먼저 비판하는 것은 예언에 대해서 무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다. 예언자는 그저 

도덕적으로 선한 자일 뿐, 어떤 다른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무지자들의 의견이다.  

“예언을 믿는 자들 중에는, 심지어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 중에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무지자들이 

있다. 신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아무나 선택해서, 그에게 예언의 영감을 불어 넣고, 사명을 

맡기셨다고 말이다. 그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하기만 하면 되고,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상관 없다고 말이다. 그들은 신이 사악한 자에게 성령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막 나가지는 않고, 그 사악한 자가 개과천선하도록 신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128

 

이러한 무지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마이모니데스가 동의하지 않는 점은 신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아무나 선택해서 예언자로 삼는다는 생각이다. 그가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또는 

늙었거나 젊었거나 예언자가 되는 데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말이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뉘는 그의 지성적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또는 젊은 자와 늙은 자로 

나뉘는 그의 신체적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무지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모니데스가 좀 더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은 철학자들의 의견이다. 철학자들의 의견은 

이러한 무지자들의 의견과 다르다. 그들은 무지자들처럼 아무나 예언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기만 하다면 아무나 예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언을 완전성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간주하며, 바로 이 점에서 마이모니데스는 

무지자들의 의견보다 철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한다.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언은 완전성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128 마이모니데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2부 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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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며, 오직 학습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능력은 인류 전체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각 개인의 결함 때문이거나 혹은 다른 외적인 이유들 때문에, 모든 개인들 안에서 꽃피지는 않는다. 한 

종에게 공통적인 능력이란 것은 다 그렇다. 몇몇 개체들에게서만 그 능력이 완전성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지, 모든 개체들에게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몇몇 개체들에게서 그 능력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완전성 자체는 본성에 속하지만, 그것은 오직 행위자에 

의해서만 산출되고, 그것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지자가 

예언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아무리 예언이 의도치 않게 발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난 

밤에 예언자가 아니었던 자가 다음날 아침에 예기치 않게 예언자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지성적 능력 및 도덕적 능력에서 완전할 뿐만 아니라 상상적 능력에서도 가장 

완전한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예언자가 된다. 예언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잘 먹긴 했지만 자기가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예언을 하지 못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129

 

그렇다면 예언에 대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번째 의견은 인간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완전성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속하는 것이다. 즉 예언은 자연적 능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본성이 실현되고 안 되고는 행위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본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는데, 하루 아침에 예언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지자가 예언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구리가 예언자가 되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견은 예언이 인간의 본성 자체에 속하는 

자연적 능력이므로, 예언자가 되는 일은 자연법에 따르는 일이라는 의견이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본성이 몇몇 개체들 안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자가 예언자가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지자들이 예언을 신의 자의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철학자들은 이처럼 예언을 자연의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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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마이모니데스가 

보기에 예언에 대한 성서의 의견은 철학자의 의견과 대부분 합치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단 

한 가지다. 예언의 본성과 예언자에 대한 신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성서의 가르침과 

이성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세 번째 의견은 성서가 가르치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이야 말로 우리의 종교의 원리들 중 하나다. 

이러한 견해는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점에서 철학자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 비록 누군가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열심히 준비시키더라도, 그가 

실제로 예언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그 능력의 사용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내 생각에, 예언은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일이며 기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연법에 따르면, 적절한 신체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열심히 

도야 하고 훈련 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킨 자라면 누구나 예언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30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철학자의 의견을 구성하고 있는 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성서의 의견과 합치하지만, 두 번째 부분은 성서와 합치하지 않는다. 즉 성서는 예언이 

예언자의 지성적, 도덕적 완전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긍정하지만, 철학자들처럼 예언을 

자연법에 종속 시키고 자연의 필연성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성서는 예언을 자연법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자연법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일, 즉 

기적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성서가 이와 같이 예언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언에 대한 철학자들의 의견은 어떤 점에서 불충분한가?  

 “예언은 상상력의 가장 완전한 발전 단계에 있다. 그래서 예언은 정신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의 

도야를 통해서 어떤 사람 안에서 발견되거나, 인간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전하다고 해도, 최고 수준의 자연적 

탁월성을 지닌 상상력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131

 

우선 마이모니데스가 철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완전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예언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적 완전성과 도덕적 완전성 만으로는 안 되고, 최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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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부여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즉 그들은 예언자는 

철학자지만, 철학자 이상의 철학자라는 점, 다시 말해서 예언자가 훌륭하고 완전한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자연적 탁월성을 지닌 상상력을 가진 자라는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인간의 상상력이 최고의 완전성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상상력은 

신체의 능력이다. 따라서 상상력은 신체가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최고로 발휘된다. 그래서 

예언자의 신체는 완벽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래야 한다. 신체의 능력은 신체 부위들의 

완전한 상태에 있고, 신체 부위들의 완전한 상태는 처음부터 그런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장기의 손상은 훈련에 의해서 완전히 치료되거나 보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체의 특정한 능력, 가령 상상력의 완전한 발전은 그러한 능력을 현실화 시키는 장기의 조건에 

달려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의 기질과 크기는 물론이고, 그것의 실체의 순수성이 

최적일 그러한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손상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하더라도 

훈련에 의해서 치료되거나 보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장기가 그것의 기질에 있어서 손상되었을 때, 

적절한 훈련은 기껏해야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까지 그 장기를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장기를 완전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장기가 크기, 위치, 또는 실체와 질료의 면에서 손상된다면,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32

 

그러므로 마이모니데스가 보기에 예언자의 재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점은 상상력이라는 자연적 체질의 완전성이 지성적 완전성이나 도덕적 완전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완전성이라는 점이다. 정신적 완전성은 논리학, 수학, 자연학, 형이상학의 

순서에 따르는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을 때 획득된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완전성도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산출된다. 우리의 치욕스러운 부분인 

감각에 이끄는 욕구들은 불가피한 정도로만 추구하도록 스스로를 억제하는 훈련을 하면 

도덕적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이라는 자연적 체질의 완전성은 이런 정신적 

완전성이나 도덕적 완전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신적 완전성이나 도덕덕 

완전성처럼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완전성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완전성에만 도달할 수 있고, 예언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최고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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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신체의 완전성은 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완전성이다. 

“예언은 학습과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습과 훈련이 가능성을 만들고 나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133

 

그래서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예언은 예언을 하는 자의 신체의 상태가 완전성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최고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주어졌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즉 

건강 상태가 약해지고, 피로해지고, 타락했을 때, 그래서 슬픔에 빠지거나 화가 나거나 

활기를 잃어 버리는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에는 예언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전에는 주어졌던 예언의 능력도 중단되었다.  

 “알다시피 신체의 능력들은 어떤 때에는 약해지고, 피로해 지고, 타락하며, 다른 때에는 건강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상상이 신체의 능력들 중 하나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예언자들이 슬픔에 빠지거나 

화가 나거나 그와 비슷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곤 했다. 성현들은 

슬픔에 빠지거나 활기를 잃어 버렸을 때의 예언자는 영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야곱의 상상이 

요셉의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않았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파이들의 잘못된 보고서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수근거릴 때부터 그 

세대의 전사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들로 인해서 우울증의 상태에 있을 때, 모세는 예전과 

달리 어떠한 신의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모세는 상상력을 통해서 예언적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적 영감을 받았던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34

 

마이모니데스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지성적, 도덕적 

완전성을 가졌고 준비된 자들이었음에도 예언을 받지 못한 성서 속의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첫째는 야곱의 경우다. 성서에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 것도 예언하지 않았다. 둘째는 모세의 경우다. 성서에서 모세는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예언을 하지 않았다. 마이모니데스는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모세의 특별함을 지성을 통한 예언이라는 점에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사례를 신체의 상태가 완전성의 상태가 아닐 때 예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성서의 사례들은 지적이고 선한 자들이 반드시 예언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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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고,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이 생각하듯이 자연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일처럼 적절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예언자가 될 것인지, 언제 그럴 

것인지는 신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물론 학습과 훈련이 없이는 예언이 불가능하고, 학습과 

훈련은 예언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학습과 훈련은 예언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예언자가 될 수 없다. 언제, 누가, 무엇을 예언할지는 자연의 필연성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예언할지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언이 기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마이모니데스는 예언의 원인은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언이 꿈이나 

환각과 동일한 종류라는 점 뿐이다. 성서에서 대부부분의 예언은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즉 신은 환각 속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고 꿈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언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언의 본성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려 주는 것은 바로 꿈이나 환각이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밝혀진 꿈의 본성이자 또한 예언의 본성이다. 참으로 밝혀진 꿈과 예언 간의 

차이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다. 그래서 성현들은 꿈이 예언의 60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류가 아예 다른 두 가지 간에는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완전성이 말의 

완전성의 몇 배쯤 하는 완전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라바(Bereshit Rabba)』 17장에서, 

성현들은 꿈이 예언의 덜 익은 과일 조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탁월한 비교다. 왜냐하면 덜 

익은 과일도 과일은 과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나무에서 떨어진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동안의 상상력도 예언을 받을 때의 상상력과 동일한 작용이다. 다만 잠들어 

있는 동안의 상상력은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상상력, 아직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상력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성서의 구절에 참조할 때,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있었다.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다면, 나, 너희들의 하느님은 환각 속에서 그에게 나를 알릴 것이고 꿈 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민수기 12장 6절).” 여기에서 하느님은 예언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즉 예언은 꿈이나 환각 속에서 얻게 되는 완전성이라는 점 말이다.”
135

 

물론 예언은 꿈이나 환각과 같은 종류이지만, 꿈이나 환각은 예언의 60분의 1이고, 예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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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과일 조각에 불과하다. 꿈과 환각은 지성이 아니라 상상이고, 사실 상상은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상상의 기능은 감각 인상들을 보유하고, 조합하고, 그래서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것인데, 감각은 신적인 기원을 갖는 인식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신적인 능력은 타락 이전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만 온전하게 주어졌던 능력, 즉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성이다. 아담이 

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상상의 욕망들과 육체의 감각적 쾌락에 이끌렸을 때, 그에게 

내려진 벌은 지성적인 이해 능력의 상실이었다. 그러나 감각의 기능이 정지할 때, 상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고, 신의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때가 

바로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각을 볼 때다. 그래서 꿈과 환각은 예언과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만을 가지고 있는 특권적 상상이고, 우리는 꿈과 환각을 통해서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상상력의 기능은 감각 인상들을 보유하고, 조합하고, 그래서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상력의 가장 주요한 기능, 최고의 기능은 감각들이 쉬고 있을 때, 활동을 

멈추었을 때 수행된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향성만큼의 신의 영감을 받는 

때가 바로 그 때이기 때문이다.”
 136

 

그러므로 마이모니데스가 생각하는 예언자 중의 예언자는 모세다. 왜냐하면 모세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을 통해서 십계명을 계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법은 상상이 아니라 정신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 뿐인 참된 법이다. 그것은 진리로서의 법, 곧 인간의 신체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신과 우주에 대한 올바른 

개념들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을 영혼의 완전성으로 이끄는 데에도 기여하는 법이다.  

(2)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의 대립 또는 스피노자 안의 대립 

그렇다면 이러한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과 1장 1절(1-1)에서 살펴 보았던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 간에는 선명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예언이 무엇이고, 신이 어떤 

방식으로 예언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했으며, 예언자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등과 같이 거의 

                                           
136 마이모니데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2부 36장. 



118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있었고, 성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지만, 그들이 

도달한 해답은 정반대의 해답이었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마이모니데스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스피노자는 모세의 법이 정신 만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되었고, 바로 이렇게 

지성적인 예언이라는 점에 모세의 예언의 특별함이 있다는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마이모니데스는 신이 예언자들에게 계시하는 수단이 말들과 

이미지들이었으며, 각 예언자에게 주어진 예언은 예언자의 신체의 기질, 상상, 의견에 맞추어 

주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성서의 구절들을 임의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예언을 하는 자의 신체의 상태가 완전성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예언이 

주어진다는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마이모니데스는 

인간 신체의 특정한 상태나 특정한 화법과 이미지에 대해서 신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통상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간주되는 

인간 신체의 상태가 있겠지만, 그런 완전성의 상태는 인간의 관점에서 완전한 것이지 신의 

관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 앞에서는, 모든 신체가 완전한 상태에 있다. 사실 

신이 특정한 신체의 특정한 상태를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한다는 생각은 불합리한 생각이다. 

신에게 그런 제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은 각각의 다른 신체의 

각각의 다른 상태를 통해서 자신을 무한히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에 더 부합한다. 무한한 존재인 신은 기쁨에 들떠 있거나 온화한 자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거나 화를 잘 내는 자를 통해서도 자신을 

표현한다. 다양한 예언자들과 그들의 다양한 상태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중들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신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스피노자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예언자가 될 수 없고, 언제, 누가, 무엇을 

예언할지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언을 기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물론 예언적 인식이 자연적 인식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그것의 원인을 그 자체로 고려된 인간 본성의 

법칙들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그 자체로 고려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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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의 법칙들 안에서 예언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예언의 원인이 인간 본성의 

법칙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언의 원인이 인간 본성의 법칙들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법칙들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예언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언이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그것의 원인을 그 자체로 고려된 

인간 본성의 법칙들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예언의 특성은 예언이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 정신이 

자신의 본성의 법칙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의 통상적 질서에 따라서 외부 사물들을 

지각할 때 일어나는 인식이라는 점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을 ‘상상’으로 간주하는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읽을 수 있다. 즉 마이모니데스가 예언자의 지성적 완전성을 가정함으로써 

예언을 ‘합리화’했다면, 스피노자는 이에 대립해서 예언을 탁월한 ‘지성적’ 능력이 아니라 

탁월한 ‘상상적’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이모니데스가 예언이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예언 자체를 ‘기적’으로 간주했다면, 스피노자는 이에 대립해서 

예언을 기적이 아니라 ‘상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상상’으로 간주하는 

스피노자의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이모니데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즉 마이모니데스는 예언을 ‘합리화’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탁월한 지성적 능력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예언의 특징을 ‘초자연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예언의 지성적 성격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언을 탁월한 상상적 능력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식으로서의 예언을 ‘자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이와 같이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자신의 예언 

이론을 세움으로써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인가? 

마이모니데스는 예언자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자로 보긴 했지만, 예언을 본질적으로 

지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예언의 상상적 측면을 지성적 측면의 보조물로만 보기 보고 있다.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상상 일반이 아니라 꿈이나 환각처럼 특별한 상상이었고, 

그가 예언과 관련시켰던 예언자의 신체는 다양한 외부 사물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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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되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는 인간 일반의 신체가 아니라 실체의 

순수성을 가진 특별한 신체였다. 그래서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의 무게는 ‘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진리’에 있거나 아니면 철학적 진리를 넘어선 비의적 진리, 곧 ‘기적’에 

대한 믿음에 있다. 그리고 철학적 진리나 비의적 진리, 그 어느 쪽이든 지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의해서만 접근가능한 진리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의 핵심은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을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 대한 비판이고,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과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 간에 선명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과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 간에 이렇게 선명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해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왜냐하면 마이모니데스의 철학과 

스피노자의 철학은 합리주의라는 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들의 철학 간에 

존재하는 공통성과 그들의 예언 이론에 존재하는 대립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앞선 1부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에는 상상과 지성을 대립시키는 관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가 공유하고 있는 철학적 관점이다.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참과 거짓의 구분은 오직 지성에 의한 것이고, 선과 악의 구분은 

상상의 영역이다. 스피노자도 이점에서 마이모니데스와 다르지 않다. 또한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인간의 유일한 참된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상상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설득하는 것은 

마이모니데스 철학과 스피노자 철학의 공통의 목표로 보인다. 나아가 신에 대한 진정한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는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신에 대한 

진정한 숭배는 신에 대한 사랑인데,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신에 대한 인식과 합치한다는 

관점 말이다. 마이모니데스의 철학과 공유하고 있는 스피노자의 이런 합리주의적 관점 

때문에,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은 마이모니데스가 아니라 홉스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홉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지자와 무지자의 구분이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 간에 존재하는 철학적 공통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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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 윤리학, 정치철학 등 그들의 철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과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공통의 합리주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비의 주장이 바로 그런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 간에 예언의 문제에 관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와 예언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유대법의 유용성의 문제에서만 달라진다. 마이모니데스는 모세의 법이 적절하게 

해석되기만 한다면 모든 인간들에게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을 신에 대한 참된 숭배, 즉 

지적인 숭배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모세의 법이 17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이모니데스의 생각을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켰던 

것이다. 마이모니데스는 예언 자체는 전적으로 지성적인 것이지만, 모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상상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스피노자도 이러한 

마이모니데스의 관점을 따랐다. 다만 마이모니데스가 모세의 법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것을 

예수에게 돌리고, 모세의 법 대신에 예수의 정신에 의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비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를 거론할 때에는 항상 반론을 

위해서 거론하지만, 스피노자의 개념들, 영감들, 논증들은 마이모니데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137

 

그러나 예언자를 철학자 이상의 철학자로 간주하는 마이모니데스의 관점과 예언자들이 

지성적으로 탁월한 자들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스피노자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대립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 안에 어떤 내적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 

다시 말해서 마이모니데스와 대립하는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로 돌아가는 스피노자 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파인즈의 주장이 바로 그런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와 예언 이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성서 해석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통상적인 인간에 속하지 않는 인간들은 

                                           
137  Harvey, Warren Zev(1981), “ A Portrait of Spinoza as a Maimonidean”,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0, pp. 1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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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이 뛰어난 자, 상상력이 뛰어난 자, 그리고 두 재능이 조합되어 있는 자로 분류된다. 첫 

번째 부류가 철학자들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정치가들, 세 번째 부류는 예언자들이다.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철학자들의 일종이었음을 

설득하고, 철학자가 진리를 독점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상상과 이성의 대립이라는 자신의 철학적 관점 및 성서에 근거해서, 세 번째 부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언자를 두 번째 부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 이론의 

차이로부터 마이모니데스의 비유적 성서 해석 방법과 스피노자의 문헌학적 성서 해석 방법의 

차이가 나온다. 마이모니데스에게 성서는 예언자들이 비유적인 방법으로 말한 철학적 

진리지만, 스피노자에게 성서는 예언자들의 상상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인즈에 

따르면, 스피노자가 이와 같이 마이모니데스에 대립하는 성서 해석 방법을 세우면서도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성서 해석 방법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예수를 해석할 때가 그렇다. 스피노자는 

모세에 대해서는 신에 대한 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마이모니데스가 

모세에게 부여했던 지적인 예언자의 자리를 예수에게 부여한다. 파인즈는 철학자이면서도 

가르치는 것은 믿음 뿐인 스피노자의 예수 개념은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모순적인 예언자 개념을 통해서 스피노자가 마이모니데스의 철학자로서의 예언자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38

 

나아가 이와 같이 마이모니데스를 비판하는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를 계승하는 스피노자 

간에 내적 긴장이 존재하고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사실 예언을 ‘합리화’하는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예언을 상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언을 ‘자연화’하는 스피노자, 즉 마이모니데스를 비판하는 스피노자는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스피노자에 불과하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랭켈이 해석한 스피노자가 바로 그런 스피노자다. 그에 따르면, 철학 할 자유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스피노자는 굳이 마이모니데스와 반대되는 길을 갈 필요가 없었고, 만약에 

스피노자가 진정으로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했다면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길을 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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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Rémi Brague, Desclée de Bro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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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왜냐하면 마이모니데스의 길은 성서와 이성의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서 예언자들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자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자들이다. 전자의 측면에서 예언자들은 신, 자연, 

인간의 선에 대한 진리를 포착하는 철학자들이고, 후자의 측면에서 예언자들은 시인들 또는 

입법자들, 즉 비철학자들이 그들의 직관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자들이다. 성서는 

