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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학위 논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덕의 토대로서 . , 
코나투스 학설을 둘러싸고 제기된 선행연구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 정리한다 둘째 코나투스 학설에 제기된 비일관성과 모호성의 . , 
혐의를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와 정합적인 답
변을 제출한다 셋째 스피노자 철학의 전체 구조 내에서 코나투스 . . 
학설의 적합한 위상을 찾아준 뒤 그것을 적합하게 이해한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그의 철학 체계 내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코나투스는 각 개체가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 
노력이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각각의 실재는. 3 6 “ , 『 』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 안에 있는 한 자/ (quantum in se est), 
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주장한 .”(Geb : 146)Ⅱ
뒤에 부 정리 에서는 이러한 자기 보존의 노력이 개체의 현행적 3 9
본질 자체라고 증명한다 스피노자에게 본질은 곧 역량이며 역량은 . 
곧 결과를 산출하는 힘이다 따라서 자기 보존의 노력으로부터 일정. 
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노력이 의식의 . 
차원에서는 욕망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가령 인간은 . 
많은 것들을 욕망하고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많은 행동과 그 결과가 
따라 나온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코나투스 학설을 덕의 일차적이고 . 
유일한 토대로 삼는다(E P22CⅣ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다고 ). 
판단해서 그것을 갖기를 욕망한다면 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정
한 성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보존의 노력으로서 그것을 욕망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다(E P9SⅢ 이렇듯 스). 
피노자는 오직 코나투스만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규범으로 
인정하며 그 밖의 어떠한 외재적인 규범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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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제시하는 스피노자의 주
장은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의 유형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 . 
나는 코나투스 학설 자체가 비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나투스 학설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를 윤리학의 
유일한 토대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코나투스 학설은 체. 
계 상의 중요성 때문에 편의와 취향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
이지 않을 수 있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스피노자 철. 
학 체계를 일관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는 
작업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나투스 학설을 둘러싼 . 
논쟁들은 다소 산발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나는 기존. 
의 선행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러한 작업을 통. 
해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의 진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코나. 
투스 학설은 개개인의 본질에 외적인 목적을 부과하는 초월적 가
치체계를 비판하는 소외 비판론이다 코나투스 학설은 오직 개인. 
의 내적 본질만을 유일한 윤리적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모든 이의 역량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최적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적합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는 스피노자가 남긴 유산의 현대적 가치를 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코나투스 역량 본질 목적론 내재성 일의성 규범성의 물음: , - , , , , 
학  번 : 2018-2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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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문제의식과 논문의 목표1 

덕의 토대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 자체이며 행복은 “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있다는 데서 성립한다”(Geb : 222). Ⅱ
윤리학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스피노자는 덕의 토대를 자신의 4 18 “『 』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 다시 말해서 코나투스와 동일시한다 이 ”, . 
코나투스 원리는 부 정리 에서 증명된다 각각의 실재는 자신이 할 수 3 6 . “ , 
있는 한 자신 안에 있는 한 자신의 존재 안에서 / (quantum in se est),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들은 자신의 ”(Geb : 146). Ⅱ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한다 이 노력은 곧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는 데 . 
애쓰는 한편 자신의 실존을 제거하는 모든 것에 대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이러한 코나투스가 . 3 7
실재의 주어진 본질 또는 현행적 본질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 , ”(Geb : Ⅱ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 정의 에서 덕 은 역량146) . 4 8 (virtus) (potentia), 

달리 말해서 인간과 관련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 또는 본성, “ ”(Geb 
으로 정의된다 요컨대 코나투스가 덕의 토대라는 주장은 부 : 210) . 3Ⅱ

정리 과 부 정의 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7 4 8 . 
그런데 여기서 스피노자의 톡특한 점은 코나투스를 단순히 한 

가지 덕과 동일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코나투스를 덕의 토대로 
간주한다는 데 있다 생명체가 본성적으로 자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 
사실이나 안전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은 모종의 존재론적 원리에서 연역된 결론이든 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서 유래한 것이든 그 자체로 특기할 점은 아니다. 
스피노자의 독특함은 자기보존의 노력을 윤리학의 원리로 삼는 데서 
드러난다 코나투스가 덕의 토대라는 말의 의미는 사물들의 좋음과 나쁨이 . 
그것이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방해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코나투스는 가치의 바로미터로서 작용한다(E D1, 2).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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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과 나쁨은 사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성질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물이 가진 특정한 속성이 우리와 관계할 때 우리 행위역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평가되는 이차적인 속성이다 이 점에서 (E Pref). Ⅳ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선과 악과 같은 도덕적 속성들이 여타의 자연적 
속성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세기 고전 시대에 그리 낯선 개념은 17
아니었으며 오히려 많은 철학자들이 널리 공유하는 일반적인 통념에 
가까웠다 고전 시대의 철학자들은 사물이 인식주관에 작용하여 . 
발생하는 유용성을 선악의 가치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데카르트와 홉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개인에게 유용한 . . 
것을 추구하는 게 곧 좋은 것이며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게 곧 나쁜 
것이라는 이기주의적 윤리관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에게 . 
유용성을 통한 선악 개념의 정의는 윤리학적 논의를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기독교적 신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우려는 종교적 이유에서든. , 
유용성의 추구가 가져올 파국을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 이유에서든 
자연주의적 이기주의적 윤리관은 지양되거나 그보다 상위의 원리에 -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부 정리 의 따름정리에서 자신의  4 22 “
보존하려는 코나투스는 덕의 일차적이고 유일한 토대이다”(Geb : Ⅱ

라고 주장한다 첫째로 모든 덕은 행위 역량 자체이기 때문에 덕을 225) .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 역량의 증감을 통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 
행위 역량의 증감은 자기보존의 유불리에 따라 측정되기에 코나투스 
없이는 어떤 덕도 인식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코나투스는 덕의 . 
일차적이고 유일한 토대이다 이로부터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외의 다른 . 
어떤 것도 윤리적 삶의 척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윤리학적 기획을 특정한 신학적 정치적 입장과 ∙
절충하지 않는다 만약 그의 윤리학이 신학과 관련한 그의 견해 혹은 그의 . 
정치적 견해와 조응한다면 이 일치는 스피노자가 어떤 초월적인 상위의 
심급에 의거해 상이한 영역 간의 조화를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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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원리라는 동일한 토대로부터 윤리학적 신학적∙ ∙ 
정치적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획득한 일관성에 해당한다.  

더욱이 스피노자에게 코나투스는 단지 현상적 관찰의 결과 혹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는 가정이 아니라 윤리학 의 논증 질서의 체계 『 』
속에서 연역되는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 
코나투스 학설로부터 귀결되는 윤리학적 주장들의 최종적 정식화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비록 출발점은 여타의 세기 . , 17
철학자들과 유사할지라도 자신의 윤리학적 기획을 시종일관 관철하여 , 
체계적으로 구성된 윤리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급진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그의 시대로부터 
돌출시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스피노자 윤리학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연구자들은 코나투스 
개념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코나투스 학설은 스피노자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코나투스 학설이 언제나 . 
긍정적 평가만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덕의 토대로서 .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과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다 코나투스 학설을 . 
둘러싼 이론적 쟁점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코나투스 학설 .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제기를 하는 . 
학자들은 코나투스 학설이 모순되거나 적어도 이 학설을 정합적으로 
해명할 수 없게 하는 모호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 
코나투스 학설의 윤리학적 함축과 무관한 경우도 있으나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공격은 윤리학의 원리로서 코나투스 학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 
즉 첫 번째 쟁점은 코나투스 학설의 건전성을 다룬다 다른 하나는 , . 
코나투스 학설에 토대를 둔 윤리학의 문제들과 관련한다 이 경우에 . 
지적되는 몇몇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어떤 . 
학자들은 코나투스 학설에 내포된 문제로 인해 이 학설을 덕의 토대로 
삼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크나큰 결함이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코나투스 . 
학설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나 이 학설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코나투스 학설을 토대로 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적 기획이 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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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착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두 번째 쟁점은 코나투스 학설에 . , 
내포된 문제로 인해 귀결되는 윤리학적 문제들 그리고 코나투스 학설 ,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덕의 토대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나는 학위 논문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덕의 토대로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을 탐구하고자 한다 각각의 쟁점들은 .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에 상당히 치명적인 반론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 철학 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의문에 부치고 있다. 
코나투스 학설은 편의와 취향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 학설은 존재론의 귀결인 동시에 . 
인간학의 전제라는 점에서 그의 철학 체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 
코나투스 학설을 일관되게 이해하는 작업은 스피노자 철학의 함축을 
풍부하게 읽어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선결조건이다 이것이 . 
스피노자의 철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쟁점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쟁점들에 대한 포괄적인 반론을 만족스러운 형태로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코나투스 학설에 얽힌 쟁점들이 다소 . 
산발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응답 역시 다소 산발적이다 기존 . 
연구는 보통 쟁점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코나투스 학설 자체의 
문제와 거기에서 기인하는 윤리학적 문제를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어떤 답변들은 스피노자의 체계와 상충하거나 오히려 . 
체계를 더 비일관적인 것으로 변형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나는 . 
학위논문에서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둘러싸고 제기된 1) 
선행연구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 학설에 제기된 2) 
비일관성과 모호성의 혐의를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와 정합적인 답변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스피노자 철학의 전체 3) , 
구조 내에서 이 학설의 적합한 위상을 찾아준 뒤 그것을 적합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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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방법론과 해석의 원칙2 

나는 마르시알 게루 가 그의 기념비적인 (Martial Gueroult)
스피노자 주석서에서 선보인 바 있는 철학적 구조주의의 방법에 따라 
코나투스 학설에 접근하겠다 철학적 구조주의는 철학자의 사상을 . 
내적으로 완결된 체계로 고려하면서 체계 내의 각각의 요소가 서로 맺고 
있는 논증 질서 속에서 그 요소들의 역할을 낱낱이 파악하는 동시에 
그러한 요소들의 연쇄를 통해 발생하는 철학적 구조 전체를 조감하려고 
시도한다 즉 철학적 구조주의는 철학자가 사용한 특정한 개념 혹은 . , 
논증을 전체로부터 독립시켜 부각하기보다는 구조 전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통해 철학적 사유의 얼개를 이해하려는 분석 방법이다 이 . 
방법론은 철학자가 말한 것과 말하고자 했을 수도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철학자가 명시적으로 언표한 요소만을 취한다 따라서 이에 . 
입각한 연구는 당대 철학자들의 영향관계나 몇몇 인상적인 일화들에 
비추어 스피노자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며 철학자가 
사용하는 특정한 어휘 혹은 구절이 다른 철학자와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철학자가 주장하려고 했던 바를 추론하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철학자의 의식상태를 .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그의 철학에 접근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사적 연구는 철학자에 대한 전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 . 
철학자의 사유는 그의 삶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철학자의 삶에서 사유의 흔적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것이 제시하는 논증의 질서 속에서 완결된 
철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예비적 논의를 위해 용법의 역사를 ‘conatus’ 
요약하는 장 절과 스피노자 철학의 현재적 의의를 논하는 장 절을 2 1 5 2
제외하면 역사적 논의를 거의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코나투스 학설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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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자면 스피노자의 출신과 교육 전력 을 참조하여 윤리학 의 몇몇 ( ) , 前歷 『 』
구절에서 유대교 전통과의 유사성을 읽어낸 뒤에 그것을 근거로 
스피노자와 유대교 전통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1) 
왜냐하면 윤리학 내에서 스피노자가 유대교 전통을 명시적으로 『 』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나쁜 예시를 들자면 스피노자와 . , 
라이프니츠의 만남을 근거로 두 사람이 미적분이나 동역학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을지도 모르며 윤리학 의 어떤 부분이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 』
반영하고 있다는 식의 추측을 나는 배제한다 한 체계 안의 요소들은 그 . 
요소가 체계 전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체계 . 
외부의 맥락을 개입시켜 단편적인 특징만으로 요소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철학적 구조주의에 위배된다 물론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해석이 모두 . 
부당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매우 개연적인 해석의 가능성과 통찰을 ,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앞으로 학위논문에서 할 작업과는 
거리가 있다. 

이 분석 원칙은 스피노자의 저작들을 참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부터 까지 . 3 4 9『 』 
코나투스 학설을 논증하고 부 정리 의 주석부터 정리 까지 덕의 , 4 18 28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주장한다 따라서 내가 학위 논문에서 . 
중점적으로 연구할 대상은 이 부분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논증적 
질서의 체계로서 윤리학 전체이다 그러므로 나는 분석 원칙에 따라 . 『 』 
윤리학 의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 』

1) 예컨대 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윤리 Warren zev harvey (2017) , 『
학 부 부록에서 나타난 스피노자의 목적론 및 인간중심주의 비판과 마이모니데스의 1』 
목적론 및 인간중심주의 비판을 비교한다 저자는 두 사상가가 굉장히 유사한 표현을 . 
공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기획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근거로 스피노자의 목적론 및 인간중심주의 비판이 마이모니데. 
스에게 빚지고 있다고 저자는 결론 내린다 스피노자의 교육 전력과 표현상의 유사성을 . 
고려할 때 스피노자가 마이모니데스를 읽었으며 그로부터 얼마간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저자의 결론은 매우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나는 저자의 추론방. . 
식에 따라 작업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저자의 연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 
저자의 연구는 스피노자 사상에 침투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럼에도 나는 몇몇 이유에서 저자의 추론방식보다는 철학적 구조주의가 스피노자. 
를 읽는 더 나은 기획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이 논문에서는 오직 구조주의적 방법론
만을 일관적으로 관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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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이하 로 약칭 나 신과 인간과 인간의 ( PPD )『 ⟪ ⟫』 『
행복에 대한 소론 이하 소론 으로 약칭 의 등의 텍스트를 근거로 ( )』 『 』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윤리학 의 코나투스 학설에서 해석적 분쟁을 . 『 』
야기하는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소론 에서의 코나투스 개념을 『 』
참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윤리학 이전 저작이 미숙하거나 . 『 』 
불완전하기 때문은 아니다 윤리학 과 소론 의 체계가 매우 상이하고 . 『 』 『 』
따라서 각 체계의 요소들이 서로 호환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 
언급하자면 소론 에서 스피노자는 사랑 을 기초적 감정으로 설정하는 ‘ ’『 』
정념론의 체계를 제시하지만 윤리학 에서 사랑 은 외부 원인에 대한 , ‘ ’ ‘『 』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 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사소한 수정이 ’(E AffDef6) . Ⅲ
아니다 윤리학 에서 욕망 기쁨 슬픔 이 세 가지 기초적 감정의 . ‘ ’, ‘ ’, ‘ ’, 『 』
설정이 인간적 코나투스 및 행위 역량의 증감이 표현되는 감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론 과 윤리학 사이에 스피노자가 『 』 『 』 
정념론과 가치론의 영역에서 이룩한 사상적 전회를 보여준다 따라서 . 
이러한 체계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지 소론 의 구절을 인용해서 『 』
윤리학 에 적용하려는 식의 주장은 추가적인 논증이 뒷받침되지 『 』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내가 윤리학 외의 다른 . 『 』 
스피노자의 저작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각각의 텍스트가 구축하는 철학적 , 
구조의 상이성과 그 속에서 유사한 요소들이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 또는 , 
다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 특징을 밝힌 뒤 그를 
통해 윤리학 의 구조를 더욱 명석 판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다. 『 』

요컨대 나는 철학적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윤리학 부와 부에서 3 4『 』 
전개되는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외부적 맥락을 도입하지 않고, , 
오직 윤리학 의 내적 체계 속에서 그것이 체계 전체와 맺는 논리적 『 』
연관성을 연구할 것이다 만약 스피노자와 관련된 전기적 요소 그리고 . , 
스피노자의 다른 저작 및 다른 철학자들의 텍스트를 참조한다면 그러한 , 
요소들이 윤리학 의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밝히는 『 』
목적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다. 

철학적 구조주의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연구범위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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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원칙이 확립되었다 나는 이제 텍스트를 두고 상반된 해석적 입장이 .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어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더욱 
세부적인 해석의 원칙을 표명하겠다 이번에도 역시 게루가 상당히 . 
유용한 해석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2) 게루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절대적 합리주의이다 스피노자가 고전 시대의 다른 합리론자와 .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스피노자가 이성의 투명성을 가장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총체적 이해가능성을 주장했다는 데 있다 데카르트와 . 
말브랑슈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성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동시에 유한한 
존재의 한계를 인정한다 예컨대 데카르트에게 우리는 신에 대한 명석 . 
판명한 관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유한자에 불과한 우리에게 신의 무한한 
역량은 결국 파악불가능한 신비로 남는다 하지만 스피노자에게는 . 
신조차도 합리적 설명의 대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에게는 . 
모든 것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지성에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총체적 이해가능성이 열려 
있다 만약 스피노자의 철학에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신비한 성질을 . 
도입하는 해석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에게 합리적인 설명이란 윤리학 부 공리 , , 1『 』 
에 따라 원인을 통한 인식이어야 한다 아울러 부 공리 에 따라 4 , . 1 3
주어진 규정된 원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결과가 따라 나오며 반대로 “ , 
아무런 규정된 원인도 주어져 있지 않다면 결과가 따라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충분이유율이라는 해석의 또 ”(Geb : 46). Ⅱ
다른 지침을 얻게 된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엄격한 결정론적 세계관에 . 
바탕을 둔다 모든 것에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있어야만 하는 원인 . 
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원인 또는 이유에 따라 .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 또는 이유를 지정할 수 없는 . 
사태는 실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떤 사태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존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충분이유율은 무모순율과 . 
함께 스피노자 철학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체계 내에서 . 

2) Gueroult. (1968). pp.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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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원인 또는 이유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을 도입하는 해석적 입장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이유율을 만족시키지 못 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형이상학적 입장은 근대의 기계론적 사유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비록 스피노자는 독자적인 자연학 저술을 .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당대 과학의 발전에 결코 무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성찰의 주제로 삼았다 스피노자가 당시 . 
과학혁명의 선구자였던 데카르트와 홉스의 독자였으며 그들의 자연학과 
철학을 자신의 체계 속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논문 본문의 . 
논의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스피노자에게 형이상학과 자연학은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3) 따라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해석할 때 그의 형이상학은 물론 근대 자연학의 성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그의 형이상학적 원리가 구체적 적용되는 사례를 . 
일차적으로는 항상 근대 기계론의 지평 위에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적 기획을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윤리학 은 그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윤리적 삶의 가능성을 . 『 』
논구한다 하지만 윤리학 에서 윤리학적 논의가 조명을 받기 시작한 지는 . 『 』
비교적 오래 되지 않았다 스피노자 연구가 시작된 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 
윤리학 부에서 전개되는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관심이 편중되는 1, 2『 』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 
윤리학 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와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를 1, 2 3, 4, 5『 』
완전히 분절시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 
스피노자의 기획 의도를 고려한다면 윤리학 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 』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4) 윤리학 은 결정론적  『 』
세계관에서도 윤리적인 삶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기획 
안에서 전반부의 논의의 귀결은 후반부 논의의 출발점을 이룬다 따라서 . 
스피노자의 존재론은 존재론대로 그의 윤리학은 윤리학대로 다루면서 

3) 주지하다시피 윤리학은 형이상학과 자연학에 근거합니다 “ .”(Ep. §27/Geb : 160-161; Ⅳ
이근세 197.) 

4) 예컨대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의 마지막 정리 의 주석에서 자신의 인식 이론이 최 2 49『 』 
고의 행복 또는 지복에 관한 논의에서 갖는 효용을 강조하는데 이 지복은 윤리학 5『 』 
부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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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영역을 나누고 서로 무관한 것처럼 한 쪽의 논의만 배타적으로 
참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석가들처럼 편의에 따라 윤리학 의 . 『 』 
특정 부분은 취하고 다른 부분은 버리는 태도는 곤란하다.5) 
윤리학 이 부분적으로 편집상의 오류나 미완성의 흔적『 』 6)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피노자가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공들여서 집필했다거나 특정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스피노자 철학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 
윤리학 전체 중 어느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망라하는 『 』 
입장에서 각각의 부분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덕의 .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다루려면 이 논문에서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외에도 속성의 통약불가능성 내재적 인과관계 등 스피노자 , 
철학에서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
있겠으나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통용되는 논제들이 있다 나는 해석적 . —
갈등이 발생할 시 지금까지 언급한 지침들과 이러한 논제들을 참조하여 
나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코나투스 학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원칙으로 철학적 구조주의를 택한 이유에 관해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먼저 밝혀두고 싶은 점은 내가 학술사적 영향이나 역사적 연구방법을 
경시하기 때문에 구조주의적 방법을 채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철학자가 사용하는 개념의 역사적 연원을 탐구하거나 철학자가 활동하는 
시기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불가결하다. 

5) 많은 주석가들이  윤리학 부에 특히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5 .『 』  Bennett (1984, p. 374)
은 부를 가리켜 너무 쓰레기라서 이에 대해 쓰는 사람조차도 쓰레기를 쓸 수밖에 없는 5
쓰레기라고 말하고 는 부가 스콜라 철학의 잔재라고 보며, Negri (2000) 5 , Broad 

는 윤리학적 논의에서 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1965, p. 15) 5 . 
6)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의 증명에서 부 공리 을 이용 4 31 4 3『 』 
한다 하지만 부에는 공리가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오류이. 4
다 이것은 아마도 스피노자가 윤리학 을 완성한 후 출판하려고 했으나 정치적 상황으. 『 』
로 인해 출판이 좌절되었고 출판에 필요한 최종 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편집상의 오류로 보인다 그 외 윤리학 의 오탈자 및 편집 오류에 관해서는 모로 판 . 『 』
스피노자 윤리학 에 실린 pp. 92-96 Fautes typographiques dans les 『 』 「 Opera 
posthuma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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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스피노자의 철학은 가 강조한 것처럼 매우 Balibar (2011)
정세적인 고려 속에서 형성되었다 스피노자는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에 . ∙
결코 둔감하지 않았다 신학정치론 에서 전개하는 히브리 신정 분석이나 . 『 』
윤리학 부의 인간 상호간의 정념적 갈등 상황에 대한 서술을 3, 4『 』 
고려하면 스피노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인간 사회의 역동성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는 사회현상을 .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분석틀을 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개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내가 스피노자 철학의 현재성을 
주장할 때 강조할 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학적 구조주의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구조적 분석방법과 스피노자의 기하학적 증명 질서 사이의 
친연성 때문이다 윤리학 은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 ( , affinity) . 親緣性 『 』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다 이 책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체계처럼 정의와 . 
공리 그리고 그에 입각한 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피노자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결코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7) 스피노자는 기하학적 증명의 절차가  
자신의 철학 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종합의 순서를 따르는 기하학적 증명 방식은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자연의 질서와 합치한다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는 . 
자연의 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윤리학 의 체계를 구성했다. 『 』
물론 스피노자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성하면서 당대에 널리 공유되고 
있던 철학적 관념들을 다소간 관습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 . 
원인 실체 신 코나투스 등은 스피노자가 새롭게 발명한 관념은 아니다, , , . 
그러나 이러한 관념들이 윤리학 의 논증 절차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 』
하나의 부분으로 서로 맞물려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관념들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논증의 질서 속에서 재편되고 그 결과 스피노자 

7) 게루는 스피노자 철학이  윤리학 의 기하학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쓰일 수 없『 』
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내들러의 경우에는 게루만큼 강한 어조는 아니지만 윤 
리학의 서술 스타일이 그의 철학과 맺는 긴밀한 관계를 인정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 

국역 내들러Nadler. (2006). pp. 39-43 [ : . (2013) pp. 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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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체계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자연적 질서에 따라 개별적 . 
요소들이 서로 맺고 있는 논리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려는 
스피노자의 기획은 전체 체계 속에서 개별 요소들을 이해하려는 구조적 
독해방식과 상당한 친연성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윤리학 이 . 『 』
만들어진 방법에 맞게 윤리학 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 』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철학적 구조주의를 연구의 방법론으로 
삼았다. 

덧붙여 연구가 진행되면서 철학적 구조주의의 방법이 역사적 , 
방법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적 독해의 결과가 역사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구조적 독해는 하나의 철학 . 
체계가 자양분으로 삼는 시대적 상황을 추상시켜버리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구조적 독해가 철학자가 처한 역사적 배경을 사상의 . 
체계와 분리시키는 것은 철학적 사유에 미칠 수 있는 역사적 영향력을 
부정하거나 철학이 오직 순수 사변의 결과임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철학 체계에 최소한의 독립성도 남겨두지 않고 철학자의 주관 혹은 
그가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 환원하는 부당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구조적 독해를 도입했다 만약 이를 통해 동시대의 다른 철학자들과 . 
비교하여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한다면 그를 단지 세기의 합리주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이해할 17
때보다 훨씬 더 적절하게 스피노자가 철학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평가하고 그의 철학이 현재 가질 수 있는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구조적 독해와 역사적 독해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 
오히려 상승 효과를 낼 것이다( ) .相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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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예비적 논의2 

제 절 용법에 관한 역사적 탐구1 ‘conatus’ 

고전 시대 이전의 용법  1. ‘conatus’ 8)

스토아 학파의 용법은 디오게네스와 키케로에 의해 conatus 
정립된다 디오게네스는 동물의 일차적 충동 이 자기 . (Oikeiôsis)
보존 이라고 말한다 키케로는 이를 노력하다(self-preservation) . ‘ (striving, 

라는 의미의 라틴어 로 번역했으며 욕구 를 endeavor, trying)’ ‘conatus’ ‘ ’
의미하는 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한다‘appetitio’ . . 
모든 자연 유기체 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를 “ (natural organism)
원한다 이러한 스토아 학파의 자기 보존 원칙은 자신을 파괴하고자 .” 
하는 자연적 욕망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키케로는 .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스스로를 “
보존하려는 충동을 느끼며 반면에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 이끄는 [ ] , …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지려고 한다 고 말하고 ”
디오게네스는 자연이 살아있는 것을 그것 자체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는 “
것은 있음직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체에게 자기 파괴의 욕구가 ”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단 스토아 학파에게 이러한 자기 보존의 . , 
충동은 오직 동물에게만 있으며 식물에게는 부재한다. 

스콜라 철학에서 는 더욱 확장된 용법을 갖는다conatus .9)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자연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를 원하는지 
또는 존재를 보존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신국론(De civitate 『

의 한 장을 할애한다 아퀴나스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Dei) . 』
재진술한다 모든 자연적 사물은 자기 보존을 욕구한다 이와 유사하게 . “ - .” 

8) Wolfson. (1969). pp. 195-208.
9) 울프슨은 코나투스 원리를 모든 개체에 적용하는 스피노자의 방식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확장된 용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을 참조하라‘conatus’ . . Wolfson. 
(1969).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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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스 스코투스는 모든 자연적 존재는 자연적 욕망에서 자신의 실존 “ , , 
안에서 지속하려고 욕망한다 라고 말한다” .

르네상스 시대에도 자기 보존의 원칙으로서 욕구와 동일시되는 
의 용법은 이어진다 단테는 실존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conatus . “

실존을 욕구한다 라고 말하며 다른 르네상스 철학자들도 자기 보존의 ”
원칙을 받아들인다 의 확장된 스콜라적 용법 역시 유지된다. conatus . 
텔레시우스와 캄파넬라는 자기보존의 노력이 동물과 같은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적 물질 안에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 
한편으로 르네상스 시대만의 독특한 용법이 존재한다 르네상스 conatus . 
시대의 사상은 중세의 기독교 중심적 사상에 맞서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10) 이러한 맥락에서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인간의 욕망 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기보존의 욕망과 더 (cupiditas) . 
알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존재의 욕망 과 앎의 , (désir d’être)
욕망 은 하나로 통합된다(désir de savoir) .11) 이것은 기독교 교리가 두  
세계 이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현세에서의 생명 보존의 욕구와 앎과 
덕성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구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듯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등식은 철학사에서 꽤 
오래 전부터 확립되었다 고전 시대 이전의 용법은 적용범위의 . conatus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12) 코나투스 개념은  
일차적으로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는다 코나투스는 생명체가 갖는 원초적 . 
본능 혹은 충동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 

10) Alquié. (2003). pp. 190-191.
11) 알키에는 스피노자 철학을 개시하는 근본적 직관 가운데 하나로 르네상스 자연주의를 
제시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평행론적 관점에서 신체의 보존 및 확장을 정신의 보존 . 
및 확장과 동일시하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르네상스 자연주의의 이상을 완전하
게 실현시켰다. 

12) 물론 고전 시대 이전의 의 용법을 일반화의 위험 없이 한 데 묶을 수 있는 것 conatus
은 아니다 사전적 의미는 대동소이할지라도 각각의 시대마다 그리고 학파마다 코나투. , , 
스 개념은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감정과 다른 근본적 감정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각기 상이한 이론적 구성물을 이루는 재료로서 사용된다 예컨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 
로 하는 스콜라 감정이론에서는 사랑을 핵심 정서로 놓으면서 의 욕구를 자연conatus
적 사랑 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창조주로서 신과 피조물로서 (natural love) . 
자연의 관계를 상정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이러한 이론적 요소는 여타의 학. 
파에게는 부재하거나 심지어는 명시적으로 저항하려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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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단번에 긋지 못하고 주저흔을 남기게 한다 그러나 . conatus 
용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나중에는 유기체의 본능뿐만 
아니라 물질이 특별한 외부 작용이 없을 시에 불변하는 성향을 함께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외연의 확장은 이후 고전 시대에서 가 . conatus
자연학의 전문 용어로 정립되는 바탕이 된다.13) 

고전 시대의 용법  2. ‘conatus’ 

고전 시대부터 는 상당히 전문화된 용어로 거듭난다conatus . 
가 이전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로부터 확립된 원칙을 conatus

철학적 차원에서 서술하는데 사용되었다면 고전 시대에는 초기 근대 
자연학의 이론적 가설을 구성하는 매우 특정한 의미의 전문적 개념어로 
사용된다 특히 갈릴레오와 데카르트는 관성의 원리를 기술하기 위해 . , 

를 사용하는데 이들의 용례를 통해 고전 시대 특유의 conatus , conatus 
용법이 확립된다 매우 당연하게도 스피노자는 자기 시대의 . conatus 
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개념을 . 
자신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전 
시대의 용법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conatus .

갈릴레오는 기존 자연학에서 확립된 용법을 받아들이고 conatus 
있다.14) 특히 그가 처음 확립한 관성 원리는 이후 고전 시대의  , conatus 
용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관성 원리는 갈릴레오의 대화편 저작 두 주요 우주 체계에 관한 『
대화 에 등장하는 돛단배 이야기 에서 처음 나타난다 천동설을 지지하는 “ ” . 』

13) 자연학 의 용어로서 개념은 일정하게 가속되는 운동의 발생을 설(physique) ‘conatus’ 
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때 코나투스는 순간화된 충동 을 . (impulsions instantanées)
의미하였고 운동의 가속은 이러한 충동의 누적을 통해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 
화된 충동의 총합이 임페투스 이다 자연학에서 이러한 전문적 용법은 세기(impetus) . 6 , 
알렉산드리아의 장 필로폰 에게서 처음 나타나고 세(Jean Philippon d’Alexandrie) , 15
기 쿠자누스와 다빈치에게서 확립되기 시작되어 세기 스칼리게와 피콜로미니를 거쳐 , 16
갈릴레오 데카르트 홉스 등 세기 고전 시대 자연학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다음을 , , 17 . 
참조하라. Auroux. (1990). p. 391.

14) Auroux. (1990).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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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면 탑에서 돌을 . 
떨어뜨렸을 때 낙하 시간 동안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돌은 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낙하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을 해보면 돌은 탑 근처에 . 
떨어진다 이것이 지구의 자전을 거부하는 주된 근거이다 그러나 . . 
갈릴레오는 돛단배 위에서 돌을 떨어뜨릴 경우에 배가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든지 상관없이 늘 갑판의 동일한 지점에 돌이 떨어진다고 
반대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갈릴레오의 주장은 관성 원리를 포함하고 . 
있다 탑이나 배 위에서 낙하하는 물체가 바로 밑에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 
혹은 배가 운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낙하물이 지구나 배의 운동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평 방향으로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 
말해서 외부의 방해가 없는 한 물체는 이미 하고 있는 운동을 계속한다는 
관성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 

갈릴레오가 이러한 관성 원리를 도입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가 
이룩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자연학의 운동 개념과의 단절15)이 놓여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자연학에서 운동과 정지는 범주적으로 구별되며 
운동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이행하려는 사물의 본성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갈릴레오에게 운동과 정지 사이의 구별은 단지 . 
상대적이며 지나지 않으며 운동은 위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물의 . 
자신의 본성의 자연적인 변화로서 운동은 없다 운동은 오직 외적 요인의 . 
강제적 작용으로 인한 위치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물체 안에는 자신의 . 
상태를 바꿔야 할 잠재력 같은 것이 없으므로 만약 물체에 작용을 가하는 
외부 원인이 없다면 물체는 자신의 기존 상태를 유지한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부 항과 항에서 자연의 제2 37 39 1 『 』 
법칙과 제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관성 원리를 표현한다2 . 

자연의 제 법칙 각각의 실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항상 같은 1 : 
상태에서 존속한다 따라서 일단 운동하게 된 것은 계속 운동하게 된다. . 

15) 그러나 갈릴레오의 단절은 완벽하지 않다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자연학의  . 
오랜 가정에 따라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궤적은 천체의 운동 궤적과 동일한 원 운동
이라고 보았다 갈릴레오의 관성 원리는 원 운동 궤도를 고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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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영 쪽(PP II §37/AT VIII-1, 62; , 98 ) 
자연의 제 법칙 모든 운동은 그 자체로서는 직선 운동이다 그 때문에 원 2 : . 
운동을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그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한다. 