예언자들의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즉 성서에서 비유적인 내용은 지성의 

언어로 철학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의 내용은 상상의 언어로 비철학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모니데스가 이해한 것처럼, 적절하게 해석된 성서의 신은 곧 

철학자들의 신이고, 성서와 이성의 갈등은 성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에만 발생되는 

것이고, 철학 할 자유라는 목표는 성서의 진리성을 거부하는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서와 이성의 합치를 보여줄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을 거부하고 예언자의 재능을 단지 상상적 재능으로 규정했지만, 선민, 신법, 기적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성서의 신이 곧 철학자들의 신이라는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의 

관점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피노자의 타겟은 

마이모니데스가 아니다. 이성이 오염되었다고 가르치고, 성서의 진리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주장하는 회의주의와 칼뱅주의적 정통주의가 스피노자의 타겟이다. 성서의 진리성이 

독단주의와 회의주의의 공통적인 전제였기 때문에, 회의주의를 비판하고자 했던 스피노자는 

성서의 진리성 자체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진리성을 부정했던 것이고, 그 결과 

스피노자는 예언과 성서의 권위를 흔드는 대가를 치루게 되었던 것이다.
139

 

더 나아가 마이모니데스보다 더 합리주의적인 스피노자, 즉 성서의 신이 곧 철학자의 

신이라는 마이모니데스의 관점을 철저히 밀고 나가서 선민, 신법, 기적과 같은 종교의 

근본적인 전제들마저 비판하는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철저한 종교 비판론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바트니츠키가 해석한 스피노자가 바로 그런 스피노자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예언이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성의 해석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예언을 인식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예언자가 사적인 개인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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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예언을 정치적으로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예언 이론과 기적 이론이 동일한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마이모니데스와 스피노자의 저서에서 예언 이론이 등장하는 위치다.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은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2부 32장에서 시작된다. 즉 세계의 영원성을 

거부하고 창조와 기적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2부 25장의 뒤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마이모니데스는 기적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을 예언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의 토대로 삼기 

때문이다. 반면에 스피노자의 순서는 반대다. 『신학정치론』에는 예언 이론이 먼저 나오고 

기적 이론이 나중에 나온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예언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예언의 방법으로 계시된 모세의 법의 신적인 본성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트니츠키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스피노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언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 이론이고, 종교와 철학의 분리는 사실 믿음을 이성의 권위에 

종속 시키는 것이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비판은 철학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철학적 

회의주의에 대한 거부이고 정치적으로는 회의주의와 칼뱅주의에 대한 거부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주의다.
140

  

그러므로 예언을 ‘상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언을 ‘자연화’하는 스피노자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신학정치론』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대립의 

문제, 즉 『신학정치론』 1장과 2장에서 예언을 ‘합리화’하는 마이모니데스를 비판하는 

스피노자와 『신학정치론』 3장~6장에서 선민, 신법, 기적 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마이모니데스보다도 더 합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스피노자가 서로 대립된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스피노자의 대립이 해소 불가능한 것이라면,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예언을 지성적 인식으로 간주하지만 예언이 기적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소한의 

회의주의를 수용하는 마이모니데스의 합리주의와 달리 지성적 인식과 다른 예언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언을 일개 ‘상상’으로 환원시키고 결국 예언의 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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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과도한 합리주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스피노자: 대중의 사고력에 맞춘 신의 계시로서의 예언 

마이모니데스가 예언에 대해서 무지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대중들이 예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편견은 

바로 자연적 인식은 신적인 것이 아니고 예언적 인식만이 신적인 인식이라는 편견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정의로부터 자신의 예언 이론을 시작한다.  

“예언(prophetia), 즉 계시(revelatio)란 신이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다.”
 141

 

이러한 예언의 정의는 그것이 확실한 인식이며, 그것의 확실성의 원천이 신이기만 하다면, 

어떤 인식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적 인식도 

얼마든지 예언이라고 불릴 수 있다. 자연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오직 신과 

신의 영원한 법령들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자연적 

인식을 신적인 인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대중들의 

생각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중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대중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다. 대중들은 왜 자연적 인식을 신적인 

인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인가?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연적 

인식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자연적 인식이 확실한 인식이 

아니거나 그것의 확실성의 원천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 인식을 예언에서 배제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희귀하고 자기의 본성에 낯선 것들에 대해 열광하는 대중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자연적 인식의 재능은 멸시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자연적 인식을 신적인 인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적 인식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 자연적 인식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토대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이다- 항상 희귀하고 자기의 본성에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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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해서는 열광을 보내고 자연적 재능에 대해서는 멸시를 보내는 대중들은 자연적 인식에 대해 

별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 예언적 인식을 논의할 때 자연적 인식을 배제하고 

싶어한다.”
142

 

그런데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을 멸시하는 이러한 대중들의 사고 방식은 히브리 

대중으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편견의 산물이다.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모든 인간들 

위에 있다고 자부했고, 이러한 편견과 무지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적 인식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  

 “신의 사유, 즉 신의 정신과 신의 영원한 판단들은 우리의 정신 안에도 새겨져 있고, 그 결과 

(성서처럼 말하자면) 우리는 신의 정신, 즉 신의 사유를 인식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러한 

자연적 인식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특히 자기들이 다른 모든 인간들 

위에 있다고 자부했던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별로 존경받지 않았다.”
143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특권 의식과 공통적인 것을 멸시하는 태도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모세 5경의 구절들에 따르면, 신은 오직 히브리인들에게만 십계명의 법들을 부과했으며, 오직 

그들에게만 말을 했으며, 히브리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신기한 일들을 보았다. 신은 

오직 히브리인들 만을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고, 히브리인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매우 많은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었다. 성서는 히브리인들이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언하고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성서가 자연의 빛과 합치하는 것 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오직 히브리인들에게만 십계명의 법들을 부과했으며, 그들에게만 말을 했고,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았다는 점을 부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144

 

단지 스피노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무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지는 참된 지복에 대한 무지였다. 

그들은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그들의 지복과 무관한 것이고, 참된 지복은 배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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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참된 행복(felicitas)과 지복(beatitudo)은 각자가 선을 향유하는 데에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배제한 채 자기 혼자만 선을 향유한다는 헛된 명예심(gloria)에 있는 것이 아니다.”
145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은 다른 인간들이 나보다 덜 행복하고, 더 운이 나쁘고, 더 어리석은 

것은 내가 참된 지복을 누리는 것에, 즉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운이 좋고, 더 지혜로운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또한 그들은 신이 다른 모든 민족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실 수 있으며, 다른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사실 신이 모든 인간들을 똑같이 

구원하시더라도 히브리인들이 덜 구원받거나 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기만 일이 잘 풀리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운이 좋고 더 행복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참된 행복과 지복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그가 느끼는 기쁨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질투, 즉 악한 

영혼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무지는 자기들에 대한 신의 특별한 선택의 의미에 대한 

무지다. 그들이 신과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의 수준은 다른 민족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덕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 중 도덕적 완전성 면에서 신의 선택을 받았던 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지성이나 도덕성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신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히브리인들은 참된 삶이나 고귀한 사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에 의해 선택되었다. 신은 국가를 수립하고 보존하게 한 사회와 운에 

관련해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삶과 국가의 

안전을 성공적으로 획득했고, 이러한 그들의 성공은 신의 외적인 도움, 즉 운 덕분이었다.  

“민족들은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통치되는 사회와 법들에 의해서만 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신이 다른 민족들보다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해력이나 평정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세우고 다년간 국가를 보존하게 한 사회와 운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성서 자체에서도 

매우 분명하다. 성서를 피상적으로만 살펴 보아도, 히브리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특출했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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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그들이 삶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성공적으로 해 냈고 큰 위험들을 극복했다는 점이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오직 신의 외적인 도움 덕분이었으며, 나머지 면에서는 그들과 다른 민족들이 똑같았고 

신은 모두에게 똑같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146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선택이 지성이나 도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삶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욕망하는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들로 귀착된다. 사물들을 제일 원인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정념들을 길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덕의 습관을 획득하는 것,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그것들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그것들의 근접인 및 

작용인으로 볼 수 있는 수단들은 인간 본성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런 수단들의 

획득은 주로 인간 본성의 법칙들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능들은 특정한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인류 전체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수단들은 주로 외부 사물들 안에 놓여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부 원인들의 지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운의 선물이라고 일컬어진다. 즉 히브리인들에 대한 신의 선택은 신의 외적인 

도움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가령 어떤 인간에게 특별히 뛰어난 지성적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특별히 호의적인 외부 환경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다.  

“유대인들의 선택은 신체의 일시적인 행복과 자유, 즉 국가, 그들이 국가를 구성한 방식,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수단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국가를 일구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법들이 그들에게 계시된 방식 외의 다른 것과는 관련이 없다.”
 147

  

따라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다른 

민족들을 능가하는 우월성을 부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당시에도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예언의 재능은 그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언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의 재능은 히브리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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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자비롭고, 히브리인들은 사회와 국가에 관련해서만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와 상관 없이 한 사람의 유대인만을 고려했을 때, 그는 다른 인간들에게 

주어진 재능 이상의 어떤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와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며, 예언자의 임무는 자기 

나라의 특수한 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덕을 가르치고 인간들이 참된 덕을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예언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의 재능은 히브리인들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48

 

스피노자에 따르면, 성서의 역사적 이야기들은 이러한 이성적 결론을 동일하게 입증하고 

있다. 구약의 성스러운 역사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른 민족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상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노아, 

에녹, 아비멜렉, 발람 등은 이민족이고 할례 받지 않은 예언자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신이 

히브리 예언자들을 히브리 민족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보냈던 이야기들이 나온다. 

예제키엘, 오바댜, 요나, 이사야, 예레미아 등은 히브리 민족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들도 히브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예언자를 가지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또한 신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특별한 법을 부과하고, 예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상상하는 신의 속성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 적어도 다른 민족들도 

신의 외적 지배에 의해서 국가와 특별한 법을 가졌다는 것은 성서에 의해서 명백하다. 

「창세기」 14장 18-20절에 따르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다시 말해서 히브리 국가 성립하기 

이전, 아브라함이 신에게서 아무런 의례도 부과 받지 않았을 때에도, 예루살렘에는 왕들, 

제사장들, 의례와 법들이 있었다. 신이 그것들을 예언에 의해서 설립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성립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이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습과 의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성서는 왜 신이 히브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스피노자에 

따르면, 히브리 민족에게  선민 사상이 계시된 이유는 참된 지복에 대해서 무지했던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맞추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48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3장 § 8: G III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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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인들이 법에 복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성서는 신이 그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사랑했고(신명기 10장 15절 참조), 그들을 가까이 하고 다른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신명기 4장 

4절과 7절 참조), 신이 오직 그들에게만 정의로운 법을 부과했으며(신명기 4장 8절 참조), 오직 

그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고 다른 민족들은 무시했다(신명기 4장 32절 등 참조)고 말하고 있다. 성서가 

이렇게 말할 때, 성서는 우리가 앞 장에서 보여 주었고 모세가 이를 확언하고 있듯이(신명기 9장 6-7절 

참조), 참된 지복에 대해 무지했던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맞추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149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의도는 인간의 지복에 대한 참된 개념에 맞추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를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 계시된 가상을 비난하는데 있는 것도 

아니다. 스피노자의 의도는 예언이 예언을 수용하는 자들의 이해력에 맞추어 주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언자와 성서의 이러한 

말하기 방식에는 정치적 목적, 즉 히브리인들이 법체 복종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일 뿐이다. 모세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특히 이런 

논증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신을 숭배하는데 더 애착을 갖도록 독려하고자, 유치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자신을 맞추었던 것이다.”
 150

 

히브리인들의 이해력에 맞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들에 대한 신의 특별한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지성적, 도덕적 능력이 별로 없어서 참된 

지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들이 신을 숭배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 대한 신의 특별한 선택이 기적이라고 믿게 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대중들이 복종하지 않는 기질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신의 특별한 

외적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모세는 복종하지 않는 자신의 민족의 기질과 정신을 인식한 후에는 매우 커다란 기적과 신의 특별한 

외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151 

예언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편견, 즉 예언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편견에 

                                           
149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3장 § 2: G III 45. 
150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3장 § 1: G III 45. 
151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3장 § 10: G III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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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를 통해서 스피노자가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선 스피노자는 

그들이 예언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들은 예언적 인식의 원인들에 대해 무지하므로 예언적 인식을 경탄하며 바라보고, 경탄스러운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적 인식을 신에 관련시키고 그것을 신의 인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일컬어졌던 것이다.”
 152

 

즉 대중들이 예언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예언적 인식이 자연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인간 본성의 법칙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자기들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신의 역량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언의 자연적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예언을 

경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언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인간의 이해력(captus humanus)을 넘어서는 것을 신적인 지식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대중들이 그것의 원인에 대해 무지한 일을 신의 역사(Dei opus)라고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사실 대중들은 이 세계에서 신의 역량과 섭리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때는 습관적이지 않은 일, 즉 자기들이 습관을 통해서(ex consuetudo)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에 어긋나는 일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라고 믿는다. 만약에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이득이나 이점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믿는다.”
 153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적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대중들의 

방식은 고대 유대인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수상 숭배보다 자기들의 

종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즉 이교도들이 

섬기는 가시적인 신들은 힘이 없고, 비항상적이며, 비가시적인 신의 역량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들은 신의 역량과 자연의 역량의 이분법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자기들에 대한 신의 특별한 호의를 

증명하려고 했다.  

“나아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자연 전체가 그들이 사랑하는 신의 역량에 

종속되어 있고, 오직 그들의 이익 만을 위해서 운영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들을 매우 

기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인간들은 신이 자기들을 다른 인간들보다 선호하고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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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을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인이 자기들이라고 믿기 위해서 기적들에 대해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154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적 원인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신의 

역량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습관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대중들은 신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분별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의 결정과 인간의 결정을 혼동하고, 

자연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상상하고, 자기들이 자연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신은 

기적으로부터 이해되지 않으며,  신의 명령은 자연 질서 자체다. 

 “자연 안에는 자연의 법칙들에서 따라 나오지 않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자연의 

법칙들은 신의 지성 자체에 의해서 인식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질서를 따른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라 나온다. 기적이라는 말은 오직 인간들의 

의견에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습관적인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것의 자연적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155

  

따라서 기적이라는 말은 오직 인간들의 의견에 관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즉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기적이란 대중들이 자연적 사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즉 경탄 없이 습관적으로 상상했던 것과 유사한 다른 사물을 상기하기 위해서 

기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기적이 자연적 원인들을 가지고 있건 아니건 간에, 기적은 그것의 원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일이다. 즉 인간의 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부터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명석하고 판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부터 

알려지거나, 또는 그 자체로 명석하고 판명하게 이해되는 다른 것으로부터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6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기적에 대한 믿음을 신앙의 토대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적으로부터 아무 것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적의 자연적 원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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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도 아니다. 기적의 자연적 원인이 있건 없건 간에, 

기적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인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의 단절은 다른 관념들과 

연쇄되지 않은 상상을 가리키고, 그런 상상은 아무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최악의 수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신의 계시의 확실성은 오직 가르침의 지혜에 기초할 수 

있는 것이지 기적에, 말하자면 무지에 기초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학정치론』 6장 

‘기적에 대하여’에서 이미 자세히 보여주었던 대로 말이죠. 이 편지에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 

뿐입니다. 종교와 미신 사이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분은 후자는 무지에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 

전자는 지혜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57

 

기적에 대한 자연의 빛의 이러한 가르침과 성서는 대립하지 않는다. 성서는 어디에서도 

자연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연법칙에서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질서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적의 문제에 대한 이성의 가르침과 성서의 가르침이 

합치한다는 사실에 스피노자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의견이 서로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성서가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필요한 가르침의 자격으로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예언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을 

채택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에 대한 숭배와 종교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시각에 따라 판단할 자유가 있다.”
 158

 

따라서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기적이 자연적 원인을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치는 것은 성서의 목적이 아니다. 성서의 목적은 성서를 읽는 

자들의 신에 대한 복종을 설득하는 것이므로, 기적을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하면 되는 일이고, 신에 대한 숭배와 종교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57  스피노자, ｢1675년 11월 또는 12월로 추정, 헨리 올렌부르그(Henry Oldenburg)에게 보내는 편지 73｣: G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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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면 되는 일이다. 실제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신이 기적을 행한다고 가르쳤고,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기질에 맞춰진 것이었다. 즉 그들은 기적을 믿기에 적합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기적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이었다. 사실 어리석은 대중들에게는 자연적 원인들을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사물들을 상상하는 것 이외에 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신의 명령과 의지에 관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역량이 자연의 역량을 압도한다고 상상할 때 

가장 신의 역량에 대해 경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기적 이론이 도달하는 결론은 

기적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르쳐도 상관 없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결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언자의 재능을 지성적 완전성에서 찾고 예언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마이모니데스의 엘리트주의적 예언 이론은 그 옛날 어리석은 히브리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과 기적에 대한 가상, 즉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남들보다 더 신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연 전체가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가상과 다를 바가 

없다. 히브리 대중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마이모니데스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다.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성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성격은 바로 예언이 신의 

계시지만, 대중의 사고력에 맞춘 신의 계시라는 점이다. 예언이 고매한 철학적 진리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상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신학정치론』 3~6장에서 선민, 신법, 기적 등에 대해서 논하는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의 

독단주의로 돌아가는 스피노자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스피노자다.  

2장. 예언의 확실성 

앞선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에서 성서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예언’은 『윤리학』에서 설명하는 ‘상상’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언은 정신이 아니라 말과 이미지를 통한 인식, 즉 상상에 의한 인식이고,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서 예언자의 기질과 상상의 산물이며, 대중들의 의견과 합치하는 부적합한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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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예언은 각각의 예언자의 신체의 습관, 나아가 그가 속한 사회의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습관에서 나온 것이며 그러한 습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1부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에게 신체의 습관에 의해 형성되는 기억의 연쇄는 지성적 

질서, 다시 말해서 사물들 자체와 진리를 표현하는 질서로서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한 질서가 

아니라 다양성과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가 성서 

독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예언’은 철저히 ‘상상’으로서의 예언이다.  

그렇지만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이러한 예언이 ‘확실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예언의 확실성의 원천을 비범하게 생생한 상상, 기적과 같은 기호, 그리고 덕을 

실천하는 예언자의 습성과 행위에서 찾는다. 그리고 예언의 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탐색을 

통해서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결론은 예언의 확실성은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피노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언에 대해 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확실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이렇게 물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예언은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 밖에 갖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확실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언의 확실성과 권위에 관한 

스피노자의 이론으로부터 규명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이다.  

2-1. 마이모니데스, 홉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스피노자의 예언의 확실성 이론 

스피노자가 예언의 확실성을 ‘도덕적 확실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의 확실성과 권위의 본성과 원천이 무엇인지를 탐색했던 다른 이론들과 스피노자의 

이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마이모니데스의 이론이다. 그러나 

사실 스피노자에게는 예언의 확실성이 하나의 문제로서 제기되지만 마이모니데스에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마이모니데스에게 철학적 진리와 예언은 동일한 유형의 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만 따로 확실성의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처럼 예언의 확실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홉스다. 철학적 진리와 예언을 

구분하고, 예언에 대해 확실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보다는 

홉스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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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예언의 확실성은 하나의 문제로서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마이모니데스가 철학적 진리와 예언의 확실성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가? 마이모니데스와 달리 스피노자와 홉스에게서는 왜 예언의 

확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가? 이러한 물음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스피노자와 홉스가 제기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이라면, 그들의 해답도 동일한 것인가? 마이모니데스 및 홉스의 예언 이론과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이다.  

(1) 마이모니데스: 예언과 철학적 진리의 동일한 확실성과 인식과 믿음의 

아포리아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마이모니데스가 이해하는 예언자는 인간이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성적, 도덕적 완전성을 가진 자다. 따라서 마이모니데스의 

예언 이론에서는 철학자의 가르침과 예언자의 가르침 간에 아무런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철학적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들과 성서가 가르치는 율법이 

충돌한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마이모니데스는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썼다. 

마이모니데스는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의 서문에서 이 책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논고의 목표는 우리의 신성한 율법이 진리라는 것을 믿도록 훈련 받았고, 도덕적, 종교적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앙인이자 이와 동시에 철학적 탐구를 잘하는 신앙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신앙인이 인간의 이성에 매혹되어 이성의 영역 안에 머무르게 되면, 율법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해석에 기초한 가르침들, 특히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동음이의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잡종적인 

표현들로부터 이끌어낸 가르침들을 올바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는 방황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 만약 그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도되면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동음이의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잡종적인 표현들에 기초하고 있는 

관점들을 부정한다면, 그는 자기가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거부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표현들에서 파생된 의견들을 간직하고, 자신의 이성에 따르는 대신 그러한 이성의 지도를 

완전히 져버린다 해도, 그의 종교적 신념은 여전히 손상되고 훼손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도 그는 여전히 공포와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탄식과 엄청난 방황을 일으키는 오류들 속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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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59

 

여기에서 마이모니데스는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방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우선 방황하는 자들은 무지자들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성서의 가르침을 

교육 받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수학, 논리학, 천문학 등을 통해서 이성의 가르침을 교육 

받아 온 자들이다.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이 안내서는 구체적으로 마이모니데스의 한 

제자(Rabbi Joseph ben Judah)를 위해 쓰인 것이다. 그 제자는 마이모니데스 밑에서 

공부하던 제자였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명민하고 빠르게 학문적 성과를 이룩한 제자였다. 

방황에 빠지게 되는 자는 무지자가 아니라, 바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 제자처럼 이성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올린 자다. 즉 신앙인으로 자라나 철학자가 된 자다. 왜냐하면 철학적 

탐구를 잘하는 신앙인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기, 즉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와 철학자로서의 자기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마이모니데스의 진단에 따르면, 이렇게 성서의 가르침과 이성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이성만을 따르는 경우에도 반대로 이성을 버리는 경우에도, 철학적 탐구를 

잘하는 신앙인은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가 이성의 가르침들을 따르고 성서의 

가르침들을 거부한다면, 그의 종교적 신념은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그의 종교적 

신념의 파괴를 방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성의 가르침들을 버리고 성서의 

가르침들을 간직한다 해도, 그의 종교적 신념은 오류에 기초하고 있는 것, 그래서 손상되고 

훼손된 것이 되어 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이 파괴되는 것에 못지않게 종교적 

신념이 오류에 기초하고 있는 것 역시 방황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가 

사회의 공통적 가치들을 뒤흔들지 않으면서 철학 할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성서의 신과 이성의 신이 합치하는 길 뿐이며,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의 목표는 그 

합치를 증명하는 데에 있다.  

마이모니데스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성의 가르침과 성서의 가르침이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문제로 간주한 것은 바로 신의 신체성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성이 이해하는 

신은 피조물들과 아무런 공통성을 가지지 않는 것, 따라서 인간처럼 신체를 가지고 있는 

                                           
159 마이모니데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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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성서에는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모니데스는 이러한 성서의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성서는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성서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철학을 잘하는 신앙인을 방황에서 구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 여겼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어 Zelem을 사물의 모양과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고, 그들의 

설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Zelem을 따라 우리와 유사하게 인간을 만들고…” 라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의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이 신체적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견해를 매우 신봉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견해를 포기한다면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 자체로 성서의 진리를 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만약에 신이 얼굴과 팔다리가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과 

겉모습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60

 

여기에서 마이모니데스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Zelem’의 해석이다.  이 용어는 

통상적으로 ‘형상’이라고 번역되고, ‘형상’은 통상적으로 물체적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나 모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통상적인 용어 번역과 의미를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은 신이 인간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겨졌고, 이러한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은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대중들의 믿음으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의견과 믿음은 매우 

고집스러운 것이어서 다른 의견과 믿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신의 신체성에 대한 

믿음은 곧장 성서의 진리성과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동일시되어 버렸고, 신의 신체성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곧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 받았던 

것이다.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서의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들을 신의 신체성에 대한 가르침으로 간주하고, 신의 신체성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를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신의 신체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무지에 기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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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이 어리석은 믿음은 언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Zelem이라는 용어는 특수한 형상, 즉 어떤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형상을 의미한다. 그 사물이 

바로 그 사물이게 하는 바로 그것, 다시 말해서 그 특정한 존재인 한에서의 어떤 사물의 실재성 말이다. 

(…)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Zelem을 따라 우리와 유사하게 인간을 

만들고…”에서 Zelem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특수한 형상, 즉 인간의 지성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의 형태나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161

 

말하자면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어리석은 의견과 믿음을 낳은 것은 언어에 대한 두 

가지 무지다. 먼저 첫 번째 무지는 ‘형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무지, 즉 그것이 잡종적 

용어이며 동음이의어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다. ‘형상’이라는 말은 물론 

통상적으로는 물체적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은 

특수한 의미로, 즉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어떤 것이라는 비물체적인 종적 형상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무지는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Zelem’이라는 용어에 대한 무지, 즉 그것이 ‘형상’이라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수한 의미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무지 

때문에, 신이 자신의 ‘Zelem’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성서의 말이 신이 자신의 형태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 즉 지성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의미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서, 마이모니데스는 용어의 

의미와 사용을 설명하는 것을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의 목표로 설정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예언서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먼저 다수의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한 다수의 의미들 중에서 무지자들이 잘못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동음이의적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용어들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사물들을 지시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부류에 속하는 

사물들을 지시하는 잡종적 용어들도 설명하고자 한다. (…) 무지하고 깊이가 없는 독자들은 그러한 

비유들을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심지어 교육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문장들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비유를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단지 그러한 용어가 비유적이라는 것을 말하기만 해도, 그들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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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 책을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부른 것이다.”
162

 

그러나 사실 언어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신의 신체성이라는 어리석은 

의견과 믿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용어가 물체적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비물체적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잡종적인 용어라면, 비물체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만큼 물체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형상’을 물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물체적인 의미의 형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필연성은 어디에 있는가?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서의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어디에 있는가? 마이모니데스는 신의 

신체성에 대한 의견과 믿음이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의 신체성에 대한 가르침의 부정과 신이 피조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들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는 각자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명히 설명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권위에 

의해서 아이들, 여자들, 바보들, 그리고 자연적으로 모자란 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들이 신은 하나이고, 영원하며,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왜냐하면 신의 신체성에 대한 가르침이 거부되지 않으면 신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신체는 하나일 수가 없고, 질료와 형상이라는 정의상 두 개의 서로 다른 것들로 합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분할가능하며 분할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니 말이다.”
163

 

즉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형상’을 물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물체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서의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신의 신체성에 대한 의견과 믿음을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필연성은 신의 ‘단일성’ 때문이다. 신의 단일성이 모든 사물들의 

존재가능성과 사유가능성을 근거 짓는 제일 원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이다. 

그런데 신의 신체성에 대한 의견과 믿음은 신의 단일성에 대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거부되지 않으면 신의 단일성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 말이다. 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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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은 전통적인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의 신체성에 대한 

의견과 믿음을 거부하게 해야 하고,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학적 증명을 이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해야 한다.  

“(정리 22에 의해서) 모든 물체적인 것은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요소로 

합성된 모든 것은 그것들을 합성하는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물체는 분할 가능하고 크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체는 우유성들(accidents)에 종속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모든 물체적인 것은 

분할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물체적인 것은 합성체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적인 것도 

단일성(unity)을 갖는 어떤 것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두 개의 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다. 물체는 그것을 다른 것들과 구분 시켜 주는 요소가 물체적인 기체에 더해질 때에만 어떤 특정한 

물체라고 말해질 수 있고, 따라서 두 개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64

 

나아가 마이모니데스는 신의 단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들을 

25가지로 나열하고, 이러한 명제들의 대부분을 방황하는 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로서 

인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증명된 진리들과 충돌하는 

성서의 구절들은 모두 비유적인 의미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서는 철학적 진리와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비유를 사용해서 그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성서의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성에 의해 증명된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손상시키고 

훼손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모니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수학적 증명들 중에서 단 한 가지 증명은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증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불가능하며, 우주, 시간, 운동, 제일 질료 

같은 것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해 

왔다. 가령 그들은 운동과 시간의 제일 원인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한 

퇴행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고, 대립되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세계는 파괴 

불가능하고 파괴 불가능한 것은 시작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또는 만약에 

창조가 있으려면 창조보다 먼저 제일 질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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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모니데스가 보기에는 이런 수많은 증명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도 자신이 세계의 영원성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모든 증명들의 근본적인 오류는 창조를 

인과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인과성은 창조자와 창조된 것 사이에 시간적 

계기성과 같은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시간도 창조된 것이므로, 창조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창조자와 창조된 것 사이에는 어떤 공통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철학적 증명들은 창조자와 창조된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이 통약불가능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신과 피조물 간의 이러한 통약불가능성을 생각할 때, 인간이 자신의 지성에 의해서 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신이 무엇이 아닌지 뿐이다. 신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 사이에는 절대적인 불균등성과 다의성이 있고, 신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은 단지 

이름 이외에는 합치하는 것이 없는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에 대해서는 정의가 

있을 수 없다. 어떤 대상은 그것의 원인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데, 신에 앞서는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의 일부도 신에게는 서술될 수 없다. 신의 본질의 

일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신의 본질을 합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나 영혼의 상태로서의 성질들 또는 양이나 감정의 결과들로부터 성질들도 모두 신의 

본질의 다수성을 전제하는 것들이므로 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물론 관계의 속성들도 

신에게 서술될 수 없다.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고, 비물체적인 존재인 신이 

시간이나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존재, 생명, 힘, 지혜, 의지, 섭리, 

목적 등 인간들이 신에게 붙여 온 어떤 이름들도 신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이 

자신의 지성에 의해서 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신이 무엇이 

아닌지 뿐이다. 신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처럼 말이다. 신에 대한 다른 어떤 

말들과 달리 신의 비신체성이 진리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그것이 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지성을 통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들인 한에서, 인간이 자신의 지성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부정적인 것들 뿐이다. 가령 창조는 인과 과정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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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질료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유출에 의해 설명 

되지 않는다는 것,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상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인간의 지성이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부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마이모니데스는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철학적 증명들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세계의 영원성에 대해 수학적 

확실성을 지닌 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도 수학적 

확실성을 지닌 증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와는 달리, 세계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의 문제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 즉 세계가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의 문제에는 수학적 확실성을 지닌 

답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문제에서는 멈추어야 한다.”
165

 

따라서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창조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어떤 수학적 확실성을 지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는지, 왜 주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신께 그저 

감사하는 것 뿐임을 강조한다. 신이 인간의 지성에게 허락하신 이해의 문 너머에 있는 

문제들, 즉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완전한 것이 된다 해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증명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고, 세계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다. 그래서 마이모니데스는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방식은 세계의 

영원성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그의 추종자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세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힘 말고 다른 힘이 세계가 창조될 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창조의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166

 

여기에서 마이모니데스가 강조하는 점은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것을 

                                           
165 마이모니데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1부 71장. 
166 마이모니데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2부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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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영원성이 수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하다면, 그것 만으로도 창조가 이성에 의해 증명된 진리와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창조의 ‘가능성’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똑같다. 즉 세계의 창조도 영원성도 수학적 증명이 부재하는 것들이고, 

똑같이 가능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세계의 영원성도 가능하고, 무로부터의 창조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세계의 영원성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세계의 영원성을 거부하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어야만 하는가?  

마이모니데스가 수학적 증명이 부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기적들과 기호들에 대한 믿음과의 대립 여부다.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기호들과 기적들에 대한 믿음과 대립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할 것이고, 

창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은 종교의 원리들과 대립되지 않는다. 즉 어떤 예언자의 

말씀과도 대립되지 않는다. 오직 무지자들만이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과 대립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성서는 이와 반대로 신의 비신체성을 가르치고 있음을 이미 보여 준 바 

있다. 만약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대로 세계의 영원성을 받아들인다면, 즉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고정된 법의 결과이고 자연은 변화하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종교의 토대와 대립하게 되고, 모든 기적들과 기호들을 믿지 

않게 되고, 성서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희망과 공포를 거부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기적들까지도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167

 

이렇게 보면 세계의 영원성과 창조는 똑같이 수학적 증명이 부재하고, 따라서 똑같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의 영원성은 종교의 토대를 흔드는 것인 반면 창조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성적 탐구를 통해서 얻게 된 

신 개념에 따르면 신의 신체성은 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편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167 마이모니데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2부 2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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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탐구에 의해서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의 신앙심은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영원성의 경우는 다르다. 신과 사물들에 대한 이 이성적 개념은 종교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도덕과 법을 모두 파괴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기적을 믿지 않게 되고,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내리는 신의 보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어기는 자에게 내리는 신의 처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신앙의 토대가 바로 창조와 기적에 대한 믿음에,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그 믿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인식과 믿음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이모니데스의 

기획은 신학에 확실한 토대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합리주의에서 

시작했지만, 신학에 확실한 토대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회의주의로 끝나게 되었다. 서로 대립되는 두 마이모니데스가 공존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한편으로 마이모니데스는 유대교를 이성적인 기반 위에 세우려고 했던 최초의 유대인 

철학자, 즉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랍비들의 권위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연역되고 증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최초의 유대인 철학자로 평가될 수 

있다. 가령 그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을 구분하고, 높은 수준의 

신에 대한 숭배와 낮은 수준의 신에 대한 숭배를 구분하며, 전통에 기초한 믿음보다 이성에 

기초한 믿음의 우월성,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보다 율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율법의 준수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168

  특히 다음과 같은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은 

종교에 대한 그의 합리주의적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에 대한 참된 숭배는 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먼저 인식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너희가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신과 신의 작품들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신에 대한 너희들의 

헌신이 시작되고 신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성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너희를 신과 

                                           
168  마이모니데스가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적 유대주의자로서의 성격은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의 영어 번역

자가 쓴 다음과 같은 서문을 참조한다. Pines, Shlomo(1963), “Translator's Introduction: The Philosophic 

Sources of The Guide of the Perplexed”, in his translation of The Guide of the Perplexed, vol. I, Chicago 

University Press, p. xcvi & xc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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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키는 끈이다.”
169

  

이러한 합리주의자로서의 마이모니데스가 이해하는 참된 종교는 오직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종교다. 아무나 신을 숭배할 수는 있지만, 신은 오직 지성적으로 

완전한 인간에게서만 참된 숭배를 받고, 종교는 신에 대한 사랑이지만, 신에 대한 사랑의 

조건은 신에 대한 이성적 개념이다. 인간이 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코 상상력이나 감각 

능력에 의해서일 수 없고, 인간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이성이다. 이와 같이 

이성에 기초한 종교만을 참된 종교로서 인정하는 합리주의자로서의 마이모니데스는 욥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이끌어 낸다.  

“앞으로 보여 주겠지만, 신의 말씀은 욥이 자신이 최초에 가졌던 잘못된 의견을 버리고 스스로 

그것이 오류였음을 증언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특히 작은 난국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난국을 겪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는 자들의 마음 속에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의견을 말이다. 그런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견이고, 

따라서 욥에게도 해당하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욥이 그런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을 때는 오직 그에게 

지혜가 없고,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직 전통에 의해서만 신을 인식하고 있는 

동안 만이었다. 욥은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획득하자 마자, 신에 대한 인식 안에 참된 지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획득한 모든 이들이 지복을 

얻으며, 어떤 세속적인 어려움들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신에 대한 욥의 인식이 탐구가 

아니라 전통과 전해 들은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는 동안, 욥은 건강, 부, 자녀들 안에 있는 그런 

상상적인 선이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믿었었다. 욥이 방황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170

  

여기에서 합리주의자로서의 마이모니데스가 이해하고 있는 「욥기」는 지성적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가르치는 이야기다. 처음에 욥은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건강, 

부, 자녀들 같은 세속적인 선들을 빼앗아 가는 신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런 세속적인 선들은 참된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에 대한 참된 인식 안에 인간의 지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무지자였지만, 나중에 그는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진 자가 되었고, 무지자와 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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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참된 인식을 가진 자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무지자는 세계 전체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다. 마치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다. 따라서 그의 기대에 반대되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면, 그는 세계 

전체가 악이라고 바로 결론 내린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세계 전체를 고려 안에 넣고, 그것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며, 자기가 세계의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이해한다면, 그는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171

 

그렇다면 처음에 그가 가졌던 신에 대한 인식, 즉 무지자로서의 욥기 가졌던 신에 대한 

인식과 나중에 그가 가지게 된 신에 대한 인식, 즉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은 어떤 점에서 

달랐는가? 지성적 탐구가 없었던 처음에, 그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의견,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받아들이는 의견, 말하자면 전통에 의해서 신에 대한 인식을 가졌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성에 의해서 신을 알았고,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다. 즉 전통에 의해서 신을 

아는지 아니면 이성에 의해서 신을 아는지에 있었다. 따라서 합리주의자로서의 

마이모니데스가 이해하는 욥의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이 인식에 의해서만 참된 지복을 누리게 

되는데, ‘전통’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있었다.  

“율법 전체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현명한 자라고 일컬어진다. 

첫째, 율법이 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는 현명하다. 둘째, 율법이 그에게 

선한 도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는 현명하다. 그러나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리들이 철학적 방법이 

아니라 전통의 방법에 의해 가르쳐 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앎과 참된 지혜의 획득이 예언자들의 책과 

우리의 현인들의 말들 안에서 두 개의 다른 것들인 것처럼 다루어 지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성서가 

우리에게 전통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진리들을 증명을 통해서 보여준다.”
 172

 

따라서 합리주의자로서의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서의 진리성이라는 전제, 즉 성서와 이성이 하나의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것에 있다. 성서는 진리를 가르치지만 철학적 방법으로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통의 방법으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철학과 

차이를 갖는다. 그러므로 성서는 비록 전통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성서가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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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진리들은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가 있다. 예언자들과 철학자들은 가르치는 방법만 

다를 뿐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주의자로서의 마이모니데스는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참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의견을 따라 성서를 

해석하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증명된 지식에 기초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이모니데스가 이해하고 있는 「욥기」는 지성적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가르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부정신학적이고 회의주의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간의 지성이 창조자의 

성격을 정의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창조자가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진리 말이다. 욥이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진리가 바로 

다음과 같은 진리였기 때문이다.  

“신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존재자들을 통치할 때와 같은 의미로 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자의 경우에 통치라는 말은 동일한 정의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이름 이외에는 공통된 것을 갖지 않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들을 가리킨다. 자연의 작품들과 

인간의 산물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든 자연적 힘들과 관련된 신의 통치, 

섭리, 의도와 우리의 통치, 섭리, 의도의 대상들과 관련된 우리의 통치, 섭리, 의도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욥기 전체의 주요 목표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173

 

‘왜 가장 결백하게 강직한 자가 가장 크고 심한 고통을 겪는가?’의 문제는 모든 신앙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흔드는 문제였고, 처음에는 욥에게도 이 문제는 그런 문제였다. 그가 가진 

신에 대한 인식이 단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의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견들에 기초하고 있었을 때에는 말이다. 그때의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 부, 자녀와 

같은 상상적인 선들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의 욥은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에 빠졌던 것이다. 그러나 욥이 지성적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신에 대한 참된 인식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은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신 앞에서는 올바른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매한가지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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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욥의 이야기는 신이 무엇이고 창조가 무엇인지를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부정신학적이고 회의주의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이야기이며, 나아가 

이러한 부정신학적이고 회의주의적인 진리는 인간의 지성이 자신의 완전성에 도달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임을 가르치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합리주의자이자 동시에 회의주의자였던 마이모니데스는 인식과 믿음을 충돌하게 

하는 문제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성서를 이중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신의 신체성은 이성에 의해 증명된 진리와 

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서의 이야기들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반면에 창조나 기적은 이성에 의해 

증명된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이성에 의해 증명된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성서의 구절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해 보이더라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식’과 ‘믿음’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이모니데스의 

기획은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서 해석 방법에 도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서 해석 

방법은 인식과 믿음의 아포리아를 보여 주고 있다. ‘신학에 확실한 토대를 부여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함으로써 신학을 철학의 일부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확실한 토대가 없는 것임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아포리아 말이다.  