원석영 쪽(PP II §39/AT VIII-1, 63; , 100 ) 

제 법칙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정리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1 
관성 원리를 표명하고 있다.16) 또한 제 법칙에서 데카르트는 관성  2
운동의 궤도를 원 운동에서 직선 운동으로 변경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자연학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한다. 

한편 데카르트는 상태의 보존을 변화에 대한 저항력으로 
생각한다 철학의 원리 부 항을 보자. 2 43 .『 』 

각각의 물체가 지니고 있는 가하는 힘이나 저항하는 힘(cujusque 
의 본질은 무엇인지corporis ad agendum vel resistendum) . - [ ] …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각의 것은 앞에서 밝힌 제 법칙에 따라 자신에게 1
달려 있는 한 모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그것과 분리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적잖이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적잖이 지니고 있다 정지해 있는 것은 .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적잖이 지니고 있으며 결국 , 
정지해 있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힘을 적잖이 
지니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운동을 다시 말해 같은 빠르기와 동일한 . , 
방향으로의 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힘을 적잖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 
힘은 다른 한편으로 그 힘이 놓여 있는 물체의 크기와 그 물체가 다른 
물체와 분리되는 표면의 크기에 의거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의 , 
빠르기와 서로 다른 물체들이 운동하는 방식의 본성과 대립에 의거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원석영 쪽. (PP II §43/AT VIII-1, 66-67; , 104-105 ) 

16)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 안에 있는 한 이라는 표현은 코나투 / (quantum in se est)”
스 정리에서도 동일하게 언명되고 있으며 항상 같은 상태에서 존속한다, “ (semper in 

는 표현도 코나투스 정리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존속한다eodem statu perseveret)” “
는 다소 변경된 형태로 언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이 (in suo esse perseverare est)” . 

무엇을 함축하는지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은주. . (2016). pp. 64~67.



- 18 -

위 인용문에 따르면 물체에는 힘이 있으며 물체는 그러한 힘을 
통해 변화에 저항한다 그러나 이때 데카르트가 부여하는 힘을 스콜라 . 
철학에서의 신비한 성질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잠재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데카르트는 물체에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을 남겨두지 않았다. . 
데카르트 자연학에서 모든 물체는 연장 속성으로 환원 가능하며 연장 
속성을 통해 설명되고 이해된다 데카르트가 물체에 부여하는 힘은 물체 . 
내에 어떤 자발적인 운동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이 세계를 . 
창조하면서 피조물 속에 주입한 운동량이다 각각의 실재는 이렇게 신이 . 
작용 인과적으로 규정한 운동량과 방향 그리고 일정한 물리 법칙에 따라 , 
운동한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세계 속에서 각각의 물체들이 서로 . 
충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충돌을 통해 물체들을 서로 인과 
작용을 주고받는다 이때 한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작용은 이미 . 
그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과 함께 그 물체의 상태를 규정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것의 운동 방향이 이전 상태의 운동 방향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물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체의 운동량은 외부 물체가 가하는 운동량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17) 즉 변화에 저항하는 힘의 정체는 그  , 
물체의 원래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작용 인과력이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부 항에서 비의식적 3 56-59『 』 
의미의 용법을 확립하고 있다conatus .

생명이 없는 것들이 운동하고자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 
내가 제 원소의 알갱이들은 자신들이 도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자 2 
한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제 원소의 알갱이들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 2 
의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단지 . 
그것들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그렇게 운동하도록 

17) 물체들이 이런 식으로 인과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배분 이∙
전되지만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연의 제. 3
법칙이 서술되는 부 항과 이 법칙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는 항과 항을 참조하2 40 41 42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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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따라서 방해받지 않는 한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뿐이다, . (PP 
원석영 쪽§56/AT VIII-1, 108; , 108 )Ⅲ 

항에서 데카르트는 제 원소가 자연의 제 법칙에 따라 원의 56 2 2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한다 고 서술하는 것을 (recedere conari)
통해 관성 운동의 직선 궤도를 그리는 이유를 사물의 노력으로 설명한다. 
한편 부 항에서 데카르트는 항상 같은 상태에서 존속하려는 관성 2 37
원리로서 사물의 코나투스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 안에 있는 " /
한 그렇다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술했다면(quantum in se est)” , 
여기서는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si a nulla alia 

그렇다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causa impediantur)” .18) 이때  
데카르트는 를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conatus’ . 
데카르트는 사물에게 운동하려는 코나투스를 부여하는 것이 사물에 
의식을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cogitationem affingere) 
언급한다 이로써 일상 언어에서 노력 추구 등을 의미하는 가 . , conatus
갖는 심리적 특성의 내포가 완전히 제거된다.

데카르트가 물질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용법을 conatus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 않다 이미 유기 생명체가 아닌 . 
물질에도 개념을 적용하는 외연의 확장이 르네상스 시대에 conatus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 철학자들과 .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물활론적인 사유방식에 따라 마치 물질에도 의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용법을 활용했다 예를 들면 자연은 conatus . 
진공을 혐오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시 그것을 메우려고 노력 한다는 ‘ ' ‘ ’

18) 이러한 부정적 형식의 용법은 이미 부 항에서 첫 번째 법칙은 단순하 ‘conatus’ 2 37 “
고 나누어져 있지 않은 한 각각의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한 항상 동일한 상태로 머
물러 있으며 외적인 원인에 의하지 않고선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Harum 
prim est, unamquamque rem, quatenus est simplex&indivisa, manere, 
quantum in se estm in eodem semper statum nec unquam mutari nisi a 

라고 긍정적 형식과 함께 병렬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부정적 형식causis externis)” . 
의 용법 역시 스피노자에게서 사용되고 있는데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conatus’ , 2『 』 
리 과 사이에 삽입된 자연학 소론 의 보조정리 과 그 따름정리에서 물체의 상태13 14 3「 」
변화는 외부 원인의 개입에 의해 규정된다고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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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는 심리적 노력이 아니다. conatus .19) 이것은  
앞선 상태로부터 인과적으로 규정된 자신의 운동량 및 방향을 
보존하려는 가치중립적인 성향이다 결국 심리적 함축과 함께 스토아 . 
학파에서 가지고 있던 이 용어의 생물학적 함축이 완전히 제거된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용법을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conatus 
특수한 맥락에서 주로 활용한다.20) 데카르트는 생리학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와 등가어로 활용되고 있는 욕구 를 conatus ‘ (appetitus)’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데카르트가 욕구라는 용어를 자신의 자연학에서 
특수한 용법을 갖는 와 동일시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물론 conatus .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학은 생리학의 층위에서도 유지된다 인간 . 
신체는 정교하게 구성된 기계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인간 신체의 .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적론적 관점을 허용한다 신체의 각 부분은 신체 . 
전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기능한다 각각의 기관은 신경 운동을 통해 . 
영혼이 신체가 생존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연적 필요를 추구하도록 
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자연적 욕구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 . 
목적론의 인정이 해석의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 통상적 conatus
용법에 입각해서 데카르트가 생리학의 차원에도 자연학에서 규정된 

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conatus .21)

19) 데카르트의 이러한 반목적론적 비심리적 용법은 스피노자에게도 발견된다 - ‘conatus’ . 
슐러에게 보내는 편지 에서 스피노자는 날아가는 돌멩이의 사례를 들면서 자(Ep. § 58)
유의지 개념을 비판하는데 여기서 작용 인과력의 표현으로서 용법을 사용한‘conatus’ 
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가 이 용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해석적 입장에 따라 . , 
그의 코나투스 학설을 둘러싼 목적론적 독해와 반목적론적 독해 간 논쟁의 지형에 침투
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데카르트에게서 의 반목적론, ‘conatus’
적 용법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용법과 스피노자 사이의 관계는 스피노자 연구에서 상, 
당히 중요하다. 

20) 철학의 원리 부 항부터 항까지의 논의에서 데카르트는 태양과 항성의 운동 및  3 60 64『 』 
빛의 성질을 코나투스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21) 물론 생리학적 차원에서 데카르트가 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해주 conatus 
는 텍스트적 근거들도 있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부 항과 항에서 개미의 . 3 58 59『 』 
코나투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경우 데카르트는 동물의 욕구와 같은 것을 비심리적. , 
반목적론적 함의를 갖는 용법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단‘conatus’ . , ∙

데카르트에게 동물은 의식을 갖지 않으며 복잡한 기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욕
구에 대한 데카르트의 논의는 생리학 이것을 인간 신체에 대한 학문만을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면 의 차원보다는 여전히 자연학의 차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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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덕학 및 순수 사유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 conatus 
용법의 적용범위를 확실하게 초과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신체의 . 
작용의 결과인 자연적 욕구와 정신의 능동적 능력으로서 의지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에게 의지는 대상 관념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 
절대적 선택권을 갖는 자유롭고 자의적인 사유의 능력이다 이것은 . 
인간에게만 배타적으로 영혼을 할당하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근거한다 자연학적 맥락에서 데카르트의 용법은 심리적 함축을 . conatus 
갖지 않으며 작용 인과력에 대한 중립적인 표현이다 반면에 인간은 . 
사유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유의 양태로서 인간의 의지는 심리적이고 . 
목적론적 함축을 갖는다 인간의 의지는 자연의 기계적 작용으로부터 . 
자유롭게 새로운 인과계열을 시작할 수 있는 영혼의 능동이며 데카르트의 , 
도덕철학에서 최고선의 획득은 바로 이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설령 생리학적 차원에서 자연적 욕구가 와 . conatus
등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인간의 정신적 활동 역량은 , conatus 
용법을 통해 설명될 수 없다.

홉스에게서 용법의 활용은 앞서 다룬 두 철학자의 conatus 
경우보다 훨씬 더 전면에 부각된다 홉스의 자연학에서 는 그의 . conatus
운동론을 형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확립된다 유물론자인 홉스는 가장 . 
단순한 물질을 다루는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복잡한 인간 
사회까지 포괄하는 철학 체계를 구성하려는 기획 하에 용법을 conatus 
감정 이론과 사회 철학의 지평으로까지 확대한다.22) 

먼저 홉스의 자연철학에서 용법에 관해 살펴보자 자연 conatus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필수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홉스의 운동 개념은 코나투스 개념과 긴밀히 . 

22) 이러한 거대 체계의 프로그램이 홉스의 전유물은 아니다 고전 시대의 많은 사상가들. 
이 토대주의적 입장에서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이들 가운. 
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단연 데카르트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사회철학 저작을 . 
남기지 않았으며 그의 정념론 조차 예비적 도덕학으로서 감정이론에 해당한다 더욱이, . , 『 』
앞서 정리한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용법은 매우 제한된 맥락에서만 사용된, ‘conatus’ 
다 따라서 코나투스 개념을 핵으로 자연학적 논의와 인간학적 논의를  통합하려는 스. 
피노자의 윤리학 기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철학자를 뽑는다면 이러한 기획을 , 『 』 
이미 예증한 바 있는 홉스가 첫 번째 자리에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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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다 홉스는 운동을 연속으로 한 장소를 버리고 다른 장소를 . “
얻는 것”23)으로 정의하고 코나투스를 주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보다 , “
더 작은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운동”24)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 
코나투스는 점의 길이를 통과하 순간 또는 시간 점에서 이루어지는 “
운동”25)이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한편 이러한 코나투스의 . 
총량이 임페투스 이고 임페투스는 또한 속력 과 등가를 이루는 ‘ (impetus)’ , ‘ ’
용어이다. 

홉스의 이러한 용법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정립되어 conatus 
있었다 그가 정의하는 코나투스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보다 더 미세한 단위를 통과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라면 . 1cm
코나투스는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통과하는 순간의 운동이다 그리고 . 
홉스의 운동 개념은 이러한 코나투스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 홉스에게 . 
운동은 장소 이동이다 만약 어떤 물체가 를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 . 1m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코나투스가 이동거리 
만큼 점진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코나투스의 양이 1m . 

임페투스인데 임페투스는 운동의 빠르기 운동하는 물체의 빠름 또는 , “ , 
속도”26)로 정의된다. 

더 나아가서 홉스는 인간학의 차원에서도 코나투스 개념을 , 
사용한다 그는 감각 현상의 발생원인을 코나투스로 설명한다. . 

감각은 감각 기관에서 밖으로 향하는 반작용과 코나투스에 의해 만들어진 “
상이며 이 반작용과 코나투스는 대상에서 안으로 향하고 잠시 머무는 , 
코나투스에 의해 생긴다.”27)

홉스에게 감각은 외부 대상의 코나투스와 감각 기관의 반작용하는 

23) 김성환 에서 재인용. (2008). p. 178 .
24) 김성환. (2008). 에서 재인용p. 179 .
25) 김성환. (2008). 에서 재인용p. 179 .
26) 김성환. (2008). 에서 재인용p. 179 .
27) 김성환 에서 재인용. (2008). p.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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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 사이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서 홉스는 인간 신체에 대한 . 
논의를 여타의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기계론적 자연학의 방식에 따라 
설명한다 즉 홉스의 인간학은 자연학을 모델로 한다. , . 

홉스는 감각론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이론의 차원에서도 conatus 
용법을 활용한다 여기서 홉스는 오랜 용법을 차용하여 를 . conatus
욕망 과 동일시한다 욕망으로서 는 대상과 맺는 방향성에 (desire) . conatus
따라 둘로 나뉜다 하나는 대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 
욕구 이며 다른 하나는 대상과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appetite) , 
혐오 이다 홉스가 운동을 설명하는 개념인 코나투스를 욕구와 (aversion) . 
혐오라는 감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홉스가 보기에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원초적인 동기가 바로 이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욕구는 . 
인간의 운동을 추동하는 최초의 작은 시작 이다 그리고 이 욕구의 “ ” . 
작용이 행위 직전에 인간의 의식에 의지 로서 현상하게 된다 이 점에서 ‘ ’ . 
의지는 마지막 욕구 이다 더 나아가 홉스는 사랑과 미움 공포와 희망 “ ” . , , 
등 다른 여타의 감정을 모두 코나투스에서 파생되는 감정으로 간주한다. 
이 점에서 그의 감정이론에서 코나투스는 원초적 감정의 지위를 갖는다. 

홉스는 감정 이론을 초석으로 삼아 자신의 윤리학과 사회철학을 
전개한다 홉스는 선과 악 같은 도덕적 가치들을 욕구와 혐오로 환원한다. . 
또한 홉스에게 자연상태는 인간 정념들이 무제한적으로 운동하는 상태로 
가정된다 이때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라 . 
행동한다 자기의 보존은 가장 일차적인 욕구의 대상이자 목적이다. . 
그리고 각각의 인간은 자기 보존에 유리한 가치들을 둘러싼 이익 추구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서는 . 
인간이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연 상태를 지양한 
평화 상태를 바라게 되고 이러한 정념의 역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인간들이 유도된다고 홉스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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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이전 스피노자 저작에서 용법   3. ‘conatus’ 『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스피노자가 접했을 수 있을 만한 
용법에 대한 대강의 정리를 마쳤다 이제부터는 스피노자의 초기 conatus . 

저작에서 윤리학 에 이르기까지 용법의 형성 과정을 conatus 『 』
재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문헌학적 문제가 있다. 
첫째로 스피노자의 초기 저작으로 분류되는 지성교정론 신과 인간과 『 』『
인간의 행복에 대한 짧은 논문 이하 소론 으로 약칭 데카르트의 ( )『 』 』『
철학의 원리 이하 로 약칭 속에서 스피노자의 사상의 진면모를 « »( PPD )』
읽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성교정론 은 미완성 . 『 』
저작이며28) 는 스피노자 생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출판된 유일한 ,  PPD
저작이긴 하지만 데카르트의 저작에 대한 주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이고 어디부터가 스피노자 자신의 주장인지 
분별하기 힘들다 둘째로 지성교정론 과 소론 은 모두 스피노자 사후에 . 『 』 『 』
출간되었는데 두 저작이 집필된 정확한 연도를 추정하기 몹시 어려우며 , 
그로 인해 스피노자의 사상의 추이를 가늠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세 저작의 연대기적 선후관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시작점과 도착점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용법이 변화해 나가는 conatus 
연속적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상당 부분을 추정에 의존해야 한다.

나는 이런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텍스트에 
접근하고자 한다 나는 연구의 준거점을 윤리학 에서 제시되는 . 『 』

용법에 두고 스피노자의 초기 저작들에 대한 연구를 전개할 ‘conatus’ 
것이다 윤리학 의 코나투스 학설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 conatus 『 』
기준으로 삼아 초기 저작에서 사용되는 용법과 비교 대조하는 conatus ∙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저작들과 윤리학 의 공통점과 . 『 』

28) 소론 의 원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기존에는 이 책이 스피노자의 제자. 『 』
들이 필기한 노트에 바탕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필립포 미니니(Filppo 

의 정치한 문헌학적 작업에 근거하여 스피노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원고라는 Mignini)
설이 유력하다 모로 스피노자 전집의 . Premiers écrits에 수록된 미니니의 해설을 참조
하라. pp. 1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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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스피노자 철학 체계의 구조에 어떠한 위상학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코나투스 원리를 제시한다3 6 .  『 』 

각각의 실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 , / , 
안에서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Geb : 146) Ⅱ

코나투스 원리는 공리나 요청이 아니라 정리이기 때문에 증명의 
대상이다 이것은 자기파괴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부 정리 와 상반성 . 3 4
정리라고 불리는 정리 에서 연역된다5 . 

어떤 실재도 외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파괴될 수 없다. (Geb : Ⅱ
101)
실재들은 한 실재가 다른 실재를 파괴할 수 있는 한에서 상반된 본성을 
지닌다 곧 동일한 기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subjecto) . (Geb : 101)Ⅱ

이처럼 윤리학 부 정리 가 코나투스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3 4-6『 』 
할애된다 이 점에서 부 정리 은 코나투스 논증. 3 4-6 (conatus 

라고 불린다argument) . 
계속 이어서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코나투스를 실재의 3 7 “

현행적 본질 자체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E P7/Geb Ⅲ :Ⅱ 라고  146)
주장하며 정리 에서 코나투스는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무한정한 시간을 , 8 “
함축한다”(E P8/Geb Ⅲ :Ⅱ 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리 에서 정신은  103) . 9 “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들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관념들을 갖는 한에서도 , 
자신의 존재 안에서 어떤 무한정한 지속 동안 존속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의식한다”(E P9/Geb Ⅲ :Ⅱ 고 말한다 정리 의  103) . 9
주석에서 코나투스를 의지 욕구‘ (voluntas)’, ‘ (appetitus)’, 
욕망 와 동일시하며 코나투스를 가치 평가의 척도로 삼는다‘ (cupidit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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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코나투스 이 정신에게만 관련될 때에는 의지라 불린다 하지만 [ ] . 
이것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련될 때에는 욕구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 
인간의 본질 자체와 다르지 않으며 그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의 , 
보존을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이 따라 나온다 이에 따라 인간은 이것들을 . 
하도록 규정된다 그 다음 욕구와 욕망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욕망이 . , 
자신들의 욕구를 의식하는 한에서의 인간들과 관련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욕망은 욕구에 대한 . 
의식과 결합된 욕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 
다음과 같은 점이 따라 나온다 곧 우리는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우리가 , ,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원하고 욕망하기 때문이다. (Geb : Ⅱ
103-104)

여기까지가 윤리학 부에서 전개되는 정서 이론의 기초가 되는 3『 』 
코나투스 학설 을 이룬다 그러나 인간의 현행적 (doctrine of conatus) . 
본질로서 코나투스는 욕망이라는 감정으로 현상하므로 스피노자는 이를 
감정이론의 맥락에서도 다룬다 그는 부 정리 의 주석에서 기쁨과 . 3 11
쾌락을 정의한 뒤에 이를 욕망과 함께 일차적 감정으로 분류한다.

나는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욕망이 무엇인지 설명했으며 이 세 가지 [ ] 3 9 , …
감정 욕망 기쁨 슬픔 이외에 나는 다른 어떤 일차 감정도 인정하지 [ , , ]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다음부터 보여줄 것처럼 다른 모든 감정들은 이 세 . , 
가지 감정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Geb : 105)Ⅱ

이제 윤리학 에서 코나투스 개념이 의지 욕망 욕구와 , , 『 』
동일시됐던 것을 나침반으로 삼아 소론 을 분석해보자 소론 은 두 개의 . 『 』 『 』
대화편을 담고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대화편에서 욕정 은 (concupiscence)
사랑 지성 이성 과 함께 의인화된 (amour), (entendement), (raison)
등장인물로서 출현한다 대화는 사랑이 자신의 완전성이 지성의 완전성에 .  
의존한다며 지성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성은 자신이 자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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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안에서만 고찰한다고 말하며 만약 사랑이 이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이성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이에 이성은 자신은 지성의 말이 진리임을 . 
의심할 수 없다고 화답한다 그런데 여기에 욕정이 시비를 걸기 . 
시작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는데 이에 대해 사랑은 욕정을 치욕스러운 ‘
자 라고 부르며 욕정이 자신의 완전성을 파멸시키는 것만을 (infâme)’
말했다고 말하고 욕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어서 이성과 욕정 사이의 토론이 벌어진다 이 토론에서 욕정은 . 
오류의 대변자이며 이성은 진리의 대변자이다. 

욕정이 이러한 배역을 맡게 된 배경은 소론 부 인간과 그의 2 , 『 』 「
행복에 대하여 를 검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부에서 스피노자는 인식 . 2」
이론에 바탕을 둔 감정 이론을 전개한다 먼저 소론 장과 장의 인식 . 1 2『 』 
이론에 따르면 인식의 종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29) 1) 
의견 과 믿음 참된 믿음 명석한 (opinon) (croyance) 2) 3) 
인식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지각은 소문 (connaissance claire). 
혹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오류에 속한다. . 
한편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의 인식은 항상 참이다 그러나 두 번째 . 
단계는 자신이 참된 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추론 
규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식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못 한다. 
반면에 세 번째 단계의 인식은 직관을 통해 대상과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더욱 완전한 형태의 인식이다. 

장에서 인식 이론을 전개한 뒤 스피노자는 장에서 의견을 2 , 3
원천으로 하는 정념들을 열거한다 총 네 가지의 정념이 열거되는데. , 
순서대로 놀람 사랑 미움(étonnement), (amour), (haine), 
욕망 이다(désir) .30) 여기서 사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념들은 단지 첫  

29) 스피노자의 인식의 종류를 구별하는 이론은 스피노자의 거의 모든 저작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핵심 학설이다 그러나 각각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인식 종류 이론의 형태. 
는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소론 에서 이성의 추론 능력은 수동적인 것으로 격하되고. , 『 』
인식에 대한 인식 대상의 우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반면 윤리학 에서 이성은 정신. , 『 』
의 능동적 능력이며 적합한 인식은 인식 대상과의 관계없이 그 자체의 특성만으로 정의
된다.

30) 알키에가 지적하는대로 이러한 열거의 순서는 데카르트 정념론 의 여섯 가지 원초적 『 』
정념의 열거 순서와 상당히 유사하다 단 소론 에서 스피노자는 원초적 정념과 파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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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의 인식으로부터 유래한다 따라서 참된 인식을 갖는 이들은 . 
결코 놀람 미움 욕망을 느끼지 않는다, , .31) 한편 욕망에 관해서  ,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욕망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 ) 
사람들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얻으려는 욕구로 인해 생기거나 마치 또 (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미 향유하고 있는 것들을 )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성립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욕망이 선의 외양에 . 
따르는 것 외에 달리 행동하는 어떤 사람에게 생겼다는 사실을 결코 [ ]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 . 
즉 욕망은 이미 우리들이 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식의 , 
인식에서 생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는 . , 
말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Kv, - 3,  §9/Geb Ⅱ

강영계: 58; , 98)Ⅰ

여기서 우리는 욕망이 윤리학 과 달리 실재의 현행적 본질로 『 』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욕망은 결여된 것에 대한 . 
끌림이라는 플라톤적 욕망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편 욕망과 선의 관계도 . 
윤리학 과 거꾸로 되어 있다 윤리학 부 정리 의 주석에서 . 3 9『 』 『 』 
스피노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좋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소론 에서는 우리가 『 』
선하다고 믿는 것을 욕망하게 된다고 말한다 더욱이 소론 에서 선과 . 『 』
악은 각각 완전성을 향해서 우리들을 전진하게 하는 모든 것“ ”(Kv, - 4, Ⅱ

강영계 과 완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6/Geb : 60; , 103) “Ⅰ
또는 우리들을 완전성으로 진전시키지 않는 것”(Kv, - 4,  §6/Geb : Ⅱ Ⅰ

강영계 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선과 악을 주관과의 관계적 60; , 103) . 

정념을 구별하지 않으며 모든 정념들 가운데 사랑에만 매우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 
다. 

31) 이것은 윤리학 에서 명백하게 거부되는 입장이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 4『 』 『 』 
정리 에서 좋음과 나쁨에 대한 참된 인식은 참된 것인 한에서는 어떠한 정서도 억14 “ , 
제할 수 없으며 오직 정서로 간주하는 한에서만 억제할 수 있다, ”(Geb : 219Ⅱ 고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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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통해 규정하는 윤리학 과 상반된다.『 』 32)

윤리학 과 소론 의 차이는 스피노자가 욕망과 의지의 관계에 『 』 『 』
대해서 서술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윤리학 에서 스피노자는 . 『 』
의지와 욕망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소론 의 장 . 16『 』 의지 와「 」 장  17 의지와 「
욕망의 구분」의 논의에 따르면 의지와 욕망은 구별된다 욕망은 정신이 . “
선한 것으로 택하는 어떤 것으로 향하는 정신의 경향(inclination)”(Kv, 

강영계 이다 이렇게 정의된 욕망은 - 16,  §2/Geb : 80; , 145) . Ⅱ Ⅰ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야 발생한다 이때 . 
대상의 가치에 대한 긍정하고 부정하기 위한 능력“ ”(Kv, - 16,  §2. Ⅱ

강영계 이 바로 의지이다Geb : 80; , 145) .Ⅰ 33) 따라서 의지와 욕망은  
구별되며 전자가 후자에 대해 선행한다.  

그러나 윤리학 과 소론 이 모든 점에서 다르지는 않다. 『 』 『 』
소론 에서 스피노자는 의지와 욕망을 구별한 뒤 욕망이 자유로운지 , , 『 』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논의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욕망은 대상에 “
대한 관념에 의존 강영계 한다고 ”(Kv, - 17,  §3. Geb : 85; , 154)Ⅱ Ⅰ
말한다 이것은 윤리학 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데 윤리학 부 공리 . , 2『 』 『 』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3 .

사랑이나 욕망 또는 마음의 정서라는 이름 아래 지칭되는 모든 것과 같은 
사유 양태들은 동일한 개인 안에 사랑 받는 대상 욕망되는 대상 등에 , , 
대한 관념이 존재할 경우에만 존재한다 하지만 관념은 다른 어떤 사유 . 
양태들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Geb : 85-86)Ⅱ

32) 물론 스피노자는 소론 에서도 선과 악은 단지 사유의 양태일 뿐이며 선과 악에 관해 『 』
다루면서 현실적 존재와 이성적 존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윤리학 부에서4『 』 
도 완전성의 증감으로 선과 악을 정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나 윤리학 에서는 목. 『 』
적론 비판을 통해 그러한 선과 악을 단지 상상적 개념으로서만 재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반면에 소론 에서는 그러한 메타 윤리학적 접근이 발견되지 않는『 』
다.

33) 의지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데카르트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 
이미 소론 에서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 자유롭게 긍정하거나 . 『 』
부정할 수 없다 한 사물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아니고. “ , 
우리들 안에서 한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그 사물 자체이
다 강영계 인식 이론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인.”(Kv, - 16,  §5/Geb :83; , 149) Ⅱ Ⅰ
식에 대한 인식 대상의 우위가 관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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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이러한 입장은 보편자에 대한 유명론적 관점에서 따라 
나온다 스피노자에게 보편자는 인간이 그 차이를 세부적으로 구별할 수 . 
없는 대상들을 상상을 통해 일반화시킨 관념이다 이에 입각하여 . 
스피노자는 일반적 의지 또는 욕망 의 일반 관념도 허구에 지나지 ‘ ’ ‘ ’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윤리학 부 정리 의 주석이다. 2 48 .『 』 

정신 안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이해하기와 욕망하기 사랑하기 등의 [ ] , …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이러한 능력들 및 이와 유사한 능력들은 . 
순전히 허구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특수한 것들로부터 형성해내는 
형이상학적 존재자들 또는 보편자들에 불과하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 이에 . 
따라 지성과 의지가 이러저러한 관념이나 이러저러한 의지 작용과 맺는 
관계는 돌멩이라는 것이 이러저러한 돌멩이와 맺는 관계 아니면 
사람이라는 것이 베드로나 바울과 맺는 관계와 동일하다. (Geb : 129)Ⅱ

그리고 이러한 유명론적 입장은 소론 에서도 발견된다.『 』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지를 고찰할 때 인간의 의지는 이러저러한 의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이러저러한 관념에 의해서 생길 뿐이다 그와 같은 욕망은 자연 안에 .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나 저것을 욕구하는 개별적 
행동으로부터 추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Kv, - 17,  §5/Geb : 86; Ⅱ Ⅰ
강영계, 155)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특정한 대상을 욕구하거나 , 
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논증할 때34) 윤리학 부 정리  3『 』 
에서 등장하게 될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에 의존한다 만약 우리가 4 . 
욕구를 자유롭게 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지의 결정하는 자유를 
통해서 그렇거나 혹은 욕구 자체를 통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의지의 . 

34) 이때 스피노자는 어린아이의 사례를 드는데 동일한 사례가 윤리학 부 정리 의 주3 2『 』 
석에서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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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소론 에서 이미 논박되었다 따라서 남는 것은 욕구가 욕구 . 『 』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때 스피노자는 자기 자신의 . “
본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Kv, 

강영계 는다고 말하면서 욕구가 자유롭지 - 17,  §4/Geb : 86; 155)Ⅱ Ⅰ
않다고 논증한다. 

추가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소론 과 윤리학 사이의 공통점과 『 』 『 』 
차이점은 소론 의 부록 장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에서 발견할 수 2『 』 「 」
있다 먼저 스피노자는 사랑 욕망 기쁨 등과 같은 나머지 양태들은 이 . “ , , 
첫 번째 직접적인 양태 사유 양태 로부터 자기들의 원천을 이끌어 [ ]
낸다 강영계 고 말한다 감정으로서 ”(Kv, app-2, §5/Geb : 118; 210) . Ⅰ
욕망이 사유 양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윤리학 에서도 이어진다. 『 』
그러나 윤리학 에서 그러한 모든 감정의 근원으로서 코나투스는 실재의 『 』
현행적 본질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론 에서 스피노자는 이것들 사유 . “ [『 』
양태로서 욕망을 포함한 여러 감정들 중 어떤 것도 정신의 본질에 속하지 ] 
않는다 강영계 고 말한다 더 나아가”(Kv, app-2, §8/Geb : 121; 211) . , Ⅰ
부록에서는 자기 보존 원리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나타난다 스피노자는 . 
이로부터 각각의 것 안에서 자신의 신체 나는 이것으로 변양을 “ (
의미한다 를 보존하는 자연적 사랑 은 사유 속성에서 ) (amour naturel)
신체에 대한 것인 관념 또는 표상적 본질 외의 다른 어떤 기원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따라 나온다”(Kv, app-2, §6/Geb : 120; Ⅰ
강영계 라고 말한다210) .35)

요컨대 용법과 관련하여 소론 과 윤리학 사이에는 conatus 『 』 『 』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 소론 과 윤리학 의 차이는 단지 소론 의 . 『 』 『 』 『 』
미성숙함으로 설명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소론 의 주장들이 『 』
윤리학 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의 . conatus『 』
일관된 용법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의 . 
원칙을 서술하기 위해 자연적 사랑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 ’

35) 사 유 양태는 오직 관념만을 기원으로 하며 그러한 사유는 신체의 관념이라는 점에서 , 
윤리학 정신을 신체의 관념으로 규정하는 부 정리 과 평행론을 주장하는 부 정2 13 3『 』 
리 의 내용이 소론 에서 이미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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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논할 때 욕망 이나 다른 정념과 관계를 참조하지 않는다 욕망의 ‘ ’ . 
부자유를 논증하는 맥락에서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욕망을 자기 보존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기보다는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을 일종의 공리로서 논증에 도입하고 있는 데 더 가깝다. 
그러므로 소론 에서는 욕망 의지 욕구 노력을 동일시하는 - - - conatus 『 』
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36)

다음으로 지성교정론 을 살펴보자 욕망 욕구 의지 노력을 . - - -『 』
동일시하는 용법이  분석의 열쇠가 된다 그러나 conatus . 
지성교정론 에서 이 개념들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 37) 체계적  
용법에 따라 사용되지도 않으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다.

용법의 사용은 지성교정론 의 프롤로그에 집중되어 conatus 『 』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 

자 이것 정신이 자연 자체와 이루는 합일에 대한 인식 이 내가 지향하는 , [ ]
목적 이다 즉 그런 본성을 확득하는 것 그리고 (finis ad quem tendo) . , 
그것을 많은 이들이 나와 더불어 획득하도록 노력하는 것 말이다(conari) . 