(2) 홉스: 예언에 대한 의심의 제거 불가능성과 예언의 문제의 정치적 해결 

홉스가 시도하는 것은 마이모니데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식과 믿음의 아포리아의 

문제를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예언과 철학적 진리가 

동일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던 마이모니데스는 결국 인식과 믿음의 

아포리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홉스는 ‘인식’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서로 

구분되고, 철학적 진리와 달리 예언에 대해서는 의심이 제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어떤 예언자를 진짜 예언자라고 믿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권위에 맡기는 방식으로 예언의 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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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에 대한 홉스의 이론은 『리바이어던』 3부에 등장한다. 『리바이어던』 1부와 2부는 

주권자의 권리와 신민의 의무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서,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원리들, 

즉 경험에 의해 진리로 확인된 것들이나 단어들의 사용에 관한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진리가 된 것들에 기초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리바이어던』 1부와 2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인간 본성이나 모든 정치 이론에 필수적인 단어들에 관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의로부터 추론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리바이어던』 3부는 기독교 국가의 권리와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 이성을 통한 신의 말 뿐만 아니라 예언을 통한 

신의 말도 자신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홉스는 『리바이어던』 3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예언을 통한 신의 말은 어떻게 우리의 추론의 원리들로서 

받아 들여질 수 있는가?  

홉스는 먼저 예언을 통한 신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감금((captivity of our understanding)’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자연적 인식 뿐인데, 예언은 초자연적 인식이고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는 

검증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 인식만을 가진 자들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서의 말들에 맞추어 ‘우리의 이해력을 감금’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들을 놓고 논리적으로 철학적 

진리를 추출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홉스의 비유에 따르면, 종교의 신비는 환자가 

먹는 환약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통째로 삼키면 치료의 효험을 볼 수 있지만, 씹으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토해내게 되는 그런 것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력을 감금’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이해력의 감금(captivity of our understanding)이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다른 인간의 

의견에 종속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의지를 복종에 종속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감각, 기억, 이해력, 이성, 의견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를 추론한 것 대로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의 의지의 결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력(understanding)과 이성(reason)을 감금할 때는 모순을 견뎌내야 할 때, 합법적 권위가 

명령한 대로 말해야 하고, 살아야 할 때다. 요컨대, 이해력과 이성을 감금한다는 것은 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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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한 자에게 신뢰와 믿음을 부여하는 것이다.” 
174

 

우선 ‘우리의 이해력을 감금’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다른 인간의 의견에 종속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지적 능력을 다른 인간의 의견에 종속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지적 능력들, 즉 감각, 기억, 이해력, 이성, 의견 등은 

필연적인 질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보고, 듣고, 기억하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하고, 추론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력을 감금’한다는 것은 말 자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예언자의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언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우리의 이해력의 감금’이란 모순을 견뎌내야 할 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적 이성으로는 논리적인 해답을 찾아낼 수 없고, 그래서 합법적 권위가 

명령한 대로 말해야 하고,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를 

합법적 권위가 명령한 것에 복종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홉스가 ‘우리의 이해력을 감금’하는 방법으로 예언을 통한 신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인식’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구분하고, 예언을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예언을 그 말 자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언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간주되는 한에서, 예언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예언의 정의가 아니라 ‘예언자’의 정의다. 홉스에 따르면, 

성서에서 ‘예언자’라는 말이 사용되는 사례들을 살펴 보면, 대변자(prolocutor)라는 뜻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모세는 신에 

비유되고,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라는 점에서 모세의 입에 비유되고, 

                                           
174 홉스, 『리바이어던』 3부 32장(국역본 2권,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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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예언자’라고 지칭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예언자의 정의로부터, 홉스는 우리가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신의 대변자, 즉 신의 말을 인간들에게 대신 전하는 자라는 예언자의 

정의에 따르면, 예언자 이외의 나머지 인간들은 신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이 예언자에게 말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지만, 예언자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말했던 다른 사람, 즉 예언자의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홉스에 따르면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받아들이는 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성서에서 신이 예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살펴 보자. 신에게는 인간처럼 

혀나 감각기관이 없고, 신에게 인간처럼 목소리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공경의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말이 신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한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인간에게 알렸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서에 나와 있는 방식 뿐이다. 성서에 따르면,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신이 인간에게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신이 먼저 직접적으로 말했던 다른 사람의 

매개를 통해서 말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신이 직접적으로 말한 자는 신의 

말을 충분히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동일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175

 

따라서 자연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신은 인간에게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가령 신이 우리의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신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은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인간에게는 

직접적으로 말한 다음, 그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다른 인간들에게 전하게 할 수도 있다. 

                                           
175 홉스, 『리바이어던』 3부 32장(국역본 2권,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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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이 인간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인간과 달리 다른 인간을 통해서 신의 말을 전해 들은 

인간이 그러한 신의 말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자, 즉 예언을 받은 자와 신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자, 즉 예언을 받지 못한 자 간에 존재하는 입장이 차이는 매우 크다. 어떤 인간이 

신이 자기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진짜로 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는지 의심할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 내는 논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연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이성 이외에도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보잘 것 없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자연적 이성 뿐이지만, 전능한 신은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가령 꿈, 환각, 목소리, 영감 등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이 인간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이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어떤 인간의 꿈이나 환각이 신의 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에 

있다. 자연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이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의 꿈이나 환각이 신의 말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인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전능한 신은 꿈, 환각, 목소리, 영감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신이 

자기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도록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154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더 많기 때문이다.” 
176

 

따라서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우리를 설득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인간이 자기의 꿈과 

환각이 신의 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의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 자연적 이성이 있는 

자들에게, 즉 꿈은 자연 현상이고, 꿈을 꾸는 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꿈 속에서 신의 말을 들었다는 어떤 인간의 주장이 어떻게 믿음을 

줄 수가 있는가? 사실 꿈 속에서 신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신이 자기에게 말하는 꿈을 

꾸었다는 말에 불과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환각이나 환청을 보거나 들었다는 말은 꿈의 

상태와 각성 상태 사이에 꿈을 꾸었다는 말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환각이나 환청을 

통해서 신의 말을 들었다는 어떤 인간의 주장도 자연적 이성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나아가 어떤 인간이 자기가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고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그가 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연적인 근거를 댈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모든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욕과 기만의 경향을 고려할 때, 자연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인간인 한에서, 다시 말해서 그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더 많이 있는 한에서, 그가 진짜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의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믿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들에게 커다란 행복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을 통치하고 인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다. 게다가 이는 모든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야심과 기만을 가진 자라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고, 각자가 

그에게 복종하기 전에 그에 대해 시험해 보아야 한다.”
 177

 

그러므로 신의 말을 인간들에게 대신 전하는 자라는 예언자의 정의,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두 가지 방식 간에 존재하는 격차에 대한 홉스의 이러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은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자로 간주될 수도 없고, 예언자의 

                                           
176 홉스, 『리바이어던』 3부 32장(국역본 2권, p. 26.) 
177 홉스, 『리바이어던』 3부 36장(국역본 2권,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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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말들이 신의 말로 간주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짜 예언자임을 믿을 수 있는가? 즉 

예언자의 표식은 무엇인가? 예언자를 자처하는 자의 말을 따라야 할 때와 따르지 말아야 할 

때를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가? 홉스가 찾고자 하는 해답은 이런 물음들에 대한 해답이다.  

홉스에 따르면, 우선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는 어떤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인지 식별되지 

않는다. 성서 속에서 예언들은 서로 대립되고 예언자들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왕 

아합이 조언을 구한 400명의 예언자들 중 미가야 만이 참된 예언자였다. 그러나 누가 참된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언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속이는 한, 그것을 우리가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어떤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인지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서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예언자의 표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미 설립된 종교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한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를 속인다면, 이성으로 아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신의 의지를 아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성서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참된 

예언자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식이 존재하며, 이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설립된 것과 다른 종교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178

 

그렇다면 성서가 제시하는 이러한 두 가지 표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가? 홉스는 먼저 그 중 하나의 표식, 가령 기적 만으로는 예언자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신은 기적을 예언자의 소명을 승인하기 

위한 증거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한 우리의 충실성이 항상성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그들의 주장을 신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언자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를 믿지 

말라고 모세가 경고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홉스에 따르면, 이러한 모세의 경고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예언자의 가르침이 신의 대리인, 즉 세속적 주권자의 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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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된다면, 거짓 예언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적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왕, 또는 왕의 권위에 의해서 통치하는 자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이 보낸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179

 

그러나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무런 기적도 내보이지 않는 자도 예언자로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적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신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상식적 추론을 통해서 그것이 신의 명령임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혹은 멀지 않아 확인될 수 있는 기적을 보일 때에만, 인간들은 그를 예언자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이미 설립된 종교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표식들이 동시에 있는 경우, 오직 그런 경우에만 우리는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예언자로서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기적이 참된 예언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필수적인 표식인 한에서,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기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적은 신이 일으킨 

감탄할 만한 일이므로,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어떤 일을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감탄하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들이 감탄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로 여기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한 번도 본적 없거나 매우 보기 드문 일들, 

자연적 현상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인간들은 어떤 일의 자연적 원인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탄과 놀라움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기적으로 보이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홉스가 보기에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를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를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혹은 그의 생활이 특별히 신성함을 

보고서, 혹은 그의 지혜가 비범함을 보고서, 혹은 그의 행동이 특별히 복됨을 보고서 그에게 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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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신의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일 뿐, 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나에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신성함을 가식으로 꾸밀 수도 

있으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된 결과들도 대부분 자연적, 일상적 원인에 의한 신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신의 의지에 관해 초자연적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는 알 도리가 없다.”
 180

 

그래서 홉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성서임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므로, 성서와 일치하지 않는 교리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홉스는 예수 이후에는 성서가 모든 예언을 

대체하며, 이러한 대체는 충분한 대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에 대한 의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예언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현명하고, 박식하고, 신중하게 성서를 

해석하기만 한다면, 성서로부터 모든 법들이 연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적은 그쳤고, 계시나 영감을 받았다는 어떤 사적인 인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기호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서와 일치하는 것 이상의 어떤 교리에도 귀를 기울일 의무는 

없다. 우리 구세주께서 오신 이래로 성서는 모든 다른 예언을 대신하고 모든 다른 예언의 결여를 

충분히 보충하고 있다. 그리고 현명하고 박식한 해석과 신중한 추론에 의해서, 신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과 명령들이 성서로부터 쉽게, 어떤 광신이나 초자연적인 영감 

없이도, 연역될 수 있다.” 
181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원리에서만 결론들을 이끌어 냈던 『리바이어던』 1, 2부와 

달리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원리 외에 예언과 성서에 의해 알려진 원리에서도 

결론들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리바이어던』 3부에서도 자연적 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예언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전해진 신의 말을 근거로서 

받아들이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성서이고, 성서로부터 신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명하고 박식한 해석과 신중한 추론인 한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이성을 사용해서 예언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전해진 신의 말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각, 경험, 그리고 신의 말임이 의심되지 않는 것, 곧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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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기 전까지 쓸 수 있도록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따라서 맹신(implicit faith)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정의, 평화, 참된 종교를 추구해야 한다.”
182

 

이와 같이 예언을 받아들일 때 자연적 이성을 사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홉스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맹신이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서, 

또는 교리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대할 때에도, 그것이 아무리 예언이나 성서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감각, 경험, 이성은 신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고, 게다가 정의, 평화, 진정한 종교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적 이성을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미 신에게 

복종하는 자들인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언제,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이 주권자 중의 주권자임은 사실이다. 따라서 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지상의 

통치자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에 대한 

복종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무엇을 신이 말하는지가 문제다. 왜냐하면 언제, 그리고 무엇을 

신이 말하는지는 오직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만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지 못한 신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정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자연적 이성 

말이다.” 
183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존해야 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 

이성이 성서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초자연적인 계시를 직접 받았던 예언자들 말고 자연적 이성만을 가지고 

있어서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인간들은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대해서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즉 ‘어떻게 우리는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답이 불가능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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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는 것이다. 나아가 ‘왜 우리는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믿는가’와 같은 질문도 부당한 

질문이다. 이미 모두가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믿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적인 답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홉스에 따르면, 성서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유일한 물음은 ‘성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물음이다. 즉 성서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오직 

권위의 문제다.  

“기독교의 다양한 종파들 간에 아주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성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때때로 다른 말로 표현되곤 했다. 가령 ‘어떻게 우리는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또는 ‘왜 우리는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믿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난점은 주로 이러한 질문을 담은 말들의 부적절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의 최초의 저자, 원래의 저자가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믿고 있고, 

따라서 그 점이 논란 거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진실한 기독교도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만), 신이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계시했던 자들 말고는 아무도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믿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믿게 되므로, 

그들 모두에 대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답변이 제공될 수 없다. 참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성서는 법이 되는가?’” 
184

 

이와 같이 자연적 이성이 성서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즉 성서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연적 이성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성서에는 자연적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많이 있다. 자연적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반증도 할 수 없는 

것들 말이다. 그러나 성서에는 자연적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긋나 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해석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잘못된 추론을 했기 때문이다. 

자연적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서가 신의 말임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신의 

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서의 권위는 자연적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한에서 성서의 권위는 자연적 이성에 합치하는 다른 도덕률의 권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성서가 법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자연적 이성은 성서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법은 제정된 법이 아니라 영원한 법이라고, 성서는 자연법과 다르지 않은 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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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이라고 답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홉스는 예언의 경우는 성서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홉스에 따르면, 성서의 권위는 자연적 이성에서, 즉 자연법과의 합치에서 

나오지만, 예언의 권위는 자연적 이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언의 권위는 주권자에게서 

나온다. 즉 기적을 일으키거나 예언하는 자가 있을 때, 그가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는, 개인들이 자기들의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주권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누군가가 예언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개인들이 아니라 주권자에게 

맡겨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기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듣고 있는 혹은 읽고 있는 기적이 

사실이었나, 아니면 혀와 펜의 놀림에 불과한 것이었나 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보고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판단할 때는 각자의 이성이나 양심이 아니라 공적 이성, 즉 

하느님의 최고의 대리자의 이성을 판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평화와 방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주권적 권력을 그에게 부여한 이상, 그런 문제들에 대한 판단도 이미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기적이라고 주장된 행위들에 대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사고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경우, 기적이라고 주장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적인지 거짓말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겉으로 드러낸 때에는 개인의 이성은 공적 이성, 즉 하느님의 대리자에게 종속된다.”
 185

 

홉스에 따르면, 누군가가 예언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주권자에게 맡겨져야 하는 

이유는 사적인 이성만으로는 모든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하는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예언자가 일으킨 것을 기적이라고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각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 사고는 각자의 자유다. 그래서 믿거나 믿지 않는 

이유는 각자마다 다르고, 믿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답이 제시될 수 없다. 예언자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이미 설립된 법, 즉 자연적 이성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을 때, 어떤 자들은 자기들의 사적인 이성의 판단에 따라 그 예언자가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자들은 자기들의 사적인 이성의 

판단에 따라 그 예언자가 일으킨 것을 기적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가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사적인 이성의 판단에 

                                           
185 홉스, 『리바이어던』 3부 37장(국역본 2권, p. 115.) 



161 

 

의해서는 예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공적인 이성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다. 주권자, 즉 모든 

의심스러운 경우에 우리의 사적 판단을 대신해 주기로 되어 있는 자의 판단에 말이다.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공적인 이성, 

곧 주권자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홉스는 모세의 

경우에서 그 해답을 발견한다. 성서에 따르면, 모세의 예언에는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있다. 바로 신이 모세에게는 다른 예언자들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신이 모세에게는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보고 

말했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했다는 점이다. 성서에서 모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 신의 말을 들었다. 가령 신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아비멜렉에게는 꿈에서 나타났으며, 롯에게는 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갈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를 제외하고 이런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꿈이나 환각이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그들을 믿게 하거나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예언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함, 믿음, 공의 등과 같은 덕들을 다른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지향하도록 조언하는 것 뿐이었다. 그들의 말들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말들이 아니었다. 이와 달리 모세의 말은 권위를 가졌고, 모세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자로 인정되었다. 홉스에 따르면,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의 차이는 단 

하나다. 모세는 주권자였지만, 다른 예언자들은 주권자가 아니었다는 점, 그것 뿐이다.  

“종속적 지위에 있던 예언자의 경우. 신이 초자연적으로 말했다는 증거는 없다. 자연적으로 경건, 

믿음, 공의 등의 덕성을 지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186

 

사실 권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언자와 주권자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주권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예언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만약에 우리의 주권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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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부과된다. 즉 그는 우리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를 불신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만약에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의 

주장을 믿어야 할 이유도 그의 말에 복종해야 할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다. 주권자에게는 

이미 우리의 권리를, 즉 행위하고 말할 권리를 양도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권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자유까지 양도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설득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믿거나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만약에 신의 초자연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의 주권자라면, 그는 내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나 말을 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성이 나를 설득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신의 초자연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를 믿게 

하거나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87

 

그러므로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할 때와 따르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 

내기 위해서, 각자는 무엇보다도 숙고해야 하는 것은 누가 주권적 예언자인지,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가 누구이며 신 다음으로 인간들을 통치할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군인지에 대해서다. 그래서 주권적 예언자가 신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법으로 삼고,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러한 법에 비추어 봄으로써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주권적 예언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홉스는 이와 같이 예언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주권자의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 상태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가 기독교도 주권자를 하느님의 예언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각자가 자신의 꿈을 

예언으로 여기고, 그에 따를 것이며, 각자가 마음의 동요를 하느님의 영으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외국의 군주나 혹은 동료 백성 중 누군가에게 끌려 다니게 된다. 이들은 정부를 

중상하고 백성들을 현혹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한다. 이들은 때때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는 그들의 소명을 확인할 다른 기적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법은, 하느님의 법이든 인간의 법이든, 파괴될 것이며, 질서와 정부와 사회는 사라지고, 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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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라는 최초의 혼란으로 돌아가고 만다.”
 188

 

그래서 홉스가 이해하는 성서 전체의 목적은 신 또는 신의 대리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있다. 구약의 역사서들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편지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신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모세와 제사장들, 인간 예수, 그리고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각각의 시기에 신의 인격을 대리하고 있는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구약의 예언들 및 신약의 복음서들과 서신들은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신에게 복종하도록 인간들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인간들이 복종해야 할 신은 첫째로는 모세와 

제사장들 안에 있었고, 둘째로는 인간 예수 안에 있었으며, 셋째로는 사도들과 사도 권력의 후계자들 

안에 있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신의 인격을 대리했던 것이 바로 이 셋이기 때문이다.” 
189

 

이와 같이 홉스는 ‘주권자의 권위’를 통해서 마이모니데스가 보여주었던 ‘인식’과 ‘믿음’의 

아포리아를 해결하고자 했다. 예언자들은 신의 말을 초자연적 계시에 의해서 인식했다고 

하지만, 직접 초자연적 계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인간들은 그러한 예언자들의 말이 신의 

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언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신의 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예언자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미 설립된 종교와 법에 

합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자칭 예언자들이 오류를 범하거나 우리를 

기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직접 신의 초자연적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신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적 이성 뿐이고, 자연적 이성이 신의 말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은 바로 평화와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합법적 주권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스피노자: 예언의 확실성에서 성서 해석의 의미의 확실성으로의 전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는 예언을 확실한 인식이라고 정의하지만, 이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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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신적인 인식임이 설명되는 것은 예언적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 인식이다. 