36) 이러한 구조적 차이의 원천과 소론 으로부터 윤리학 으로의 이행의 원인은 무엇일 『 』 『 』
까 어쩌면 네그리의 주장처럼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 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감정 이? 『 』
론의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룩하고 스콜라 철학의 잔재를 일소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사랑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 철학의 전통적 교리와 상당히 가깝고 자기 보. 
존의 원리를 자연적 사랑 으로 기술하는 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용법을 떠올리게 한‘ ’
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년 홉스의 리바이어던 라틴어 번역본의 출간이 계기일 . , 1668 , 『 』 
수 있다 욕망과 가치판단 사이의 관계의 전도는 홉스가 이룩한 용법에 영향 . ‘conatus’ 
받은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37) 스피노자는 지성교정론 말미에서 나는 사랑 기쁨과 같이 사유와 관련되는 여타의 “ , 『 』 
것을 다루느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현재의 우리 기획에 관련되지. 
도 않고 지성이 지각되지 않고서는 생각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상 지각이 모조리 제. 
거되면 그것들도 모조리 제거된다 고 말한다 게다가 지성 교정론 은 감정을 주제로 ” . 『 』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주제도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주제의 . 
편성을 근거로 이 주제들에 대해 초보적으로나마 소묘하고 있는 소론 이 윤리학 에 『 』 『 』
더 가깝다고 보고 이를 통해 소론 이 지성 교정론 보다 더 이후의 저작으로 판단할 『 』 『 』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의 편성은 스피노자 사상의 성숙도를 반영하기보. 
다는 지성 교정론 이 이른바 방법론 저작에 속하는 데서 오는 기획의 상이함을 반영하『 』
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인용문으로부터 일반적인 의지 와 욕구 능력. ‘ ’ ‘ ’ 
을 부정하고 개별적인 관념이 이미 긍정과 부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여타의 사유 양태에 
대한 관념의 우선성이 지성 교정론 에서도 일찌감치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 』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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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다른 많은 이들이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여 그들의 지성 및 , 
욕망 이 나의 지성 및 욕망과 전적으로 합치하도록 힘쓰는 것이 (cupiditas)
나의 행복에 포함된다 김은주. (TIE, §14/Geb : 8; , 29.)Ⅱ

위 인용문에서는 동사원형 지향하다 그리고 ‘conari’, ‘ (tendo)’, 
욕망 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용법은 ‘ (cupiditas)’ . ‘conatus’ 
그렇게 엄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력이나 지향은 목적론적 함축을 . 
갖는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욕망이라는 명사도 이론적 .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욕망보다는 모든 사람의 . 
지성과 욕망이 합치하기 때문에 갈등 없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인식과 
관련한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지성교정론 에서 자기 보존의 원칙을 , 『 』
목적론적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꾸준히 성찰한 결과 나는 결국 만일 내가 철저하게 숙고할 수만 “ , 
있다면 확실한 선을 위해 확실한 악을 포기하는 셈이 되리라는 것을 , 
깨닫기에 이르렀다 사실 나는 내가 최고의 위험에 빠져 있음을 그리고 . , 
설령 불확실할지라도 부득불 온 힘을 다해 치유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인들이 좆는 모든 것은 우리 존재의 . [ ]…
보존을 위한 어떤 치유책도 (ad nostrum esse conservandum) 
가져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존재 보존을 방해하여 그것을 , 
소유한 자에게는 자주 파멸의 원인이 되고 그것에 소유당한 자에게는 항상 
파멸의 원인이 된다 김은주.” (TIE, §7/Geb : 6-7; , 25)Ⅱ

여기서 자기 보존의 원리는 윤리학 에서 이것이 코나투스 논증을 『 』
통해 증명되는 것과 달리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좋음 가운데 하나로 
제시될 뿐이다 게다가 이것이 함축하는 목적론적 사고방식은 선과 악에 . 
대한 규정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스피노자는 어떤 강력한 인간의 . 
본성을 모델로 세우고 거기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 “
참된 선으로 불린다 김은주 고 말한다”(TIE, §12/Geb : 8; , 27) .Ⅱ 38) 
이것은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윤리학의 선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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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과 악이 상대적으로 고려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성 『
교정론 에서 스피노자는 이를 수단 목적 관계를 통해 생각하고 있기 -』
때문에 윤리학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만약 , 3 9 “『 』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원하고 욕망하기 때문 이 아니라 이와 ”(Geb : 148)Ⅱ
반대로 그것이 완전성의 획득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욕망하게 된다 이것은 . 
지성교정론 에서 자기 보존의 노력이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증명되는 3 7『 』 『 』 
것처럼 실재의 현행적 본질로서 정립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윤리학 부 정리 의 따름정리에서 자신을 . 4 22 “『 』 
보존하려는 코나투스는 덕의 일차적이고 유일한 토대 로 ”(Geb : 225)Ⅱ
증명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자기 보존이 단지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로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오직 코나투스에만 입각하여 일관된 . 
도덕철학을 구성하려는 윤리학 의 기획은 지성교정론 에서 자리를 잡지 『 』 『 』
못 한다.

물론 공통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 스피노자는 . 
지성교정론 에서 나의 힘과 내가 완전하게 하고자 욕망하는 나의 “『 』
본성(mesas vires et naturam, quam perficere cupio)”(TIE, §18/Geb : Ⅱ

김은주 과 우리가 완전하게 하고자 욕망하는 우리의 10; , 33) “
본성(Nostram naturam, quam cupimus perficere)”(TIE, §25/Geb : 12; Ⅱ
김은주 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자 욕망한다고 39)
말한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본성에 관해 언급할 때 이 사물들이 수용할 . “ [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를 인간의 본성 및 역량과] (cum natura et 

비교하기 김은주 혹은 오직 potentia) ”(TIE, §25/Geb : 12; , 39) “Ⅱ

38) 물론 스피노자는 지성교정론 에서도 선과 악은 오직 상대적으로만 말해“ (respective) 『 』
진 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것도 그 본성만 고려할 경우에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고 ” “
말해지지 않”(TIE, §12/Geb : 8; Ⅱ 김은주 는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윤리학 에27) . 『 』
서도 삶의 모델에 따른 선과 악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학 부의 선과 . 4『 』 
악에 대한 정의에서 수단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윤리학 에는 목적론 『 』
비판으로 통한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한 메타 윤리학적 접근이 있는 반면에 지성교정론『 』
에서는 그러한 접근이 부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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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역량 자체와 본성에(a sola intellectus potentia et naura)”(TIE, 
김은주 같은 문구의 사례처럼 종종 역량이라는 §71/Geb : 27; 79)Ⅱ

용어와 함께 사용한다 아래 인용문을 고찰해보자. .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보여주었듯이 만일 참된 관념들을 , 
형성하는 것이 사유의 본성에 속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 
지성의 힘과 역량이 과연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방법의 . 
주요 부분은 지성의 힘과 본성을 최상으로 이해하는 일이므로 필연적으로 , 
내가 방법의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제시했던 바에 의해 우리는 이것들을 ( ) 
다름 아닌 사유와 지성에 대한 정의로부터 연역할 수밖에 없다. (TIE, 

김은주§106, Geb : 38/ , 111.)Ⅱ

여기서 지성의 힘과 역량을 이해하는 일은 곧 지성의 힘과 , 
본성을 최대한 이해하는 일이며 이것은 지성에 대한 정의로부터 연역된다. 
역량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윤리학 부 정의 에서도 긍정되고 있다4 8 .『 』 

나는 덕 과 역량을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곧 부 정리 에 의해(virtus) . (3 7 ) 
덕은 인간과 관련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 또는 본성인데 이는 , 
인간이 그의 본성의 법칙들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고 있는 한에서 그렇다(potestas) . (Geb : 210)Ⅱ

게다가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스피노자는 정신은 할 수 3 12 “『 』 
있는 한에서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촉진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Geb : 150)Ⅱ
본성을 완전하게 하려고 욕망한다는 지성교정론 의 주장을 재서술한다. 『 』
단 여기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윤리학 에서는 인간의 욕망 자체가 , . 『 』
인간의 본성내지는 본질인 반면에 지성교정론 에서 인간은 다만 『 』
완전해지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욕망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상황은 소론 과 유사하다 용법은 . conatus 『 』
일관된 체계를 지니지 못 했으며 윤리학 에서는 서로 통합되어 있는 『 』
요소들이 단지 파편적으로만 이따금 언급될 뿐이다 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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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교정론 에서 선과 악의 개념은 목적론적 함축을 지닌다 완전성에 . 『 』
이르는 데 소용되는 수단이 참된 선이며 우리는 우리 본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가치들을 욕망한다 결국 여기서도 소론 과 마찬가지로 . 『 』
대상의 우위가 문제의 원천으로 나타난다 비록 지성교정론 의 인식 . 『 』
이론이 소론 에 비해 추론적 인식의 지위를 격상시켜 정신의 능동성을 , , 『 』
강조하지만39) 그럼에도 결국 윤리학 과 달리 지성교정론 에서 욕망은  『 』 『 』
대상의 좋음에 종속된다.

한편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는 다른 두 저작보다 , « »『 』
참조하기에 훨씬 더 까다로운 작품이다 이 책은 데카르트 사상에 대한 . 
해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피노자는 의 부록 형이상학적 . PPD 「
사유 에서 의지의 자유를 증명하고 철학자들이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고 」
혼동한 까닭을 그들이 의지와 신체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적 욕구를 
구별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의지와 욕구의 . 
구별은 데카르트의 구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이 스피노자의 . 
생각일까 스피노자는 윤리학 에서는 의지와 욕구를 구별하지 않지만 ? 『 』
소론 에서는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확정하기는 어렵다. 『 』
그러나 는 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무렵엔 이미 소론 과 지성 PPD 1663 『 』 『
교정론 이 집필되었을 시기이고 이 두 저작에서 자유 의지에 대한 비판이 』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에서 스피노자는 의지의 자유를 PPD
증명하고 있다 즉 이 부분은 스피노자의 생각과 확실하게 대립하지만 . , 
의 성격상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PPD . 

따라서 스피노자가 인칭 화자로 개입하면서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1
주장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스피노자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를 기하학적 『 』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39) 이것은 알키에의 해석이다 알키에는 별다른 문헌학적 고려 없이 겝하르트를 따라 소. 『
론 을 지성 교정론 이전 저작으로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알키에가 지적하는 인식 이론 , 』 『 』 
상의 이러한 차이는 지성 교정론 이 윤리학 에 비춰 소론 보다 진일보 했다는 주장『 』 『 』 『 』
을 함축하며 이것은 지성교정론 을 소론 이후의 저작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 』 『 』 
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 Alquié. (2003). pp.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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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는 앞선 장에서 정리한 데카르트의 용법과 스피노자의 . conatus 
에서 나타나는 용법을 세심히 비교하면서 스피노자 고유의 PPD conatus 

용법에 대한 분석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다conatus .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부 항과 항에서 자연의 제 2 37 39『 』 

법칙과 법칙을 제시한다 스피노자는 관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이 1 2 . 
법칙을 의 부에서 기하학적 순서 속에서 각각 정리 로 PPD 2 14, 15
제시한다.

각각의 사물은 단순하고 분할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그 자체로만 고찰되는 
한 동일한 상태에 있는 동안 그 안에 머문다 강영계 . (Geb : 201; 143)Ⅰ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강영계 . (Geb : 202; 144)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데카르트가 자연의 제 법칙을 제외하면, 3 , 
제 법칙과 제 법칙에 대한 별도의 증명을 수행하지 않는 반면에1 2 40) 
스피노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리를 공리로 취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 , 
증명할 것이다 강영계 라고 말하면서 관성 ”(PPD P14/Geb : 201; 143)Ⅱ Ⅰ
원리를 논증하는 데 있다 공리로 취급될 수도 있을 내용을 논증을 통해 . 
제시하는 모습은 소론 과 지성교정론 에서는 다소 산발적으로 선언되는 『 』 『 』
데 그쳤던 요소들이 논리적 연쇄 속에서 점차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증명에서 부의 정리 의 사용에 주목할 . PPD 1 12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명에 사용되는 다른 요소들은 철학의 원리. 『 』 
부 항에서 제시되는 운동의 제 원인으로서 신과 신의 불변성의 내용과 2 36 1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부의 정리 는 내용 자체는 데카르트 PPD 1 12 —
철학의 요소가 맞지만 기존의 정당화의 맥락에서 부재했던 요소이기 — 

40) 데카르트가 관성 원리에 대한 정당화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제 . 2
법칙을 설명하는 철학의 원리 부 항에서 이 법칙의 원인은 제 법칙의 원인과 , 2 39 , “ 1『 』 
동일한데 물질의 운동을 보존하는 신의 작업의 불변성과 단순성이 그 원인이다 고 이 , .”
법칙의 존재이유를 밝힌다 이러한 원인을 통한 설명은 관성 원리에 형이상학적 정당화.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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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 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존하는 모든 것은 오직 신의 힘에 의해서만 보존된다.
증명 만약 당신이 이것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을 . , 
보존한다고 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리 의 보조정리 에 의해서. ( 7 2 ) 
그것의 본성은 필연적 실존을 포함하고 그것은 정리 의 보조정리 의 ( 7 1
따름정리에 의해서 신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신이 실존할 터인데 앞의 ) . (
정리 에 의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도 오직 신의 11 ) . 
힘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으면 실존하지 않는다 강영계 . (Geb : 169-170; Ⅰ
92)

실존하는 모든 것이 신을 통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데카르트의 
연속창조론의 테제의 주요 내용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런데 이 . 
정리의 증명이 매우 특이하다 스피노자는 부 정리 의 보조정리 . PPD 1 7
과 그리고 정리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데카르트가 1 2, 11
명시적으로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부 정리 . PPD 1 7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다. 

신의 실존은 또한 우리가 신의 관념을 가지는 동안 실존한다는 “
것으로부터 증명된다 강영계.” (Geb : 160; , 78)Ⅰ

아마도 스피노자는 제 성찰 의 두 번째 신 존재 증명에서 이 3「 」
정리를 가져오는 것 같다 제 성찰 에서 데카르트는 신의 실존을 신의 .  3「 」
관념이 갖는 표상적 실재성이 나 의 형상적 실재성으로부터 산출될 수 ‘ ’
없다는 점에서 증명한 다음에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 가 지속 ‘ ’
속에서 실존하도록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의 관념을 갖는 
나 의 보존의 원인으로서 신의 실존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그런데 ‘ ’ . 
스피노자는 이 정리 에 덧붙이는 보조정리 의 따름정리와 보조정리 는 7 1 2
데카르트 철학에서 상당히 생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필연적 실존을 포함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고로 완전한 존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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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이다 강영계 . (Geb : 164; 85)Ⅰ

자기 자신을 보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실존을 
포함한다 강영계 . (Geb : 165; 85)Ⅰ

데카르트는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을 통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는 한다 그는 철학의 원리 부 항에서 신의 관념에 필연적 . 1 14 “『 』 
실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항에서 다른 관념들 속에는 필연적 ” , 15 “
실존이 아니라 단지 우연한 실존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  
제 성찰 에서도 신의 실존은 그 본질과 분리될 수 없으며 만약 신의 5「 」
본질에서 실존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완전성의 결여이고 최고로 완전한 
존재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골짜기 없는 산을 생각하는 것 못지않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것은 최고로 완전한 . 
존재자의 관념을 형성할 때 그 본질에서 필연적 실존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필연적 실존을 포함하는 것이 최고로 완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주장한 명제를 환위하고 있는 . 
것인데 이것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실존을 포함하는 것이 오직 
신뿐이라는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 스피노자는 이를  부 정리 . PPD 1 11 
다수의 신들이 존재할 수 없다“ ” (Geb : 169;Ⅰ  강영계 에서 정리 91) 10 
신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완전성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Geb : 168; Ⅰ
강영계 를 통해 증명해준다90) .41)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러한 증명과  
별개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신이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연적 실존을 ( ) 
포함한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그것이 유일하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나온다는 점을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것을 . 
증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정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 

41) 이것은 제 성찰 에 등장하는 다양한 완전성으로부터 최고의 완전성이 합성될 수 없다3「 」
는 논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어디까지나 나 를 보존하는 원인이 신이 아닐 . ‘ ’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지 유일신을 증명하기 위해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철학에 독특한 변형을 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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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하지는 않았다 강영계 . (Geb : 169; 91)Ⅰ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연적 실존을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유일하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실존을 포함하는 것은 신이 —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것 이라고 말한 뒤에 괄호 안에 신이 “ ” “
그런 것처럼 을 써넣는 이상한 서술방식은 차치하더라도 굳이 정리 을 ” 11—
통하지 않더라도 위의 따름정리는 타당하다.

데카르트가 복수의 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따름정리가 데카르트 체계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데카르트 철학으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주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 
스피노자는 여기서 데카르트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데카르트가 
따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증명 . 
방식은 스피노자가 윤리학 부에서 유일한 실체로서 신을 증명하는 1『 』 
방식에 훨씬 더 가깝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실체의 . 1 7 “『 』 
본성에는 실존함이 속한다 고 말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정리 ”(Geb : 49) , Ⅱ

신 또는 각자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하게 많은 11, “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는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를 증명한다”(Geb : 52) . Ⅱ
그리고 다시 정리 에 입각해서 정리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11 14, “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라고 증명한다 그렇다면 ”(Geb : 56) . Ⅱ

부 정리 에서 스피노자가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한 증명은 PPD 1 11
윤리학 의 증명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속 논증의 ? PPD 『 』
연쇄는 스피노자가 에 세심하게 감춰둔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볼 수 PPD
있을 것이다. 

한편 보조정리 는 더욱 특이하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 , 2 . 
능력과 필연적 실존을 연결시키고 있다 데카르트에게 신은 자기를 보존할 .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 
아는 한에서 데카르트가 양자를 결합시켜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 
스피노자는 이번에도 독창성을 발휘하여 보조정리 를 도입하고 이를 2
통해 부 정리 를 증명한 뒤 여기에 준거하여 본래는 증명의 PPD 1 12
대상이 아니었던 관성 원리를 부 정리 에서 증명하고 있다PPD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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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관성 원리는 이렇게 를 통해 변형되면서 윤리학 의 PPD 『 』
논증적 연쇄의 질서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이 에서 곧장 윤리학 으로 이행할 수 PPD 『 』
있도록 허용해주지는 않는다 에서 스피노자는 신이 아닌 다른 . PPD
존재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리학 에서 각각의 실재의 현행적 본질로서 코나투스가 할당되는 것과 『 』
비교하면 와 윤리학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PPD .『 』 42) 이  
간극은 형이상학적 사유 부 장 신의 생명2 6 ‘ ’「 」 43)을 참조하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생명은 무엇이고 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 ? - 
이해하는 생명은 실재들이 그것들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도록 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실재들 자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실재들 자신은 생명을 
가진다고 적절하게 말 해야 한다 그러나 신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 ] . 
보존하는 힘은 다름 아닌 그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 
견해를 주장한다 신이 생명이며 생명과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서를 : 
맹세할 때 여호와의 생명에 의해서 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여호와에 ‘ ’ ‘
의해서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것은 요셉이 바로 에게 맹세할 때 ’ (Pharaoh)
바로의 생명에 의해서 라고 말한 것과 같다‘ ’ . (CM -6/Geb : 260; Ⅱ Ⅰ
강영계 261)

42) 스피노자 철학에서 실체와 유한양태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독일관념. 
론자들은 스피노자의 철학은 범신론으로 해석하면서 스피노자의 양태는 실체에 철저하
게 의존하므로 비실재적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관점은 세기에 활발하게 전개된 스. 20
피노자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반박되었으나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이기는 하다.

43) 이 장은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항에서 스피노자는 영혼의 삼분설을 . 
비판한다 두 번째 항에서 생명은 엄격하게는 신체와 영혼이 통일된 것에만 귀속된다고 . 
말한다 따라서 생명은 인간 그리고 아마도 동물에게 귀속되지만 신 신은 생명 자체이. , —
므로 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이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충실한 해. —
석인지는 의문스럽다 데카르트는 동물에게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의문. . 
시되는 지점은 스피노자가 단지 일상적 의미에서만 생명이 물체적 사물에 귀속될 뿐이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비심리적 의미의 용법을 통해 물체. conatus 
적 사물의 자기 보존 노력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과연 신의 생명이 데카르트 철학에 .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인지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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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명은 각각의 실재들이 갖는 자기 보존의 힘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힘은 실재들 자체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 . 
보존하는 힘을 가진 것은 오직 신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 
실재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자신의 힘과 동일시될 수 없다 각각의 실재는 . 
단지 신이 부여한 생명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데카르트 . 
자연학에서 물체가 신이 주입한 힘 덕택에 운동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윤리학 에서 개별적 실재는 능동적 힘을 가질 뿐더러 에서는 PPD『 』
신에게만 허용되는 본질과 힘의 동일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 
주장이 연속창조론에 기초한 데카르트 철학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스피노자가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 
것인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불일치의 사례는 한 가지 더 있다 부에서 는 . PPD 3 conatus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의 대상이다. 

운동에 대한 노력 을 우리는 어떤 사유로 이해하지 (conatus ad motum) , 
않고 단지 물질의 한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면, , , 
어디론가로 실재로 가려고 배치되고 자극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강영계(PPD D3/Geb : 229; , 187-188)Ⅲ Ⅰ

이러한 서술을 고려해보면 관성 원리는 증명의 대상이 되었지만  
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에서 conatus . , PPD

자기 보존의 힘은 생명이라는 용어로 서술되고 생명은 엄격한 철학적 
의미로 사용한다면 물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심신결합체에만 적용된다. 
한편 용법은 물질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점에서 실제 conatus . 
스피노자의 생각이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PPD 
내부에서는 자기 보존의 힘과 가 동일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conatus
확인된다.

요컨대 저작의 특성상 에서 스피노자의 진의를 확실하게 PPD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는 소론 과 지성교정론 과 마찬가지로 , PPD 『 』 『 』
윤리학 의 용법과 불일치한다 그러나 적어도 에서 conatus . P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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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관성 원리를 자신만의 논증적 질서 속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스피노자 이전의 용법과 conatus 
스피노자의 초기 저작에서 용법 더 정확히는 윤리학 에서 conatus , 『 』
코나투스 학설을 구성하게 될 요소들이 윤리학 이전 저작에서 사용된 『 』 
방식을 정리해보았다 역사적 탐구의 결과 철학사에서 용법은 . , conatus 
오래된 관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스피노자 또한 그렇게 전승된 

용법을 나름대로 변형시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conatus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역사적 탐구는 사전적 의미의 유사성만으로 .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준다. 

는 그것이 어떤 철학적 체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의미와 conatus
역할을 갖는다 특히 스피노자 윤리학 은 그 논증적 짜임새 덕택에 다른 . 『 』
철학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피노자의 본인의 다른 저작들과도 단절을 
이룬다 스피노자는 초기 저작에서 용법을 윤리학 만큼 . conatus 『 』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큰 이론적 중요성도 부여하지 
않았다 스피노자의 초기 저작에서 용법은 스콜라 철학에서의 . conatus 
용법과 가장 흡사하다 그런데 윤리학 에서는 용법이 완전히 . conatus 『 』
다르게 사용된다 코나투스는 증명의 대상이고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과 . , 
상반성 테제로부터 연역되며 무한정한 시간을 함축하는 실재의 현행적 , 
본질이자 역량인데 이것이 정신과 관련될 경우 의지로 정신과 신체 , , 
모두와 관련될 경우 욕구로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의식할 때 욕망으로 ,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을 마주하게 된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탐구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철학자 혹은 , , 
스피노자의 다른 저작의 용법을 스피노자의 윤리학 체계로 conatus 『 』 
가져와서 해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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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2 윤리학 의 체계 속에서의 코나투스 학설『 』

코나투스 학설의 논증 구조  1. 

지금부터는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 속에서 코나투스 학설이 어떤 『 』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이 학설과 관련된 쟁점들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해주는 입론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 
위해서는 먼저 코나투스 학설의 논증 구조를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대상은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전개되는 코나투스 학설 1) 3 1-9『 』 
자체와 윤리학 부 정리 에서 덕의 토대로서 전제되는 2) 4 19-28『 』 
코나투스 학설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원리들이다 이 절에서 나는 . 
코나투스 학설을 체계적으로 해부함으로써 이것이 어떠한 존재론적 
테제로부터 연역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어떠한 테제들이 도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 

코나투스 학설 자체의 논증 구조1) 

스피노자의 윤리학 은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전개되는 논증의 『 』
연쇄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매우 당연하게도 코나투스 학설을 . 
증명한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직접 제시해주는 논증만으로는 이 학설을 .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스피노자가 이 학설을 논증하는 
방식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많은 . 
주석가들이 코나투스 학설의 애매성을 지적하면서 스피노자의 논증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Bennett (1984), Carriero (2017), Garrett (2018)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가운데 현재 단계에서 가장 . 
참조할 만한 연구는 돈 가렛 의 분석이다 가렛의 분석에 (Don Garrett) . 
따르면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코나투스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열 3 6
두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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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재의 정의는 실재의 본질을 긍정 하지 부인 하지 (1) (affirm) , (deny)
않는다 혹은 실재의 본질을 정립 하며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 (posit) , .   
우리가 오직 사물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 원인에는 주의를 (2)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는 실재 안에서 이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로부터. (1 )

부 정리 어떤 것도 외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파괴될 수 (3) 3 4 -  
없다 로부터. (2 )
만약 실재들이 이것들이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한에서(4) [ ] 

하나가 다른 하나와 합치할 수 있거나 동일한 기체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동일한 기체에 이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 . 

동일한 기체에 이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5) [ ] 
부조리하다 부 정리 로부터(3 = 3 4 )

본성이 상반되는 실재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파괴시킬 수 (6) P5 = , Ⅲ
있는 한에서 동일한 기체에 있을 수 없다 로부터, . (4-5 )

독특한 실재는 일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신의 속성을 (7) P25C Ⅰ – 
표현하는 양태들이다.

신의 역량은 그의 본질 자체이다(8) P34 . Ⅰ – 
독특한 실재들은 신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신의 역량을 일정하게 규정된 (9)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들이다 로부터. (7-8 )
어떤 실재도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을 갖지 (10) 

않는다 혹은 자신의 실존을 제거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 부 정리 . . (3 = 3
로부터4 )

각각의 실재는 자신의 실존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대립한다(11) ( ) . 
으로부터(6 = P5 )Ⅲ
각각의 실재는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 자신 (12) P6 , / , Ⅲ –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으로부터. (9-11 )

위의 추론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도록 해보자.44) 은  (1)-(3)
윤리학 원문에서 부 정리 에 해당한다 스피노자는 이 정리가 3 4 . 『 』 

44) 가렛은 논증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피노자가 사용하는 개념들과 관련한 애매성 
을 제거하기 위한 재해석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코나투스 논증에서 . 
각 단계들 사이의 추론방식과 및 그러한 어떠한 스피노자의 테제에 근거하는지 살펴보
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논의는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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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하다고 말하면서 과 를 언급한다 가렛에 따르면 은 두 (1) (2) . (1)
가지의 상보적인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실재의 정의가 그 . 
실재의 본질을 긍정 혹은 정립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실재의 “ ” “ ”
정의가 그 실재의 본질을 부정하지 않 으며 제거하지 않 는다는 “ ” , “ ”
주장이다 그러므로 한 실재의 정의에는 그 실재의 본질이 실현되는 . 
것과 양립 불가능한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바꿔 말한다면 은 . (1)
실재의 정의의 충족은 실재의 본질의 실현 이지 이 실재의 “ (realization)
본질의 실현과 양립 불가능한 말하자면 본질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
파괴하는 어떤 것의 실현이 아니다 라는 점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 . , 
가렛은 부 정의 에서 제시된 바 있는 한 실재의 실존은 그 본질의 2 2
실현이라는 테제와 내재성에 관한 스피노자주의적 학설을 참조하여 
스피노자가 로부터 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한다(1) (2) . 

어떤 실재 의 본질은 를 파괴할 수 없다 과 부 정의 로부터(i) x x . ( 2 2 )①
만약 어떤 가 안에 있다면 은 의 본질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ii) y x , y x . 

(Inherence Implies Conception Doctrine, Conception through 
에 의해Essense Doctrine, Conception Implies Causation Doctrine )

만약 가 안에 있고 가 를 파괴한다면 의 본질은 의 의 (iii) y x , y x , x x x
파괴의 궁극적 원인이다 로부터( ) . ((ii) )

과 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성질 가 그것의 기체인 안에 (i) (iii) y x 
있는 한 는 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게 따라 나온다y x .45) 이것은 무엇이든  “
어떤 것 안에 있는 한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는 의 재정식화에 ” (2)
해당한다 따라서 로부터 가 타당하게 따라 나온다 그리고 이 . (1) (2) . 
재정식화된 명제는 실재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 실재 안에 있지 “
않다 는 것을 직접적으로 함축하는데 이는 부 정리 를 의미한다 곧” , 3 4 . , 
로부터 이 따라 나온다(2) (3) . 

45) 의 후건은 과 모순된다 스피노자의 체계에서 은 참이므로 이와 모순되는  (iii) (i) . (i) (iii)
의 후건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후건 부정식에 따라 의 전건의 부정이 참이 된다 즉. (iii) . , 
는 안에 있지 않거나 를 파괴하지 않는다 바꿔 말한다면 가 안에 있는 한 는 y x x . y x y
를 파괴할 수 없다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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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 정리 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와 는 정리 의 (4)-(6) 3 5 . (4) (5) 5
증명에서 언술된 명제들이다 스피노자는 부 정리 를 증명하면서 다른 . 3 5
정리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침묵 탓에 정리 는 자명한 . 5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렛은 정리 가 함의 도입. 5 (conditional 

과 후건 부정식 을 통한 증명에 입각하고 있다고 proof) (modus tollens)
설명한다 먼저 가렛은 스피노자의 체계에서 내재성에는 다양한 . , 
정도 가 존재한다는 테제에 따라 가 다음을 함축한다는 점을 (degree) (ii)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무엇이든지 한 실재의 본질에 의해 야기되는 만큼 그러한 만큼 이 (iv) 
실재 안에 있다.

이제 스피노자가 만약 실재들이 이것들이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할 (4), “ [
수 있는 한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와 합치할 수 있거나 동일한 기체에 ]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동일한 기체에 이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떠한 , 
것이 있다 라는 조건문을 함의 도입을 통해 어떻게 얻어내는지 살펴보자” . 
우선 의 전건을 가정해보자(4) .

어떤 와 가 서로를 어느 정도 파괴할 수 있었고 말하자면 서로를 (v) y z [ ,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럼에도 그러한 정도만큼 동일한 기체 ] x 
안에 있을 수 있었다 고 해보자[ ]. (Assumption) 

만약 를 가정한다면 이것과 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온다(v) , (iv) .

는 안에 있을 수 있는 정도만큼 의 본질을 파괴한다 와 (vi) z x x . ((iv)
로부터(v) )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와 부 정의 를 조합하면 다음이 따라 나온다(vi) 2 2 . 

가 실재 의 본질을 그 안에 있었던 만큼 파괴할 수 있었다 와 (vii) z x .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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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의 로부터2 2 )

는 의 후건에 해당한다 결국 의 전건을 가정하면 일련의 (vii) (4) . (4)
과정 에 따라 의 후건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따라 나온다(v)-(vii) (4) . — —
그렇다면 함의 유도를 통해 의 조건문을 얻을 수 있다(4) . 

한편 는 부 정리 로부터 직접적으로 따라 나온다 만약 부 (5) 3 4 . 3
정리 를 수용한다면 바꿔 말해서 자기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를 4 , 
수용한다면 와 등가를 이루는 어떤 것도 어떠한 한에서든 그것이 , (5) “ ( ) 
안에 있는 한 실재를 파괴할 수 없다 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는 의 후건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의 후건은 (5) (4) . (4)
거짓이다 그렇다면 후건 부정식에 따라 의 전건은 거짓이다 따라서 . (4) . 
그것의 부정 두 개의 실재는 그것이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한에서 , “
동일한 기체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가 참으로 정립된다 이 명제가 ” . 
부 정리 다시 말해 에 해당한다3 5, (6) . 

는 부 정리 에 해당한다 과 은 각각 부 정리 (7)-(12) 3 6 . (7) (8) 1
의 따름정리과 부 정리 에 해당한다 그리고 는 과 의 25 1 34 . (9) (7) (8)

조합과 신적 본질로서 속성에 관한 학설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도출되며  
이는 부 정리 의 증명에서도 직접 언급되고 있다 가렛에 따르면 3 6 . 
이러한 연역은 독특한 실재가 자신 자신에 관한 인과 역량을 갖는다는 
주장을 함축한다.46) 

과 은 각각 부 정리 와 부 정리 로부터 (10) (11) (3). 3 4 (6). 3 5
도출된다 가렛은 스피노자적 내재성 개념에 근거할 때 에서 로의 . (3) (10)
이행은 아주 간단하다고 설명한다 은 의 변형식이다 에서 . (10) (3) . (6)
로의 이행 역시 상반성 을 동일한 기체 안에 있는 것의 (11) (contrariety)

불가능성으로 이해할 경우 쉽게 설명될 수 있다고 가렛은 말한다 즉. , 
역시 의 단순한 변형식이다(11) (6) . 

46) 스피노자의 체계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신 안이 아니라 다른 것 실체 안에 있을 수밖에  ( ) 
없는 양태가 어떠한 의미에서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지는 가렛은 —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스피노자 철학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과 관련될 것이다 이. —
에 대한 탐구는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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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과 내재성 인과 함축 테제에 근거하여 (9)-(11) -
이로부터 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는 어떻게 신의 양태로서 (12) . (9)
독특한 실재가 역량을 발휘하는지를 설명하고 은 어떻게 독특한 (10)
실재의 자기 자신의 관성적 존속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자신에 의해 
인과적으로 산출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은 어떻게 독특한 , (11)
실재가 자기 실존의 지속을 위협하는 변용 혹은 다른 독특한 실재를 
배제하려는 것이 그 실재 자신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가 다시 말해서. (12) , , 
부 정리 에서 증명되는 코나투스 원리가 따라 나온다3 6 .

가렛의 분석은 스피노자가 논증과정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증명을 생략할 때 생겨나는 추론의 공백을 메꿔 코나투스 논증의 전모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의 선행연구 덕택에 우리는 코나투스 . 
학설이 유한 양태로서 개체에 관한 스피노자 존재론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정확히 스피노자 존재론의 어떠한 테제들이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스피노자 존재론의 . 
구성물로서 실체와 양태의 성격에 관한 학설들 본질과 역량의 동일성 테제 (
등 및 양자 사이의 관계 내재적 인과성 테제 등 에 관한 학설들이 ) ( )
코나투스 학설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다.

단 가렛의 분석은 부의 코나투스 학설 중 코나투스 논증 , 3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아마 이런 범위의 제한은 그의 연구가 스피노자의 . 
코나투스 논증에 제기된 공격들에 응답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나투스 학설 전반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자 . 
하는 이 논문에서는 코나투스 학설을 이루는 다른 정리들 역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코나투스 학설을 이루는 다른 정리들이 .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겠다. 『 』

부 정리 은 주로 윤리학 부의 논의에 근거하고 있다 부 3 1-3 2 . 3『 』 
정리 과 그 따름 정리는 적합한 관념을 갖는 것이 정신의 능동이며 1
부적합한 관념을 갖는 것은 정신의 수동임을 논증한다 이 정리의 . 
증명에는 가 사용된다 정리 P36, P11C, P40S, P9, D1, D2 . Ⅰ Ⅱ Ⅱ Ⅱ Ⅲ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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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신 간 인과를 부정하고 각 속성 사이의 인과 독립성을 주장한다2 . 
이것은 을  사용한다 부 정리 은 여기에서는 D1, P11, P6 . 3 3Ⅱ Ⅱ Ⅱ

이 사용된다 즉 코나투스 P11, P13, P15, P29C, P38C, P1 . , Ⅱ Ⅱ Ⅱ Ⅱ Ⅱ Ⅲ
학설의 첫 부분은 충족이유율과 관련한 부 정리 을 포함하여 1 36
심신평행론을 확립하는 부 초반부 정리 와 세 가지의 인식 종류와 2 ( 1-13)
인식 능력에 관한 부 후반부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다 부 정리 의 2 . 3 7-9
양상은 코나투스 학설의 초반부와 유사하다 정리 은 . 7 1P29, 1P36, 
을 사용하고 있다 정리 은 부터 직접적으로 따라 나온다 정리 3P6 . 8 P4 . Ⅲ

는 를 사용한다 곧 코나투스 학설의 후반부 9 P23, P3, P7, P8 . , Ⅱ Ⅲ Ⅲ Ⅲ
논의도 부의 실체 양태의 관계 및 충족이유율의 논의 그리고 부에서 1 - , 2
전개되는 인식 이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 
실체와 양태에 관한 스피노자 존재론뿐만 아니라 윤리학 부에서 2『 』 
전개되는 인식론적 논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 
심신평행론 종 인식 이론 등이 속한다, 3 .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 및 그 파생원리들의 논증 구조2)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덕의 토대로서 사용될 경우 그 논증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코나투스 학설 자체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덕의 토대로서 오직 . 
코나투스 학설만을 인정하는 만큼 윤리학 의 부와 부에 걸쳐 전개되는 3 4『 』
논의들은 모두 코나투스 학설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스피노자 인간학의 초석을 이루는 코나투스 학설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코나투스 학설 자체를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리들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코나투스 학설이 사용되는 모든 . 
정리들을 고찰하는 일은 비효율적이다 나는 부 정리 의 주석에서 . 4 18
제시된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원리와 이에 입각한 윤리적 법칙들을 
다루는 부 정리 부터 까지의 내용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4 19 28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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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마트롱의 연구가 상당히 유용한 길라잡이를 제공해준다, . 
그는 우선 윤리학 부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부의 전반부 정리 4 . 4 (『 』 

는 이성의 상대적 무력함을 다루고 후반부 정리 의 주석 의 1-18) , ( 18 -73
주석 는 이성적 삶의 토대와 그 전개를 다룬다 그는 윤리학 의 논증적 ) . 『 』 
질서를 세피로트 도식에 맞춰 재구성한다 부 후반부 논의는 다음과 . 4
같이 도식화된다.

 

그림 [ 1-1]

마트롱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관심사인 부 정리 의 4 18
주석부터 정리 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이성적 삶의 토대를 이룬다29 . 
그런데 이성적 삶을 다루는 윤리학 부의 후반부의 구조는 그가 4『 』 
분석하는 부의 정념적 삶의 논의 구조와 중첩된다 구조의 동일성은 3 .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마트롱이 분석하는 윤리학 부의 논증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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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위의 도식을 검토해보면 부의 논의 전체는 부 정리 다시3 3 4-8, 
말해서 코나투스 학설을 공통 기원으로 갖는다 마찬가지로 부 후반부의 . 4
논의는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언명되는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4 18
공통 기원으로 갖는다 이성적 삶의 토대는 정념적 삶의 토대와 같은 . “
것”47)이기 때문에 논의의 방식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 
정념적 삶과 이성적 삶 모두 코나투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를 , , “
보존하려는 노력 에 근거하는가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스피노자는 ” ? 4 18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47)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 241. [ : . (2008). p,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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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자연과 반대되는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1) . 
따라서 이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2) ; 

사랑할 것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찾고 인간을 진정으로 더 , 
거대한 완전성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추구할 것 절대적으로는 각자가 , 
자신이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할 것. (E P4)  Ⅲ

덕은 자신의 고유한 법칙들에 따라 행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3) . 
(E D8)Ⅳ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본성의 법칙들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를 (4)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E P7)Ⅲ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라 나온다 덕의 토대는 자신의 (5) . (i)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 자체이며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 
있다는 데서 성립한다 덕을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며 덕보다 더 가치 . (ii) , 
있거나 또는 우리에게 더 유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는 마땅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약한 마음을 . (iii)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본성에 반대되는 외부 원인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 
것이다 에 의해. (1, 2, 3, 4 )

논증은 무척 단순하다 이성에 대한 전제와 코나투스 학설의 . 
건전성 그리고 덕에 관한 스피노자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논증에서 ,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지점은 특별히 없다 스피노자는 가 . (1), (2)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큰 것과 같이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 
부 정리 다시 말해서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를 참조하라고 3 4, 
덧붙인다.48) 만약 이성이 자연적 필연성에 따르라고 우리에게 충고한다면  
이성적 삶은 자연적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성적 삶은 부 정리 에 따라 스스로를 . 3 4
파괴하지도 않으며 여기에 근거하는 코나투스 학설에 따라 스스로를 , 

48) 여기서 스피노자가 열거하는 세 가지 이성의 요구들이 부 정리 에서 직접적으로 도 3 4
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 정리 에서 시작하는 코나투스 학설과 그 파생 명. 3 4
제들을 고려한다면 세 가지 요구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 . 
코나투스 학설의 논증 구조를 검토할 때 확인할 것처럼 논증의 순서상 앞서 증명된 1—
부의 정리들을 제외하고 부 정리 만 받아들인다면 코나투스 학설을 이루는 나머지 3 4—
정리들은 타당하게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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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삶일 것이다 은 덕에 관한 스피노자의 정의이다. (3) . 
이를 받아들인다면 덕은 곧 역량이며 역량은 본성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 . 
인간의 덕 혹은 역량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의 법칙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결과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를 갖는 것이다 앞서 에서 (potestas) . (1), (2)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이성의 명령으로 이해하였으므로 
이성적 삶은 곧 유덕한 삶이 된다 그런데 부 정리 에 따르면 인간의 . 3 7
코나투스는 인간의 현행적 본질 자체이다 따라서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 
따라 행위하는 것은 코나투스에 따라 행위하는 것과 다를 수 없고 
이로부터 가 따라 나온다 이상의 내용을 조합하면 의 세 가지 (4) . (5)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만약 코나투스에 따라 자연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이성적 
삶의 전부라면 어째서 정념적 삶과 이성적 삶이 그토록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째서 자연적으로 이성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인지 하는 ‘ ’ 
문제가 발생한다 위 논증의 세 번째 결론과 스피노자가 주의를 기울일 . 
것을 당부하는 부 요청 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준다 우리는 우리 2 4 .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와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 
외부 실재가 우리에게 항상 우호적이지는 않다 한 인간이 외부 원인에 . 
의해 압도되는 경우 그 인간은 자신의 본성만으로 행위할 수 없게 된다. 
덕의 정의에 따라 이 사람은 무력하다고 할 수 있다 무력한 삶 이것이 . , 
바로 정념적 삶의 모습이다 마트롱은 이렇게 정리한다 정념적 삶과 . . “[
이성적 삶의 토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다만 이 코나투스가 소외에서 ] 
벗어나고 교란적인 외부원인들의 압력에서 해방된다는 것뿐이다. 
중략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성과 정념은 매우 높은 발달 수준에 [ ] , … …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미 획득된 인식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자신이 
애초부터 정념의 진리였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49)

인간이 어째서 이러한 무기력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가 부 4
전반부의 내용이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기 . 
때문에 인간은 상당 기간 외부 원인들에 압도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49)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 242. [ : . (2008). pp. 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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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므로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 
먼저 부와 부 전반부에서 다뤄지는 정념의 위력 및 이성의 무력함을 3 4
선행배경으로 삼아야 한다 이때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 
부의 군에 대응하는 부의 군 정리 정리 의 주석 과 스피노자 4 A1 3 A1 ( 9- 13 )
감정 이론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부 정리 이다 더 나아가 인간 상호 3 28 . 
간의 감정적 반응을 증폭시켜 이성적 삶으로부터 인간을 곧잘 일탈하게끔 
하는 다시 말해 부 전반부의 상황을 초래하는 주범인 감정 모방의 , 4
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50) 

한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성적 삶이 단번에 이룩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의 근본적 요구가 무엇인지는 점진적으로 밝혀질 . 
수밖에 없다 이 명령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 정리 부터 . 4 19
까지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이 다루는 내용이다 마트롱의 28 . 

분석에 의거하면 이성의 계명은 세 단계를 거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생물학적 이기주의 정리 이성적 효용주의 정리 1) ( 19-22), 2) ( 23-24), 3) 

지성주의 정리 각 단계의 이성적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다음 ( 25-28). 
항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 
학설의 논증이 의존하고 있는 요소들을 톺아내기만 하면 충분하다. 
스피노자는 부 정리 부터 까지 코나투스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4 19 28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평가하는 윤리적 법칙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 
이러한 논의는 선과 악에 대한 스피노자의 새로운 규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과 악 혹은 완전성과 불완전성에 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는 스피노자의 메타 윤리학적 작업51)을 미리 고찰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트롱의 분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트롱의 도식에서 부 정리 의 내용은 개인적인 . 4 19-28
이성적 삶의 토대를 다루는 부분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해서 덕의 . 

50) 마트롱의 분석에 따르면 이성의 토대로서 코나투스는 외부의 교란 작용이 없이 오직  
스스로의 역량으로만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코나투스이다 반면 인간은 인간 실존의 불. , 
가피한 조건으로 인해 자연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정념에 구속되어 교란
된 상태의 코나투스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51) 이 작업은  윤리학 부와 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부 서문에서 가장  3 4 4『 』 
집약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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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이 개인 윤리의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마트롱에 따르면 군과 군은 동일한 논리를 . A1 B1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마트롱은 개인적 . 
관점과 인간 상호적 관점은 각각 대자적 관점과 즉자적이고 우리에 “ ” “
대한 관점에 상응한다고 말한다” .52) 따라서 인간 상호적인 이성적 삶은  
역시 덕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코나투스이며 이를 다루는 군도 B1
이기주의 이성적 효용주의 지성주의의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 나간다- - . 
더욱이 마트롱의 분석 안에서 두 관점은 모두 정치적 삶의 필요성을 
논하는 부 정리 의 주석 를 공통 결론으로 갖는다 인간은 이성적 4 37 2 . 
삶을 위한 최대한의 외적 조건을 결코 혼자서는 실현시킬 수 없다 결국 . 
이성적 삶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매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마트롱의 말마따나53) 스피노자의 정치학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는다. 

정리하자면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의 논의와 상동 구조를 갖는 부의 내용을 선행배경으로 4 3
삼아야 한다 이때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할 부분은 부의 군에 . 4 A1
대응하는 부의 군 정리 정리 의 주석 과 부 정리 이다 더 3 A1 ( 9- 13 ) 3 28 . 
나아가 인간 상호 간의 감정적 반응을 증폭시켜 이성적 삶으로부터 
인간을 곧잘 일탈하게끔 하는 감정 모방의 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덕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다루면서 스피노자는 새롭게 정의된 
선악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의 감정 이론과 선악에 관한 메타윤리학적 
논의 사회의 성립과정에 관한 예비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존재론의 귀결점으로서 코나투스 학설  2. 

스피노자 존재론의 기본 범주 실체 속성 양태- : , , 

52)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 242. [ : (2008). p. 347.]
53)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 284. [ : (2008).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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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존재하는가 이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스피노자의 답변은 ? 
매우 간단하다 실체가 존재한다 스피노자는 실체는 자신 안에 있고 . . “
자신에 의해 인식되는 것 곧 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EⅠ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속성은 D3/Geb : 45) . Ⅱ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 ”(E DⅠ 으로 정의되며 양태는 4/Geb : 45)Ⅱ
본질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실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 혹은 
실체의 변용들 곧 다른 것 안에 있으며 또한 이 다른 것에 의해 “ , 
인식되는 것”(E DⅠ 으로 정의된다 이 세 가지 개념이 5/Geb : 45) . Ⅱ
스피노자 존재론을 구성하는 기본 범주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념은 .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실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자립적이다 첫째 실체는 다른 것 안에 . ,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다 즉 실체는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할 “ ” . , 
필요가 없다 실체는 자기 내재성 를 가진다 둘째. - (self-inherence) . , 
실체는 다른 것의 개념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실체는 “ ” . 
개념적인 독립성 을 갖는다 게루는 이 두 가지 (conceptual inherence) . 
자립성이 각각 실체의 본질에 대해 존재론적 조건54)과 인식론적 조건55)에 
상응하며 이렇게 규정된 실체의 독립성은 인과적 독립성의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56) 윤리학 부 공리 에 따르면 결과에  1 4 , “『 』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며 그것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서 .” 
가 를 산출한다면 는 그 원인이 되는 에 개념적으로 의존한다x y y x . 
그리고 가 에 개념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가 안에 있다는 것을 y x y x 
함축하므로 인과적 의존 관계는 내재 관계를 함축한다.57) 결국 실체의  

54)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 안에 있거나 다른 것 안에 있다 “ .” (E1A1. Geb : 46)Ⅱ
55) 다른 것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자신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 .”(E1A2, Geb : Ⅱ

46)
56) Gueroult. (1968). pp. 42~44; pp. 60~65.
57) 이러한 관계는 앞서 장 절 항에서 코나투스 학설의 논증 구조를 고찰할 때 언급됐 2 2 1
던 내재성 개념 함축 테제 와 개념 인과성 - (Inherence Implies Conception Doctrine) -
함축 테제 로 정식화할 수 있다 한편 내재(Conception Implies Causation Doctrine) . 
성 인과성 개념성 사이의 함축 관계에 입장은 학(inherence), (causation), (conception) 
자들마다 상이하다 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 Della Rocca (2008a)
지만 는 내재성은 곧 인과성을 함축하지만 양태들 간의 인과성의 경, Melame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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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성은 인과적 독립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요컨대 실체는 자기 . 
원인 이다(causa sui) .

스피노자는 이러한 의미의 실체가 오직 단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은 이 실체의 양태로서 신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 
유일실체가 바로 그가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존재이다 스피노자는 . 
이를 윤리학 정리 에서 증명한다 먼저 신 또는 각자 영원하고 1-15 . , “『 』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는 , 
필연적으로 실존한다”(EⅠ 스피노자는 정리 과 그 P11/Geb : 52). 11Ⅱ
주석에서 총 세 개의 논변을 제시한다 첫 번째 증명은 신의 본질이 . 
실존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이 필연적으로 실존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 
증명은 충분이유율에 근거하여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신의 실존을 
방해하는 근거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 근거가 신 바깥에서도 신 안에서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의 필연적 실존을 주장한다.58) 세 번째 증명은  
실존할 수 있는 것은 곧 역량이며 신의 본성에는 무한한 실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의 역량은 무한하기 때문에 , , 
실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정리 에서 . , 15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 , 
없고 인식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이는 신 이외의 다른 모든 ”(Geb : 56) . Ⅱ
존재자들이 신의 양태이며 내재성 인과성 함축 테제와 개념 인과성 함축 , - -
테제에 따라 신에게 인과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립한다. 

속성은 상술한대로 실체 혹은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 나는 . “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 곧 각자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를 신으로 이해한다” (EⅠD6/Geb 

그런데 스피노자는 특이하게도 속성을 정의할 때 지성에 관해 : 45). Ⅱ
언급한다 나는 실체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지성이 지각하는 것을 . “

우 내재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인과성과 내재성 사이에 쌍조건문
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biconditional) .

58) 둘 이상의 실체가 실존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되었고 이에 따라 신 바깥에서 신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없으며 신이 실존할 
수 없는 근거가 신 안에 있다면 신의 본성은 모순을 함축하는데 최고로 완전한 존재가 
모순적이라는 점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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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으로 이해한다”(EⅠ 이 점에서 실체와 속성 사이의 D4/Geb : 45). Ⅱ
관계는 많은 주석가들의 이목을 끌었다.59) 그러나 여러 문헌을 검토했을  
때 스피노자는 속성을 실체의 또 다른 이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세부적 논의는 생략하고 실체는 곧 속성과 동일하며 . 
양자는 다만 이성적으로 구별될 뿐이라는 점을 전제하도록 하겠다.60) 
이때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 가운데 
단 두 개의 속성만이 알려진다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이 그것이다. . 
각각의 속성은 정의상 자신의 유 안에서 무한하다 즉 연장 속성은 , , ( ) . , 類
사유 속성을 제한하지 않고 사유 속성은 연장 속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속성들은 수적으로 다른 
다수의 실체를 구성하지 않으며 단일한 실체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 

양태는 그 정의상 다른 것 다시 말해 실체 안에 있으며 이 , 
실체에 개념적으로 의존한다 달리 말하자면 양태는 실체의 결과이다. . 
이러한 양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무한 양태와 유한 양태가 있다. . 
무한 양태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속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과 간접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있다 양태는 속성의 변용이므로 . 
각각의 속성마다 고유한 양태를 지닌다 사유 속성의 직접 무한 양태는 . 
무한 지성이고 연장 속성의 직접 무한 양태는 운동과 정지이다 그리고 , . 
스피노자는 간접 무한 양태의 사례로 전 우주의 얼굴(facies totius 
univ 을 제시한다ersi) (Ep. §64/Geb 이근세 : 278; 349-350Ⅳ ). 한편 유한  
양태는 이러한 무한 양태로부터 따라 나오는 독특한 것 을 (res singularis)
의미한다.61)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는 유한 양태라는 개념을 통해  

59) 이와 관련하여 속성을 지성이 주관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는 주관적 속성론과 속성이  
그 자체로 실재성을 갖는다는 객관적 속성론이 있다 스피노자 연구가 축적되면서 전자. 
는 스피노자의 지성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날 전
자를 지지하는 스피노자 연구자들의 거의 없다 그러나 실체의 단일성과 속성의 다양성 .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간혹 채택하는 경우는 있다. 

60) 물론 실체 속성의 동일시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체는  - . 
무한하게 많은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다 가 지적한 것처럼 스피노자가 . Curley (1988)
낱개의 속성과 실체 자체를 동일시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각의 속성. 
은 실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속성들 사이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 

61) 스피노자의 이러한 개념 사용은 매우 특이하다 전통적인 용법에서 양태는 한 개체의  . 
상태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서는 양태 자체가 하나의 개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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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존재자를 일컫는다 이 독특한 것이 사유 양태일 경우 그것은 . 
개별적인 관념을 연장 양태일 경우 그것이 개별적인 물체를 의미한다, .62) 

실체와 양태의 관계-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신의 본성의 1 16-36『 』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실재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온다는 점을 논증한다 당연히 이때 신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란 양태를 . 
의미한다 이 점에서 실체와 양태는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인과 관계는 정확히 어떤 성격의 것인가.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스피노자는 신은 모든 실재의 내재적 1 18 “『 』 
원인이지 타동적 원인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실체와 ”(Geb : 63)Ⅱ
양태 사이에 내재적 인과 관계를 확립한다 내재적 인과 관계의 중요한 . 
특징 한 가지는 원인과 결과의 분리 불가능성이다.63) 이것은 원인의  “
실존과 작용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실존하기를 멈출 , 
것이다”64)라는 점을 뜻한다 가령 신과 양태의 관계는 태양과 태양의 . 
빛과 열의 관계와 같다 태양은 빛과 열의 존재 원인이다. .65) 만약 태양의  
활동이 멈춘다면 태양의 빛과 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재적 . 
인과 관계 확립을 통해 스피노자는 모든 초월성을 배제하는 동시에 
신학적 전통과 완전히 결별한다 일반적으로 서구 철학에서 신은 자신의 . 
피조물 자연 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신은 자신의 ( ) . 
결과와 외재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신과 피조물은 그 실재성의 . 
수준이 매우 판이하다 이 점에서 신학적 존재론에서는 신을 정점으로 . 
하는 수직적 위계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 . 

62) 단 이때 독특한 것 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 (res singularis) . Martin 
은 스피노자에게 독특한 것이 사물이라기보다는 사태 에 더 가Lin (2006, p. 152.) (fact)

깝다고 말한다 예컨대 주먹을 움켜쥠이라는 사태는 주먹이라는 독특한 양태와 함께 병. 
발 하는 양태이다(supervene) . 

63) 국역 내들러  Nadler. (2006). p. 79. [ : (2013) p. 141.]
64) 국역 내들러  Nadler. (2006). p. 79. [ : (2013) p. 141.]
65) 신은 실재들의 실존의 작용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의 작용인이기도 하다 “ .”(E

P25)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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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다 양태는 어디까지나 신의 양태이며 이는 신의 속성이 일정하게 . ,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된 결과이다. (EⅠP25S)

따라서 신은 속성을 통해 스스로를 산출하고 표현하는 능동적인 
측면을 가지는 동시에 양태를 통해 스스로가 산출되고 표현되는 수동적인 
측면을 지닌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두 측면을 각각 능산적 자연. (Natura 

과 소산적 자연 으로 구별한다 그는 부 naturans) (Natura naturanta) . 1
정리 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29 .

좀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으로 무엇을 “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싶다 또는 독자들에게 알려두고 싶다. [ ] . 
왜냐하면 앞선 논의를 통해 이미 능산적 자연은 자신 안에 있고 자신에 , 
의해 인식되는 것 또는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실체의 , 
속성들 정리 의 따름정리 및 정리 의 따름정리 에 의해 곧 자유 ( 14 1 17 2 ), 
원인으로 간주되는 한에서의 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소산적 자연을 신의 본성의 . , 
필연성으로부터 또는 신의 속성들 중 하나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 곧 , , 
신 안에 있으며 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는 실재들로 , 
간주되는 한에서 신의 속성들의 모든 양태들로 이해한다.” (Geb : 71)Ⅱ

위 서술로부터 스피노자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진다 기독교 교리에서 신은 . 
특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연적 세계를 인과적으로 창조했다( ) . 
이것은 신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 세계를 창조하거나 창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은 전적으로 신의 선함 때문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신을 자유 원인이라고 할 때 신이 .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 
본성의 필연성만으로 실존하고 행위하는 것이 자유이며 (EⅠD7), 
그러므로 그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약하는 것이 없는 (EⅠP17C1) 
신만이 자유 원인이다. (EⅠ 따라서 신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P17C2) , 
다시 말해서 필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것들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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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별개의 것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신에 의해 산출되는 소산적 자연은 신과 결코 .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의 속성의 한 부분을 이루는 신의 양태이며   
스피노자가 분명하게 언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 
따라서 신이 자기 스스로를 산출하는 능동적 측면과 동시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 의해 산출되는 수동적 측면은 결코 수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실재적으로 구별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의 . 
완전한 동일성은 필연론적 혹은 결정론적 세계관이 확립으로 이어진다. 
정교하게 짜인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교란할 어떠한 외부도 없다 자연 .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신의 본성의 내재적인 필연성으로부터 
산출된다.

심신평행론 - 

스피노자는 인식론적 논의를 다루는 윤리학 부의 처음 개의 2 13『 』 
정리를 심신평행론을 확립하는 데 할애한다 그는 먼저 정리 을 통해 . 1-7
관념들의 질서와 연관은 실재들의 질서와 연관과 같은 것이다“ (E P7, Ⅱ

를 증명한다 이로써 관념과 그 관념이 표상하는 대상 Geb : 89)” . Ⅱ
사이의 동일성이 수립된다 신은 무한히 많은 속성들을 통해 자신을 . 
표현하며 이 속성들은 모두 동일하게 신의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 
속성들은 상호 간의 위계 없이 모두 동일한 상태를 갖는다 이렇게 속성들 . 
사이의 존재론적 지위와 평행 관계를 밝힌 뒤에 스피노자는 정리 
에서는 사유 속성으로부터 그것의 양태인 관념들의 연쇄가 무한하게 8-9

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리 에서는 인간의 정신은 하나의 , 10-13
관념이며 그 관념의 대상은 신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앞서 평행 . 
관계의 증명에 따라 관념과 관념의 대상 사이의 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느끼는 “ , 
대로 실존한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E P13C/Geb : 96).Ⅱ Ⅱ

심신 관계에 대한 이러한 스피노자의 입장은 매우 독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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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신과 신체를 동일한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배고픔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는 공복이라는 신체적 . 
상태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공복이라는 신체적 상태는 배고픔으로 .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표현이든 신체적인 표현이든 모두 . 
동일한 사태와 관련한다는 점이 속성들 사이의 존재론적 통일성으로부터 
보장된다 하지만 일상적인 경험은 신체와 정신의 긴밀한 통일성만큼이나 . 
양자의 괴리 또한 알려준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잘못 . 
파악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신체를 움직이지 못 하는 경험을 종종 
겪는다 스피노자는 그 까닭을 외부 물체로 인한 신체의 변용 때문이라고 . 
설명한다 인간 신체는 유한 양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사물의 작용을 . 
받는다 신체는 그러한 작용의 결과로서 변용 을 갖는다 인간 . (affection) . 
정신은 신체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관념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용에 
대한 관념도 갖는다 문제는 이 변용이 인간 신체의 본성만이 아니라 외부 . 
물체의 본성도 함축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만약 인간 정신이 . 
신체의 변용을 만드는 인과 관계에 대해 무지할 경우 변용의 본성을 
적합하게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불투명성으로 . 
인해 심신 사이의 통일성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종 인식 이론 - 3

스피노자는 윤리학 에서 인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는 . 『 』
윤리학 부 후반부 정리 에서 자신의 종 인식 이론을 2 ( 14-49) 3『 』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66) 그는 부 정리 의 두 번째 주석에서  2 40
세 가지 종류의 인식에 관해서 상술한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종지를 . 1
막연한 경험에 의한 인식 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억견 또는 상상 이라고 “ ” “ ”

66) 새로운 스피노자 나 불 대역본 전집에서 윤리학 의 번역자 프랑수아 모로는 이 후반 - 『 』
부 논의를 분석하면서 스피노자가 정리 에서 종지에 관해 정리 에서 종14-31 1 , 32-40 2
지에 관해 정리 에서 종지에 관해 다루고 있다고 분절한다 진태원의 경우 모, 41-47 3 . , 
로와 거의 비슷하게 구별하면서 종지에 관해 다루는 부분을 상상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1
부분 정리 과 부적합한 인식의 성격 정리 로 더욱 세별한다( 14-23) ( 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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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이러한 종 인식은 감각들을 통해 습득되거나 기호들로부터 . 1
습득된다.67) 다음으로 스피노자는 종지를 이성적 인식으로 부르는데  , 2
이것은 우리가 실재의 특성들에 대해 공통 통념 및 적합한 관념들을 “
갖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스피노자는 종지를 ” . , 3
직관적 지식 로 부르는데 이것은 신의 어떤 “ (scientia intuitiva)” “
속성들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적합한 관념으로부터 실재들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나아 가면서 생겨난다” . 

이러한 인식의 구별이 정확히 어떤 함축을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관념과 부적합한 관념의 정의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적합한 관념을 대상과의 관계없이 고찰되는 . “
한에서 참된 관념의 모든 특성 또는 내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E D4/ Ⅱ

로 정의한다 이어서 스피노자는 외재적 특징 곧 관념과 그 Geb : 41) . “ , Ⅱ
대상 의 합치를 배제하기 위해 내재적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명을 (ideato) ”
덧붙인다 즉 적합한 관념은 참된 관념이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참된 . , . “
관념은 그것의 대상과 합치해야 한다”(EⅠ 라고 내세웠던 A6/Geb : 47)Ⅱ
부 공리와 달리 참된 관념을 정의하기 위해 대상과의 합치라는 대응론적 1
관점이 필수적인 것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68) 간단히 말해서 적합한  , 
관념은 참된 관념이다 스피노자는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또는 적합하고 . “
완전한 모든 관념은 참되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 (E P34/Geb : 116)Ⅱ Ⅱ
적합한 관념들 곧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들 라고 “ , ” (E P36/Geb : 117)Ⅱ Ⅱ
서술함으로써 적합한 관념과 명석 판명한 관념을 동일시한다. 

그렇다면 이제 부적합한 관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부적합한 관념은 거짓된 관념이며 이것은 잘려나가고. “ (mutilatae) 
혼란스러운 관념 이다 스피노자가 부적합한 ” (E P35/Geb : 116) . Ⅱ Ⅱ

67) 예컨대 단어들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우리는 실재들을 회상하고 이 실재들에 관해 “ , , 
우리가 실재들을 상상하는 수단들과 유사한 어떤 관념들을 형성[ ]” (E P40S2/Geb … Ⅱ

: 122)Ⅱ
68) 만약 대응론적 관점에 따라 참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참된 관념의 내적 성질로서 적합 
성이 무엇이며 한 관념이 참되기 위한 진리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
인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을 검토하는 일은 논문의 주제를 벗어. 
난다 여기서는 적합한 관념을 곧 참된 관념으로 등치시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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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잘려나갔다 고 말하는 이유는 이 관념이 전제 없는 “ ” “
결론들 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산출된 인과 ”(E P28/Geb : 113)Ⅱ Ⅱ
연쇄에서 떨어진 채 독립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행론을 . 
검토하면서 살펴본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이 이것의 사례이다 만약 이 . 
변용이 외부 원인으로부터 산출되었는지에 관해 무지하다면 실제로는 
외부 원인의 본성을 함축하고 있는 이 변용을 신체의 본성만으로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이 관념에 대한 인식은 원인의 
관념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부 공리 에 따라 결과에 대한 . 1 4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므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관념은 참된 관념의 특징을 결여한다 따라서 그러한 관념은 거짓되며 . 
부적합하다.

이제 각 종류의 인식에 관해 더 상세하게 다뤄보자 종지는 . 1
대체로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감각이나 기호를 통한 지각은 지성을 통한 . 
앎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상상이 일어났을 때의 우연한 상황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 착각한다 반면에 종지와 종지는 모두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 . 2 3 . 
인식들은 외부 실재와의 우연한 마주침이 아니라 공통 통념(notio 

에 기초해서 획득되기 때문이다 공통 통념은 부분과 전체에 communis) . “
균등하게 존재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공통적 이다 ” “ ” (E P37/Geb : Ⅱ Ⅱ
118).69) 그러므로 공통 통념에 관련해서는 이것을 저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인식의 결함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공통 통념은 적합하게 . “
인식될 수밖에 없다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 (E P38/Geb : 118) Ⅱ Ⅱ
주어져 있는 공통 통념들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기초로 훈련된 지성을 
사용해 그 통념들이 함축하는 또다른 통념들을 연역하여 인식을 

69) 그러나 이러한 공통 통념을 보편자 혹은 일반적 관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스피노자 . 
는 부 정리 의 첫 번째 주석에서 보편자와 같이 초월적이라고 불리는 용어들은 인2 40
간의 상상력을 초과하는 대상을 표상할 때 발생하는 가상이라고 간주한다 예컨대 인간. 
은 미터와 미터의 차이는 잘 구별하지만 와 그리고 와 100 200 10km 20km 1000km

의 차이는 막연하게 크다고 생각할 뿐 정확히 얼마만큼 큰지는 잘 가늠하지 10000km
못한다 스피노자는 이처럼 인간이 그 독특한 차이점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대상. 
이 크거나 그 수가 매우 많을 때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혼란한 
사고방식에서 보편자라는 개념이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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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지는 독특한 실재에 대한 인식을 주지 않는다2 . 

따라서 스피노자는 특정한 실재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함축하는 
종 인식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주장한다 비록 스피노자는 이 종 인식의 3 . 3
사례로 비례식의 경우만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스피노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대로 이 종 인식이 자기 자신과 신3 “ , 
실재를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식” (EⅤ 하게 P42S/Geb : 308)Ⅱ
해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와 지복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간학의 출발점으로서 코나투스 학설  3. 
 