게다가 더 일차적인 신의 계시의 수단은 예언적 인식이 아니라 자연적 인식이다. 인간 

정신이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신의 본성의 한 부분인 한에서, 인간 정신이야 말로 다른 

외적인 것들, 가령 말들보다 신이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인간이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신의 본성을 표상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신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은 자연을 표현하고 삶의 유용성을 가르치는 몇 가지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고찰된 정신의 본성이 신의 계시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한 모든 것은 신의 

관념과 본성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말이 아니라 말보다 더 탁월하고 정신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명령한 것이다. 지성의 확실성을 맛본 적이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 확신할 

것이다.”
190

 

그래서 인간 정신이 형성하는 명석 판명한 관념, 다시 말해서 인간 정신이 다른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만 의존해서 형성하는 관념은 신과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서 그것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확실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인간 정신에 

대해서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형성하는 관념, 다시 말해서 상상은 그런 내적인 

확실성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진 자는 그 관념의 확실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예언자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그만큼의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스피노자는 예언을 확실한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가 

이해하고 있는 자연적 인식의 확실성과 예언적 인식의 확실성 간에는 분명한 우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 인식이 예언보다 우위에 있다. 자연적 인식은 어떤 기호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것의 고유한 본성에 의해서 확실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191

 

이와 같이 예언적 인식이 자연적 인식처럼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확실성, 즉 내적인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면, 예언적 인식의 확실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언적 인식 

자체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하고, 그래서 예언적 인식에 덧붙여져야만 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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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의 확실성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언적 인식의 외적인 

토대들이다. 

“상상이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려면, 상상에 무언가 덧붙여져야 한다. 말하자면 추론(ratiocinium)이 

덧붙여져야만 한다. 그런 한에서, 예언 자체만은 확실성을 함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예언은 상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2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홉스에게는 없는 예언의 정의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예언의 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언이 일종의 상상인 한에서, 예언의 확실성의 원천이 예언 자체 안에 

있을 수 없고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홉스와 마찬가지로 예언자에 대한 

정의로부터 예언 이론을 시작하고, 신의 계시를 인식하는 예언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 간의 간격의 문제, 다시 말해서 예언을 직접 받지 못한 

자들은 예언자처럼 신의 계시를 인식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예언자가 자신의 예언에 대해 가지는 만큼의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로부터 예언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예언자란 신이 계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fides)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신의 계시를 해석하는 자이다.”
193

 

스피노자가 예언에 대한 탐구의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예언자의 정의는 예언적 

인식과 자연적 인식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연적 인식은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자연적 인식을 알려주는 자는 결코 예언자라고 불릴 수 없다. 자연적 인식을 통해 

얻은 신의 계시를 다른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자의 경우, 다른 인간들은 그가 가진 확실성과 

동일한 확실성을 가지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언적 인식을 통해 

얻은 신의 계시를 다른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언을 직접 받지 

못한 다른 인간들은 신의 예언을 직접 받은 예언자가 그 예언에 대해 가지는 확실성과 

동일한 확실성을 가지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자연적 지식은 신적인 지식이지만, 자연적 지식을 알려주는 자들은 예언자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간들이 단지 믿음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확실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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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동일한 자격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

 

 그래서 다른 인간들에게서 권위를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스피노자는 예언자를 주권자에 

비유한다. 주권자가 공표하는 법을 신민들이 준수하는 이유는 그 법 자체가 신민들 각자의 

이성에 합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위 때문이다. 예언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예언자가 해석해 준 신의 명령들을 무지자들이 준수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예언자의 권위 때문이다. 우리가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주권자를 주권자로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지식을 알려주는 자들은 신의 해석자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해석자란 계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즉 신의 법령들을 채택하려면 예언자의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의 법령들을 해석해 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철학자들의 말을 들은 

인간들이 철학자가 되는 것처럼, 예언자들의 말을 들은 인간들이 예언자들이 된다면, 예언자는 신의 

법령들의 해석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청중들은 예언자의 판단과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시 자체와 내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권자는 국가의 법의 

해석자이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공표한 법들은 오직 주권자의 권위에 의해서만 옹호되고 주권자의 

판단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195

 

그러므로 우리가 주권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아갈 권리, 즉 자연권의 

포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신의 법령들을 자신의 

이해력에 따라 판단할 권리의 양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언자나 주권자나 

그들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서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이끌어내는 것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예언을 그것의 고유한 원인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언에 관한 참된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사유의 확실한 원리들이 아니라 오직 상상에 의해서 

예언자들이 인식했던 것에 관한 확실성을 그들이 어디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점에서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역시 성서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참된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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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그것의 고유한 원인들로부터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가 예언자들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다음 장에서 보여줄 것이다.”
 196

 

그러므로 예언자와 주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하는 물음은 동일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은 달라진다. 주권자의 권위에 대한 탐구는 사유의 확실한 원인들에 

기초하는 것이었지만, 예언자의 권위에 대한 탐구는 사유의 확실한 원리들이 아니라 성서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성서 독해를 통해서 예언자의 권위의 문제를 탐구하는데, 그가 성서 

독해를 통해 찾아낼 수 있었던 예언의 확실성의 토대는 모두 세 가지였다. 첫째는 예언자의 

상상의 생생함, 그리고 둘째는 기호, 마지막으로 셋째는 바로 정의와 선으로만 향하는 

예언자들의 정신이었다. 

“예언의 확실성 전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토대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로 예언자들은 계시된 

사물들을 아주 큰 생생함으로 상상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대상들에 의해 변용될 때 아주 큰 

생생함으로 그 대상들을 상상하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토대는 기호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특히, 예언자들은 오직 정의와 선으로만 향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197

 

먼저 성서에서 예언자는 자신의 상상이 아주 생생한 것일 때 자신의 상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예언적 상상의 생생함을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대상들에 의해서 변용될 때 대상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상상의 생생함과 동일한 

생생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스피노자가 예언의 확실성의 첫 번째 

토대로서 제시하고 있는 예언자의 상상의 생생함은 마이모니데스가 예언자에게 부여했던 

상상적 완전성에 상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스피노자의 

성서 독해에 따르면,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예언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한 것은 그것이 꿈이나 

환각의 경우처럼 감각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서 

속의 예언자들은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경우에도 마치 깨어 있을 때의 상상처럼 

자신들의 상상이 아주 생생한 것일 경우에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생생한 상상은 예언의 확실성의 원천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생생한 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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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 본인에게는 확실성의 토대이지만, 상상하는 본인이 아닌 다른 인간들에는 확실성의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상이 생생한 것이었을 때 예언자 본인은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예언자의 상상이 아무리 생생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예언자 본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예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몇몇 인간들은 자연이 다른 인간들에게는 할애하지 않은 특정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만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인간 본성의 정의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는 그런 것일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특성들이 인간 본성을 넘어선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주 큰 키는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또한 즉석에서 시를 지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것은 극히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어떤 것이 마치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두 눈을 뜬 상태에서 그것을 상상한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다른 

지각 수단과 다른 인식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는 분명 인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일 

것이다.”
198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가지는 확실성의 토대는 생생한 상상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야만 한다. 성서에 따르면, 예언의 확실성의 토대로 간주될 수 있는 그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기호다. 성서 속에서 예언자는 자신의 상상이 그 외의 다른 어떤 기호에 

의해서 확증될 경우에만, 자신에게 계시된 예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신의 

계시를 들었을 때 그것이 신의 계시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호를 요구하고, 기드온이 

신에게 자신이 받은 예언이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호를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경들이다.  

“예언자들은 신의 계시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계시 자체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호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이는 명백하다. (「창세기」 15장 8절을 참조하라) 

아브라함은 신의 약속을 들은 후에, 기호를 요구했다.”
 199

 

사실 성서 속에서 예언자들에게는 항상 기호가 주어졌고, 기호를 통해서 예언자는 자신의 

기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언자들이 기호로부터 얻었던 확실성은 

수학적 확실성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 자체만으로는 예언을 

확신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해서 예언 자체에는 수학적 확실성이 부재해서 이러한 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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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할 수 있는 기호를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호는 다른 예언자들이나 예언을 받지 않은 자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언자 당사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었다. 따라서 기호는 예언자마다 

달랐고, 예언자 자신만이 기호를 판별할 수 있었다.  

“예언자들이 기호로부터 얻는 확실성은 수학적 확실성(곧 인식하거나 본 사물들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확실성)이 아니라 오로지 도덕적 확실성이었고, 기호들은 오직 그 예언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라 나온다. 기호들은 예언자의 

의견과 능력에 맞게 주어졌다. 따라서 한 예언자에게 자신의 예언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했던 기호는 

그 예언자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예언자를 확신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기호들은 예언자 

마다 달랐다.” 
200

 

그러므로 비록 수학적 확실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언자 본인은 기호를 통해서 예언을 

확신했지만, 기호만으로 우리가 예언자들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호만으로는, 가령 기적 

만으로는 예언은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것이 또 다시 덧붙여져만 한다. 모세에 

따르면, 기호에, 다시 말해서 예언에 또 다시 덧붙여져야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언자가 주는 

가르침이다. 모세는 예언자가 신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해도 거짓 예언을 한다면, 대중을 참된 

종교로부터 등돌리게 하려는 자는 자신의 권위를 기호와 기적에 의해서 확증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가르치곤 했다. 기적을 행해도 거짓 신을 가르치는 자들은 죽여야 할 

거짓 예언자라고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서를 믿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을 믿게 되는 유일한 

동기는 기호들에 의해서 확인된 가르침이다.”
 201 

그래서 스피노자는 예언의 확실성의 세번째 기초로서 정의와 선으로만 향하는 예언자의 

정신을 발견한다. 예언자 발람의 사례는 정의와 선으로만 향하는 예언자의 정신이야말로 

예언의 확실성의 토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발람에게는 사심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불경한 자들의 말은 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발람의 말은 신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발람은 그가 축복하는 자는 실제로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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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신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실제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덕을 

아브라함에게 부여 했는데, 발람에게도 바로 그러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언자로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발람은 항상 예언을 했거나, 혹은 아주 자주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예언자들이 예언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즉 오직 정의와 선을 향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202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예언의 확실성의 원천, 곧 정의와 선으로만 향하는 예언자들의 

정신은 우리가 예언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해 주는가? 한편으로 스피노자는 정의와 

선으로만 향하는 예언자의 정신이 매우 큰 확실성을 예언에 부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신은 속이려고 할 때만 거짓 예언자들을 이용하고, 경건한 자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계시하고, 경건한 예언자가 진리를 미리 알리는 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모세는 참된 예언자라면 어떤 기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언자를 믿으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피노자는 예언자가 아무리 경건한 자들이라고 해도 

이러한 예언자들의 경건함이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예언과 계시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예언은 매우 큰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은 결코 경건한 자들과 선택 받은 자들을 

기만하지 않으며, 옛 속담에 따라서(「사무엘기 상」 24:14 참조),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그녀의 

말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신은 경건한 자들을 자신의 경건함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자신의 분노의 전달자이자 집행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방금 인용했던 미가의 

경우를 통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확인된다. 신은 예언자들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합을 속이려고 

결정하셨지만, 오직 거짓 예언자들 만을 이용하셨고, 사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실재를 있는 그대로 

계시하셨고 경건한 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했듯이, 

예언자의 확실성은 단지 도덕적 확실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자신을 신의 경건함의 도구라고 치켜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성서 자체가 가르치는 바이며, 그 

자체로도 분명한 것이다. 사실 다윗의 경건함은 성서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분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수를 세도록 유혹하셨다.”
 203

 

따라서 결국 예언은 반드시 기호를 필요로 했고, 가르침과 기적에 의해서 동시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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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했다. 물론 참다운 예언자들의 사유들 중에는 기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확실성을 

갖는 것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신을 

믿기 위한 기호는 필요하지 않았다. 기호가 없어도 신을 믿는 자들은 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기호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믿는 자였던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예언에 대한 기호, 즉 신의 

어떤 약속이 자신에 대한 약속임을 알기 위한 기호는 필요로 했다. 이 점에서 예언은 믿음과 

다르다. 믿음은 기호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예언은 반드시 기호를 필요로 한다.  

“아브라함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신을 믿기 위한 기호가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자신에 대한 신에 의한 약속임을 알기 위한 기호였다.”
204

 

또한 모세 이후의 예언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미 포함된 것을 예언할 때에도 그러한 

예언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의 권위가 그것의 

확실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이 기적을 동반하지 않고도 확실한 지식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경우는 그것이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예언하지 않은 경우, 즉 이미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들, 공통의 기억, 습관, 관습, 도덕에 합치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예언하지 않고, 오직 모세의 율법에 포함된 것 만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기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205

 

그러므로 결국 스피노자가 성서에서 찾아 낸 예언의 확실성의 세 가지 토대들 중 어느 

하나도, 아니 그것들 모두가 합쳐져도 철학적 진리처럼 확실성을 주지는 못하는 것들이다. 

예언자의 상상의 생생함은 예언자 자신에게만 확신을 줄 수 있지 예언자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게는 확신을 줄 수 없다. 생생한 상상은 사실 자연적인 능력에 불과하다. 자연의 

빛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인식이 신의 계시라고 믿어지려면 기적과 같이 그것이 신의 

계시라는 기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호는 예언자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었고, 거짓 

예언자도 기적을 일으키므로, 기호 만으로는 우리에게 예언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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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언자의 도덕적인 습성, 행위,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것들 역시 이미 

확실한 것으로 인정된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호를 동반해야만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예언의 확실성의 외적인 토대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이런 세 가지 토대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예언의 

확실성은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예언의 확실성이 도덕적 확실성이라고 결론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덕적 확실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그런 계시를 받았던 예언자들 스스로의 확실성보다 

더 큰 확실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며, 2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예언자들 스스로의 확실성도 도덕적 

확실성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성서의 권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성서의 권위는 예언자들의 권위에 의존하고, 예언자들이 자기 민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곤 했던 논증들보다 성서의 권위를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더 강한 논증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확실성과 권위의 토대로 삼았던 것과 다른 것을 

우리의 확실성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예언자들의 확실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언자들은 첫째로 생생하고 

판명한 상상에, 그 다음으로는 기호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정의와 선을 향하는 정신에 의존하고 

있고, 이 외에 다른 논증들을 토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말할 때 자기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증명들을 사용할 수 없었고,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다.”
 206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예언의 확실성이 도덕적 확실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 예언의 확실성을 수학적 확실성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마이모니데스는 철학적 진리와 예언이 동일한 유형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피노자가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언의 확실성을 수학적 확실성으로 간주하고, 성서의 권위를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마이모니데스의 관점이다. 스피노자는 성서 

속에서 예언자가 대중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수학적 증명이 

아니라 생생한 상상, 기호, 정의와 선을 향한 정신 같은 것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206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5장 § 7: G III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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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이모니데스의 관점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끄에 따르면, 스피노자가 마이모니데스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렇게 수학적 

확실성과 도덕적 확실성으로 확실성의 두 유형을 구분한다는 점에 있다. 인식과 믿음의 

확실성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던 마이모니데스는 인식과 믿음 사이에 아무런 대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서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과 믿음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마이모니데스가 주장하는 이 인식과 믿음의 화해는 성서의 서로 대립되는 말들의 

너머에 지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의해서만 접근가능한 하나의 내적이고 

비의적인 의미가 있어야만 가능한 화해다. 스피노자는 인식과 믿음의 확실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믿음의 확실성을 도덕적 확실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마이모니데스의 

엘리트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07

 

그래서 예언의 확실성을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으로 이해하는 스피노자는 

예언의 확실성을 대중들이 예언자들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예언자들이 사심 없이 자비와 정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서로 다르고 때로는 대립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합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만약에 예언자 

만이 판별할 수 있는 기호가 아니라 예언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기호들이 

더해 진다면 우리의 확신은 더 강해지게 된다. 나아가 우리가 그런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더 

보편적인 확실성을 갖는 이성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확신은 

더욱 공고한 것이 되는 것이다.  

“예언자들이 다른 목적을 품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비와 정의를 권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로부터 인간들이 믿음과 복종에 의해서 지복에 도달한다는 것을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 진지한 정신에 의한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언자들이 기호들에 의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확증했다면, 우리는 

예언자들이 무분별하게 말했던 것이 아니며 미쳤기 때문에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다. 

                                           
207 Zac, Sylvain(1979), “Philosophie et théology chez Spinoza”, dans Philosophie, Théologie, Politique Dans 

L'Oeuvre de Spinoza, Vrin, pp.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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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예언자들이 이성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 가르침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이러한 우리의 확신은 더욱 공고해진다. 예언자들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신의 말과 우리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신의 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8

 

이와 같이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예언의 확실성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확실성이 아니라, 

예언을 자신의 삶을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대중들에 의해서 부여되는 확실성이고, 예언 자체 

안에 있는 확실성이 아니라 예언을 믿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추론이 진행될수록 의심스러운 것에서 확실한 것으로 변화되는 확실성이다. 수학적 확실성과 

종별적으로 다른 도덕적 확실성의 특징은 바로 이 점에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보기에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예언은 

우리가 그 원인들을 알지 못하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이 무엇이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일단 예언이 주어지고 난 후에 그것을 확실한 인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에 

달린 문제다. 우리의 판단력을 통해서 예언은 비록 수학적 확실성은 아니지만 믿고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개연적인 확실성을 가진 지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계시가 있고 난 후에는, 최소한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그러한 계시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사용될 수 있다.”
 209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스피노자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성서라는 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예언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 즉 성서를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내가 아는 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예언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성서들을 펼쳐 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언자들 

스스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은 것들은 판단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예언자들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고 

                                           
208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5장 § 7: G III 186. 
209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5장 § 7: G III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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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면서 말이다.”
 210

 

그리고 각자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신중한 성서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스피노자는 홉스와 다르지 않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 즉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이라고 해서 모두 신의 말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언자들과 성서의 저자들, 

즉 유대인들의 말하기 방식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들은 매개적 원인이나 특수한 원인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신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말한다. 자기들이 돈을 벌면 신이 그들에게 

돈을 주셨다고 말하고, 어떤 욕망이 생기면, 신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배치했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유를 형성하면, 신이 그들에게 말했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신중한 성서 해석을 통해서 성서가 말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예언이고 어떤 것이 예언이 아닌지를 주의 깊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서가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서가 들려 주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등을 신중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성서 독해를 통해서 무엇이 예언이고 무엇이 예언이 아닌지 

판단해야만 한다.  

“성서가 신의 말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예언, 즉 자연적 인식을 초과하는 인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서의 명백한 확언이나 서사적 상황들에 의해서 예언이나 계시라고 지시된 것 만을 

예언으로 간주해야 한다.”
 211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언의 확실성의 문제는 성서 독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스피노자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성서를 독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 7장에서 마이모니데스가 자신의 성서 해석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2부 25장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길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마이모니데스 식으로 성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가 영원하다고 말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계의 창조에 

관한 성서의 구절들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이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구절들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210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장 § 6: G III 17.  
211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장 § 6: G II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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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구절들을 적절히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도, 어렵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의 

신체성을 거부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구절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할 때 우리가 성서에 나타나는 신인동형론을 설명했던 것보다는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이론과 조화를 이루도록 성서의 구절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훨씬 더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세계의 영원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는 두 

가지 있다. 첫째,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정립하는 명료한 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이러한 증명과 모순되는 모든 구절들은 다르게 설명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반면, 세계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어떤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이론과 반대되는 

이론이 동등하게 훌륭한 논증에 의해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증은 성서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거부하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은 종교의 원리들과 대립되지 않는다. 즉 

어떤 예언자의 말씀과도 대립되지 않는다. 오직 무지자들만이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과 대립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성서는 이와 반대로 신의 비신체성을 가르치고 있음을 이미 

보여 준 바 있다. 만약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대로 세계의 영원성을 받아들인다면, 즉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고정된 법의 결과이고 자연은 변화하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종교의 토대와 대립하게 되고, 모든 기적들과 

기호들을 믿지 않게 되고, 성서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희망과 공포를 거부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212

 

여기에서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비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에 의해서 증명된 진리와 모순되는 신의 신체성을 이야기하는 성서의 구절들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이성에 의해 증명된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창조나 기적은 이성이 그것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할 지라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말이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마이모니데스의 성서 해석에는 어떤 비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가 세계의 영원성이 신의 비신체성과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다면, 성서 안 도처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의 신체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비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수학적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려는 태도는 신의 신체성 문제에서나 세계의 영원성 문제에서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12 마이모니데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2부 2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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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마이모니데스가 한 말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이 명백하게 따라 나온다. 