정서 이론 - 

스피노자의 정서 혹은 감정을 인간의 행위 및 욕구를 마치 선과 “
면 물체들의 문제 인 것처럼 다룬다 스피노자는 , ”(E Pref/Geb : 138) . Ⅲ Ⅱ
정서를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
억제하는 신체의 변용들이자 동시에 이러한 변용들의 관념들”(E D3/Geb Ⅲ

로 정의한다 즉 정서는 신체의 상태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다: 139) . , . Ⅱ
우리의 신체는 외부 물체와의 상호 작용에 따라 이런 저런 방식으로 
규정되고 그 결과로 행위 역량이 증대되거나 감소된다 이러한 신체의 . 
변화를 정신의 차원에서 지각하는 것이 바로 정서이다 더욱이 심신 . 
평행론에 근거하여 이러한 변용 과 정서 사이의 (affectio) (affectus) 
동일성이 보장된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에서 총 가지의 정서 혹은 정신적 덕에 75『 』
관해 다룬다.70) 우선 그는 부 정리 에서 모든 정서의 기초가 되는  3 10-20

70) 모로 판 스피노자 전집에 부록으로 실린 모로의 표를 참조하라 . Éthique. pp. 
63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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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원초적 정서를 욕망 기쁨 슬픔으로 제시한다 욕망은 우리가 , , . 
코나투스 학설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면서 확인한 대로 각 실재의 현행적 
본질이자 행위 역량 자체로서 존재 보존의 노력을 심리적 차원에서 
의식하는 감정이다 기쁨과 슬픔은 각각 인간의 행위 역량이 더 . 
완전해지거나 불완전해질 때 겪는 감정이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기초적 . 
정서를 정의한 뒤에 나머지 정서들은 모두 특정한 과정을 거쳐 세 가지 
정서로부터 변이되는 파생적 정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마치 그는 지성 . 『
교정론 에서 원을 작도하는 방식을 통해 원을 발생적으로 정의하는 』
것처럼 각각의 감정이 발생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정서를 정의한다 예컨대 외부 사물의 개입이 감정적 변이의 한 .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랑은 외부 원인에 대한 관념을 수반하는 . “
기쁨”(EⅢ 이다 혹은 시간적 차원이 개입하는 경우P13CS/Geb : 151) . , Ⅱ
예컨대 희망은 우리가 그 귀결에 대해 어느 정도 불확실하게 여기는 “
미래나 과거의 것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생겨나는 불안정한 
기쁨”(E DefAffⅢ 이다 그 외에도 외부 사물과의 관계가 12/Geb : 194) . Ⅱ
필연적인지 혹은 우연적인지 개인적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인간 상호 , 
간에 일어나는지에 따라 다양한 변이의 형태가 있으며 재료가 되는 
감정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복합적 정서들이 파생된다.71) 

하지만 스피노자가 모든 정서를 외부 작용을 받아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정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부의 마지막 두 . 3
개의 정리 과 에서 능동 정서에 관해 이야기한다 능동 정서는 58 59 . 
적합한 관념을 인식하는 한에서 느끼는 정서이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 
영향을 받은 혼란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본성 다시 말해 , 
코나투스를 이해하는 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의상 오직 기쁨과 
욕망의 정서만이 능동적일 수 있다 자기 자신에 의해 행위 역량이 감소할 . 
수는 없으므로 능동적인 슬픔이란 있을 수 없다. 

71) 마트롱은 이러한 감정의 파생방식에 관해서 매우 상세하고 치밀한 분석을 전개하고 있 
다 다음을 참조하라 국역 마트롱. . Matheron. (1969; 1988). pp. 81-222. [ : . (2008). 

기쁨과 슬픔이 발생하는 원인의 유형 및 그 대상에 대한 평가에 따라 pp. 119-319.] 
파생되는 감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문도 큰 도움이 된다. 
Frijd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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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모방- 

코나투스 학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서 변이의 메커니즘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정서 모방의 원리이다. . 
자신과 유사하다고 상상하는 타인의 감정을 자신도 느끼게 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감정 모방의 원리는 부 정리 에서 다음과 같이 . 3 27
정식화된다 우리와 유사하고 우리가 아무런 정서도 갖지 않았던 어떤 . “
실재가 어떤 정서에 의해 변용된다고 우리가 상상함에 따라 우리는 그와 
유사한 정서에 의해 똑같이 변용된다 이러한 정서 모방의 ”(Geb : 160). Ⅱ
원리는 이미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연민 의 감정을 3 22 (commiseratio)
분석할 때 잠깐 암시되었다. 

정리 “ 2172)은 연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 
타인의 불행에서 생겨나는 슬픔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 [ ] …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리 에서 ( 21
보여준 것처럼 그때까지 아무런 정서도 갖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도 만약 ) , 
그것이 우리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뒤에서 보여주게 될 (
것처럼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 . 
우리와 유사한 것에 대해 잘 대해준 이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며 반대로 , 
우리와 유사한 것에 대해 잘못 대해준 이에 대해서는 분개하게 된다.” 
(Geb : 157)Ⅱ

감정이 전염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현상적 관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 모방이 일어나는 발생적 원인을 스피노자 . 
체계에서 찾는다면 그 분석은 같이 전개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와 . 
유사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이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72)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나 슬픔에 의해 변용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는 기뻐하 “
거나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정서는 그것들이 사랑받는 것 속에서 더 .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사랑하는 이 속에서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E P21/Geb : Ⅲ Ⅱ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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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게 되면 이러한 지각 혹은 상상은 이 정서와 유사한 우리 신체의 , “
변용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EⅢ 다시 말하자면P27D/Geb : 160). , Ⅱ
우리의 신체는 한때 우리가 느꼈을 그 감정을 경험했던 순간을 회상할 
것이고 신체의 메커니즘에 따라 그 변용이 재생되어 이에 상응하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 상호 간의 .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감정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정서 모방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가령 자신이 . 
미워하는 자가 불행에 처한다면 우리는 그를 연민하는 대신 비웃고 
기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미움은 슬픔을 수반하는 외부 원인에 대한 . 
관념이고 슬픔은 행위 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 
행위 역량을 긍정하고 이를 저해하는 것을 부정하려 한다 따라서 . 
자신이 미워하는 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그 자의 행위 역량이 
감소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자신에게 해를 미치는 요인이 약화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태를 우리의 행위 역량을 증대와 함께 기쁨의 감정으로 
체험된다 더욱이 감정 모방은 상호적 관계가 중첩될수록 더 큰 . 
파급력을 발휘한다 예컨대 가 를 기쁘게 한다면 는 가 느끼는 . A B A B
기쁨을 모방하여 자신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는 이러한 기쁨의 연쇄를 A
창출하기를 욕망하는데 이것이 바로 야망 이다(ambitio) (EⅢP29S). 
그런데 이러한 야망은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모방만이 아니라 
역으로 나와 동일한 감정을 타인이 느끼도록 하는 역 모방을 기대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소위 지배의 야망73)으로 쉽게 변이된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가치 체계는 타인들의 가치 체계와 상반되고 
우리는 이 상반성을 타인들의 가치 체계를 수용함으로써 
해결하려기보다는 코나투스 원리에 따라 스스로의 본질을 —
긍정하므로 우리의 가치체계를 보존하려고 하고 따라서 타인을 우리의 —
기질에 맞추도록 강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 모방은 스피노자가 부 정리 3 4674)에서 보여주는 

73)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p.166-172. [ : . 
을 참조하라(2008). pp. 240~250]. .] 

74)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단이나 민족과 다른 집단이나 민족 사람에 의해 기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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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감정 모방은 집단적 층위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감정적 
반응의 연쇄를 통해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한 
파생 감정을 산출하면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다채롭게 한다 이 점에서 . 
감정 모방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화합의 촉매인 동시에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불화의 모체이다. 

선악의 가치 판단과 규범 윤리의 구성- 

윤리학 부에서 스피노자는 감정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3『 』 
분석했다 그러나 부에서 감정은 가치의 인식 근거이자 가치 평가의 . 4
대상으로 재등장한다 우선 스피노자는 부 서문에서 선과 악이 사물 . 4
자체가 지닌 내재적 성질이라는 견해를 미신으로 고발한다 선과 악은 . 
인간이 각각의 실재를 비교하면서 형성하는 외재적인 사고방식들 또는 
통념에 불과하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통념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 
인정한다 따라서 그것이 도덕적 개념들이 실재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 
우리는 그 용어를 여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가 스스로의 . 
비교 대상으로서 인간 본성의 모형을 상상하고 이것과 우리를 견주어 
본다면 우리는 선과 악의 통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에 . 
근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고 방해하는 것은 나쁘다 스피노자는 선과 . 
악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나는 선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
이해한다.” (EⅣD1/Geb : 209)Ⅱ
나는 악을 우리가 좋음을 소유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우리가 “
확실히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EⅣD2/Geb : 209)Ⅱ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좋음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은 

슬픔으로 변용되는데 이러한 기쁨이나 슬픔은 집단이나 민족이라는 보편적인 이름 아, 
래에서 원인으로서의 이 사람에 대한 관념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는 단지 이 사람만, 
이 아니라 같은 집단이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될 것이
다”(E P46/Geb : 175).Ⅲ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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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 선과 악은 오직 인간 본성의 모델과 비교하여 ? 
상대적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델의 형성을 통해 .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이다 존재의 현행적 본질은 바로 . 
그러한 행위 역량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가 유익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 . 
우리가 머무르고자 하는 이 존재의 행위 역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선은 행위 역량의 증가로 악은 행위 역량의 감소로 규정된다 그런데 , .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 역량의 증가와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이다 이 감정들은 그 정의상 각각 역량이 . 
증대되거나 감소할 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으로.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을 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 
말한다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이를 의식하는 한에서 기쁨과 . “
슬픔의 정서일 뿐”(EⅣ 이다P8/Geb : 215) .Ⅱ

스피노자는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정의와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바탕으로 부 후반부 정리 에서 자신의 윤리학적 4 ( 19-73)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정리 에서 코나투스에 근거한 윤리적 . 19-28
법칙들을 확립하고 정리 에서 이 법칙을 타자와의 관계에 , 29-37
적용한다 정리 에서는 확립된 법칙들에 근거하여 무엇을 해야 . 38-58
하는지 지시하는 선택의 원칙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서가 유용한지 
평가하는 것75)을 통해 규범 윤리를 구성한다 정리 에서는 정념에서 . 59-66
나온 욕망과 이성에서 나온 욕망을 비교함으로써 이성의 인도에 따른 
영혼의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정리 에서는 이성의 명령에 관해 , 67-73
다룬다.

정치공동체의 형성- 

정치체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자연권 이론은 윤리학 에서 『 』

75) 이 적업은 부 정리 그리고 정리 에서 이뤄진다 예컨대 스피노자는 유 4 41-58, 59-66 . “
쾌함은 과도할 수 없으며 항상 좋은 것이다 반대로 우울은 항상 나쁘다. ”(EⅣ 는 식P42)
으로 감정들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부에서 발생. 3—
적 정의를 통해 연역하기 쉬운 순서대로 감정들을 발견한 후에 다시 종합의 순서에 따
라 재배열한 것처럼 부 부록 항 이후에서 행위 규칙의 틀에 맞춰 재배열된다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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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 4『 』 
정리 의 주석에서 정확히 같은 본성을 가진 두 명의 개인이 서로 18 “[ ] …
결합한다면 그들은 개인 혼자보다 두 배나 더 강한 개체를 합성할 것이기 ,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부 정리 의 두 번째 주석에서는 ”(Geb : 179) , 4 37Ⅱ
모든 사람은 자연의 최고 권리에 의해 실존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 , 
자연의 최고 권리에 의해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것을 
수행한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연의 ”(Geb : 237) . Ⅱ
최고 권리란 곧 코나투스이며 각 실재의 본성이다 그리고 동일한 본성을 . 
가진 개체들은 서로 결합하여 더 큰 개체 다시 말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 
있다 따라서 정치체와 자연권 이론은 코나투스 학설과 밀접하게 . 
관련된다 그러므로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한 쟁점들을 . 
다루기 위한 배경적 논의의 일환으로 신학 정치론 과 정치론 을 -『 』 『 』
참조하여 윤리학 의 여백을 채워보도록 하겠다. 『 』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해서 스피노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가 자연권을 철두철미하게 긍정한다는 데서 드러난다 스피노자는 . 
번째 서신에서 홉스의 정치철학과 자신의 정치철학의 차이를 묻는 50

야리그 옐레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 차이점은 제가 항상 자연권을 . “
보존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국가이든 간에 주권자는 오직 그가 신민을 ,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는 한에서 신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Ep. §50/Geb 이근세 : 239; 293Ⅳ 당대의 많은 사회 ). 
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를 구별하면서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양도한다는 견해를 취했다 즉. , 
사회 상태에서 개인의 자연권은 보존되지 않는다 홉스는 이러한 입장을 . 
대표한다 그는 개개인이 자신의 자연권을 인공적인 인격체. (artificial 

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권리의 행사는 오직 주권의 person)
대리자인 통치자에게만 허락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홉스는 자연권에서 법 . 
실증주의로 이행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 
자연권을 사회 상태에서 보존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법 자연주의자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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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피노자는 윤리학 과 신학정치론 에서 『 』 『 』
양도하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 가설의 “ (transfere)” , 
사용은 신학정치론 에서 수차례 등장한다 이에 대해 마트롱은 . 『 』
스피노자에게 자연권 다시 말해 코나투스가 각 실재의 존재 자체인 이상 ,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서 ‘ ’ . 
마트롱은 스피노자에게서 사회 계약은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서 적합하게 
알고 있지 않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상상함으로써 
이뤄지는 법적 소외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76) 요컨대 국가 공동체의  
형성의 기원에는 상상적 무지가 자리한다 스피노자에게 공동체는 . 
개개인이 그러한 정념적 순환에 이끌린 채 각자의 코나투스를 합성하여 
포괄적 코나투스를 갖는 하나의 인공적인 개체로서 국가를 형성할 때 
발생한다. 

76) 국역 마트롱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p. 294-300. [ : (2008). pp. 419-428.] 
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피노자가 신학 정치론 에서 정치론 으로 『 』 『 』
이행하면서 자신의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 사회 계약론의 가설을 폐기했고 정치론 에서『 』
는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느끼는 공포와 희망이라는 정념적 영향에 의해 공동체의 형
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설명방식을 고안했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 
Matheron. (2011). Le problème de l’évolution de Spinoza. Du 「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au Traité politique pp. 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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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코나투스 학설에 얽힌 쟁점들 3 Ⅰ

제 절 1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 문제

베넷의 문제제기 목적론과 반목적론의 혼용  1. : 

조너선 베넷은 년대에 발표한 논문과 저작에서 스피노자의 80
코나투스 학설이 목적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준다고 비판한다 우선 베넷은 스피노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 
달리 단지 우주론적 목적론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목적론을 
철저하게 거부한 반목적론의 철학자라고 주장한다.77) 그리고 베넷에  
따르면 스피노자가 목적론적 설명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새로운 
설명모델이 코나투스 학설이다 그런데 베넷은 스피노자가 때때로 . 
코나투스 학설을 목적론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이로부터 그는 .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정합성을 결여한다고 결론짓는다 즉. ,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두 동강 나 있다“ (broken-backed)”78). 

베넷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가 이 항에서는 ?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 문제에 침투하기 위해 이 문제를 거의 최초로 
지적한 베넷의 안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요소는 . 
다음과 같다 어떤 점에서 스피노자가 모든 목적론을 거부했다고 : 1) 
해석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가 거부한 목적론과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 2) 
반목적론은 각각 어떤 형태를 갖는가 스피노자는 정확히 어떤 점에서 . 3)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적으로 사용하는가 스피노자는 왜 그러한 . 4) 
오류를 저질렀는가?

우선 첫째로 스피노자가 목적에 관한 학설을 비판했다는 사실 ,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윤리학 부 부록에서 목적론이 . 1『 』 
실제로는 원인인 것을 결과로 간주“ “(E AⅠ pp/Geb Ⅱ: 함으로써  80)

77) Bennett. (1984). p. 213.
78) Bennett. (2001),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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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완전히 전도“ ”(E AⅠ 시킨다고 말한다 가령 pp/Geb : 80) . Ⅱ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 비가 내린다 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비가 “ "
내려서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아 자라게 되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둔다 이처럼 스피노자는 보기 위한 눈 씹기 위한 이 영양섭취를 위한 . “ , , 
식물과 동물 빛을 비춰주는 태양 물고기를 길러내는 바다 등등을 하나 , , ” “
또는 여럿의 자연의 지배자가 존재하여 그 또는 그들이 인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배려하며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적인 편견에 불과하다고 본다(E AⅠ pp/Geb 

그러나 실제의 자연은 아무런 목적을 갖지 않는다 이 점에서 : 77-78). . Ⅱ
스피노자는 이 세계를 신이 특정한 목적에 입각하여 설계한 결과로 
간주하는 신적 목적론 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divine teleology) . 
베넷은 이러한 신적 목적론의 거부가 인간의 목적론(human 

까지 거부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teleology) .79) 
왜냐하면 인간이 신적 목적론을 상상하는 까닭은 신도 마치 인간처럼 
의식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지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의 의식적 목적을 위해 행위할 .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주장과 동시에 이러한 자유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인간의 목적론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베넷은 스피노자가 거부한 목적론을 당기기 모델로 , (pull) 
스피노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코나투스 학설을 밀치기 모델로 (push) 
정식화한다 당기기 모델은 선행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후행 사건이 . 
유인한 결과로 이해하는 설명모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날아오는 . 
돌을 보고 손을 들어 그 돌을 막았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손을 드는 
것이 선행사건이고 돌을 막는 것이 후행사건이다 목적론적 설명모델에 . 
따르면 날아오는 돌을 막기 위해 손을 들었으므로 후행사건은 선행사건을 
설명하는 이유 목적 가 된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보기에 이러한 목적론적 ( ) . 
방식은 인과 관계를 뒤집는다 이 모델에서는 시간적으로 뒤늦게 일어난 . 
사건이 앞서 일어난 사건을 유발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 

79) Bennett. (1984). pp.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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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스피노자의 목적론 거부는 선행사건을 설명하는 데 후행사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론적 설명모델을 채택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해법은 돌을 ? 
막겠다는 현재의 생각 이 실제로 돌을 막는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 ’
설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베넷은 이러한 선택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80) 
왜냐하면 스피노자의 이원론에 따르면 생각이 물리적 행위를 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령 평행론 테제에 입각하여 돌을 피하겠다는 관념의 . 
대상 즉 이 생각에 상응하는 어떠한 물리적 상태가 손을 들거나 돌을 , 
막는 행위를 유발했다고 설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윤리학 부 정리 . 2『 』 
과 에 따르면 스피노자 자연학에서는 물리적 사태를 오로지 물질에 13 14 , 

고유한 내적 성질 을 표현하는 형태 크기 위치 속도 (intrinsic property) , , , 
등의 용어로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생각의 대상. , 
바꿔 말하면 에 대한 혹은 에 관한 생각은 표상적 , “~ ” “~ ” 
특징 만을 가질 뿐 내적 성질은 가질 수 없다(representative features) . 
그러므로 관념의 대상 다시 말해서 표상 내용, (representational 

은 인과 관계에서 어떠한 효력 도 발휘할 수 없다contents) (efficacy) . 
베넷은 스피노자가 밀치기 모델에 해당하는 반목적론적 코나투스 

학설을 통해 이 난국을 타개한다고 해석한다 부 정리 의 주석에서 . 3 9
스피노자는 욕구를 인간의 현행적 본질로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욕구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서 에 대한 . , “x
욕구 는 를 향해 나아가도록 유발하는 내적 상태 로 ” “x (intrinsic state)”
분석될 수 있다고 베넷은 말한다 이때 욕구의 대상인 혹은 후행사건에 . x 
대한 표상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우리가 . “

80) 베넷은 이러한 선택지가 스피노자 체계 내에서 평행론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반박 외에 
도 선택지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한다 만약 돌을 막겠다는 현재의 생각. ‘ ’
을 인과 계열 안에 새로이 삽입시킨다면 이 상황의 인과 계열은 Idea -> Raise -> 

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은 을 설명하는 이유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Deflection . I R
에서 로 이행하는 지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공백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선택지R D . 
는 목적론적 설명모델을 대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다음을 참조하라. . Bennett. (1984). 
pp. 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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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하고, , , ,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 ,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욕구의 대상이 가진 .” . 
성질이 아니다 현재의 내적 상태가 후행하는 미래 사건으로 나아가도록 , 
뒤에서 밀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밀치기 설명모델에서 앞서의 돌을 . 
피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그는 내적 상태 에 있었기 때문에 . F
손을 들었고 이러한 상태 에 있음은 그가 돌을 피하도록 움직이게 F
했다.81) 요컨대 이러한 설명방식은 미래의 에 대한 표상적 성질을 전혀  x
개입시키지 않고 현재의 내적 성질로만 행위를 설명한다. 

셋째 그러나 베넷이 보기에 코나투스 학설은 반목적론적인 , 
밀치기 모델에서 시작해서 목적론적인 당기기 모델이 되고 만다 먼저. , 
코나투스 학설이 시작하는 부 정리 와 정리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4 5 .  

어떤 사물도 외부 원인에 의하지 않고는 파괴될 수 없다“ ”(Geb : 145).Ⅱ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한 이 사물들은 “ , 
상반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들은 동일한 기체 (contrariae) . 
안에 있을 수 없다”(Geb : 145).Ⅱ

베넷은 이 두 정리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분석한다. 

만약 가 를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한다면 를 하는 것은 를 파괴하지 x f [ ] , f x
않는다.
만약 가 를 파괴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상반된 본성을 갖는다x y , .

 
두 정리 모두 가 를 행하면 그 행위는 이러저러한 귀결을 ‘x f , 

갖는다 는 형식을 가지며 이는 목적론적 함축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 . 
만약 스피노자가 정리 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 정리 의 자기보존 4 3 6
경향을 도출했다면 스피노자는 목적론적 함축을 가지지 않는 코나투스 

81) Bennett. (1984).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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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가 를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한다면 를 하는 것은 를 파괴하지 x f [ ] , f x
않는다.
만약 가 를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한다면 를 하는 것은 를 x f [ ] , f x
파괴하려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
만약 가 를 한다면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를 하는 것은 를 x f , [ ] f x
보존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하지만 베넷은 매우 불행하게도 스피노자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보존 경향을 추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 정리 의 증명에서 . 3 6
스피노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부 정리 에 의해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다시 “ (3 4 ) , 
말하면 자신의 실존을 제거하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 갖지 않는다 오히려 . 
반대로 그것은 앞의 정리에 의해 자신의 실존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 ( ) 
것에 대립하며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opponitur), , 
자신의 한계 안에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 
노력한다”(Geb : 146).Ⅱ

여기서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의 경향을 스스로의 보존을 향해 , 
나아가도록 유발하는 내적 상태로 서술하기보다는 개체들이 자기 보존을 
마치 목표로서 추구한다는 것처럼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부 정리 . 3 6, 
각각의 실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 , ,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는 가 의 보존에 도움이 된다면”(Geb : 146) “f x x , Ⅱ
는 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의 형식으로 진술된다 이러한 진술은 가 를 x f ” . “x f
한다면 는 의 보존에 도움이 된다 는 조건문의 역명제이다 이 단순한 , f x ” . 
차이는 매우 큰 의미변화를 가져온다 가 의 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f x , 
는 를 하려고 할 것이다 는 형식의 진술은 후행 사건이 조건절에 x f ”
온다는 점에서 를 하려는 동기를 후행사건을 통해 설명하는 목적론적 f
모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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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은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정리를 부지불식 간에 목적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먼저 . 
노력한다 라는 의식적 지향을 나타내는 동사의 활용 ‘ (trying, conari)’
자체가 이 혐의를 강화시킨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각각의 실재가 할 . “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 (as far as it can, adeoque quantum potest)”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문구는 만약 가 를 . “ f x
돕는다면 는 할 수 있는 한 를 할 것이다 처럼 목적론적 정식에는 , x , , f ”
알맞게 삽입될 수 있는 반면에 만약 가 를 한다면 는 를 할 “ x f , x f
것이다 같은 반목적론적 조건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 . 
이외에도 베넷은 스피노자가 부 정리 의 주석 와 그리고 3 9 , 12 13 
윤리학 부에서 이기주의 윤리관을 전개할 때도 코나투스 정리를 4『 』 
목적론적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베넷은 스피노자가 조건문을 그것의 역명제로 , , 
잘못 사용하는 오류82)를 저지르고 또 저지른 후에도 이 오류를 발견하지 , 
못한 까닭을 부 정리 의 잘못된 활용에서 찾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3 5 .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바로 정리 으로 가는 3 4 6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부 . 3
정리 와 를 통해 정리 을 증명한다 베넷이 보기에 스피노자의 4 5 6 . 
증명에서 정리 는 장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리 를 통해서만 논증을 4 5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피노자는 정리 에서 제시된 두 . 5
실재 사이의 상반성 을 대립 으로 바꿔 쓰고 있다(contrariety) (opposition) . 
베넷이 보기에 이는 과잉 해석이다 왜냐하면 상반성은 단순히 동일한 . 
기체에 머물 수 없다는 논리적인 공존불가능성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대립은 반대되는 성질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증명 과정에서 자기 보존의 노력에 특정한 대상과 . 
대립한다는 의식지향적인 의미가 부당하게 추가된 셈이다 베넷은 이러한 . 
과잉 해석이 코나투스 논증을 겉으로는 더 그럴 듯하게 다듬어주는 

82) 베넷은 스피노자가 종종 조건문과 관련한 논리적 실수를 범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 
의 분석에 따르면 부 정리 에서 부 정리 에 근거하여 논증을 전개할 때도 자세4 68 3 27
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Bennett. (1983).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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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지만 이로 인해 이 논증이 내포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게 감추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요컨대 베넷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철저한 반목적론으로 
해석한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목적론과 양립 불가능하게 구조화되어 . 
있다 코나투스 학설은 목적론을 대체하기 위한 반목적론적 . 
설명모델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오류로 인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 
학설은 결국 목적론적 함축을 갖게 된다 따라서 스피노자 철학의 . 
반목적론적 기획은 실패한다. 

가렛의 반박 일관된 목적론으로서 코나투스 학설  2. : 

베넷의 문제제기는 지난 년 동안 스피노자 연구에 상당한 30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은 대개 베넷에 대한 반대 논증을 . 
추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 . 
베넷은 스피노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종종 오해하고 있다.83) 하지만 몇몇  
오류에도 불구하고 베넷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그의 . 
비판의 핵심은 스피노자가  반목적론적 형식의 조건문을 그 역과 
혼동해서 사용하면서 코나투스 학설이 원래의 밀치기 설명모델에서 
목적론적인 당기기 설명모델로 전환된다는 논변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 
코나투스 학설을 일관되게 목적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스피노자가 
모든 형태의 목적론을 거부하였으며 그의 자연학이 표상적 내용의 
인과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83) 예컨대 베넷은  의 번역어인 이 의식지향적 함의를 갖는다고 해석한‘conatus’ ‘trying’
다 하지만 예비적 논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전시대의 는 자연학적 맥락에서 . ‘conatus’
매우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데카르트의 경우 철학의 원리 부 항에서 . , 3 56『 』 
이 용어에 정신적 지향성을 부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해
설서를 집필한 스피노자 역시 이러한 전문적 의미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단. 
지 가 갖는 일상적인 의미로는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학설을 목적론적으로 ‘conatus’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이는 할 수 있는 한 의 경. ‘ (as far as it can)’
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용어는 외부 원인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 
목적론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 Curley (1990) p. 

김은주48; Schrijvers. (1999) p. 71; . (2016) p. 69.



- 81 -

베넷의 주장을 간과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베넷처럼 코나투스 학설을 . 
반목적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스피노자가 곳곳에서 코나투스를 의식적인 
목적지향성을 갖는 당기기 모델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딪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베넷의 문제제기는 코나투스 학설의 . 
일관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상황은 마치 스퀼라와 카륍디스 앞의 . 
오뒷세우스와 같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제기된 비일관성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단지 베넷의 문헌학적 오류를 집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베넷이 근거하고 있는 스피노자 해석을 적절하게 반박해야 한다 상당수의 . 
스피노자 학자들이 취하는 전략은 스피노자가 베넷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목적론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스피노자 . 
철학과 목적론의 양립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코나투스 학설을 
일관되게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 . Garrett (1999)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학자들 가운데 가장 세심한 작업을 내놓았다. 
따라서 나는 이 항에서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이 이 
학설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가렛의 
논문을 중심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돈 가렛 은 (Don Garrett) Teleology in Spinoza and Early 「
에서 먼저 목적론과 기계론을 다음과 같이 Modern Rationalism」

정의하고 시작한다 목적론적 설명은 어떤 것이 왜 그런 것인지를 이것이 . 
무엇을 위해 그런지를 적시함으로써 설명하는 방식이다 더 정확하게는. , 
가렛은 이를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인과적 논리적 혹은 관습적“ ( , ) 
귀결 이는 상태의 기원 혹은 원인 에 함축되어 있다 을 (etiology)— —
적시하는 것을 통해 사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84)으로 정의한다 반면. , 
기계론적 설명은 사건들의 상태를 이 상태가 어떻게 앞서 현존하고 있는 “
물리적 구조와 이 구조 안에서의 힘들의 배분으로부터 일어나는지 
적시함으로써 설명하는 것”85)으로 정의된다 전자의 사례는 묘목이 . 

84) Garrett. (2018). p. 321.
85) Garrett. (2018). p. 321.



- 82 -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끌어오는 이유를 성목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후자의 사례는 시소의 한 쪽 끝이 올라가는 . 
까닭을 반대편 끝에 무게가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가렛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스피노자의 철학이 목적론적 설명의 타당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기 합리론 사상가 가운데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적 . 2) 17
목적론의 가장 적합한 계승자임을 보여준다 첫 번째 목표는 스피노자의 . 
텍스트에서 목적론 수용의 증거를 찾고 베넷의 해석을 반박한 뒤, , 
스피노자의 종 인식이론을 통해 스피노자의 철학이 목적론과 기계론이 3
양립할 수 있는 체계임을 밝히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두 번째 목표는 . 
목적론을 화두로 하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각 철학자들의 예상답변을 
추론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의 연합과 데카르트 라이프니츠의 , - -
연합이 형성된다는 점을 보이고 이를 근거로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라고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논점을 검토해보자 가렛은 스피노자가 목적론을 . 
수용했다는 네 가지의 증거를 제시한다 지성교정론 에서 목적론적 . 1) 『 』
설명방식이 사용된다.86) 윤리학 부 부록에서 인간이 목적을  2) 1『 』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되고 있다.87) 독특한 실재에게 자기 보존이  3) 
일종의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윤리학 부에서 특정한 . 4) 3, 4, 5『 』 
대상을 향해 인간이 노력하는 사례가 서술되고 있으며 스피노자가 
이성의 인도 에 따른 대상의 추구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스피노자의 “ ” . 
텍스트에서 목적론적 함축을 지닌 구절이 있다는 점은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을 주장하는 베넷도 지적하는 부분이므로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다만 가렛은 이를 스피노자가 일관된 목적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 
증거로 활용할 뿐이다 가렛은 부 정리 . 3 688)이 목적론적 설명을 위한 

86) 김은주  TIE, § 1-14/Geb : 5-9; 21-29Ⅱ
87) EⅠApp/Geb : 68; EⅡ ⅠApp; Geb : 78.Ⅱ
88) 마찬가지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일관된 목적론이라고 해석하는  Curley 

는 코나투스 정리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만약 를 (1988, p. 108; p. 164. n. 25) : “ x
하는 것이 실재를 실존 속에 보존한다면 이것은 방해받지 않을 경우에 를 할 것이, , , x
다 컬리는 이것이 베넷이 정의하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형식을 가지며 비록 베넷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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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기초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가렛은 베넷의 해석을 반박한다 그는 베넷이 스피노자를 . 

반목적론자로 간주하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여기서 가렛은 . 
스피노자가 모든 형태의 목적론을 비판했다는 해석에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그는 컬리와 마찬가지로 .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이 신의 목적론 비판에 제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맥락상 훨씬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89)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가렛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박은 표상적 성질의 인과적 효력과 
관련한다 베넷은 스피노자가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 
철학이 목적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베넷의 관점에서 . 
목적론은 표상적 성질의 인과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넷은 이 표상적 성질은 물체의 내적 . 
성질 크기 형태 속도 등 과 전혀 연관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 , , ) . 
스피노자의 자연학은 물체의 내적 성질의 인과력만 인정하므로 표상적 
성질이 인과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가렛은 이러한 베넷의 . 
논의가 스피노자의 텍스트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 
베넷 역시 인용하고 있는 부 정리 의 주석에 나타나는 바울과 ( ) 2 17
베드로의 사례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베드로에 대한 표상은 비록 , —
베드로보다도 바울의 신체의 본성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음에도 베드로의 —
신체로부터 유발된 것이며 베드로의 신체가 바울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 
한에서 베드로의 표상 역시 간접적으로 인과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 
있다 결국 스피노자의 체계가 표상적 성질의 인과적 효력을 부정하고 .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90)

피노자가 부 정리 을 의도치 않게 목적론적인 방식으로 서술했다고 간주하지만 자신3 6
은 스피노자가 이를 의도했다고 본다고 주장한다. 

89) 는 시카고 스피노자 컨퍼런스에서 윤리학 부 부록에서  Curley (1990, pp. 44-46.) 1『 』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은 신이 각각의 피조물에 목적을 부여했으며 피조물의 위계와 , 
완전성은 그 목적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 
학설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인간의 목적론은 부록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런 방식의 목적론적 설명은 애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 
인을 도입할 때 의도한 방식도 아니었다 컬리는 스피노자가 활동했던 세기의 지적 . 17
배경을 고려할 때 스피노자의 주요 논적이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 특히 마이, 
모니데스 의 목적론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Maimon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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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피노자의 철학이 모든 목적론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베넷의 논변을 약화시킨 뒤에 가렛은 스피노자의 인식 이론에서 
목적론적 설명의 기초를 발견함으로써 코나투스 학설을 목적론으로 
해석하는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굳힌다 가렛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종 . 3
인식이론은 목적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준다 스피노자에게 적합한 . 
인식 다시 말하면 종 인식 이상의 인식은 실재의 공통 성질, , 2 (common 

에 대한 앎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properties) . 
물리적 법칙을 통한 기계론적 설명은 우리에게 종 인식을 안겨다 준다2 . 
그런데 가렛은 목적론적 설명을 통해서도 종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2
주장한다 그는 실제로 윤리학 에서 목적론적 설명을 통해서 획득한 . 『 』
종 인식의 사례를  찾아낸다 그는 부 정리 을 인용한다 우리가 2 . 3 33 . “
우리와 유사한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 
그것이 역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Geb : 165). Ⅱ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사랑으로 
보답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정서에 관한 일반적 법칙을 통해 우리는 . 
누군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목적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선물 주는 행위를 통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 , 
사랑의 보답을 통해서 문제의 행위를 설명하므로 이는 가렛이 앞서 
정의한 목적론적 설명방식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가렛은 종 인식이 . , 3
목적론적 설명과 기계론적 설명이 반드시 결합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종 인식은 단지 보편적 법칙에 따른 앎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 3
법칙의 특수한 예화로서 사건의 본질을 통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 
개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은 개체의 현행적 본질은 곧 —
코나투스이므로 개체가 자기보존을 위해 행위를 수행하는 체계에 대한 —
목적론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가렛은 이로부터 스피노자에게 목적론적 . 

90) 박기순 도 의 논의에 근거하여 비 (2015, p. 95) Matheron (1987; 2011, pp. 541-552)
슷한 형태로 베넷을 반박하고 있다 스피노자의 평행론에 따르면 관념의 표상적 본질과 . 
형상적 본질은 일치한다 즉 내적 성질의 인과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이와 관련하는 표. , 
상적 성질의 인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비록 스피노자의 평행론. 
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이긴 하지만 스피노자에게서도 행위의 심적 동기가 물리적 행위
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 시도도 고려할만 하다Davidson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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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은 스피노자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전적으로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연학의 영역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논점을 다루면서 가렛은 목적론의 정의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다 그는 우선 목적론적 선택 과정. (teleological selection 

을 목적론의 필수요건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일어날 것으로 process) . 
추정되는 귀결에 바탕하여 사건의 상태를 선택하거나 산출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 사유 가 역할을 담당하는지 아닌지에 . (thought)
따라 의식적 목적론과 무의식적 목적론을 구별한다 예컨대 우리가 . 
자유의지에 따라 여러 목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행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의식적 목적론에 해당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자유의지를 . 
부정하긴 했지만91) 표상적 내용의 인과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철학 체계 안에 의식적 목적론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무엇보다도 무의식적 목적론이 수용가능하다면서 스피노자가 지지하는 
목적론의 형태를 구체화한다.92)

가렛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모의답변93)을 통해 구체화 작업을 
완수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와 . -
데카르트 라이프니츠의 대립구도가 나타난다 전자의 진영은 무의식적 - . 
목적론을 허용하고 후자의 진영은 무의식적 목적론이 들어설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에게 각각의 독특한 실재들은 .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때그때의 설령 선택의 결과만 인식하고 그 —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선택하도록 이끌린다. 
망망대해에 표류한 어떤 사람이 영양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생선 눈알에 

91) 정신은 일정하게 규정된 사유 양태이며 부 정리 에 의해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 “ (2 11 ), 
들의 자유로운 원인일 수 없다 또는 의지하기 와 의지하지 않기 의 절. (volendi) (nolendi)
대적인 직능 일 수도 없다(facultas) ”(E P48D/Geb : 129). Ⅱ Ⅱ

92) 반면 베넷은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스피노자가 의식적 목적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 , 
의 목적론 비판 범위가 신의 목적론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논지를 펼치면서 컬리를 재
반박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 Benneett. (1990). pp. 53-57. 

93)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의식적 목적론이 있는가 신적 의지 혹은 신적  . 1) ? 2) 
목적을 통한 목적론적 선택이 있는가 인간 하위 의 존재의 목적론적 선? 3) (subhuman)
택 과정이 있는가 해당 철학자의 자연철학이 목적론적 설명을 추구하는가?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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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식욕을 느껴 이를 섭취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했다는 일화는 
무의식적인 목적론적 선택 과정의 좋은 사례이다 전자는 신적 목적론을 .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목적론적 선택 과정이 자연 속에서 산출된 
개체들의 활동구조인 반면에 후자는 자연을 신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창조한 결과물로 고려한다 전자는 스피노자의 경우 모든 독특한 . 
실재에게 공통적으로 코나투스가 있으므로 비인간 존재 예를 들면 —
광물이나 동식물 에게도 목적론적 선택 과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
데카르트는 이를 부정하고 라이프니츠는 인정하기만 하지만 다소 , 
불완전하게 그렇게 한다 전자는 자연 철학에서 목적론적 설명을 . 
추구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94)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 가운데  4
목적인을 으뜸으로 간주한다 스피노자는 연장 속성 하에서 전개되는 . , 
기계론적 설명만 인정하는 데카르트와 달리 기계적 작용인과 뿐만 . 
아니라 존재보존을 위한 목적적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박기순이 잘 지적하고 , 
있는 것처럼95) 베넷은 반목적론적인 명제로 간주하는 부 정리 을 , 3 7
가렛은 목적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96) 가렛은 코나투스가  
실재의 현행적 본질이라는 주장을 개체가 자기보존을 목적으로 가지며 
본질에 따라 행위하는 한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결국 . 
실재들의 현행적 본질로서 코나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록 스피노자는 —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긴 했지만 실체적 형상에 대응하는 —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역설적 계승이 가렛이 스피노자를 . 

94) 물론 여기서도 라이프니츠와 데카르트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라이프니츠는 구체 . 
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기계론적 설명을 요구하지만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서는 목적
론적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렛의 이러한 데카르트 라이프니츠의 연합은 다소 작위. -
적이다 사실 라이프니츠에게 무의식적 목적론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 라이프니. 
츠에게는 무의식에 상응하는 미세 지각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가렛이 아리스. 
토텔레스 스피노자의 계승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를 억지로 짝짓-
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95) 박기순 . (2015), p. 97.
96) Garrett. (1999),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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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보다 훨씬 더 아리스토텔레스의 적합한 후계자로 고려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로써 가렛은 베넷이 제기한 해석적 장애물을 물리치고 코나투스 
학설을 일관적인 목적론적 철학으로 해석한다 적어도 스퀼라와 카륍디스 . 
중 하나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듯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의 범위를 . 
제한하고 스피노자를 일관된 목적론자로 읽는 전략은 아포리아 한 가지를 
소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많은 해석자들이 비슷한 .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서 은 강한 목적론과 약한 . Jarrett (1999)
목적론을 구별하고 코나투스 학설이 약한 목적론의 함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강한 목적론을 기계론적 설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해석한다 나는 목적론적 해석을 지지하는 . 
학자들의 주장이 스피노자의 체계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 
천명한 원칙에 따라 스피노자가 말했을 수도 있는 것과 실제로 말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베넷의 반목적론적 해석이나 가렛을 . 
위시한 목적론적 해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스피노자가 거부하는 목적과 ‘
관련한 학설 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가렛이 정의하는 ’ . 
의미에서 목적론은 스피노자와 양립 가능하지만 스피노자가 특별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형태의 이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스피노자와 무관하다 오히려 가렛이 말하는 것과 같은 .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의 계승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 
스피노자가 거부하는 목적과 관련한 학설이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이며 이것은 스피노자의 체계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 
점을 고려한다면 코나투스 학설은 일관된 반목적론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나의 주장 존재론적 반목적론으로서 코나투스 학설  3. :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반목적론적 해석자들과 목적론적 
해석자들의 평가는 상반되지만 두 입장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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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목적론 의 정의에 관해 합의하고 있다 베넷에 따르면 목적론적 ‘ ’ . 
설명문은 후행 사건이 전건에 오는 조건문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컬리도 .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여 부 정리 의 코나투스 정리를 조건문 형태로 3 6
정식화한다.97) 가렛은 일정 정도 유보를 두긴 하지만 98) 설명이 주축이  
되는 요소는 어디까지나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귀결들 즉 후행 , 
사건들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 학자들이 스피노자가 윤리학 부 . 1『 』 
부록에서 자연을 완전히 전도시킨다 는 명목으로 목적론을 고발하는 ‘ ’
대목을 독해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반목적론적 해석이든지 목적론적 . 
해석이든지 여기서 스피노자의 비판을 문제가 되는 목적론이 인과 사슬 
혹은 시간적 흐름의 순서를 뒤바꾼다는 지적으로 이해한다.99) 다만  
그러한 비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만 의견을 달리할 뿐이다. 
요컨대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미래의 후행 
사건을 현재의 선행 사건의 요인으로 간주하거나 현재의 선택 과정을 
미래의 후행 사건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목적론 모델에 대해 
스피노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와 관련한다. 

하지만 나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이러한 목적론의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스피노자가 거부하는 목적에 . ‘
관련한 학설 은 가능태에 대한 현행태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존재론적 ’
목적론이다 만약 철학사에서 이 학설에 알맞은 고유명사를 찾아서 . 
붙인다면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이라고 불릴 것이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학설의 부 정리 을 통해 코나투스를 현행적 3 7
본질과 동일시한다 그는 가능태와 현행태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 
현행태를 개체의 목적으로 설명하는 구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반목적론적이며 가렛의 바람과는 다르게 

97) 이 논문의 번 각주를 참조하라 88 .
98) 은 목적론적 선택 과정이라는 정교한 개념으로 목적론을 새롭 Garrett (2018, p. 339.)
게 규정한다 그는 목적론적 설명 방식에서 만약 행위의 귀결이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론적 선택 과정의 유무를 통해 목적론을 판별할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선택 과정 역시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사건이 설명항의 역할을 맡. 
고 있다. 

99) Garrett. (2018). p. 330; Bennett. (1984). pp. 216-217; Curley. (1990).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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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지금부터 나는 이러한 주장을 다음의 세 . 
단계를 거쳐 입증하는 동시에 코나투스 학설의 일관성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윤리학 부 부록 재독해를 통해 스피노자가 거부하는 . 1) 1『 』 
목적론의 유형이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임을 밝힌다. 2) 
지성교정론 과 윤리학 의 대조를 통해 부 정리 의 중요성을 3 7『 』 『 』
강조한다 반목적론으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일관된 소외 비판론으로 . 3) 
해석한다.

첫째 어떠한 점에서 윤리학 부 부록의 비판을 , 1『 』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물론 스피노자는 ? 
부록 어디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을 결코 거론하지 않는다.100) 
그러나 스피노자가 부 부록에서 거부하는 목적론의 유형이 정확히 1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에 상응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은 
스피노자의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다는 점은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병치시켜보도록 
하자 우선 윤리학 부 부록의 목적론 비판을 인용하겠다. 1 . 『 』 

곧 목적에 관한 이러한 학설은 자연을 완전히 전도시킨다 왜냐하면 이 “ . 
학설은 실제로는 원인인 것을 결과로 간주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i) , 
때문이다 그 다음 이 학설은 본성상 앞에 오는 것을 . (deinde), (ii) (nātūrā) 
뒤에 오는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설은 지고하고 . (iii) 
가장 완전한 것을 극히 불완전한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앞의 두 가지 . (
논점은 자명하기 때문에 제쳐두자 정리 에 의해 확립되었듯이) 21, 22, 23 , 
신에 의해 직접 생산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결과이며 어떤 것이 생산되기 , 
위해 매개적인 원인들이 더 필요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에 의해 직접 생산된 것들이 신이 어떤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생산된 것 곧 그것들을 , , 
위해 처음의 것들이 만들어진 이 마지막 것들이야말로 모든 것들 가운데 

100) 다만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부록에서 자연은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1 “ ”(『 』 De 
Anima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를 미신으로 치부하, , 9, 432b2 )Ⅲ Ⅰ
기는 한다 이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자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 (Geb : 79). Ⅱ
여러 정황 증거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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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탁월한 것들이 될 것이다.” (E App/Geb : 80)Ⅰ Ⅱ

베넷은 위 인용문을 근거로 스피노자가 목적론 비판을 통해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사건을 선행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데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한다.101) 한편 가렛은 이 비판의 범위가 신의 목적과  
배타적으로 관련한다는 점만 지적할 뿐 이때의 전도를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반박하지 않는다.102) 그런데 만약 여기서의  
목적론 비판이 모두 시간적 순서를 뒤바꾼다는 논점과 관계한다고 
이해한다면 와 는 서로 중복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후자를 단순히 (i) (ii) . 
전자의 부연으로 여기지 않고 별개의 논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 
여기서 의 본성상 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스피노자가 시간적인 선후 (ii) ‘ ’
관계의 전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선후 관계의 
전도를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갖는 설득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행태가 가능태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텍스트와 비교해본다면 
명약관화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행태가 시간적 의미에서 가능태에 . 
앞설 수도 있지만 실체적 의미에서도 앞선다고 본다. 

생겨나는 것은 모두 원리이자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유에서도 “
그런데 왜냐하면 지향 대상은 원리이며 생성은 목적을 위해서 있기 ( , 
때문이다 현행태는 목적이요 이것을 위해서 가능태가 획득된다), .” 
형이상학 권( , 8, 1050a8~10)Ⅺ

여기서 현행태가 가능태의 목적인 까닭은 변화의 원리 형이상학 ‘ ’(
로서 가능태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 12, 1020a7)Ⅴ

현행태이기 때문이다 가령 도토리는 상수리나무의 가능태이다 왜냐하면 . . 
상수리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 
도토리는 상수리나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변화한다 따라서 . 

101) Bennett. (1984). p. 216. 
102) Garrett. (2018).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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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도토리가 상수리나무보다 앞서지만 
실체적으로는 그 변화가 지향하는 목적인 상수리나무가 먼저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스피노자는 가능태와 . 
현행태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103) 도토리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현행태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가능태와 현행태를 구별하고 . 
현행태를 가능태의 목적이자 완성형으로 고려할 경우에 도토리는 
불완전하며104) 실체적으로 뒤에 오는 것이 된다 . 

만약 이렇게 가능태에 대한 현행태의 존재론적 선차성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의 구도 위에서 를 재독해한다면 의 논점을 (ii) (ii)
묘목이 성장하기 위해 비가 내렸다는 설명방식을 비판하는 의 논점과 (i)
중복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존재론적 목적론의 구도 . , 
위에서 우리는 여타의 논점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신이 .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 수단은 오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 
의미를 갖는다 즉 그것은 불완전하다. , .105) 그런데 부 정리 에서  1 21-23
스피노자는 신에서 직접 산출된 것이 더욱 완전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존재론적 목적론은 수단 목적 구도에 따라 -
실재들의 위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자연을 전도한다고 간주된다.106)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을 전도한다는 점 외에도 이 , 
학설이 신의 완전성을 제거한다고 비판한다. 

103) 다음을 참조하라 . E P31S/Geb : 72;  E P33S2/Geb : 74-75Ⅰ Ⅱ Ⅰ Ⅱ
104) 이는 있지 않은 것들은 현행적으로는 있지 않지만 언젠가 현행적으로 있을 것이기  “ ( ) 
때문이다 왜냐하면 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가능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하. . 
지만 그것들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형이상학 권( , 3, 1047a36-1047b3)Ⅸ

105) 어떤 사람이 살을 뺄 때 신체의 부분들 자체는 운동하고 있어도 그 운동이 지향하 “ , 
는 목적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런 운동은 행동 적어도 완전한 행동은 아니다, , 
왜냐하면 그런 운동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권( )” ( , 6, Ⅸ

1048b19-1048b22)
106) 이에 근거하여 세 번째 논점이 신의 목적론만을 겨냥한다는 가렛의 논점을 반박하는  
거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여기서 스피노자가 비판하는 게 수단 목적 구도 . -
일반이라면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추구한다는 인간의 목적론 역
시 비판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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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이 학설은 신의 완전성을 제거한다 왜냐하면 만약 신이 “ , (iv) . 
어떤 목적을 위해 행위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신이 자신에게 결여된 어떤 , 
것을 열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그들 목적론의 . [ ] [… …
신봉자들 은 필연적으로 신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수단들을 마련했던 ]
바로 그것들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욕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 
않을 수 없다.” (E1App/Geb : 80)Ⅱ

만약 현행태의 선차성을 인정하는 존재론적 목적론을 전제할 
경우 신이 목적에 따라 행위한다면 완전성을 잃게 되리라는 점은 , 
자명하다 왜냐하면 신이 특정한 목적을 지향할 경우에 이때의 신은 단지 . 
가능적으로만 무엇을 할 수 있을 뿐 현행태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신은 목적을 달성하고 난 현행태에 종속된 . 
불완전한 가능태로 사유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유형의 목적론은 신의 . , 
완전성을 제거한다. 

이처럼 부 부록은 아리스토텔레스 비판의 1
팔림프세스트 로 읽을 경우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이 (palimpsest)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을 배제한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스피노자가 실제로 부록에서 비판하고자 의도 한 목적에 관한 ‘ ’
학설이 정말로 누구의 것인지 확정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문헌학적 
연구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107) 그러나 이는 내가 이 논문에서 수행할  
작업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스피노자 목적론 비판이 현행태의 선차성을 . 
전제하는 목적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를 ,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의 후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만족한다. 

둘째 그렇다면 어째서 가렛은 부 부록이 현행태를 가능태의 , 1

107) 이 경우에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비판하기보다 그의 후계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컬리의 지적은 타당하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하고 필연적. 
인 것은 가능태를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인격적인 창조신을 전제하는 이들을 비판
하는 의 논점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적으로 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행태(iv) . 
의 선차성을 인정하는 존재론적 목적론을 정확히 고유명사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시킬 
수는 없어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이라는 형용사와는 관련시킬 ‘ ’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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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간주하는 학설을 비판한다는 점을 읽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을까 나는 그 이유를 코나투스 자기 보존의 노력을 실재의 본질과 ? , 
동일시하는 부 정리 이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3 7
생각한다 그리고 가렛이 부 정리 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게 된 더욱 . 3 7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지성교정론 과 윤리학 의 사이의 불연속에 『 』 『 』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렛은 스피노자가 . 
목적론적 설명방식을 수용한 증거로 지성교정론 을 제시한다 앞서 장 . 2『 』
절 항에서 검토하면서 확인한 것처럼 스피노자는 지성교정론 에서 1 3 『 』
분명히 수단 목적의 구도에 따라 선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 보존 역시 -
추구할만한 좋음 가운데 하나이다.108) 

그러나 스피노자는 윤리학 에서 그러한 수단 목적 방식에 따라 -『 』
코나투스 정리를 사유하고 있지 않다 이 정확하게 . Matheron (2011)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109)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정리를 언명할 때  
윤리학 이전의 저작에서는 상태 보존 이라는 표현만을 ‘ ’『 』 
사용하거나 소론 상태 보존 과 존재 보존 을 혼용해서 ( ), ‘ ’ ‘ ’『 』
사용한다 형이상학적 사유 그러나 윤리학 부터는 자신의 존재 안에 .( ) ‘「 」 『 』
머무르기 라는 표현만을 일관되게 사용한다(in suo esse perseverare)’ . 
그리고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이 존재 보존의 노력을 각 실재의 3 7
본질 다시 말해서 역량과 동일시한다, . 

마트롱은 이 재정식화가 단순한 표현의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이 정리에서 자기 보존이 . 
목적으로 주어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곧 각 실재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재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고 하는 “
역량 또는 노력은 실재의 주어진 본질 또는 현행적 본질과 다른 어떤 , 
것이 아니다”(E PⅢ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각 실재의 4D/Geb : 145) . Ⅱ
본성 또는 역량이 작용 인과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스피노자는 부 . 4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실재의 본성은 작용인의 : “[ ] …

108) 다음을 참조하라 김은주 김은주  . TIE, §7/Geb : 7; 25. TIE, §12/Geb : 8; 27, Ⅱ Ⅱ
김은주 TIE, §14/Geb : 8; 29. Ⅱ

109) Matheron. (2011).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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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Geb : 208). Ⅱ
것은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영원성에 의해 그리고 영원하게 그것의 세 “
각의 합은 직각과 동일하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2
의해 항상 따라 나온다는 점”(EⅠ 을 의미한다 결국 P17C2S/Geb : 62) . Ⅱ
마트롱이 말하는 대로 윤리학 에서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과 인과적 “『 』
역동성 이라는 두 개념을 동일시하고 있다(dynamisme) .110) 

물론 가렛은 기계론과 목적론이 양립 가능하다고 간주하므로 
코나투스의 작용인과력을 무의식적인 목적론적 선택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선택 과정에서 자기 보존이 그 목적으로 설정될 . 
수는 없다 자기보존의 노력은 귀결을 산출하는 힘 자체이지 이 힘을 . 
통해 산출되는 귀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나투스 학설의 . 
재정식화가 갖는 의미는 자기 보존을 목표로 설정하는 홉스의 코나투스 
이론과 대조할 때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홉스의 코나투스는 생명의 . 
보존이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동물 운동 이다 이 동물 (animal movement) . 
운동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생명 운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추구한다 이때 생명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 
코나투스는 욕구 또는 욕망 라고 불리고 생명 보존에 (appetite) (desire) , 
해로운 것을 기피하는 코나투스는 혐오 이라고 불린다 이 (aversion) . 
점에서 홉스의 코나투스 학설은 목적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명 
보존이라는 귀결을 위한 선택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 
마트롱은 이러한 홉스 식의 코나투스 학설이 생물학적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존재를 유지하려는 우리 . “
경향성은 우리가 유지하려 하는 그 존재와 동일하지 않”111)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다양한 활동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활동 자체는 목적이 아니며 . 
오로지 생명보존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자기 보존 외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다. 

110) Matheron. (2011). p 217.
111)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p. 88. [ : . (2008). p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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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그 . 
이유는 생명운동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한 동물운동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기 보존이 일종의 . 
목적으로서 실현하거나 혹은 유지해야 할 어떤 상태라면 이를 위한 
운동은 결코 완료될 수 없다.112)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왜냐하면 모든 운동은 . “
불완전하기 때문인데 살빼기 배움 걷기 집짓기가 그렇다 이것들은 , , , , . 
운동들이고 분명히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으면서 동시에 이미 . 
걸은 것은 아니고 집을 지으면서 이미 집을 지은 것은 아니며, , 
생겨나면서 동시에 이미 생겨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권”( , Ⅸ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 살지만 결코 6, 1048b28-32)
살면서 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113) 

하지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코나투스를 현행적 본질로 
정의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역설적 함축을 피해간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 
이 역설을 초래하는 존재론적 목적론을 거부한다 가 . Carriero (2017)
지적하는 것처럼114) 각각의 실재는 실현해야 할 목적으로서 현행태가  
따로 있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다 코나투스는 . 
이미 현행적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초월적 규범에도 자신의 몫을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렛은 스피노자가 아직 코나투스 학설을 완전히 . 
발전시키지 못한 지성교정론 에서 드러나는 수단 목적의 구도를 -『 』
윤리학 의 코나투스 학설에 덧씌운다 그 결과 가렛은 두 유형의 . , 『 』
코나투스 학설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 하고 스피노자를 

112) 바로 이 지점에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자기보존의 역설이라고 부른 문제가 발 
생한다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 
결코 우리가 살아볼 수 없는 삶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수단으로 소모한다 다음. 
을 참조하라. Horkheimer, M., Adorno, T. W., & Noeri, G. (2002). Dialectic of 
enlightenment 특히 계몽의 변증법과 이에 딸린 두 가지 부연 설명은 서구의 철학적 . 
전통에서 핵심적 원리를 차지하는 자기 보존이 어떻게 자기 파괴로 귀결되는지를 잘 분
석하고 있다.

113)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은 우리는 잘 살면서 잘 살았고 행복하면서 행복했다 형 “ , ”(
이상학 권 라고 말한다 홉스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는 것은 특, 6, 1048b25) . Ⅸ
정한 목적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현실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4) Carriero. (2017).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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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으로 독해하는 방향으로 빠져 버린다. 
셋째 이렇게 고려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반목적론적인 , 

소외 비판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반목적론은 베넷과 가렛이 . 
말하는 의미에서 목적론에 대립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 
목적론은 스피노자가 배제하는 유형의 학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수용하는 유형의 학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115)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학설을 통해 주된 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상은 현행태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존재론적 목적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히 이러한 유형의 . 
목적론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코나투스 학설을 반목적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렛의 제시하는 목적론적 설명방식은 . 
스피노자의 체계와 양립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나투스 
학설을 목적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도 베넷의 제기한 딜레마가 완전히 무화되지는 
않는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학설과 그에 기초하는 윤리학 부의 . 3, 4『 』 
많은 정리들에서 인간이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반목적론자라면 이러한 목적론적 함축을 갖는 요소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나는 우선 스피노자가 제거주의자도 도덕주의자도 ? ,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스피노자는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부 정리 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상상하는 . 3 49 “
것에 대한 사랑과 미움은 동등한 원인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인 , , 
것에 대한 사랑과 미움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라고 ”(Geb : 177)Ⅱ
말한다 만약 스피노자가 완고한 제거주의자였다면 그는 이러한 사태를 . 
해명하기보다는 자유에 대한 환영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를 꼬집었을 
것이다 더 결정적으로 스피노자는 부 서문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 . 4

115)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목적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코나투스 학설을 둘러싼 비일 
관성 문제는 이 학설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 지적은 Schiesser (2011)
타당하다 그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데카르트가 공백으로 남겨둔 정신인과에 . 
관련한 이론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는 코나투스 학설을 소외 비판론으로 고. Schiesser
려하는 정치적 해석 역시 이 학설의 진의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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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의 유용성을 인정한다.116) 무엇보다도 스피노자는 인간의  
정념적 삶에 대해서 이러한 악덕에 대해 슬퍼하거나 비웃거나 , “
경멸하거나 아니면 가장 흔한 일이지만 저주하기, , ”(E Pref/Ⅲ Geb : Ⅱ

보다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137) . 
그러므로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은 목적지향적 행위 노력한다 라는 “ ( )
하나의 인간학적 사실로부터 곧바로 목적론적 해석을 이끌어내는 베넷 
자신의 오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17)라고 보는 
박기순의 지적은 타당하다.118) 요컨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인간이 목적을  
지향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이고 본유적인 그러나 거짓인 인식“ , “ ”, “119)일 뿐이며 
코나투스의 구조가 목적론적 선택 과정이라는 점을 입증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코나투스 학설은 정교화된 목적론이 유발하는 소외에 대한 
치료책이다 인간은 그가 처한 실존적 조건 때문에 스스로의 행위의 . 
동기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편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 . 
미신으로 변하자마자 그 유해성을 드러낸다 편견으로서 목적의 가상은 .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면 이 가상이 더욱 정교해진 형태에서는 목적 그 자체가 
실재성을 갖고 부과되는 초월적 규범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마트롱은 . 
이렇게 말한다 최고 등급의 소외를 대표하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 “
인간학과 도덕론인데 이들은 명백히 목적론적 발상을 지니고 있다 이에 , . 
따르면 인간은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선을 향하도록 자연적으로 정향되어 , 
있으며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의 제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선이 , 
발휘하는 매력이다.”120) 이때의 선 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 ’ . 

116) 모로는 이러한 절차가 스피노자의 모든 저작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다음을 참조 . 
하라 국역 모로. Moreau. (2003; 2009). p. 48.[ : . (2019). p. 99].

117) 박기순 . (2015) p. 105.
118) 도 박기순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베넷이 설명항 Schrijvers. (1999) . 
코나투스 학설 과 피설명항 인간이 목적을 지향한다는 사실 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한( ) ( )
다 다음을 참조하라. . Schrijvers. (1999). p. 72.

119) 을 참조하라 Melamed. (2017a) .
120)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1988). p. 84. [ : . (2008).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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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이 자리에 국가가 혹은 종교가 아니면 가문이 들어올 수도 , 
있다 그런데 미신적 체계는 이 선을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객관적 가치로 . 
탈바꿈시킨다 더욱이 이 선의 결여는 박탈로 여겨진다. .121) 이렇듯  
가능태에 대한 현행태의 선차성을 확립하는 존재론적 목적론은 현재의 
삶은 언제나 결여되고 불완전한 상태로 격하시키고 이 삶이 가상의 
완전성에 종속된 상태에서만 사유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이제 본말이 , 
전도되어 목적론이 제시하는 선은 초월적 심급으로서 강제된다 그렇게 . 
국가를 위해 종교를 위해 가문을 위해 삶을 초개처럼 희생할 것을 , , 
명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적론은 그 자신의 소외의 결과이자 예속을 . 
유발하는 장치이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학설을 통해 이 전도를 다시 뒤집어서 바로 
세운다 자연 안에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22) 
코나투스 학설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각 실재의 현행적 본질 
자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로써 스피노자는 각각의 역량을 저해하는 . 
모든 초월적 규범들의 부당성을 폭로한다 이것이 일관된 . 
반목적론으로서123) 코나투스 학설이 갖는 소외 비판의 함축이다 코나투스  . 
정리는 반목적론적 형식이든 목적론적 형식이든 관계없이 ‘If~then’ 
형식의 가언적 조건문으로 정식화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 
이성은 중략 절대적으로는 각자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 [ ] … …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EⅣP18S/Geb : Ⅱ

스피노자에게 절대적으로 이라는 부사의 활용은 어떠한 222). ‘ (absolute)’ “
유보 없이 그렇다는 점을 의미한다” .124) 코나투스 정리는 특정한 행위가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될 경우에 그것을 한다는 진술문 혹은 

121) 하지만 어떤 경우 본성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강제에 의해 갖지 못한 경우가 있는 “
데 이를 두고 우리는 박탈되었다 고 말한다 형이상학 권, ‘ ’ ” ( , , 1, 1046a35~37)Ⅸ

122) EIIIPref; EIVPref
123) 코나투스 학설의 일관성은 스피노자가 가능태에 대한 현행태의 선차성을 인정하지 않 
는 것으로 충분히 획득될 수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애초에 가능태와 현행태의 구별. 
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관점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의 이행에 관해 말하기, 
는 하지만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론적 목적론, . 
의 반대항으로서 코나투스 학설은 매우 일관적이다. 

124) Ramond. (2019).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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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명령문이 아니다 각 실재의 본성에 따른 행위가 절대적인 . 
의미에서 자기 보존이라는 것이다 즉 코나투스 정리는 모든 실재가 자신 . , 
존재를 지킨다는 전칭긍정명제이자 지켜야 한다는 정언명령(categorical 

이다imperative) .

제 절 코나투스의 다층성과 관련된 문제2 

알키에의 문제제기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 사이의 모순  1. : 

프랑스의 저명한 데카르트 연구자인 페르디낭 알키에(Ferdinand 
는 스피노자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주해를 내놓았다 그의 Alquié) . 

해석에 따르면 코나투스 학설은 이 개념이 갖는 다층성으로 인해 모순 
혹은 적어도 애매성을 내포한다 알키에의 비판적 시각은 소르본에서 . 
진행한 년 스피노자 강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의 강연 부는 58-59 . 1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연과 진리에 관해 다루는데 이 주제의 마지막을 , 
장식하는 아홉 번째 강의 Être et savoir「 」125)에서 알키에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이 삼중의 함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코나투스는 . , 1) 
수학적이고 자연학적 이며 생물학적인 개념이다, 2) (physique) , 3) . 

첫째 알키에는 코나투스가 수학적 개념인 이유를 코나투스가 , 
본질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스피노자에게 본질은 그 필연성에 따라 결과를 . 
산출한다 스피노자는 이때의 필연성을 삼각형의 본성에서 각종 기하학적 . 
정리들이 성립하는 것과 같은 수학적인 필연성으로 간주한다.126) 따라서  
알키에는 특정한 본질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귀결들이 주어진다는 
코나투스 학설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알키에는 . , 
코나투스의 정의에 주목한다면 이 개념이 어째서 자연학적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장 예비적 논의에서 살펴본 . 2
것처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정의하기 위해 데카르트의 관성 정리의 

125) Alquié. (2003). pp. 187-210.
126) 예를 들면  EⅠ 를 참조하라P17C2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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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을 빌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관성 원리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코나투스 개념은 자연학에 뿌리를 . 
둔다 셋째 알키에는 코나투스는 개체의 본질이라는 점 그리고 개체는 . , , 
시간 속에서 실존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각 개체들은 스스로를 . 
보존하고 시간 속에서 지속시키기 위해 서로 갈등한다 그리고 이 . 
과정에서 각 개체들은 더 큰 완전성을 획득하기도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알키에는 이러한 역동성이 수학적 개념이나 자연학적 .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본 뒤에 스피노자가 생명체들이 자신을 , 
지키고 재생산하는 생태계를 배경으로 코나투스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알키에가 보기에 이러한 코나투스 개념의 다의성은 결코 
장점이 아니다 알키에는 스피노자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함축들을 . 
하나의 개념 안에 무리하게 통합시키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수학적 본질과 시간성의 문제 자연학적 . 1) 2) 
정태성과 변화의 문제  영혼의 능동성 문제3) 

첫 번째 어려움은 코나투스에 대한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여타의 
개념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다 스피노자 철학에 입각한다면 . 
수학적 본질에도 코나투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삼각형에는 . 
삼각형의 코나투스가 사각형에는 사각형의 코나투스가 있다 삼각형은 , . 
삼각형으로서 자신의 본성을 보존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적 차원에서 .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비록 의식적 함축이 없다고 . 
하더라도 삼각형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 한다고 할 수 ‘ ’
있는가 혹은 사자와 가젤이 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투쟁하듯이 ? 
삼각형이 본질이 사각형의 본질과 인과적으로 대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수학적 의미의 코나투스는 생물학적 의미의 코나투스와 함께 사용될 , 
수 없음에도 스피노자는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코나투스 
개념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어려움은 자연학적인 관성 원리가 실존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한다 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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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달리 자연학적 코나투스 개념은 분명 시간적 차원의 논의이긴 
하다 그러나 관성 원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물이 동일한 상태를 . 
유지한다고 보는 정태적인 원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장님은 언제나 . 
장님으로 남을 것이며 불행한 사람은 언제까지고 불행할 것이다 하지만 , .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각의 개체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도 . 
하고 더 나빠졌다가 더 좋아지기를 반복한다 스피노자 스스로도 더 . 
높은 혹은 더 낮은 완전성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코나투스 정리는 비일관적이기까지 하다.