만약에 그가 보기에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이 이성에 의해서 정립되었다면, 그는 성서가 이성이 정립한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성서를 설명하고 왜곡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성서가 이성이 정립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사방에서 명시적으로 긍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세계의 영원성을 가르치고 싶어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213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렇게 이성에 의해서 증명된 진리와 모순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서 해석의 원리로 삼는 마이모니데스의 성서 해석은 독단주의적인 성서 해석이다. 예언은 

예언자들에게만 주어졌던 뛰어난 상상력의 산물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의 빛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예언에 

대해서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것은 이성이 없는 자에게 이성을 

강요하는 식의 불가능한 요구에 불과하다. 마이모니데스의 성서 해석에는 이성이 정립한 

것과 동일한 것을 성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성서의 왜곡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표방하는 성서 해석 원리는 이성의 잣대가 아니라 성서 자체의 

원리들에 기초한 성서 해석이다. 성서는 신의 본성이나 자연적 원인들에 대한 이성적 탐구의 

기록이 아니므로, 자연적 원리들에 기초해서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 성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서가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동일한 것들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인지 서로 다른 성서 텍스트들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하는 방법 

뿐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신명기」의 십계명과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서로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신학정치론』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및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5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다. 성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모세 

5경은 모세가 직접 쓴 신의 율법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들이며, 그들이 모세의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을 삽입하면서 작성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십계명과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차이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차이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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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탐구를 통해서 성서 해석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성서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성서 해석의 난점이 있다. 

바로 성서 원문이 우리가 이성에 의해 알게 된 것들과 충돌한다는 문제다. 우선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서 원문은 우리가 이성에 의해 갖게 된 신 개념과 충돌한다. 

「출애굽기」 24장은 신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시나이 산으로 내려왔고, 

유대인들은 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신을 보았고, 신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모세가 그것을 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신의 등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모세에게 제시된 율법에는 신의 비신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과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하긴 하지만, 이는 신이 아니라 이미지를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성서는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서의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다. 사실 자신의 말이 

곧 신의 말이라는 모세의 주장 자체가 이성과 배치된다. 왜냐하면 모세의 입, 즉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신의 본질이나 존재가 표현되고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성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으로 모든 난점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다른 사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에게 의존하는 어떤 피조물이 일인칭 화법으로 “나는 너의 신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혹은 

말로 신의 본질이나 존재를 표현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성에 매우 어긋나 

보인다. 만약에 누군가의 입이 “나는 이해했다”라는 말들을 발음한다면, 이해한 것이 입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해한 것은 그렇게 말한 인간의 정신이다. 그렇지만 입은 그 인간의 

본성에 속하고, 그의 말을 들은 상대방은 지성의 본성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하는 자의 사유를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신에 대해서는 이름 이외에는 아무런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서 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경우에, 나는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신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신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 한 피조물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만약에 진실로 신이 모세의 입을 비틀어서, 아니 모세가 아니라 어떤 

짐승의 입을 비틀어서, “나는 신이다”라고 발음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의 존재를 

이해했을까 하는 것이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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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성서 원문에 충실한 해석이 이성의 가르침과 충돌한다는 난점은 성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복종이지 자신의 속성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서의 목적은 신을 이해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성서는 사람들의 자발적 복종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 즉 복종을 욕망하게 하려는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세가 추구했던 것은 학문이 아니라 복종이었고, 히브리인들은 신앙심이 

깊었지만 신의 이름도 신의 속성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은 신의 행위와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의 전능함 뿐이었다. 이렇게 성서의 목적 자체가 신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데 있지 않으므로, 말과 이미지를 통해서 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방금 보여 준 것에 의해서 우리는 1장에서 제기된 반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쉽게 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기에서 지적해야만 한다. 신이 시나이 산 위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말했다고 말했을 때 제기된 반론들 말이다. 이스라엘인들이 들었던 그 목소리는 

그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즉 수학적 확실성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그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경탄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복종으로 

이끄는 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것이었다. 왜냐하면 신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신의 본질의 절대적인 속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고(그래서 그 때는 

누구에게도 그런 것들이 계시되지 않았다.), 신이 원하신 것은 그들의 정신의 불복종을 깨뜨리고 그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그들에게 추론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20을 보라)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로 자신을 보이셨던 것이다.”
 215

 

따라서 스피노자는 유대교를 합리화하려는 마이모니데스의 프로젝트에 동의하지 않는다. 

철학적 신 개념과 종교적 신 개념이 동일해야 한다는 마이모니데스의 생각 자체가 오히려 

문제다. 스피노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편견만이 아니라 철학적 진리들도 성서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성서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편견에 기초한 논거에 의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연적 인식의 원리들에 기초한 논거에 의한 선입관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사물의 진리와 참된 의미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오직 언어의 용법 또는 성서에만 기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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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에만 의존해야 한다.”
 216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러한 마이모니데스의 독단주의와 알파카(R. Jehuda Alpakhar)의 

성서 해석 원리가 대조된다. 알파카에 따르면, 성서가 교리로서 가르치고,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오직 성서의 권위에 의해서 그래야 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서가 교리로서 가르치고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예외 없이 참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실 성서가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교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이모니데스와 알파카의 

의견이 달랐던 것은 아니다. 알파카는 마이모니데스와 마찬가지로 신의 단일성을 성서의 

명시적인 교리로서 받아들인다. 그는 신을 복수로 표현하는 성서의 구절들은 그저 표현 

방식에 불과한 것들이지 성서가 교리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신의 

신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모든 성서의 구절들이 비유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마이모니데스와 다르지 않다. 신의 단일성과 신의 비신체성을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교리들로 본다는 점에서 마이모니데스와 알파카의 의견은 합치한다.  

마이모니데스와 알파카의 차이는 성서가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들을 참된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있다. 알파카에 따르면, 신의 단일성이 성서의 명시적인 

교리로 인정되는 이유는 복수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성에 모순되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성서 자체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신명기」 6장 4절에서,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 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비신체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파카에 따르면, 우리가 신의 비신체성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성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성서의 구절 때문이다. 

가령 「신명기」 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야훼께서 호렙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파카의 이러한 성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에게는 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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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을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알파카는 마이모니데스처럼 성서가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성서에서 읽어 내기 

위해서 성서의 의미를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서 독해는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성서에 대해 외적인 것인 이성의 권위가 아니라 성서 자체의 

권위임을 생각한다면, 마이모니데스보다는 알파카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성서가 교리로서 가르치고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예외 없이 참된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알파카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알파카는 성서의 교리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서 안에는 

모순적인 교리들이 존재하지 않고 모순적인 것들이 존재하더라도 오직 간접적으로 모순되는 

것들 만이 존재하며 오직 그런 경우에만 비유적인 의미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성서 안에는 직접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사무엘은 신이 자신의 판단을 바꾼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만, 예레미아는 

신이 자신의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확언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체 어느 

쪽을 은유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두 판단들은 다 보편적인 판단들이고, 서로 대립되는 

판단들이다. 따라서 두 판단들을 모두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두 판단들을 모두 거짓된 

것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예언자가 이전에 신봉하고 있던 의견에 따라서 예언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면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예언자들의 의견의 

사례들을 이미 수없이 확인한 바 있다. 『신학정치론』 9장과 10장 에서 스피노자가 보여 

주었던 것들은 모두 서로 모순되는 성서의 말들의 사례였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볼 때 알파카의 오류 역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성서를 읽을 때는 먼저 성서 자체에 의해서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지만,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성서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이성과 모순되고, 그것들 끼리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라는 요구, 다시 말해서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는 불가능한 요구다. 수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맹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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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성서의 참다운 의미를 이끌어 낸 후에 그것에 우리가 동의할 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과 이성에 의존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판단과 이성에 대립되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장들의 의미와 예언자들의 사유만을 탐구하려고 하는 한에서, 성서에 의해서 성서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참이다. 그러나 참된 의미를 추출해 내고 나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 우리의 동의를 

부여하려면 필연적으로 판단과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217

 

그러므로 성서는 성서 자체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신의 말의 참된 

원본 텍스트이므로, 인간의 이성을 훼손하는 것은 성서의 말들을 훼손하는 것, 즉 신의 말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들을 훼손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다.  

“만약 이성이 어떤 것에 대립된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사유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물어 보고 

싶다. 사유에 의해서 어떤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성이 그것과 대립된다는 것과 다른 말인지 물어 

보고 싶다. 이성, 즉 가장 큰 재능인 이 신의 빛을 인간의 악의에 의해 위조될 수 있는 죽은 문자들에 

종속 시키려고 데에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18

 

회의주의자들은 마치 인간들이 완전한 무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면 종교와 믿음을 방어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경건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의 의견은 편견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성과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 

것도 믿지 않는 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성서를 우리에게 전해 준 자들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심스럽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의심스러운가? 이성과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경건함이 아니라 바보짓에 불과하다. 이성에 맞서서 

종교와 믿음을 방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은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그 옛날 어리석은 대중들, 즉 

히브리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 가령 의인론적인 신 개념이나 명령으로서의 신법 

개념처럼 오늘날의 성서 독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과거의 편견들 안에 

인간들을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철학을 신학의 시녀로 삼는 자는 그 옛날 어리석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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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사유를 경건함과 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편견들을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19

 

그러므로 알파카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 이유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간에 모순된다는 것, 즉 이성에 반대된다는 것을 해결해야 할 난처한 문제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간에 모순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무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신학이나 신의 말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 받지 않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는 일이 아니다.  

“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종류의 모든 것, 즉 자비가 결여되어 있지 않으면서 인간들이 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은 신학, 즉 신의 말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각자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220

 

스피노자에 따르면, 텍스트로서의 성서 자체와 성서의 목적, 즉 삶의 계율 혹은 

가르침으로서의 신학은 구분 되어야 한다. 모로는 스피노자의 성서 독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르침과 텍스트의 구분을 스피노자의 성서 독해의 두 측면, 즉 고고학적 독해와 

교훈적 독해의 분절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에게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윤리적인 지평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자의 독해는 고고학적 독해로서, 자연학이 자연을 

다루는 것처럼 성서를 다루는 학문적 독해다. 어떤 성서의 구절이 비유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고고학적 독해가 수행하는 텍스트들 간의 비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미리 

정해진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진리들과 합치하는지 어긋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성서의 몇몇 부분은 너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고학적 

독해를 통해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교훈적 독해는 이러한 고고학적 독해를 전제하는 독해다. 왜냐하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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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이해되어야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훈적 독해는 고고학적 독해와 분절된 것이어서, 성서의 몇몇 부분이 훼손되었다 

해도 성서가 가르치는 교훈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스피노자가 철학과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서가 가르치는 

교훈들이지 텍스트로서의 성서 자체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된 신학, 즉 성서가 가르치는 

삶의 가르침들은 이성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성과 합치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유용한 것들이다.
221

  

“이런 의미로 이해된 신학을 삶의 계율들 혹은 삶의 가르침들로 간주한다면, 그런 삶의 계율들과 

가르침들은 이성과 합치한다. 신학의 의도와 목적을 본다면, 이성과 대립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신학이 보편적인 것, 즉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22

 

스피노자가 회의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회의주의가 이렇게 성서의 목적과 성서 

텍스트 자체가 구분되고 성서의 가르침이 이성과 합치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성서를 죽은 

문자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알파카의 회의주의적 성서 해석은 

성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성서의 목적을 무시하고 성서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유용성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서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이모니데스도 틀렸지만, 알파카도 틀렸다. 알파카는 마이모니데스와 대립하지만 

마이모니데스와 정반대의 오류에 빠져 있을 뿐이다. 물론 독단주의자들처럼 신학의 기초가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회의주의자들처럼 이성과 상관 

없이 신학의 기초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성서는 뛰어난 지성적 

재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성에 의한 증명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판단도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하는 말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독단주의자나 회의주의자나 그들이 동일하게 모르고 있는 점은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단력에 의해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221  Moreau, Pierre-François (1992), “Les principes de la lecture de l''Écriture Sainte”, dans Travaux et 

Documents. No. 4. L'Écriture Sainte au Temps de Spinoza et Dans le Système Spinoziste, Presses de 

U'université de Paris Sorbonne, pp. 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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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성서 해석의 권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의 빛에 의해서 성서라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 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서 해석 방법의 탁월성을 증명할 수 있다.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자이므로, 성서 해석의 기준은 자연을 넘어서 있는 어떤 빛도 

아니고, 외적인 권위도 아니며,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자연의 빛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223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피노자가 예언이 도덕적 확실성을 가진다고 말할 때, 어떤 

확실성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확실성은 각자가 성서에서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이다. 이 확실성은 신의 본성과 자연의 

원인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 철학적 진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확실성과 

종별적으로 구분되는 확실성이며,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엘리트들 만이 

접근할 수 있는 확실성이 아니라 자연의 빛을 부여 받은 모든 인간 인간들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확실성이다.  

따라서 예언의 확실성과 권위의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대답은 마이모니데스의 대답과도 

다르고, 홉스의 대답과도 다르다. 마이모니데스에게 철학적 진리와 예언은 동일한 유형의 

확실성을 갖는다. 확실성의 종류는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수학적 확실성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홉스는 인식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구분하고, 예언을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예언을 믿는 이유에는 일반적인 대답이 있을 수 없으므로 예언은 

권위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예언의 권위는 주권자의 권위에 종속된다는 것이 홉스의 

결론이다. 이렇게 인식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구분하고, 예언을 믿음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스피노자도 홉스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예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여전히 예언에 ‘확실성’이라는 말을 적용시킨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예언에 대해서 ‘도덕적 확실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학적 확실성만을 인정하는 

마이모니데스에 반대하기 위해서 ‘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예언의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홉스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확실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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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종을 통한 구원의 ‘도덕적 확실성’ 

지금까지 예언의 확실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론은 마이모니데스 및 홉스의 이론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나 홉스와 달리 

예언에 대해서 ‘도덕적 확실성’을 인정한다. 그는 철학적 진리의 확실성과 예언의 확실성이 

동일한 확실성이라는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홉스의 결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스피노자가 예언에 

대해서 인정하는 확실성은 예언이라는 상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은 아니다. 예언은 

상상이고, 상상은 비록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본성 상 확실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예언에 대해서 인정하는 확실성은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의 확실성, 즉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의 빛에 의해서 각자가 

성서에서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의 의미의 확실성이다. 서로 다르고 대립하는 각각의 

예언자들의 상상들과 그것의 물질적 기록으로서의 성서 텍스트들 자체는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것들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각자의 해석학적 이성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들은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확실성을 비로소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상상의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스피노자가 어떻게 예언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탐구에 의해서 

예언의 확실성이 성서 텍스트의 의미의 확실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언의 확실성의 문제는 

모든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즉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명제의 확실성의 문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전환에 의해서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의 모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어 버리고 만다.  

『신학정치론』 15장에서 스피노자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서 텍스트들이 훼손되었을 

지라도 단지 복종하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모든 성서 텍스트들의 공통적인 가르침, 

다시 말해서 복종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성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도덕적 확실성’을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학』 5부에서 그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자유이며, 도달하기 어렵고 도달하는 자가 드문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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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작용으로서의 3종 인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만약에 두 텍스트들이 서로 대립된다면, 예언이나 성서 같은 상상들에 대해서 

해석학적으로 탐구하는 『신학정치론』이 아니라 철학적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윤리학』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만약에 『신학정치론』이 말하고 

있는 ‘복종을 통한 구원’과 『윤리학』이 말하고 있는 ‘지적인 구원’이 양립할 수 없다면, 

예언에 대해 ‘도덕적 확실성’을 인정하는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은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나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2부 2장에서 우리는 『신학정치론』의 스피노자는 자신의 사유와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극단적인 해석을 일단 배제하고,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이 모순이 어떤 모순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모순에 대한 마트롱의 해결책과 이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반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 스피노자가 이 명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장 2절에서는 스피노자보다 먼저,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개념을 설명하고 활용했던 데카르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스피노자가 생략해 

버린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사용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장 

3절에서는 ‘도덕적 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를 

『윤리학』과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마트롱의 

시도를 재평가하고, 이 명제의 모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제시해 볼 것이다.  

 (1) 복종을 통한 구원의 증명 불가능성과 모순성 

먼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모순적 명제, 즉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가 안고 있는 

모순이 어떤 모순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명제가 등장하는 

『신학정치론』 15장에서 스피노자가 이 명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성서, 즉 계시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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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환기시키고자 한다.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빛에 의해서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오직 계시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가멸적인 존재자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복종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이다. 반면 인류 전체로 볼 때 이성의 지도에만 따르는 덕의 습관적 

실천에 이르는 자들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서의 증언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들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224

 

우선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언과 성서의 유용성과 필요성이다. 예언과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처럼,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모든 

인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언과 성서는 가멸적인 존재자들인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위로를 준다는 점에서 그것들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우리에게 납득시킨다.  

나아가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언과 성서의 이러한 유용성과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은 자연의 빛과 이성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가르침, 다시 말해서 오직 예언과 성서 

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성이 아무리 많은 확실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러한 확신에 동반되는 

위로는 오직 예언과 성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종교와 철학의 ‘분리’다. 철학은 

이성에 의해 증명된 진리들, 다시 말해서 수학적 확실성을 가진 진리들에 기초하지만,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는 우리의 이성이 수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와 이성에 의해 증명된 진리들에 

기초하고 있는 철학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의 토대, 즉 ‘복종을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과 성서의 가르침을 철학적 진리와 혼동하고 그것을 이성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24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5장 § 10: G III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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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아무런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와 철학 간에 존재하는 어떤 ‘합치’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합한 

관념들은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고찰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중에서도 신에 

대한 적합한 관념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기 만족을 준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철학적 

구원은 바로 이런 정신의 만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신학정치론』 15장에서 말하는 ‘복종을 

통한 구원’, 다시 말해서 종교적 구원도 마찬가지다. 철학자의 덕에 대한 내적인 보상으로 

철학자에게 자기 만족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복종에 대한 보상으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것 역시 자기 만족이라는 내적인 보상이다.  