세 번째 어려움은 영혼이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을 
데카르트적 의지 혹은 욕망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존 경향이 더 나은 상태를 . 
바라는 확장 경향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데카르트라면 이 확장 . 
경향을 외부의 작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성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 
스피노자의 필연주의는 이러한 자유 개념의 여지를 제거한다 비록 . 
스피노자는 적합한 인식의 획득을 통한 영혼의 능동성에 관해 말하고는 
있으나 이 인식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지 영혼은 무엇을 통해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침묵한다 결국 이 확장 . 
경향은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코나투스 개념의 문제에 관한 알키에의 지적은 부 강의에서도 2
이어진다 그는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를 둔 개체 개념이 양립될 수 없는 . 
부동성 이것은 코나투스의 수학적 특성에서 유래하며 개체가 (fixité)—
자신의 종적 본질을 유지한다는 점 예컨대 사자가 호랑이가 될 수는 ,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과 탄력성 이것은 코나투스의 생물학적 (élasticité)— —
특성에서 유래하며 개체의 상태 변화 진보 퇴보 질병 회복 등 가 ( , , , )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을 뒤섞고 있기 때문에 모호해진다고 —
비판한다.127) 게다가 알키에는 코나투스 개념의 난점을 스피노자 철학  
체계의 난점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한다.128) 스피노자에게 코나투스는  

127) Alquié. (2003). pp. 249-251; pp. 254-257.
128) Alquié. (2003). pp. 3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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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적 자아에 대한 긍정인 동시에 앎의 욕망이다 그런데 알키에는 . 
전자가 현세 지향적인 욕망이라면 후자는 우리 자신이 신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데로 이끌어 영원성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현세 초월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기에 양자가 상충된다고 본다.   
 이러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그가 년 발표한 스피노자 연구서 1982
스피노자의 합리주의 에서 더욱 간결한 (Le Rationalisme de Spinoza)『 』
형태로 정식화된다 먼저 그는 소론 의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각 . . “『 』
실재는 동일한 상태에 머무르고 더 나은 상태로 향상하려는 경향을 , [ ] 
자신 안에 지닌다(...maar in tegendeel dat ieder dink in [zig] zelfs 
een poginge [heeft] om zig zelfs en in sijn stand te bewaaren en 
tot beter te brengen)”(Kv , ch 5/Geb Ⅰ Ⅰ 알키에는 이 : 40). 
인용문이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129) 왜냐하면 더 나은 상태로  
향하려는 경향성은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 
동일한 상태를 보존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알키에는 비록 . 
윤리학 에서는 소론에서처럼 상반되는 두 경향성을 병치시켜두는 명백한 『 』
모순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지만 스피노자가 여전히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부 정리 은 각 실재가 자신의 . 3 6
존재 안에 머무르고자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부 정리 은 행위 역량의 , 3 11
증감에 관해 말한다.130) 그 외에도 알키에는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한  
능동성으로의 이행이 불완전한 설명에 그친다거나 일상을 유지하려는 , 
욕망과 과학적 인식을 통해 영원성에 다다르려는 욕망은 하나의 동일한 
욕망일 수 없다는 비판을 덧붙인다.131) 

정리하자면 알키에의 문제제기는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 사이의 , 
양립 불가능성과 관련한다 이 비판은 스피노자가 양립 불가능한 여러 . 
개념들을 통합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엔 실패로 끝나버린다고 보는 
알키에의 스피노자 독해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 문제는 언뜻 보면 쉽게 . 

129) Alquié. (1982). p. 282.
130) 단 여기서 알키에는 부 정리 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부  Alquié. (1982). p. 280. , 3 6 3
정리 라고 표기하고 있다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5 . . 

131) 각각 및 그리고  Alquié (1982). p. 261 p. 304, pp. 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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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현진 의 제안. (2009) 132)처럼 코나투스가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 둘 다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경향이 상이한 
시점에서 따로따로 발현된다고 하거나 개체의 복합성을 인정하여 한 , 
부분의 코나투스는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부분의 코나투스는 확장하려 
한다고 설명한다면 코나투스 개념이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코나투스 . 
개념이 중의적이어서 모호하다는 지적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화의 
맥락에 따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대체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용례만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면 개념이 중의적이라는 것 자체는 
스피노자의 명성을 다소 손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알키에의 비판은 비록 그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스피노자 체계에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이제 나는 알키에의 비판이 가진 함축을 의 Della Rocca (2008)
논의133)를 참조하여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보도록 하겠다 델라 로카는 .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논증의 핵심이 충분이유율에 기초한다고 본다. 
충분이유율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는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 실재들의 파괴도 마찬가지다 만약 . . 
어떤 실재가 실존하다가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는 원인 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파괴의 원인은 .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다 스피노자가 부 정리 의 증명에서 . 3 4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재의 정의는 자신의 본질을 긍정하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을 파괴할 수 , 
있는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실재 내부에는 자신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 
없으며134) 그러므로 파괴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 
앞서 검토한 것처럼 부 정리 와 의 증명은 모두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3 5 6
테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135) 여타의 정리 역시 충분이유율에 근거한다고  

132) 조현진 . (2009). pp. 4-5.
133) Della Rocca. (2008). pp. 137-153.
134) 만약 각 실재가 스스로의 본질은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자신의 현 상태를 전적으로  ,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부정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35) 이 논문의 장 절 항을 보라 2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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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예컨대 함의 도입을 통해 증명되는 정리 의 경우에 만약 . 5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두 실재가 동일한 기체 안에 있다면 이때 내재 , 
관계는 일종의 인과 관계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이 기체의 파괴는 자기 , 
자신을 원인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정리 와 모순되므로 . 4
후건 부정에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두 실재는 동일한 기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다 부 정리 도 마찬가지이다 실재가 자기 안에 있는 . 3 6 . ‘
한에서 그러니까 외부 원인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자기 본성의 ’, 
인과력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한 각각의 실재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할 ,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 정리 이 따라 나온다. 3 6 . 
각각의 실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 , ,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즉 모든 실재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Geb : 146). , , Ⅱ
받지 않는 한 보존 경향에 따라 행위한다, . 

코나투스 논증과 충분이유율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지적하는 알키에의 비판이 
스피노자 철학에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스피노자는 부 정리 을 통해 실재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 자신의 3 6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했지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증명하지는 않았다 이 보존 경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단순한 . , 
목숨의 연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를 , 
함축하는지는 부 정리 에서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 6 . 
알키에가 지적하는 것처럼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보존 경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 
확장 경향도 주장한다 하지만 확장 경향이 보존 경향으로부터 따라 . 
나온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확장 경향은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부당하게 
도입된 셈이다 오히려 코나투스 논증을 고수한다면 이때의 확장 경향은 . 
외부로부터 그 근거가 주어져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 
코나투스 자체가 확장 경향을 지닌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코나투스. , 
개체의 현행적 본질 안에는 스스로의 상태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는 
셈인데 이는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논증에서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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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제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알키에게 지적하는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의 양립 

불가능성은 단지 정지와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다소 
국소적인 지적에 국한되지 않는다 스피노자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 
강제된다 하나는 충분이유율을 포기하는 것이다 확장 경향을 증명을 . , . 
필요로 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날 것의 사실 로 (brute fact)
상정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코나투스 논증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 , .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를 폐기하고 개체적 본질에 어느 정도의 확장 경향 
혹은 파괴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 된다 두 선택지 모두 스피노자가 .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들뢰즈의 반박 코나투스의 상이한 측면들 사이의 조화   2. : 

텍스트에 비춰보았을 때 스피노자가 코나투스의 다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코나투스의 . 
다층성을 인정한다 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단지 . Deleuze (1970; 2003)
관성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코나투스와 구별하면서, 
스피노자 역학적 코나투스와 변증법적 코나투스가 있다고 말한다. Yovel 

은 한갓 살아남기를 추구하는 와 (1999) ‘origianl conatus’ ‘conatus 
를 구별하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을 논구하고 있다intelligendi’ . 

홍영미 는 요벨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소극적 코나투스와 적극적 (2006)
코나투스를 구별하고 스피노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적극적 
코나투스라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코나투스의 다층성에 관해서는 특별히 . 
언급하지 않으나 코나투스가 더 높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려는 “ ” 
노력이라는 점을 긍정하는 학자들도 많다 는 이러한 . Carriero (2017)
코나투스의 역동적 구조를 완전성을 최대화 하려는 경향이라고 (maximize)
부른다.136) 는 확장성 혹은  Schrijvers (1999) ‘ (expansivity)’ 
최대화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확장 경향을 ‘ (maximizing)’

136) Carriero. (2017).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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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137)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스피노자가 확장 경향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식으로는 알키에의 문제제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 이 문제를 돌파하기 . 
위해서는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 뒤에 확장 
경향의 존재 원인 또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은 . 
동일한 것인가 별개의 것인가 동일한 것이라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될 수 . 
있을 것이며 그러한 구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별개의 것이라면 보존 . 
경향에서 확장 경향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째서 실재가 . 
자신을 단지 보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장하도록 규정되는 것이 
실재의 현행적 본질에 해당하는가 또 실재가 자신의 역량을 ? 
확장해나가는 노력의 인과력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나는 들뢰즈를 중점적으로 참조하면서 이 일련의 물음들에 
답변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알키에의 제자인 들뢰즈는 . 
스승의 스피노자 해석 하나 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신만의 해석을 
정립한다 알키에의 스피노자가 이질적인 개념들의 종합에 실패하고 마는 . 
소화불량의 철학자라면 들뢰즈의 스피노자는 존재 개념의 상이한 위계를 
거부하고 일의적 존재론의 체계적 형태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내재성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코나투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상이한 정의들을 조화시키는 데에는 어떤 “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계론적 정의 보존하다 유지하다 계속해서 : ( , , 
머무르다 역학적 정의 증가시키다 장려하다 변증법적인 것으로 ), ( , ), 
나타나는 정의 대립하는 것에 대립하다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다 왜냐하면( , ) , 
모든 것은 본질에 대한 긍정적 개념화에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138) 

여기서 들뢰즈는 코나투스의 세 가지 층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 . 
가운데 기계론적 정의와 역학적 정의는 각각 윤리학 부 정리 의 보존 3 6『 』 

137) Schrijvers. (1999). p. 69.
138) 국역 들뢰즈 Deleuze. (1970; 2003). p. 140. [ : . (2001).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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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 부 정리 의 확장 경향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변증법적인 3 11 . 
정의는 윤리학 부 정리 의 상반성 테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3 5『 』 
보인다 따라서 들뢰즈의 주장이 자의적인 것은 아니며 그가 제시하는 이 . , 
세 가지 층위를 스피노자의 텍스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문제는 들뢰즈가 무엇을 근거로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이. 139)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들뢰즈의 주장은 그의 역량론적 해석140)에 바탕을 둔다 그는 . 
표현 개념을 중심으로 스피노자 철학에 접근한다 윤리학“ (expression)” . 『 』 
부 정의 에 따른다면1 6 141) 신 혹은 실체는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이때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속성이며 실체의 본질이 이 속성들을 통해 , 
표현된다 이것이 들뢰즈가 말하는 실체 속성 본질의 존재론적 삼항 . - -
관계이다 들뢰즈는 표현이라는 관념의 상관어로 설명하다 와 . (explicare)
함축하다 를 제시한다 설명과 함축은 각각 표현의 두 측면에 (involvere) . 
해당한다 전자는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다자에서 일자가 현시된다는 점. . , 
예컨대 속성들에서 실체가 현시하는 점을 의미한다 후자는 내포하는 . 
것이다 이는 다자의 표현 속에 일자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예컨대 . , 
속성이 실체를 현시할 때 이 실체는 이것을 표현하는 속성에 외재적이지 
않고 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 관념의 특성에 유의할 때 . 
실체의 삼항 관계에서 각각의 항은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동일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삼항 관계의 각각의 항은 세 개의 삼단 논법에서 다른 두 항과 . “
관련해 양자를 동일시하게 해주는 매개항 역할을 할 수 있다[ ] .”142) 

139) 특이하게도 들뢰즈는 그의 스피노자 연구서 스피노자와 표현 문제 에서는 보존 경향 『 』
과 확장 경향에 해당하는 기계론적 정의와 역학적 정의라는 코나투스의 두 가지 층위만
을 다룬다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의 문제가 년 저작이고 위 정의가 등장하는 . 1969『 』
스피노자의 철학 이 년 저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사1970『 』
이에 이론적 진전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변용능력의 상관적인 두 개의 항. 
인 작용하는 역량과 겪는 역량을 각각을 역학적 정의와 변증법적 정의로 세부화하여 제
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스피노자와 표현 문제 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 『 』
참조하라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04. [ : . (2019). p. 269.] 

140)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진태원 . . (2006). p. 8. 
141) 나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 곧 각자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하 “ , , 
게 많은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를 신으로 이해한다”(E D6/Geb : 45).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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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속성은 본질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되는 본질이 실체 자체이므로 
속성은 실체의 현시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실체는 그것의 본질이 속성을 .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속성을 떠나서 실존하기 않는다.

그런데 실체가 속성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처럼 각각의 
속성들 역시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러한 두 번째 표현의 층위에서 표현은 . 
곧 인과적 생산을 의미한다 속성은 양태로 변용함으로써 혹은 . , 
자신으로부터 산출되고 자신에게 의존하는 양태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렇게 산출되는 양태는 무한한 것이든 유한한 것이든 일정한 . 
방식으로 변용된 신의 일부이며 그러한 한에서 신의 역량의 한 부분을 
표현한다 이로부터 실체의 또 다른 삼항 관계가 나타난다 이것은 . . 
역량으로서 본질 그리고 이것을 자기 본질로 갖는다는 것 또 무한한 , , (
방식으로 변용되는 능력 사이에 성립한다 이때 양태가 속성에 ) .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 양태를 비실재적인 허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태가 속성으로부터 산출되며 속성을 표현한다는 사실은 . , 
양태의 능동성을 보장한다 이는 표현 개념의 독창성 덕분이다 각 속성이 . . 
실체의 본질을 표현함으로써 실체와 동일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태는 
변양을 통해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속성과 동일시된다 결국 속성이 실체의 . 
주관적 허상이 아닌 것처럼 양태도 비실재적인 가상이 아니라 실체의 
본질과 역량을 자신의 수준에서 표현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들뢰즈는 . 
속성 양태 변양 사이에 성립하는 이러한 표현관계를 양태적 삼항 , , 
관계라고 부른다.

이처럼 표현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들뢰즈의 해석은 스피노자의 
실체가 역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들뢰즈는 스피노자를 . 
부동의 실체 철학자로 간주하는 범신론적 해석에 맞선다 범신론적 . 
해석에서는 실체는 그 자체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 실체로부터 , 
존재론적 하강 운동을 통해 그 자체로는 결코 자립적일 수 없는 덜 
실재적인 존재자들이 유출될 뿐이다 그러나 들뢰즈에게 스피노자의 . 
실체는 부동의 존재가 아니며 양태는 비자립적 존재가 아니다 실체의 , . 

142)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1. [ : . (2019).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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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곧 그의 역량이다(EⅠ 이 역량은 무한하게 많은 것을 P34), 
무한하게 많은 방식으로 산출하는 힘이다(EⅠ 따라서 실체는 자기 P16). 
자신의 원인이자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서 무한하게 많은 방식으로 
무한하게 많은 것을 산출하는 역동적인 존재이며 양태는 실체의 한 
변양으로서 이러한 역량을 표현해준다 이 점에서 들뢰즈의 해석은 . 
역량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들뢰즈의 역량론적 해석은 코나투스의 다층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이 맥락에서 들뢰즈가 제시하는 ? 
스피노자 자연학의 반 데카르트주의적 기획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비적 - . 
논의에서 잠시 고찰한 것처럼 데카르트는 물체가 신이 부여한 운동량만을 
지닐 뿐 능동적인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143) 물리적  
세계의 변화무쌍함은 사실 신이 지정한 운동 법칙에 따라 운동량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다 요컨대 데카르트의 자연학은 신의 . —
불변성에 근거하여 운동 법칙과 운동량이 고정성이 보장되므로 각각의 —
물체는 자신의 운동량을 보존하는 경향을 갖기는 하지만144) 스스로  
운동할 수는 없는 타성적인 죽은 신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다 며 “ ”
경악했던 데카르트의 세계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 
반 데카르트적 기획은 데카르트가 자연으로부터 빼앗은 역량을 다시 -
자연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은 자연 안에 불가해한 신비한 성질을 부여하는 
전근대적 관점으로 회귀하는 일로는 완수될 수 없다 데카르트가 이룩한 . 
근대 기계론의 성과를 보존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들뢰즈가 보기에 .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학설을 통해 이 기획을 달성한다 스피노자의 . 
코나투스는 기계론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역학적인 차원에서 역량의 증감을 겪을 수 있으며 자신과 

143) 이 논문 를 참조하라 pp. 16-21 .
144) 들뢰즈는 이러한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이미 기계론적 의미의 코나투스 용법을 사용하 
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음을 첨조하라 국역. . Deleuze (1969; 2014) p. 210. n. 28. [ : 
들뢰즈 (2019) p. 278. 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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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하지 않는 변용을 멀리하고 합치는 변용은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스피노자의 체계에서 각각의 실재가 수동적인 타성태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이유는 역량론적 해석에 근거하여 마련된다. 
유한 양태가 절대적 실체의 한 부분인 한에서 그 부분의 정도만큼의 , 
역량을 자신의 본질로 갖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이렇게 말한다 양태의 . . “
본질은 능력의 정도 신의 능력의 부분 즉 내포적 부분 혹은 , , 
강도이다.”145) 

그런데 양태 역시 실체의 역량을 표현하는 만큼 이 본질 역량과 -
관련하는 새로운 삼항 관계가 양태의 수준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양태의 . 
삼항 관계는 실체의 삼항 관계와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실체의 본성이 . 
필연적으로 실존을 포함하는 반면에 양태의 본질은 실존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양태가 실존한다면 이 실존은 필연적으로 양태 . 
자신의 본질만이 아니라 그것의 외부 원인들이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태는 그의 본질 혹은 역량의 정도에 상응하는 매우 . “
많은 수의 외연적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소유할 때 실존한다”146)  
이로부터 이 본질 특징적 관계 외연적 부분들 사이에 양태의 첫 번째 - -
삼항 관계가 성립된다 즉 양태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실존하기 . , 
위해 외연적 부분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각 양태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포섭되어 있는 특징적 관계 속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양태가 매우 단순한 개체일 경우 이것은 단지 운동하거나 , 
정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만 변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양태의 상태는 .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작용을 가하는 외부영향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양태는 이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존하는 기계론적 . 
차원에서 활동한다 하지만 그 양태가 합성된 물체일 경우에 그 물체를 . 
이루는 각각의 부분들이 맺는 복잡한 관계 덕택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양태의 코나투스는 자신의 본질을 . 
규정하는 일정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145) 국역 들뢰즈 Deleuze. (1970; 2003). p. 135. [ : . (2001). p. 149.]
146)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184. [ : . (2019).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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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존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양태는 . 
속성이 변용을 통해 제 자신을 표현하고 인과적으로 자신의 귀결로서 
양태들을 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제 나름의 결과를 
산출한다 이때의 표현은 변용될 수 있는 소질 곧 변용 능력을 . (aptus), 
통해 양태가 실제로 특정한 방식으로 변용됨으로써 실현된다 이로부터 . 
유한 양태의 두 번째 삼항 관계가 등장한다 이것은 본질 변용능력 그 . , , 
능력을 실행하는 변용들 사이에 성립한다. 

들뢰즈는 실존하는 유한 양태가 겪을 수 있는 변화의 종류와 그 
충위는 다양하다고 말한다.147) 먼저 두 종류의 변화가 있다 외부의  . 1) 
작용을 겪는 힘 혹은 역량 그러니까 수동적 변용 오직 자신의 고유한 2) 
본성에 따라서만 변용 능력을 발휘하는 것 능동적 변용 다음으로 두 , . 
종류의 층위가 있다 수동적 변용과 능동적 변용의 합으로 구성되는 . 1) 
변용 능력 자체 변용 능력의 총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 
변화되는 수동적 변용과 능동적 변용의 비율 들뢰즈는 이렇게 변화의 . 
종류와 층위를 나눔으로써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을 적절하게 구별하고 
양자를 조화시킨다 전체적인 변용 능력의 층위에서 각 양태는 항상성을 . 
유지한다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애씀으로써 자신의 역량의 . , 
총량을 보존한다 이러한 변용 능력의 상실은 곧 그 양태의 소멸 죽음을 . ,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용 능력을 구성하는 수동적 변용과 . 
능동적 변용의 비율은 변화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하나의 실존 양태를 . “
전체적으로 특징짓는 관계는 일종의 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148) 우선 변용 능력은 외부 영향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양태가 이러한 수동적 변양을 겪는 경우 변용 능력 . 
혹은 행위 역량은 최소치가 된다 왜냐하면 외부 물체가 양태의 본성에 . 
개입함으로써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강제했고 
이에 따라서 양태를 양태가 할 수 있는 것과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147)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01. [ : . (2019). p. 266.]
148) 이 변화의 층위를 도입하면서 들뢰즈는 알키에가 사용하는 어휘들 탄성 성장 노화 ( , , , 
병 을 동원하는데 이는 자신의 해석이 스승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라는 사실을 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을 참조하라 그리고 . . Alquié (2003). pp. 269-251. Deleuze. 

국역 들뢰즈(1969; 2014). p. 202. [ : . (2019).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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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변용 능력을 온전하게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위 능력은 최대치가 된다 따라서 수동에서 . 
능동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능동에서 수동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행위 
역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별에 근거할 때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은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들뢰즈는 이렇게 말한다. . 

스피노자 철학에서 두 가지 기본적 착상이 양립하고 있다 자연학적 “ . 
착상에 따르면 능동적 변용들에 의해서 실행되든 수동적 변용들에 의해서 , 
실행되든 변용 능력은 동일한 본질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 . 
양태는 언제나 최대한 완전하다 그러나 윤리학적 착상에 따르면 변용 . , 
능력은 양단의 한계 내에서만 일정하다 수동적 변용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 
동안에 변용 능력은 최소치로 줄어든다 그때 우리는 불완전하고 . 
무능하다.”149) 

먼저 보존 경향은 양태의 본질을 표현하는 변용 능력의 총량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확장 경향은 능동 수동의 비율 . -
변화를 통해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이 행위 역량의 증대를 의미하는 이유는 바로 
스피노자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이다.150) 한편 각 실재가 굳이 수동에서  
능동으로 이행하려는 확장 경향을 까닭은 그것이 실재의 본질과 실재를 
분리시키는 것을 극복하는 우리의 본질의 유일한 표현 이자 우리의 변용 “ ”
능력의 유일한 긍정 이기 때문이다 곧 들뢰즈는 변용 능력이 그 행위 ” . 
능력의 차원에서 최대치를 실현하도록 정향되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해석적 배경을 우회하느라 다소 장황할 수밖에 없었던 
논의의 요점을 정리해보자 들뢰즈는 역량론적 해석을 기반으로 . 
코나투스의 다층성 문제에 접근한다 이 해석적 입장은 스피노자의 . 
코나투스 학설을 반 데카르트적 기획의 일환으로 독해한다 스피노자의 - . 

149)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05. [ : . (2019). p. 271.]
150) 스피노자는 들뢰즈가 수동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 즉 외부영향에 의해 변용되는 경 , 
우를 불완전하고 무기력하다고 규정한다



- 113 -

자연은 죽은 신체가 아니다 각각의 유한 양태는 신의 능동적인 역량을 . 
표현하는 부분이다 표현의 삼항 관계가 갖는 독특성이 이 양태의 . 
자립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각 양태는 자신의 현행적 본질 코나투스에 . , 
따라서 스스로 활동한다 이 활동은 양태의 변용능력을 통해 표현된다. . 
그런데 양태의 정의상 양태의 실존은 항상 외부와의 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각각의 실재는 수동적 변용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의 . 
필연성으로 인해 실존하는 개개의 양태는 그 행위 역량의 수준에서 
다양한 역학적 변화를 체험한다 왜냐하면 비록 변용능력의 총량을 .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수동과 능동의 비율에 따라 행위능력의 최소치와 
최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들뢰즈는 코나투스 학설의 . 
철학사적 맥락을 짚고 들뢰즈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에 스피노자의 체계 내에서 알맞은 위치를 찾아준다. 

나의 주장 보존 경향의 귀결로서 확장 경향  3. : 

들뢰즈의 해석은 스피노자의 텍스트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을 잘 조화하고 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스피노자가 .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과 스피노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철학적 전통을 동원하기는 하지만 텍스트 내적 근거를 찾아내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151) 물론 들뢰즈의 해석은 표현 개념에  
지나치게 큰 하중을 부과하고 있다 과연 이 개념을 중심으로 스피노자 . 
철학 전반을 해석하는 게 타당한지 혹은 스피노자의 철학의 여러 문제가 
이 개념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는 더 따져 물어봐야 한다. 
그러나 이 절에서 논의의 주안점은 들뢰즈의 스피노자가 아니라 
코나투스의 다층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들뢰즈는 이 문제를 정말로 . 
해결했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나는 앞서 문제 ? . 1) 

151) 예컨대 들뢰즈는 스피노자가 사용하지 않는 둔스 스코투스의 형상적 구별이라는 개념 
을 동원하여 속성들 사이의 실재적 차이를 보존하면서 실체의 존재론적 통일성을 확보
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알키에서 속성의 다수성과 실체의 단일성을 조화시킬 수 없다. 
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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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물음들을 
검토함으로써 들뢰즈의 불충분성을 보이고 관계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2) 
코나투스의 다층성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나는 앞서 장 절 항의 도입부에서 코나투스의 다층성과 3 2 2
관련하여 답해야 할 다섯 가지 물음을 제시했다 보존 경향과 확장 . (i) 
경향은 동일한 것인가 별개의 것인가 동일한 것이든 별개의 것이든 (ii) 
양자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구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별개의 것이라면 보존 경향에서 확장 경향으로 이행할 수 있는 (iii) 
근거는 무엇인가 어째서 실재가 자신을 단지 보존할 뿐만 아니라 (iv) 
스스로 확장하도록 규정되는 것이 실재의 현행적 본질에 해당하는가 (v) 
실재가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나가는 노력의 인과력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먼저 과 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층위의 구별을 통해 보존 (i) (ii)
경향과 확장 경향을 각각 코나투스의 별개의 측면으로 고려한다 변용 . 
능력의 총량과 관련하며 확장 경향은 변용 능력의 비율과 관련한다. 
그리고 에 대한 답변으로 각 실재가 변용 역량의 비율에서 수동적 (iii)
변용을 줄이고 능동적 변용을 상승시킴으로써 행위 역량의 최대치로 
나아가려는 이유가 각 실재는 자신의 본질을 긍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이 역량의 순수한 발현과 분리되는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들뢰즈는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이 . (i)-(iii)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반면에 들뢰즈는 와 에 관해서는 유효한 답변을 제시하지 (iv) (v)
못한다 이로 인해 들뢰즈의 역량론적 해석은 알키에의 문제제기가 . 
충족이유율과 관련하여 지니는 함축까지는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난점을 만들어낸다 는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논증에서 보존 . (iv)
경향만을 증명했음에도 어째서 확장 경향까지 실재의 현행적 본질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와 관련해서 들뢰즈의 명시적인 답변은 .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들뢰즈는 의 답변을 응용할 수는 있을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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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들뢰즈의 말처럼 만약 변용 능력의 총량에서 능동적 변용이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우리의 본질의 유일한 표현“ ”152)이라면, 
이 변용 역량의 총합을 보존하려는 경향으로부터 확장 경향이 따라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확장 경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증은 편의상 
생략해도 무방하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는 분명 나쁘지 않은 답변이고 나도 이러한 접근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에서 보여준 들뢰즈 . (i), (ii)
자신의 입장과 상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들뢰즈는 보존 경향과 확장 . 
경향을 구별한다 이것은 그가 상이한 정의들 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 ‘ ’
말한다는 점에서 확실하다.153) 물론 이때 들뢰즈가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이 수적으로 구별되며 각 실재에는 두 개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들뢰즈는 각 경향이 관여하는 층위를 구별하면서 양자를 . 
나눈다 그렇다면 두 경향은 연장된 것이 자신의 크기를 가지는 동시에 . 
모양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태적으로 구별되거나 적어도 사고 
상으로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코나투스의 역학적 특징들은 . “
기계론적 특징들과 연동된다”154)고 말한다는 점에서 홍영미 처럼 (2006)
코나투스가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 이에 근거하는 . (iii)
의 들뢰즈의 답변을 고려한다면 확장 경향과 보존 경향을 별개의 (iv)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확장 경향이 단순히 주어진 변용 능력의 활성화 . 
정도를 잘 보존하여 그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라면 각 실재는 ‘ ’ 
보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확장 경향은 . 
사실상 보존 경향의 귀결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확장 경향은 . 

152)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06. [ : . (2019). p. 272.]
153) 이때의 정의를 명목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재적 정의로 본다면 그렇다 그러나 스피노 . 
자가 윤리학 에서 정의를 어떤 실재의 정의는 그 실재의 본질을 긍정“[ ] ” 『 』 …

한다고 말하며 본질을 그것이 주어지면 그 실재가 필연적으(E3P4dem, Geb : 145) , “Ⅱ
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실재도 필연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속한다, ” (E2D2, Geb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들뢰즈가 스피노자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가정할 때: 84)Ⅱ —
코나투스의 상이한 정의들이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별되는 코나투스의 여러 측면들—
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  

154)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10. [ : . (2019).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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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경향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확장 경향이 보존 경향과 
동시에 실재의 현행적 본질이라거나 이 본질의 동등한 두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존 경향만이 현행적 본질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 
적어도 들뢰즈가 제시하는 해석 내에서 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 (i), (ii)
어기지 않고서는 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구성할 수는 없다(iv) .

들뢰즈 해석의 더욱 심각한 난점은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v)
나타난다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만약 유한 . 
양태에게 확장 경향이 인정된다면 이 확장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바꿔 말하자면 어떻게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함으로써 ?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알키에도 명시적으로 제기한 ? 
문제이며 확장에 소요되는 여분의 역량 혹은 인과력의 출처를 묻는다는 , 
점에서 충족이유율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 
들뢰즈의 대답은 모른다 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우리는 그 작용 역량이 어떠한지도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지 혹은 “ , 
되찾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능동적 존재가 되려고 구체적으로 시도해 .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155) 

위 주장이 단지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공히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들뢰즈도 윤리적 물음 의 지평에서 이를 “ ”
언급하고 있다 유한 양태의 실존은 필연적으로 외부 환경과 교섭하는 .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능동적인 행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 구조 혹은 정신 . 
구조가 갖는 역량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 하며 유한 , 
양태의 실존 조건을 고려할 때 어떠한 수동적 변용도 겪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한계를 알 수 없을 것이다.156) 이처럼 능동적  
변용의 한도와 그 형태가 미리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과 

155)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05. [ : . (2019). p. 272.]
156)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가 우리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는 스피노자의 말(EⅢP2S/Geb : 141-144Ⅱ 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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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할 경우에 우리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해보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가 묻는 어떻게 는 단지 실천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v) ‘ ’
이론적 근거와도 관련한다 따라서 모른다 는 들뢰즈의 답변은 상당히 . “ ”
곤란하다 결국 들뢰즈의 침묵. 157)은 진태원 이 적절하게 비판한 . (2006)
것처럼 스피노자의 역량 개념을 스피노자가 비판한 자유 의지 혹은 , 
데카르트의 능력 개념으로 변질시킨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 (facultas) . 
역량은 의지적 선택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스피노자에게 역량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힘이다 만약 . 
이러한 특징을 간과하고 역량을 단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동성이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부 원인을 압도할 수 있는 인과력으로 
고려한다면 스피노자가 고수한 엄격한 결정론적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역량은 원인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성질의 . 
것이고 따라서 절대적 합리주의에도 어긋난다.158) 결론적으로 들뢰즈의  
해석은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의 두 측면이 양립 가능하다는 점만을 

157) 물론 들뢰즈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들뢰즈가 취할 수 있는 답변을 구성해볼 수는 있 
다 가령 . 외부 상황이 개선되어 겪는 힘 으로 사용되던 역량을 행위하는 역량 으로 투‘ ’ ‘ ’
입할 수 있다고 보면 어떨까 들뢰즈가 어떨 때는 겪는 역량과 작용하는 역량은 변용 ? “
능력이 동일한 가운데 상관적으로 변하는 두 역량이다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 유한 양태가 체험할 수 있는 역. 
량의 역학적 변화는 전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제되는데 외부 영향으로 
인한 비율의 변화를 실재의 능동적인 역량의 증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158) 실제로 이러한 특징은 데카르트의 자유 의지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데카르트는  . 물
리 세계에는 엄격한 결정론을 고수했지만 정신세계에는 자유의지라는 예외를 허용했다.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원인도 갖지 않으면서 이 세계에 새로운 인과계열을 야
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원인을 통해 설명할 수 없으며 .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인정은 충족이유율에 위배된다 단. , 들뢰즈가 충분이유율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평가일 것이다 오히려 들뢰즈는 자연. 
에 능동적 역량을 부여하려는 스피노자의 기획이 기계론 자체의 충분이유를 제시하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p. 207-208. [ : . (2019). p. 