“앞 장으로부터 분명히 따라 나오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성스러운 정신은 선한 행위들 만을 증거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선한 행위들을 성스러운 정신의 열매라고 

불렀던 것이다. 사실 성스러운 정신은 선한 행위들로 인해 정신 안에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animi 

acquiescentia)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225

 

그러므로 디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스피노자에게서 종교와 철학은 서로 ‘구분’되지만, 두 

영역 간에는 근본적인 ‘합치’가 존재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성적 인식이 권유하는 삶의 방식과 예언과 성서가 권유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합치를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두 영역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합치는 

두 영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독립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신적 지혜를 배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신적 지혜를 말하는 두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다. 즉 

우리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신의 명령으로서 배울 수도 있고,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성적 인식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상상의 언어에 의해 말해질 

수도 있고, 이성의 언어에 의해 말해질 수도 있다. 디안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 관점은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는 예언을 기적으로, 즉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해 

반대하고, 예언이 무엇이건 간에 자연 법칙들에 종속되어 있고, 원리상 이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 관점은 

                                           
225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5장 § 8: G III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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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의 기원도, 내용도, 결과도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신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226

 

사실 디안이 강조하고 있는 종교와 철학 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합치는 스피노자 자신이 

『윤리학』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주석에서, 스피노자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철학적 구원과 예언과 성서가 말하고 있는 종교적 구원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salus), 즉 지복(beatitude) 또는 자유(liertas)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 그것은 신에 대한 항상적이고 영원한 사랑,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 대한 신의 

사랑에 있다. 성서에서 영광(Gloria)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 곧 지복이며, 성서가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신에 관련된 것 또는 정신에 관련된 것이므로, 

정신의 만족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정신의 만족은 (정념들의 정의 25와 30에 의해서) 영광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신에 관련된 것인 한에서 (5부 정리 35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신에게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기쁨이고, 

또한 정신에 관련된 것인 한에서도 (5부 정리 27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227

 

그러나 여기에서 ‘기쁨이라는 용어를 신에게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야만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적 구원과 

예언과 성서가 말하고 있는 종교적 구원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스피노자가 

구원, 지복, 또는 자유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성서가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신에 대한 사랑 또는 인간들에 대한 신의 사랑이다. 그렇지만 성서가 

말하고 있는 신의 사랑은 신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념을 가지고 있다는 신에 대한 상상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반해,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신의 사랑은 신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나오는 사랑, 다시 말해서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226 Dijn, Herman De(1995), “Spinoza and revealed religion”, in Studia Spinozana, Vol. 11. Spinoza's Philosophy 

of Religion, Königshausen & Neumann, pp. 39-52. 
227 스피노자, 『윤리학』 5부 정리 3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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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주석에 명시되어 있듯이, 『윤리학』이 말하는 구원(salus)은 복종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libertas)와 동의어로서, 능동적인 한에서의 인간 정신에만 관련된 

것이고, 언제든지 사라지거나 슬픔으로 바뀔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지복(beatitudo)과 

동의어로서 어떤 다른 정념들에 의해서도 방해 받지 않는 절대적인 항상성을 가진 기쁨, 

다시 말해서 기껏해야 지속 안에서 항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이러한 대립들, 

즉 자유와 복종의 대립 및 영원성과 지속의 대립을 고려할 때, 복종과 구원에 대한 

『윤리학』의 가르침은  『신학정치론』의 가르침과 명백히 대립되는 것이다.  

“증명: (5부 정리 36과 주석에 의해서) 지복(beatitudo)은 신에 대한 사랑에 있고, 이 사랑은 (5부 

정리 32 따름 정리에 의해서) 3종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사랑은 (3부 정리 

59에 의해서) 능동적인 한에서의 정신에 관련되어야 한다. (…) 주석: 이로써 나는 정념들에 미치는 

정신의 힘과 정신의 자유에 관해서 의도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지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자가 무지자, 즉 무절제한 욕구에 의해서만 행위 하는 자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자 인지가 분명해지게 되었다. 사실 무지자는 수많은 방식으로 외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동요되어, 진정한 정신의 만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신, 그리고 사물들에 대해서 

거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동적이기를 멈추자 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춘다. 반대로 지자는 

지자로서 고찰되는 한에서 흔들리기 어려운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 신, 그리고 사물들에 

대해서 어떤 영원한 필연성을 가지고 의식하고 있으며, 결코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참된 정신을 만족을 갖는다.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는 길로서 내가 보여 주었던 길은 발견될 수는 있는 

길이지만, 매우 어려운 길이다. 또한 이 길은 어렵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만 발견되는 길이다. 지복이 

그저 손만 뻗으면 닿는데 있고, 큰 노력 없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고귀한 모든 것은 어렵고 드물다.”
228

 

이와 같이 복종의 가치와 지복의 용이성에 대해서, 『윤리학』의 결론은 ‘복종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신학정치론』의 결론과 대립하고 있다. 『신학정치론』은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자연적 신법에 복종하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지만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무지자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반면에 『윤리학』은 ‘지성적 구원’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참된 

인식이 아니라 복종에 의해서 행위 하는 무지자들은 진정한 정신의 만족을 가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서와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자연의 빛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 아주 어렵고 드문 일이라는 것, 즉 3종 

                                           
228 스피노자, 『윤리학』 5부 정리 42 증명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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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라는 최고의 지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소수의 개인들 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지적인 구원’의 관점 때문에, 요벨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절대적 합리주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이성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신비주의나 종교에 맡겨져 

있던 지고한 야망, 즉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지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보편적인 인식 능력으로서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스피노자에 이르러서는 이성이 

종교의 역할 마저 대신할 수 있다는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요벨은 모세에 의한 구원이나 예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신에 대한 지적 사랑과 3종 인식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윤리학』의 특징을 어느 종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았던 마라노로서의 

스피노자의 정체성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229

 

더욱이 『윤리학』과 『신학정치론』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대립은 『신학정치론』 안에서의 

대립이기도 하다. 『신학정치론』 15장은 복종만으로 인간이 지복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신학정치론』 4장은 자연적 신법에 대한 복종을 인간의 지복의 수단으로 

간주하면서도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복은 오직 지성의 발전과 신에 대한 인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신학정치론』 3장은 모세의 법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복종이 구원의 조건임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보상으로서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된 것은 안전한 삶과 물질적 번영이지 영원한 삶과 

정신의 만족이 아니었으며, 복종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이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구약의 명령들에 복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230

 

그러므로 ‘단지 복종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신학정치론』의 명제는 

스피노자의 철학적 사유에 의해 정립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들과 대립하고 있다. 

                                           
229 Yovel, Y.(1989), The Marrano of Reason: Spinoza and Other Heretics, Princeton, pp. 28-39. 
230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3장 § 6 Adnotatio 5: G III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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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구원은 곧 신에 대한 대한 지적 사랑이다’라는 명제이고, 둘째는 ‘복종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명제다. 따라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단지 복종하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예언과 성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커다란 위안을 누릴 수가 없다.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복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신학정치론』의 말들과 이성을 통해서 엄격하게 증명된 『윤리학』의 철학적 사유들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복종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신학정치론』과 ‘지적인 구원’만을 긍정하는 『윤리학』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언과 성서가 주는 

커다란 위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스피노자 연구자는 아마도 마트롱일 것이다. 마트롱은 이 명제에서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복종’과 ‘구원’이 『윤리학』의 테제들과 모순되지 않는 의미를 가진 

것들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완전히 타율적인 

복종, 즉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이거나 신 자체보다 더 사랑할 만한 외적인 보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복종, 즉 신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 자신도 

기뻐하는 신에 대한 정념적 사랑에서 나오는  복종, 따라서 여전히 타율적이기는 하지만 

약한 의미에서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복종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것으로서의 인간 정신에만 관련된 구원, 즉 영원한 

것으로서의 구원보다 약한 의미에서의 구원, 즉 지속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련된 지속적인 

기쁨으로서의 구원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트롱은 이렇게 ‘중간적 단계’로서 

이해될 수 있는 복종과 구원의 개념을 통해서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는 ‘복종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명제와 ‘단지 

복종하는 것 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명제 사이의 모순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복종이 ‘직접적으로’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지는 않지만, 복종이 지성적인 구원이 

용이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내면적 상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즉 ‘간접적으로’ 

복종이 결국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 이끈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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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은 곧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지만, 내적, 외적 조건이 마련된다면 ‘언젠가는’, ‘복종을 

통한 구원’이 ‘지적인 구원’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31

 

이와 같이 ‘단계적’ 복종과 구원을 의미하는 개념들, 다시 말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언젠가는’과 같은 제한 조건들을 통해서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트롱의 시도는 다른 스피노자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라이스는 마트롱의 해결책이 『윤리학』과 모순되게도 복종을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복종이 구원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는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복종하는 사람만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윤리학』 5부에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지자는 구원 받기 위해서 믿음과 복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복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피노자가 이성의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성의 내적 목소리는 사실 명령이 아니고, 

이성의 명령이 낳는 결과는 복종이 아니라 덕이다. 그래서 라이스는 마트롱이 제시하는 

단계적 복종과 구원의 개념에 반대하고, 스피노자에게 복종과 구원의 의미는 하나라고 

주장한다. 어떤 복종이든 복종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의 권위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곧 타율성이다. 또한 복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이든 간에 지자가 누리는 구원과 다른 구원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구원이라고 해서 비지성적인 구원일 수는 없다. 참된 믿음은 의인론적이고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참된 것이고, 

참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영원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참된 부분만큼의 영원성이다. 

다만 참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적’ 영원성은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스피노자는 복종이 구원의 충분 조건임이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32

 

카플란은 반대로 마트롱의 해결책이 『신학정치론』과 모순되게도 복종이 구원의 충분 

                                           
231 Matheron, Alexandre(1971), Le Chris et le Salut des Ignorants Chez Spinoza, Aubier Montaigne. 
232 Rice, Lee C.(1994), “Faith, Obedience, and Salvation in Spinoza”, in Lyceum 6,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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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마트롱이 말하는 것처럼 

복종을 통한 구원이 지적인 구원으로 가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면, 다시 말해서 복종을 통한 

구원의 다음 단계의 구원이 있고 그것 만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모든 인간들의 구원은 너무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카플란에 따르면, 스피노자가 다음과 같은 

『신학정치론』 15장의 구절을 통해서 긍정하고 있는 것은 복종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복종의 단계면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며 복종의 다음 단계 곧 지적인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구원, 즉 지복을 위해서는 신의 법령들을 법, 즉 

명령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들을 영원 진리로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15장의 

증명들이 보여주었듯이, 단지 복종하기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다.”
233

 

그래서 카플란은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의 모순을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에 스피노자가 단지 복종하는 것만으로 지복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성의 힘으로는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복종을 통한 구원이 신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예언은 자연의 빛 

이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치 있는 인식의 또 다른 원천으로서, 자연의 빛에게는 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스피노자가 예언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카플란이 강조하는 스피노자의 

독창성은 종교와 철학의 영역을 분리하고, 두 영역을 합치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두 영역 사이에는 어떤 공통된 것도 없으므로 각각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윤리학』이 말하는 관대함(generositas)과 『신학정치론』이 

말하는 정의와 자비의 실천은 내용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것들이다. 관대함은 

오직 이성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관대함이 지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자연의 빛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지만, 복종이 지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결코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와 철학 사이의 경계를 넘으려는 시도, 다시 말해서 

                                           
233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5장 § 10 Adnotatio 31: G III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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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을 통한 구원’을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234

 

가버는 반대로 마트롱의 스피노자 해석은 물론 『신학정치론』 자체가 자기 자신이 정립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트롱처럼 

철학적 재해석을 통해서 ‘복종을 통한 구원’을 참된 명제가 되도록 만든다면, 성서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가능성이 차단되고, 스피노자와 마이모니데스의 차이가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마트롱 만의 오류가 아니다. 히브리 민족의 선택, 신법, 기적과 같은 성서의 

개념들을 철학적으로 재정의하는 『신학정치론』의 작업들은 마이모니데스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적 관점을 스피노자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다. 스피노자의 이런 

작업들은 이성이 없으면 성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다는, 따라서 대중들은 

성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다는 마이모니데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버는 종교와 철학의 분리라는 『신학정치론』의 

중심 주장 자체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235

 

그러나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마트롱의 시도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모두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특정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이 명제를 

어떤 추론과 판단도 배제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이 명제가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즉 이 명제가 수학적 확실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이성에게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명제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이 해결가능한 모순이라면 예언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부정되고, 종교와 철학의 분리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이 명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가 ‘복종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도덕적 확실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이 명제를 어떤 추론과 판단도 

배제한 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234 Kaplan, Francis(1973), “Le salut par l’obéissance et la nécessité de la révélation chez Spinoza”, dans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78e Année, No. 1,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pp. 1-17.  
235 Garber, Daniel(2008), “Should Spinoza Have Published His Philosophy?”, in Interpreting Spinoza, ed. by 

Charlie Huenemann, Cambridge University, pp. 16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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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유용성’이 요구하는 가설적 진리로서의 도덕적 확실성 

스피노자가 ‘복종을 통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은 바로 데카르트다. 그러나 스피노자와 달리 데카르트는 이 

개념을 신앙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확실성 이론이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확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을 필요도 없이 모든 자연의 빛보다도 더 

명백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모호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지 그것과 연계된 사안이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형식적 근거가 – 우리는 그 때문에 신앙으로써 동의하는 것인데 – 모호하다는 

것은 아니네. 오히려 형식적 근거는 어떤 내적인 빛이 그 본질이며, 신이 초자연적으로 그 빛을 비추어 

주는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들이 신에 의해 계시된 것이며 신은 결코 기만자일 

수 없다고 믿는다네. 이는 종종 모든 자연의 빛보다 더 확실하며 또 은총의 빛이기 때문에 더 

명백하다네.”
236

 

데카르트가 ‘도덕적 확실성’을 거론하는 때는 『철학 원리』의 끝 부분에서 세계와 지구에 

관해 지금까지 서술한 자신의 이론이 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때다. 데카르트는 

먼저 205항에서 세계와 지구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적어도 도덕적 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설득한 후, 206항에서 그것이 도덕적 확실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 이상의 

확실성, 곧 데카르트가 형이상학적 확실성이라고 부르는 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다.  

“205.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여기에서 증명된 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도덕적 

확실성을 갖는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확실성을 구분할 

것이다. 첫 번째 확실성은 도덕적 확실성이다. 도덕적 확실성은 우리의 관습들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확실성,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말한다면 그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들의 확실성 만큼 큰 확실성이다. (…) 206. 게다가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여기에서 증명된 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도덕적 확실성 이상의 확실성을 

갖는다. 다른 종류의 확실성은 어떤 것이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의 확실성으로, 철저히 검토된 형이상학의 원리, 즉 신은 최고로 선하고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는 원리에 기초하는 확실성이다. 우리를 창조한 것은 바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236 데카르트,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국역본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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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도록 우리에게 신이 주신 역량 또는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면 결코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다는 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형이상학의 

원리에 기초하는 확실성 말이다.”
237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도덕적 확실성’은 우선 ‘형이상학적 확실성’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 형이상학적 확실성은 “가장 완전한 

확실성”
238

과 동일시되는 확실성으로, 우리가 ‘굳고 변함없는 확신’,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해 

의심할 만한 어떤 근거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게만 인정되는 

아무 엄격한 확실성이다. 따라서 우리가 굳고 변함없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들에게는 

결코 형이상적 확실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조금이라도 모호하게 지각되는 것들은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명석하게 지각된다고 해서 모두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석하게 지각되는 것들 중에서도, 단지 우리가 

감각만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고 변함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수종에 걸린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느끼거나, 황달이 있는 사람에게 눈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다. 수종에 걸린 사람이 느끼는 갈증이 우리가 느끼는 갈증보다 

모호한 것은 아니며, 황달이 있어서 눈을 노랗게 보는 사람이 눈을 하얗게 보는 우리보다 덜 

명석 판명하게 눈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단지 우리가 감각만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들은 비록 명석하게 지각되는 것들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굳고 변함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성에 의해서 명석하게 

지각되는 것들로 한정된다. 우선 그것이 참이라고 믿지 않으면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은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갖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 명석하게 지각되지만 기억을 전제로 하는 인식들도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갖는 

것들이다. 사유하는 정신이 존재하고, 만물의 창조자이자 진리의 원천인 신이 존재하며, 신은 

아주 명석 판명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에서 속을 수 있는 그런 

                                           
237 데카르트, 『철학원리』 §205 & 206.  
238 데카르트,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국역본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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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으로 우리 이성을 결코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는 한에서, 우리는 지성이 명석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들이 

참임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세계와 지구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대상으로도 

간주한다. 이 이론이 우리가 굳고 변함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원리들로부터, 

선한 신이 그것이 진리성을 보증하는 지성의 연역에 의해 도출된 것임을 고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계와 지구에 관한 그의 이론을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이론이 아주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론임을 알고 있고,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그가 설명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이상학적 확실성이 의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면, 

도덕적 확실성은 형이상학적 확실성만큼 완전한 확실성은 아니다. 데카르트는 도덕적 

확실성의 대상이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도덕적 확실성은 ‘절대적으로 말한다면 그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성이다. 즉 도덕적 확실성의 대상은 비록 확실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설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한편으로는 도덕적 확실성이 형이상학적 확실성 이하의 확실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확실성이 충분하고, 큰 확실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도덕적 확실성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확실성이다. 

올바르게 배열되어 있지 않은 라틴어 알파벳 문자로 쓰여진 편지를 읽으려는 독자를 생각해 

보자. 만약에 그가 그 편지의 올바른 알파벳 배열을 추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그 알파벳들이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그렇게 구성된 단어들에 그 편지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 때 그 편지의 참된 의미에 대한 그의 

인식은 추측에 의한 인식이고, 그가 그 편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갖는 확실성은 형이상학적 

확실성은 아니다. 그 편지의 저자가 구성했던 알파벳 배열이 실제로는 그 편지의 독자가 

추측한 것과 다른 것이었을 가능성, 따라서 그 편지에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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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의 독자는 그가 추측한 알파벳 배열과 

편지의 의미가 참된 것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인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이해하는 ‘도덕적 확실성’은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맹목적인 믿음이나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물론 지성에 의해서 명석하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면,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감각이나 상상에 

의해서만 지각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확실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판명하게 지각되고,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여러 감각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는다. 즉 우리가 감각하거나 상상한 것이 다른 

현상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이미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데카르트가 

이해하는 ‘도덕적 확실성’은 바로 이렇게 ‘경험의 정합성’에 기초하는 확실성이다.  

 “일찍이 그 누가 물체들이 운동을 하고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 그 크기와 모양의 

차이에 따라 운동이 변하고 따라서 서로 간의 충돌로 인하여 큰 물체가 작은 물체로 나누어지고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의심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를 단지 하나의 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 

즉 시간, 촉각, 청각에 의해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판명하게 상상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색이나 소리 같은 것들 즉 여러 가지 감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감각만을 통해 

지각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상은 항상 애매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39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세계와 지구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의 대상으로도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와 지구에 

관한 이론은 감각할 수 있는 작용들과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원인과 작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탐구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세계와 지구에 관한 이론은 증명된 

원리들이 아니라 가설적인 원리들로부터 연역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이론을 통해서 모든 

자연물들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이 이론의 확실성이 

                                           
239 데카르트, 『철학원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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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학 및 이에 기초한 학문들은 감각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 

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므로, 세계와 지구에 관한 탐구가 가설적인 원리들로부터 이끌어낸 

어떤 설명이 우리에게 감각될 수 있는 다른 자연 현상들과 정확히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미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기만 

하다면, 세계와 지구에 관한 탐구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데카르트는 도덕적 확실성을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 확실성과의 대비를 통해서, 

즉 거짓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서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서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적 정합성에 기초하고 있어서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없이 

충분하게 확실하다는 점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이해하는 도덕적 

확실성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주관적인 확신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이상학적 확실성처럼 굳고 변함없는 것도 아니다. 경험적 정합성이라는 

도덕적 확실성의 인식론적 조건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완전한 확실성을 확실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데카르트는 도덕적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동기들과 결부시킴으로써 도덕적 확실성이 형이상학적 확실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확실성임을 설득하고 있다.  

“의지에 따라 받아들여도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나는 일상 생활(usum vitae, usus vitae)과 진리에 

대한 관조(comtemplationem Veritatis, contemplation Veritatis)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했네. 일상 

생활과 관련해서, 나는 단지 명석하게 지각된 것들에 대해서만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커녕, 결코 

개연적인 것들조차 항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단 선택한 후에는, 특정한 반대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아주 명료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내가 <방법 서설>26쪽에서 설명했듯이 말일세. 그러나 오로지 진리에 대한 관조가 주제인 한, 모호하게 

그리고 충분하리만큼 판명하게 지각되지 않은 것들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한 적이 

있는가? 내가 <성찰>에서 오로지 진리에 대한 관조 만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나의 논의 그 자체가 

잘 보여주며, 나는 그 점을 <제일 성찰>의 끝부분에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네. 즉, “내가 주제로 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신에 치우치더라도 지나친 일일 수 없다”고 

말일세.”
240

 

                                           
240 데카르트,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국역본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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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데카르트는 당면한 목표가 ‘삶의 유용성(usus vitae)’인지 ‘진리의 

관조(comtemplatio Veritatis)’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확실성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목표가 진리의 관조일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모조리 의심되어야 한다. 가령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당면한 목표는 진리를 관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믿어 왔던 모든 것들, 심지어 지성에 의해서 지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차도 의심을 제기했다. 진리를 관조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확실성은 의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장 완전한 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관조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것들 뿐만 아니라 

충분히 판명하게 지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리를 

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지나친 일이 아니다. 의심을 

제기하며 판단과 행위를 지체하는 것은 진리를 관조하는데 아무런 위험도 해도 되지 않고, 

진리의 관조는 지체 없는 판단과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당면한 목표가 ‘삶의 유용성’일 경우, 충분히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제기하며 판단과 행위를 지체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판단과 행위의 어떤 지체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숲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이 선택한 길이 확실한 길인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그 자리에서 죽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된 의견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개연적인 의견을 따라야 하고, 어떤 것이 더 개연적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삶의 유용성을 위해서,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도덕적 확실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확실성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실천적 동기들에 의해서, 도덕적 

확실성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불충분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확실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데카르트는 확실성에 대한 자신의 철학 안에서 ‘도덕적 확실성’을 자신이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지구에 대한 자신의 이론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활용하기까지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렇지 않다. 

『윤리학』에는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 

보았던 『윤리학』의 확실성 개념에 따르면, 이 개념은 인정될 수 없는 개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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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이해하는 확실성은 참된 관념이 참된 것인 한에서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어떤 

것이지 의심스럽지 않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심스럽지 않을 때는 완전한 확실성이 있고, 

거의 의심스럽지 않다면 그보다 덜한 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상은 비록 의심스럽지 않은 것일지라도, 상상에 있는 것은 의심의 결여일 뿐이지 확실성이 

아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예언과 예언이 가르치는 ‘복종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도덕적 확실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도덕적 확실성은 데카르트의 

그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확실성을 인식론적 ‘정합성’에 기초하고 있는 확실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학 전체와 성서 전체의 이러한 토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건전한 판단이다. 그 토대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이성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큰 위안을 제공하며, 국가에 적지 않은 유용성을 가져오고, 아무런 위험도 해도 없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241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복종을 통한 구원’이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명제에 도덕적 확실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유용성 때문이기도 하다. 단지 복종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성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 즉 무지자들에게 자기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큰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 확신과 위안은 단지 

무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멸적인 존재자들에게, 따라서 철학자들에도 

주어지는 확신과 위안이다. 뿐만 아니라 단지 복종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은 공공 질서의 유지와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복종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예언자들의 증언들이 서로 엇갈리지 않고 

일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가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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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아무런 위험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석 

판명한 관념들과 공존 불가능하고 지성이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도덕적 확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확실성 자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알기 쉽고 명료한 것’, 또는 

‘당혹감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란, 단지 엄격하게 증명된 것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 그래서 비록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당혹감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클리드의 명제들은 그것들이 증명되기 전에 누구나 그것들을 안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미래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법, 제도들, 관습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기 쉽고 명료한 

것이라고 부른다. 비록 그것들이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42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이해하는 도덕적 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도덕적 

확실성도 맹목적인 믿음이나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복종을 통한 구원’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도 좋을 만큼 충분히 많은 

일치된 증언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확립된 진리들과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즉 ‘정합성’에 대한 사유에 기초하기 때문에 도덕적 확실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둘째,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동기들과 결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학문은 추측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증명된 것 만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의심도 미치지 않는 것 만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삶은 현명한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인식이 발전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에서 실천은 불확실한 것들 임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통해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항상 어느 정도 무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가 이해하는 도덕적 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도덕적 

확실성은 충분한 경험적 증거들이 있고 이미 확립된 진리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증명이 아니라 추측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삶을 현명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의심이 남아 

있어도 참된 것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실천적 동기에 의해서 인정되는 확실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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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와 달리 스피노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서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데카르트는 신앙의 토대를 초자연적인 빛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지만, 스피노자는 신앙을 삶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신앙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신앙에 대한 

관점이 다를 뿐, 삶의 유용성이 주제가 될 때 ‘도덕적 확실성’을 개입시킨다는 점에서는 

스피노자와 데카르트가 합치한다.  

“그런데도 오직 수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삶을 현명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아무런 의심도 미칠 수 없는 것 만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행위의 대부분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무모한 것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243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무지자들의 구원을 믿는다고 말할 때 스피노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한 극단적인 해석이라면, 스피노자가 자신의 철학적 사유와의 

일관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간주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적인 해석이다. 

스피노자가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에 도덕적 확실성이 인정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이 증명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연역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도덕적 확실성이 인정된다고 말할 때, 항상 추론이 덧붙여져야 

하고 자신의 판단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가능성’으로서의 복종을 통한 구원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적 

확실성’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식론적 ‘정합성’에 기초하는 가설적 진리로서의 

확실성이고, 행위와 유리된 사변에 적용되는 확실성이 아니라 ‘삶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실천적 동기와 결부되어 있는 확실성이다. 

따라서 ‘도덕적 확실성’의 이러한 의미와 사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마트롱의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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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선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보았던 마트롱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마트롱의 비판자들은 이 명제의 모순을 해결 가능한 

모순으로 간주하고, 이 명제가 『윤리학』의 테제들과 공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마트롱의 시도를 예언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부정하고, 종교와 철학의 분리라는 

『신학정치론』의 근본적인 테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제가 

수학적 확실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이 명제를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의 어떤 시도도 배제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간주하는 그들의 관점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스피노자가 이해하고 있는 ‘도덕적 확실성’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식론적 ‘정합성’에 기초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을 통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사유와 마트롱의 해석을 

스피노자의 ‘가능성’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간접적으로’, 또는 ‘언젠가는’과 같은 

조건들을 통해서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트롱의 시도는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예언의 가르침을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의 시도는 ‘복종을 통한 구원’의 문제가 ‘가능성’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성에 의해 탐구하려는 시도다. 

예언의 가르침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도덕적 확실성’이 수학적 확실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합성’과 ‘삶의 유용성’ 때문에 확실성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라면, 우리의 인식의 결함의 

결과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것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념이 바로 ‘가능성’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 『윤리학』에서 스피노자는 ‘가능성’이 우리의 인식의 결함의 결과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리학』 1부 정리 33 주석1에 따르면, 우리가 사물들을 가능적이거나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신은 오직 하나의 세계를 생산하므로, 사물들 자체는 필연적인 것들이지 가능적이거나 

우연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식의 결함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 사물들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사실 어떤 

것의 본질이 모순을 함축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는 모순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원인들의 질서가 우리를 벗어나기에 우리가 그것의 실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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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긍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연적인 것 또는 가능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244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능성’은 유용하고 불가피한 개념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물들의 필연성을 전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사물들의 필연적인 질서와 합치하는 

행위들로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질서 

지어지고 연쇄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지향적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욕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적인 

것으로, 즉 필연적이지도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삶의 유용성을 

위해서, 우리는 사물들을 가능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삶보다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들 중에서 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더 나은 삶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사물들의 질서와 연관 자체, 즉 사물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질서 지어지고 연쇄되는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므로, 삶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사물들을 가능적인 것들로 간주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이는 불가피한 일이다.”
245

 

마트롱이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모순이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 ‘가능성’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지성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조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야만,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인식에도 어떤 위험도 해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가르침을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종을 통한 구원’이 ‘가능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트롱이 먼저 

검토하는 것은 이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 즉 ‘복종’과 ‘구원’이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다.  

                                           
244 스피노자, 『윤리학』 1부 정리 33 주석 1. 
245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4장 § 1 : G III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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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에서 ‘복종’이 강제적 복종을 의미한다면, 이 명제는 

부조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종의 다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마트롱에 따르면, 우리는 『윤리학』의 정념론에 기초해서 강제 없는 복종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복종은 신과 우리의 정념적 동일시에서 나오는 복종이다. 우리는 신의 대가 없는 

자비를 모방해서, 신이 우리에게 외적인 보상을 주지 않아도 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에 대한 정념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법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선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신을 기쁘게 하고, 따라서 우리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신법에 복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종은 비록 타율성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한 복종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신법을 따르려는 욕망에는 

금지된 것,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복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그렇지만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에서 ‘구원’이 지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한, 이 

명제의 모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다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마트롱에 따르면, 우리는 『윤리학』 5부의 테제들에 기초해서 비지성적인 구원, 즉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지속에서의 우리의 삶과 연관된 지속적인 기쁨으로서의 구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정념적인 기쁨들은 지적인 기쁨만큼 충만하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개별 사물들은 항상 파괴되거나,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거나,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지 않게 될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에 대한 정념적 사랑은 여타의 

정념적 사랑과 달리 충분하게 충분하고 안정적인 기쁨이다. 특정한 기억의 연합에만 

의존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전체와 연합된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에 대한 

정념적 사랑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주는 정신의 만족과 유사한 정신의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마트롱은 구원을 비지성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각한다. 

신에 대한 정념적 사랑이 사실상 지복을 줄 수도 있지만, 권리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복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면, 

어쨌든 복종은 우리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트롱이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은 ‘강제 없는 복종’이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가 사고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강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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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이 지적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마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강제 없는 복종’이 우리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이끈다는 것은 권리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만약에 온 마음을 다해서 신을 사랑하게 된 

자가 많은 수의 사물들을 동시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기쁨의 변용들을 유지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는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그가 비우호적인 환경과 싸우는데 인생을 보내야만 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성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고, 거꾸로 그의 삶의 조건은 완벽하지만 그에게 

자연적 재능이 없다면, 그가 실제로 철학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처럼 ‘강제 없는 복종’은 우리를 ‘지적인 지복’으로 이끌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거기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내적 소질과 외적 조건이 허락된 경우에만, 복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 없는 복종에서 지적인 지복으로 이행은 ‘가능성’이다. 그것의 

불가능성을 설립하는 것도 없지만, 그것의 필연성을 설립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모두가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존이 달라지고,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믿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없고, 우리는 ‘복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를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사유와 마트롱의 해석에 따르면, 예언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바로 

이렇게 ‘복종을 통한 구원’이 ‘가능성’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철학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들에 대한 가설을 형성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되는 경우에만 ‘복종을 통한 구원’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그러한 두 가지 조건들에 대한 가설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단지 복종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지성에게 그것은 필연적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 곧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따라서 그것이 진리에 더 가까운지 거짓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합성’을 가진 일련의 경험적 증거들,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복종을 통한 구원’의 문제를 

‘가능성’의 문제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 명제의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모순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언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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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에서, 예언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  

  



211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스피노자의 예언 이론의 모순, 곧 한편으로는 예언을 예언자들의 기질과 

의견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고 동요하는 ‘상상’으로, 따라서 본성 상 신과 사물들의 본성에 

대해서 무지한 대중들의 상상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언이 결코 ‘수학적 

확실성’의 대상일 수 없음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이 한 사회에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서 ‘도덕적 확실성’을 지닌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예언이 가르치는 ‘복종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지식으로 평가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부에서 우리는 『윤리학』의 스피노자가 상상이 정신의 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스피노자는 상상과 지성을 대립시키고, 상상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거두지 않지만, 상상이 인간의 인식과 삶에 가져오는 폐해들을 극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참된 지복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윤리적 기획에서 상상을 

배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 상상의 선용은 지성에 의해서 

상상이 강제되고 지성의 목적을 위해서 상상이 이용됨으로써 쉽게 가능해지는 그런 방식의 

상상의 선용이 아니다. 감각지각이나 사유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독특한 ‘능력’으로 이해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과 비교했을 때, 스피노자의 ‘상상’은 꿈과 환각, 감각지각, 기억, 

의견, 믿음 등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적합하지만 불가피한 인간의 

존재방식을 가리킨다. 그런 한에서 스피노자가 설명할 수 있는 상상의 선용은 인간 정신에게 

외적인 질서에 따라 형성된 상상 그대로 지성적 인식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지성의 질서와 합치하는 새로운 질서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윤리학』 2부 정리 17주석에 잠깐 등장하는 ‘자유로운 상상’, 그리고 발링에서 보내는 편지 

17에서 인정된 ‘정신의 상태에만 의존하는 상상’, 나아가 『윤리학』 5부 정리 10에서 논증된 

‘지성을 향하는 질서를 따라서 신체의 변용들을 질서 지우고 연관시킬 수 있는 역량’은 

지성과 배타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상상이 지성과 합치하는 것으로 변형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의 결과들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자연의 공통적인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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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한,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미약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이러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려는 우리의 이성의 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공통적인 

변형에 의해서 이 미약한 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2부에서 우리는 『신학정치론』의 스피노자가 『윤리학』의 스피노자와 모순되지 

않고, 『신학정치론』의 예언 이론이 『윤리학』의 상상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신학정치론』이 이해하는 예언은 정신이 아니라 말과 이미지들을 통한 인식, 즉 

오직 상상에 의한 인식이고, 신체의 변용의 관념으로서 예언자의 기질과 상상의 산물이며, 

대중들의 의견과 합치하는 부적합한 관념이다. 그래서 그는 예언이 명석 판명한 관념과 달리 

내적인 확실성을 갖지 못하며 이성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복종하면 모든 인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언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진리들과 모순되지 않고 일련의 일관된 예언자들의 

증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인식론적 조건, 곧 가설적 진리에게 요구되는 ‘정합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이 가르치는 ‘복종을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가능성’으로서, 

즉 우리의 지성에게 필연성으로도 불가능성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예언을 대하는 합리주의자의 태도는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비록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진리들과 모순되지 

않고 확실하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용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정치론』 서문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불안한 우리의 삶에 대해 종교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상상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겠지만, 비록 가설적이나마 진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식별해 내고 이러한 가설적 진리들을 이용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이성의 

노력에 의해서 종교가 우리의 삶에 대해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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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cy’ is deemed as a sort of the ‘imagination’ but also as a sort of the certain 

knowledge which has the authority to the multitude in Spinoza’s Tractatus theologico-

politicus(below TTP). Accordingly, Spinoza insists that the teachings which we are able 

to recognize as a common teaching of all prophets through the natural light which are 

given in common to all of us, for instance, ‘the teaching that people can reach salvation 

only via the obedience’ can be and should be accepted with ‘moral certainty’.  

However, ‘imagination’ is usually fluctuant and even in case that it is relatively stable, 

it has the absence of doubt at the utmost, not the ‘certainty’ in a strict sense in Spinoza’s 

Ethics. In addition, ‘salvation’, as a synonym of liberty can be reached only via the true 

knowledge of God but not via the ‘obedience’ in Spinoza’s Ethics. In other words, it is 

thoroughly affiliated to the ‘intellect’.  

How come Spinoza can admit the certainty of the prophecy in TTP even though he 

does not acknowledge the certainty of the imagination in Ethics? How come Spinoza can 

affirm the salvation only via the obedience in TTP even though he shows through the 

strict demonstration that the salvation can be reached only via the intellectual cognition 

in Ethics? Can we solve this contradiction between Ethics and TTP that bot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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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oza’s own writings?  

The theory of imagination in Ethics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the imagination can 

be a virtue of human mind although it turns the imagination against the intellect and 

does not back down from the critical and distrustful standpoint on the imagination. 

However, the good use of imagination cannot be explained in the way that the 

imagination is controlled by the intellect and used for the purpose of intellec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pinoza’s imagination, as a very comprehensive concept which 

covers dream & hallucination, sensory perception, memory, opinion, faith and so on, 

refers to the inadequate but inevitable ‘manner of being’ for human being; it is in stark 

contrast to Aristotle’s imagination as a singular cognitive ‘ability’ which is irreducible 

to the other abilities such as sensory perception and thought can function as the 

background of the intellect.  

Therefore the good use of imagination Spinoza can explain in Ethics is a ‘possibility’. 

Although the imaginations as the ideas of the affections of the human body which is 

determined by the fortuitous encounter with external bodies, commonly have the order 

which is external to our own nature, they can have the order which is explained only by 

our own nature in a condition that they are linked to each other in terms of common 

property between external bodies and our own body. However, this possibility that the 

order of imagination is transformed to a new order which does not disturb the formation 

of intelligent ideas and is in the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intellect is definitely slim 

whenever we perceive things from the common order of nature; it can be enhanced only 

by the effort of the reason to enlarge its own puissance and modify both of our mind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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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equested that we comprehend the theory of prophecy in TTP  based on this 

theory of imagination in Ethics. It is due to that as TTP shows based on the Bible, the 

prophecy is a cognition only through the imagination such as words and images, not a 

cognition through the mind, and also a product of prophet’s temperament and 

imagination as the idea of the affection of the human body, and finally an inadequate 

idea which coincides with the opinion of multitude. The prophecy Spinoza understand 

based on the reading of the Bible is the revelation of God but the one which is thoroughly 

adapted to the multitude’s ability to think, not the intellect cognition of high thinking, 

neither supernatural cognition.  

Accordingly, Spinoza, unlike Maimonides, does not make the ‘religion’ part of the 

philosophy through the attempt to mathematically prove the certainty of prophecy. 

Either, he, unlike Hobbes, does not make the ‘religion’ part of the politics through the 

predica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have the certainty of ‘faith’. Spinoza agrees that the 

prophecy cannot have the internal certainty which is exclusive to the clear and distinct 

ideas and it cannot be proved by the reason. Nevertheless, he underlines that the 

authority of prophecy is founded not on the blind faith, but on the ‘moral certainty’, 

that is, a certainty of hypothetical truth which we have whenever we traverse the 

distinction between true and false on demand of ‘practical purpose’.  

The main concern of Spinoza’s theory of prophecy consists in understanding what 

the prophecy can teach us. It teaches us ‘salvation via obedience’, that is to say, 

‘salvation of all humans’, which the reason cannot teach us and only the prophecy can 

teach us. However, this teaching of prophecy is not the subject of blind faith and meets 

the requirement of ‘coherence’ as the epistemological requirement of hypothetical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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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t is not contradictory to the established philosophical truths and supported by 

a series of the testimonies provided by a great number of prophets. Therefore, we can 

understand ‘salvation via obedience’ in TTP as a ‘possibility’, that is, a thing that does 

not appear to our intellect as the necessity nor the impossibility and can make an 

interpretation of it in a way that it is not contradictory to ‘intelligent salvation’ in Ethics.  

It is impossible to demonstrate that we can reach salvation only via the obedience 

because the prophecy is a sort of imagination, not an intellectual cognition, The religion 

based on the prophecy can be corrupted to a superstition, cause the religious and 

political divide, and imprison the human being in ignorance. But also it can make most 

humans to form a integrated society, lead a moral life and, by extension, be a link in a 

chain of ethical project to reach the supreme good of human being, that is, the true love 

and knowledge of God. The realiz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salvation via the 

obedience, in other words, the realization of the possibility that the prophecy becomes 

useful and necessary in our lives depends on whether in reality we can create the 

conditions of the realization.  

Keywords: Spinoza,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prophecy, faith, religion, 

imagination, moral certainty, coherence, practical purpose/usus vitae, salvation via 

obedience, possibility 

Student Number: 2006-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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