각 양태의 역량은 신의 역량의 부분적 표현이다 따라서 특정한 양태가 어째서 275.]) . 
그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내재적 인과관계에 따라 신을 통해 설명될 수 있고 신은 
자기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은 충분이유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논점은 역량 자. 
체의 일반적 근거가 아니다 각 실재가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역량내지. 
는 인과력의 근거가 관건이며 들뢰즈가 여기에 대해 모른다 고 답한다는 점에서 문제, “ ”
가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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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할 뿐 충분이유율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제 나는 관계론적 해석에 입각하여 앞서의 다섯 가지 물음에 , 

답변하면서 코나투스의 다층성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출하겠다,  . 
먼저 에 대해 나는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이 서로 수적으로 동일할 , (i)
뿐만 아니라 실재적으로도 동일하며 심지어는 양태적으로도 구별되지 ,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텍스트 상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이러한 의 물음에 대해 나는 개체가 자기 안에서 머무르려는 (ii)
노력 이 인간의 의식적 수준에서는 욕망 으로 (conatus) ‘ (cupiditas)’
드러나는 것과 동일하게 이 보존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의식적 수준에서는 
확장하려는 경향으로 현상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보존 . 
경향이 인간에게 현상할 때는 확장 경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 ? 
지점에 대해서 들뢰즈는 이미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유한 양태는 본질이 실존을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 양태가 . 
실존한다면 이 실존의 원인은 항상 외부 원인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양태의 본질 다시 말해 코나투스는 이렇게 성립된 실존을 유지하려고 할 , 
뿐이다 그런데 이 외부 환경이 양태를 실존하게는 했지만 이 양태에게 . 
언제나 우호적인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 “
것들이 없이 그 자신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인 한에서 
우리는 작용을 겪게 된다”(EⅣ 즉 한 개체가 실존하는 P2/Geb : 212). , Ⅱ
환경은 그것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와 항상 간극이 있다. 

는 이러한 유한 양태의 실존 조건을 눌려 있는 Schrijvers (1999)
용수철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자연의 일부로서 용수철은 작용을 겪을 . 
수밖에 없다 용수철은 외부 원인의 압력은 구부러지는 것으로 수용한다. . 
따라서 현재 용수철은 눌려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용수철의 주어진 본질은 . 
눌려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용수철은 본질을 유지하고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보존 경향은 외부 원인에 대립하고 튀어 ‘
올라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운동으로 현상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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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체가 자신의 본질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그것을 복원하는 노력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노력은 외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를 통해 행위 역량을 현재 상태보다 증진시키려는 확장의 
욕망으로 드러나게 된다.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이 동일하고 단지 현상적으로만 구별될 
뿐이라면 과 의 물음은 우회할 수 있다 코나투스는 사실상 오직 (iii) (iv) . 
보존 경향에 따라서만 행위하기 때문에 이 제기하는 보존에서 (iii)
확장으로의 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존 경향이 확장으로 드러나는 . 
것일 뿐이므로 확장 경향에 대한 추가적 논증을 요구하는 의 문제도 (iv)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결책은 에 대한 들뢰즈의 . (iii)
답변을 다소 변형한 뒤 답변의 일관성을 위해 에 대한 입장을 (i), (ii)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들뢰즈는 쉬운 길을 두고 더 . 
복잡할뿐더러 불충분한 결론으로 나아갔는가? 

나는 그의 역량론적 해석이 전제하는 본질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박기순 이 지적하는 것처럼. (2013) 159) 들뢰즈는 역량을  
관계 자체 속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들뢰즈에게 . 
양태의 본질은 그것이 실체의 한 부분으로서 표현하는 역량의 정도 다시 , 
말해 내포적 강도이다 그리고 영원성의 차원에서 이 본질은 단순하고 . “
영원하다”160) 물론 들뢰즈는 유한 양태가 실존하기 위한 실존하기 위한  
조건에서 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양태가 . “
실존으로 이행할 때 그것은 무한히 많은 외연적 부분들이 그 양태의 본질 , 
혹은 능력의 정도에 상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외부로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161) 그런데 들뢰즈는 이 관계나 외연적 부분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는 각각의 외연적 부분마다 하나의 본질을 찾을 . “
필요는 없는 것 같다”162)고 말하면서 외연적 부분들과의 관계맺음을 , 
개체의 본질 안으로 포함시킨다 양태의 실존을 합성하는 무수히 많은 . 

159) 박기순 . (2013). p. 350. n. 32.
160) 국역 들뢰즈 Deleuze. (1970; 2003). p. 100. [ : . (2001). p. 111.]
161) 국역 들뢰즈 Deleuze. (1970; 2003). p. 135. [ : . (2001). p. 150.]
162)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189. [ : . (2019).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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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적 부분들은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관계 아래서 해당 양태에 “ ” 
속한다 외연적 부분들은 그 자체로는 실존하지 않으며 오직 내포적 . 
강도와 연합하여 이 양태의 개별적 실존을 합성하는 한에서만 실존한다. 
따라서 설령 이 양태의 실존을 구성하는 외연적 부분들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운동과 정지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 양태는 동일한 본성을 
유지한다 결국 무수히 많은 외연적 부분들의 합성을 통해 실존하는 . 
양태의 경우에도 그 본질은 여전히 단순하다. 

실제로 들뢰즈가 실존하는 양태의 본질이 변용 능력을 통해 
표현된다고 말할 때 이 변용 능력은 내포적 강도와 외연적 부분을 통해 
합성되며163) 경우에 따라 특정한 변용을 통해 이 본질 자체가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즉 양태가 실존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그것에 . “ , , 
속하는 변용들에 따라서 그것의 본질 자체가 변할 수 있다.”164) 그렇다면  
내포적 강도에 따라 외연적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가령 사자가 호랑이로 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어떤 양태의 — —
본질이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설령 더 이상 변화 이전과 동일한 . 
개체는 아닐 지라도 말이다 정리하자면 들뢰즈의 역량론적 해석은 외연적 . 
부분들을 단일한 양태 안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각 실재의 본질을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들뢰즈는 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용 능력이 . 
변동하는 것을 그 개체 자체의 본질이 변동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각 실재의 변용 능력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역학적 변화는 본질 
자체의 변화를 산출할 수도 있으므로 이 변화를 보존 경향의 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들뢰즈는 이 때문에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을 .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적 노선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나로서는 들뢰즈가 왜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본질 
속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양태의 본질을 내재적 . 
강도로 파악하는 역량론적 해석보다는 관계 속에서 그 본질과 역량을 
파악하는 관계론적 해석이 스피노자의 텍스트에 더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적 이점 이어지는 장에서 점차 분명하게 드러날 —

163)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p. 197-198. [ : . (2019). pp. 260-261.]
164) 국역 들뢰즈 Deleuze. (1969; 2014). p. 205. [ : . (2019).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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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관계론적 해석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다음 . —
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우선 코나투스의 다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관계론적 해석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관계론적 입장에서 개체의 본질은 관계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다 개체는 별도의 독자적인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박기순 은 . . (2012)
관계론적 관점에서 스피노자의 유한 양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스피노자가 각 사물은 신의 본질 즉 역량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 , 
있으며 신의 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각 사물은 신의 , , 
역량의 변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항은 우리가 함수 에서 . , (Fonction)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변향들의 변이에 따라 그 함수 관계에 따라 ,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변항은 다른 변항들에 독립적으로 사유될 수 . 
없다.“165) 

이처럼 관계론적 해석은 역량론적 해석과 달리 한 개체가 
독립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다른 개체들과 맺는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그 역량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한 개체가 지닌 .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은 어떠한 독자적인 힘을 
유지한 채 외연적 부분들을 흡수하여 변용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경향은 자신에게 적합한 . 
관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곧 외부 실재의 인과 연쇄를 자신에게 . 
유리한 방식으로 배치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론적 해석은 에 대한 나의 주장을 (i), (ii)
뒷받침해준다 각각의 실재는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만 실존한다 그런데 . . 
일련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개체는 자신의 존재를 무한정한 시간 동안 
보존하려고 노력한다(EⅢ 그러나 외부 환경은 그 개체를 산출한 상태 P8).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무한하게 많은 방식으로 . 

165) 박기순 . (2012).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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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하게 많은 것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속에서 실재들의 . 
배치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변화는 이 연관 속에 참여하는 . 
각각의 변항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각 실재에게 불리하게 . 
작용하기 마련이다.166) 따라서 각 실재는 이 영향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외부 환경을 자신에게 적합한 것과 만나고 부적합한 것은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방식으로 배치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고자 
노력한다 즉 무한정한 시간을 함축하는 이 보존하려는 노력은 시간 . , 
속에서 발휘될 때는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관계론적 해석에 근거할 때 를 훨씬 수월하게 , (v)
해결할 수 있다 는 확장 경향이 갖는 인과적 역량의 출처를 묻는다. (v) . 
그러나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 사이의 거짓 대립이 사라졌으므로 의 (v)
문제는 다소 변형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보존 경향이 곧 확장 경향이므로 .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 혹은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는 여분의 인과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각 실재의 행위 역량이 그 실재의 . 
이전 상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이 변화를 
야기하는 인과력의 출처를 묻는다 당연히 이러한 역량의 증감은 다른 . 
개체들과의 복합적인 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들뢰즈의 경우 이 연관을 . 
개체의 본질로 흡수시키고 이 본질의 내적인 힘으로부터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취할 수 

166) 그렇다면 어째서 왜 이 우주는 각각의 것이 각각의 것을 최적의 상태로 실존할 수 없
도록 하는 상호 제약적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가 가령 모든 물체가 이상적 공간 속에서 ? 
서로 평행하면서 직선 운동을 했다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등속직선운동을 유지할 수 있
었을 것이다 이 변신론적 물음 앞에 국역 마트. Matheron. (1969; 1988, p. 24-30.[ : 
롱 은 꽤 흥미로운 답변을 한다 개체적인 코나투스들은 왜 조.(2008) p. 41-49.]) . “[ ] …
화롭게 공존하는 대신에 늘 서로 경쟁하는가 벨 의 말을 빌리자면 왜 독일? (P. Bayle) , 
인으로 변용된 신은 투르크족으로 변용된 신을 죽이는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 , 
악은 연장에서 비롯된다 신의 무한한 속성으로서 연장은 운동과 정지라는 직접 무한 .” 
양태를 갖는다 그리고 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에 따라 전 우주의 얼굴 즉 간접 무한 . ‘ ’, 
양태로서 우주의 짜임새가 결정된다 그런데 마트롱에 따르면 연장의 양태들은 상호 . ‘
외재적 이므로 연장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단번에 산출될 수는 없다 연장이 ’ . “
운동 정지를 통해 양태들의 본질들을 현실화시킬 때 이는 차례차례 이뤄질 수밖에 없- , ”
으며 따라서 새로운 짜임새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구성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개, 
편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개체들은 서로 충돌하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짜임을 구성. 
하기 위해 알맞게 배치된다 이러한 연장의 존재론적 비극 으로 말미암아 경쟁적 우주. ‘ ’
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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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하지만 관계론적 해석에 근거하여 개체들의 역량이 영원성의 . 
차원에서도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규정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행위 역량의 근거를 개체의 본질과 동일시되는 변용 
능력으로부터 설명해야 하는 굴레에 묶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 개체의 . 
행위 역량의 증가는 이 개체에 최적화된 배치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변항들의 인과력이 유리하게 작용하게 작용된 결과라고 설명될 수 
있다.

요컨대 코나투스의 다층성 문제는 보존 경향과 실존 경향이 
현상적으로만 구별될 뿐 실제로는 동일한 한 가지 경향임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 해결된다 내 생각에 두 가지 경향을 양립 가능한 별개의 .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아둔다.167) 물론 적어도  
각 실재들이 상이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 
유의미한 단계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코나투스 자체의 . 
상이한 층위로 간주하여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이 따로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확장 경향에 조금 더 알맞은 명칭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절을 마치려고 한다 자기 보존의 노력이 더 큰 완전성을 . 
추구하려는 욕망으로 현상하는 까닭은 미리 정해진 완전성의 최고치에 
도달하기 위해 역량을 최대화하려거나 본질 자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다 확장 경향 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 ‘ ’
저해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외부의 인과 연쇄를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배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종 역량이 상승하는 
결과가 획득되기 때문에 보존 경향이 그렇게 보일 뿐이다 우리는 . 
실용적인 목적에서 인간 본성의 완전한 모델을 가정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최대치 혹은 목적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각 실재가 . 

167) 들뢰즈의 경우에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을 구별하는 역량론적 해석의 논거가 충분이 
유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한편 홍영미 의 . (2006, p. 32)
경우에는 코나투스의 적극적 측면을 자신의 결여를 보완하려는 완성을 향한 내재적인 “
경향 으로 서술하면서 코나투스에 목적론적 함축을 부여한다 그러나 장 절에서 이미 ” . 3 1
논의한 대로 코나투스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려는 목적 지향적 행
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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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려는 경향을 완전성을 확장한다거나 최대화한다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이 점에서 나는 보존 경향이 역량 증대의 욕구로 . 
나타나는 경우를 일컬을 때 최적화 경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볼 (optimize)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제 절 3 코나투스 학설의 반직관성과 관련된 문제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에 대한 문제제기들  1.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3 4『 』 
테제를 주장한다.

어떤 실재도 외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파괴될 수 없다.

증명 
이 정리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어떤 실재의 정의는 그 실재의 본질을 . 
긍정하지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실재의 본질을 정립하지 제거하지 .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외부 원인이 아니라 실재 자체에만 주의를 . 
기울이는 한 우리는 이 실재 안에서 이 실재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Q.E.D. (Geb : 145)Ⅱ

이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가 코나투스 학설의 논증적 
질서에서 갖는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이다 그런데 이 . 
테제는 반직관적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 
무의식적이든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데 몰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경험을 통해 쉽게 반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리가 체계 
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설적인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 
테제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흥미로운 
비판과 반례들이 제출되었다 자살이나 자해 같이 스피노자가 직접적으로 . 
고려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스피노자의 설명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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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 제기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스피노자가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물의 본질 자체가 그것의 파괴를 함축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물로서 성립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례들을 스피노자 체계 내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지 의문을 던지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먼저 자기 파괴 불가능성 테제의 문제점과 자살에 관한 스피노자 , 
해명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는 비판을 다뤄보겠다 이번에도 베넷 . (1984, 

이 지금의 논제와 관련하여 매우 핵심적인 반론 몇 가지를 pp. 231-240)
제출하였다 그는 스피노자가 잘못된 인과적 합리주의. (causal 

에 기초하여 이 테제를 추론하고 있다고 말한다rationalism) . 
스피노자에게 어떤 가 외부의 도움 없이 를 할 경우에 의 내적 x p x
본성 은 논리적으로 를 수반한다 그렇다면 가 의 (intrinsic nature) p . p x
파괴를 야기할 경우 의 본성은 비일관적이게 되므로 스피노자는 자기 x
파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베넷이 . 
보기에 이는 인과 법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간과한 
추론이다 베넷은 에서 가 . (Fx and Gx at T ) (Fx and not Gx at T )₁ ₂
인과적으로 따라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시점 에서 라는 속성을 . T G₁
갖는 것은 시점 에서 라는 속성을 갖는 것과 모순되지 않으며T non-G , ₂
심지어 속성 자체에서 사후에 가 생겨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 G non-G
않는다 베넷은 시간성에 대한 고려가 치명적 모순을 무해한 변화로 . 
바꿔놓는다고 말한다. 

베넷은 스피노자가 자기 파괴로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외부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베넷이 . 
보기에 스피노자의 반론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 외부 원인이라면 . 
대체 무엇 에 외부적이라는 것인가 이 무엇을 규정하기 위해 베넷은 ‘ ’ ? 
우선 포괄적 본성 과 본질 을 구별한다 전자는 (whole nature) (essence) . 
우연적 특성 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체의 상태 전체를 (accidental feature)
의미하고 후자는 한 개체의 성질들 가운데 그 개체로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구성하는 것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베넷에 따르면 . 
스피노자는 양자를 혼동하면서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를 논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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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피노자가 자기 파괴 불가능성 테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개체의 본성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 테제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의 본성은 다음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조건을 포함할 수 없다(1) (a) x : (b) 
의 본성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상실하는 것x

만약 스피노자가 말하려는 것이 개체의 본질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의 본질은 다음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조건을 포함할 수 없다(2)  (a) x : (b) 
의 본질을 어떠한 부분이라도 상실하는 것x

은 보다 훨씬 강한 주장을 담고 있다 의 경우 의 본성은 (1) (2) . (1) x
가 갖는 모든 성질을 지시하므로 이때의 외부 란 정말로 이외의 x ‘ ’ x 
개체에 한정된다 결국 는 자기 외의 다른 개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 x
자기 스스로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 한편 의 경우 의 본질은 . (2) , x
가 가진 성질 중의 일부만을 지시하므로 이때의 외부 는 본질 밖의 다른 x ‘ ’
성질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스스로 실존을 제거하는 것은 . x
불가능하겠지만 다른 변화는 스스로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베넷은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에 대한 의 포괄적 (1)
본성 독해와 의 본질 독해 가운데 어느 쪽이 올바른 해석인지 결정할 (2)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스피노자가 을 인정한다고 . (1)
간주하기에는 의 주장은 너무 강하다 하지만 역시 올바른 (1) . (2)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텍스트에 비춰봤을 때 스피노자는 부 . 3
정리 의 증명에서 우리는 이 실재 안에서 이 실재를 파괴할 수 있는 4 “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서술하는데 이는 을 ” (1)
뒷받침해준다 게다가 에 따른다면 자살의 사례는 허용 가능하게 된다. (2) . 
자살이 의 본질이 아니라 가 갖는 우연적 성질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x x
때문이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자살을 외부 원인을 통해 설명되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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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파괴 불가능성 테제의 반례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해석을 (2)
필요로 한다 베넷은 아마도 스피노자가 절에서는 본질을 대입하고 . (a) (b) 
절에서는 본성을 대입하면서 자기 파괴 불가능성의 테제를 구상한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논증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베넷은 자살에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세 가지 자살의 사례를 . 4 20『 』 
다룬다 칼을 쥐고 있는 의 손을 가 강제로 비틀어 의 심장을 . 1) A B A
찌르게 한 경우 세네카가 폭군의 명령으로 혈관을 드러내도록 강제된 2) 
경우 은밀한 외부 원인들이 의 상상을 배치하고 의 신체를 변용하여 3) A A
이 신체가 앞선 본성과는 상반된 다른 본성을 지니게 한 경우 베넷은 첫 . 
번째 사례는 무척 명백하게 외부 원인이 작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반례가 되지 못 한다고 본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에 .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은 부당하며 이 둘은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에 
대한 명백한 반례에 해당한다.

베넷은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서 비록 네로의 명령이 세네카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자신의 동맥을 끊은 건 어디까지나 세네카이다 즉 네로의 명령은 . , 
인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세네카의 죽음을 유발하지는 않았다 세네카의 . 
죽음에는 그의 본성으로부터 유래한 명예심에 대한 소망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나카의 자살은 부 정리 의 반례가 된다. 3 4 .168) 

세 번째 사례를 고찰하면서 베넷은 스피노자가 몇몇 자살은 자기 
파괴의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죽기 이전에 . 
그의 본성 다시 말해 정체성이 변화한 경우 이때 자살하는 사람은 , , 
이전의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넷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 
정신병리적 현상에 의한 자살이 이러한 유형에 속할 것이라고 본다. 

168) 베넷은 스피노자는 이때 본성 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는  ‘ ’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때 본성 이 의미한다면 세네카가 자살하는 순간에 가졌던 모. ‘ ’
든 속성을 의미한다면 베넷의 말대로 는 부 정리 의 반례가 된다 만약 이때 본(2) 3 4 . ‘
성 을 앞서 정의한 의미에서 본질로 이해한다면 세네카는 단지 그 순간에 가진 우연한 ’
성질에 의해 자살했을 뿐 그의 본질에 따라 자살한 것은 아니게 되겠지만 이것은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를 스피노자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너무 약한 해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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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에도 베넷은 본성 의 의미를 문제 삼는다 만약 이때 ‘ ’ . 
본성을 엄격한 의미에서 본질로 이해한다면 모든 자살은 죽기 이전에 
다른 개체가 되므로 예컨대 헤밍웨이가 자살한다면 실제로 헤밍웨이를 —
죽인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변화한 헤밍웨이 이다 자살이란 행위는 * —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스피노자가 세네카의 자살 사례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때의 . 
본성 을 앞서 정의한 본성과 본질의 중간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는 ‘ ’ , 
스피노자가 원하는 형태의 테제를 뒷받침해주지 못 한다 요컨대 베넷의 .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 비판은 부 정리 의 논증이 매우 모호한 3 4
개념을 사용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론적 전제에 기초해있으며, 
반례들에 취약하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은 자살 외의 흥미로운 반례들을  Matson (1977)
고안했다.169) 그는 이 테제와 코나투스 학설이 관성 원리 스피노자는  —
이를 자연학 소론 보조정리 의 따름정리에서 선험적으로 증명한다 의 3「 」 —
일반화로 고려한다.170) 그는 스피노자가 짧은 증명을 덧붙이긴 하지만 , , 
자명하다 고 한다는 점에서 이 테제가 공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그러나 은 이 테제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Matson . 
테제를 무너뜨릴 두 개의 반례를 제시한다 하나는 태양이다 태양은 그 . . 
본성상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열을 방출한다 태양이 핵융합에 필요한 . 
원소를 모두 연소한 경우 중력 에너지에 의해 수축을 시작하고 이로 인해 
밀도가 높아져 질량이 큰 항성일 경우 폭발한다 이 보기에 . Matson— —
이러한 태양의 메커니즘은 어떠한 외부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없으며 모든 항성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태양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른 반례 하나는 불타는 양초이다 이는 원리상 . . 
태양과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 불가능성 테제의 반례로 활용될 수 있다. 

169) 은 자살의 사례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 Matson (1977, pp. 409-411) . 
살을 자기 파괴 불가능성 테제를 위협하는 반례로 고려하지는 않으며 자살에 대한 스피
노자의 해명을 받아들인다 이 점에서 그는 베넷과 입장을 달리한다. . 

170) 단 은 코나투스 정리는 충분이유율의 부정적 형식 , Matson (1977, p. 406) (negative 
을 응용한 결과이지만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는 긍정과 부정의 구별에 기초form)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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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원리의 반례로 가 제시한 시한 Della Rocca (2006)
폭탄 가 이 사례를 직접 반박하기 때문에 반례라기보다는 Della Rocca—
부 정리 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고실험에 가깝지만 의 경우가 있다3 4 . —
만약 일정한 제한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도록 설정된 시한폭탄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에 의해 파괴되는 사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 양초 사례의 경우는 , Matson
스피노자가 지성교정론 에서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 』

이제 남은 것은 질의 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을 주목하는 일이다 이런 “ ( ) . 質疑
가정은 심지어 불가능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가령 타고 . , 
있는 이 초가 지금 타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말한다거나 또는 그 , 
초가 어떤 상상적 공간에서 혹은 아무런 물체도 없는 곳에서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말할 때가 그렇다 이와 유사한 것을 흔히들 다반사로 . 
가정하곤 하는데 두 번째의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함을 명료하게 , 
이해함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허구는 전혀 없다 사실 . . 
첫 번째의 경우에 내가 한 일은 단지 타고 있지 않은 다른 초를 기억 속에 
불러들였다는 것 혹은 이 똑같은 초를 불꽃 없이 사유했다는 것 그리고 ( ), 
이 다른 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뿐이다 두 번째 경우는 단지 . 
정신이 사유들을 주변에 놓인 물체들에서 빼내어 오직 그 자체로 고찰된 
초를 응시하게 되고 그런 후에는 초에는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어떤 원인도 ,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주변 물체들이 없다면 이 초는. , 
그리고 불꽃이나 그 밖의 다른 것들 역시 불변으로 남을 것이다.” (TIE, § 

김은주 57/Geb : 21-22; 63-65)Ⅱ

은 스피노자가 라부아지에 이전 사람이므로 연소의 원리를 Matson
모른다는 점을 참작해야 하겠지만 여기서 스피노자가 불꽃이 그 자체로 
고찰될 경우 불변으로 남을 것이라고 서술하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다 은 아마도 스피노자가 불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Matson , 
이것이 다른 것에 의해 정지하도록 규정되지 않는 한 관성 원리에 따라 
계속 불꽃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하지만 불꽃이 .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료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은 . M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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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혈액 순환 메커니즘 의 발견 이후 이를 일반화하여 식물 “ [ ] , [ ] 
수액의 순환을 주장했던 식물학자와 같은”171)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  
관성 원리를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로 부당하게 확장시켰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의 비판은 이 테제를 위태롭게 하는 반례를 . Matson
제시할 뿐만 아니라 관성 원리를 보편화하는 스피노자의 추론이 과학적 
오류에 기초한다고 지적한다.172)

더 나아가 자기 파괴의 문제는 단지 다루기 까다로운 논리적 퍼즐 
풀이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범신론적 . 
해석의 역사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은 헤겔을 . 
포함한 많은 독일관념론자들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주체성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들을 실체 개념을 중심으로 . 
스피노자의 사상에 접근했는데 그들에게 스피노자의 실체는 부정성의 
계기를 조금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로 이해됐다 이렇게 파악된 . 
실체는 부정성의 계기를 결여하기 때문에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자기 
반성적 운동을 전개할 이유가 없는 부동적인 존재자이다 범신론적 해석에 . 
따르면 이것은 실체의 양태에 해당하는 개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윤리학 부 정리 실체는 본성상 변용에 앞선다1 1, “ ”(Geb : 『 』 Ⅱ
를 근거로 스피노자에게 양태는 오직 실체에 의존함으로써만 실재성을 47)

확보할 수 있는 비자립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이 보기에 스피노자 . 
철학에서 개체는 주체로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행위자가 아니며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라 그렇게 행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체는 실체의 부동적 질서에 따라 결정된 현재의 상태를 . 
유지하는 것 외의 다른 무엇을 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어떤 . 
주체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철학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자기 파괴의 문제가 갖는 
함축을 한층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자기 파괴의 문제는 개체가 . 

171) Matson. (1977). p. 408-411.
172) 은 다행스럽게도 스피노자가 부 정리 를 자명한 공리로 간주하고 있기 때 Matson 3 4
문에 이러한 과학적 오류로 인해 윤리학 의 다른 정리들이 위협받지는 않는다고 덧붙『 』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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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행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은 개체 안에 부정성이 . 
들어설 여지를 말소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개체가 주체로서 활동할 
여지까지 함께 없애버린다 스피노자의 철학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것도 . 
결여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 더 나아가 코나투스 학설에 . 
따르면 개체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한다 이러한 . 
함축을 밀고 나간다면 이 우주는 다만 주어진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자기 속으로 웅크려 있는 개체들로 구성될 것이며 
여기서는 어떤 변화도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 
현실은 이와 같지 않다 우리는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 
적극적으로 욕망한다 때로는 설령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 . 
위험에 처할지라도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게 없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집념으로 특정 가치들을 목적한다 때로는 단지 어쩌다가 .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 파괴적 행위를 욕망한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 
코나투스가 덕의 가장 일차적인 토대이며 이것이 자기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이라면 이러한 역동적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적 부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욕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해 ? 
빚어지는 갈등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자기 . 
파괴의 불가능성으로부터 논증되는 자기 보존의 원리는 단지 자신을 
축소시키는 파괴적 행위뿐만 아니라 스피노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최적화 
경향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혐의가 제기된다. 

김은주의 반박 부분의 과잉 긍정으로 인한 전체의 파괴  2. :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비판에 대한 스피노자주의적 대응은. 
베넷이 이미 예상한대로 파괴의 원인이 사실은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 
반박하는 것이다 는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불타는 양초의 . Curley (1984)
사례를 분석한다면 이 양초는 이미 외부 원인으로 인해 작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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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가 타는 것은 이 원인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173) 많은  
스피노자의 옹호자들이 이 노선을 채택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의 경우 우선 양초가 Carriero (2017, pp. 164-167) , 
인공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이 양초에서 실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스피노자가 논하는 독특한 것 이 . (res singulares)
인공물을 포괄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나 이처럼 인간의 쓸모를 위해 여러 
개체들 밀랍 심지 불 을 합성하여 제작한 물건이 정말로 통합된 본성 , , — —
내지는 본질을 갖는지는 더 따져볼 문제이다.174) 이러한 맥락에서  

는 불타는 양초에서 불은 밀랍 심지의 통합체를 공격하는 외부 Carriero -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불타는 양초 란 실제로는 통합된 본질을 갖지 , ‘ ’
않는 단지 사고상의 존재 라고 주장한다(ens rationis) .175) 자살의 사례  
역시 그 유형이 어떠하든 외부 원인의 영향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 

역시 자신이 제기한 시한폭탄 사고실험을 Della Rocca (2006)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는 우선 한 실재의 본질과 그것의 전체 . 
상태 를 구별한다 그리고 유한 양태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total state) . 
자신의 본질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 원인들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경우에 한 개체의 상태에는 그 개체의 본질만으로는 . 
설명할 수 없으며 외부 원인들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 여러 속성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별에 근거하여 시한폭탄의 폭발은 그 자신의 전체 . 
상태에 의한 자기 파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에 의해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기폭 과정은 외부의 원인들이 작용한 . , 
결과이다. 

173) 더 나아가 는 스피노자가 불의 연소에 대한 과학적 오류를 지적하는  Curley Matson
의 비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평을 남긴다 비록 스피노자가 불의 연소에 산소가 필. 
수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 하였겠지만 이 고려하는 것처럼 불의 연소에 어떠한 Matson
연료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료의 필요성은 이미 데카르트 자. 
연학에서 공인된 바였으며 몇몇 사료들을 참고했을 때 스피노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인용하는 지성교정론 구. Matson 『 』 
절은 초가 어떤 상상적 공간에서 혹은 아무런 물체도 없는 곳에서 타고 있다 는 가정“ ”
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 Curley (1984). p. 165. 

174) 는 인공물 외에도 곰팡이 처럼 각각의 개체를 구별하기 어려운 군집 Carriero (fungus)
체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175) Carriero. (2017).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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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반론들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 
사례에 대한 반박만으로는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에 제기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베넷의 비판은 스피노자가 시간적 . 
추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본질 본성 개념이 -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테제를 공격한다 더욱이 독일 . 
관념론자들의 비판은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이 주체성의 말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테제의 애매성을 해소하고 자기 . ,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 및 주체성과 그에 따른 역동적 변화가 근본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설령 특정 반례들에 대한 
성공적인 해명을 하더라도 문제제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욱 원리적인 수준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간략하게 다룬 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코나투스의 복합성을 주장함으로써 
스피노자 철학에 내적 부정성을 도입하려는 김은주 의 시도가 가장 (2016)
주목할 만하다 김은주의 해석은 단순 개체관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한다. . 
스피노자 철학에서 하나의 개체가 무수히 많은 부분들로 구성된 존재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앞의 절에서 다룬 들뢰즈의 역량론적 . 2
해석처럼 대다수의 학자들이 개체의 본질은 단순하다고 가정한다. 
김은주는 이러한 해석 경향에 맞서 스피노자에게서 모든 개체가 “
복합체인만큼 코나투스 역시 복합적이며 복합적 개체성이란 부분들의 , 
다수성이나 전체 구조의 복잡성보다 더 역동적인 갈등적 개체성”176)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한 개체의 현행적 본질이 복합적일 수 . 
있는가 혹은 상이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 
단일한 개체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윤리학 부 정리 상반성 테제에 대한 3 5, 『 』 
재독해를 통해 이뤄진다 장 절에서 간략하게 확인한 것처럼 베넷은 . 3 1
부 정리 가 논리적 공존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3 5 , 

176) 김은주 . (2016).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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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부 정리 의 증명에서 이 테제를 인과적 대립으로 부당하게 3 6
전환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 스피노자 학계의 중론 은 . ( )衆論
스피노자의 부 정리 의 상반성 테제가 인과적 대립을 함축하며 정리 3 5
에서의 증명은 이 테제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을 6 . 
인과적 역량과 동일시하는 스피노자 존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실재가 다른 실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 실재의 역량이 인과적 
상충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 
부 정리 에서 한 실재가 다른 실재를 파괴할 수 있는 한에서 상반된 3 5 “
본성을 지닌다 고 말한다 즉 상반성은 파괴할 수 있는 인과적 역량을 ” . , 
통해 정의된다 따라서 상반성이 단순히 논리적 공존불가능성만을 .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상반성이 인과적으로 대립한다는 
해석은 무척 자연스럽다177) 

상반성 테제를 인과적 대립에 관련한 내용으로 독해할 때 우리는 
그 상반성 혹은 대립의 정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가 속성 . x
를 갖는 동시에 를 가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과적 F ~F , 
상충관계는 논리적 모순과 같은 종류의 양립 불가능성을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은주는 이 점을 윤리학 의 라틴어 원문에 입각하여 . 『 』
설득력 있게 논변한다 김은주는 부 정리 . 3 5, “Res eatenus contrariae 
sunt naturae, hoc est, eatenus in eodem subjecto esse nequeunt, 

를 번역하면서 quatenus una alteram potest destruere”(Geb : 145)Ⅱ
라틴어와 문장구조가 비슷한 이탈리아어 번역을 제외하면 종종 누락되곤 
하는 에 주목한다 이 표현은 와 함께 쓰일 경우 ‘eatenus’ . ‘quatenus’
하는 한도 안에서 하는 만큼 의 의미를 지닌다 보통 이 표현은 ‘~ ’, ‘~ ’ .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져 삭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김은주에 따르면 
이것은 양립 불가능성의 정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 
감안하여 를 넣고 부 정리 를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eatenus 3 5
번역된다. 

177) 다음을 참조하라 박기순 . . (2015). p. 105; Garrett. (2002).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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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
한에서 정도만큼 그런 한에서 그런 정도만큼 본성이 / [quatenus], / [eatenus] 
상반된다 즉 그런 한에서 그런 정도만큼 동일한 기체 안에 있을 . / [eatenus] 
수 없다.”178) (Geb : 145) Ⅱ

이러한 재해석에 의거하면 부 정리 의 상반성 테제에서 3 5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성에 정도가 있으며 사물들의 
본성이 특정 측면 하에서 특정 정도만큼 상반되며 그런 측면 하에서 “ , 
그런 정도만큼 같은 기체 안에 있을 수 없다”179)는 사실이다 예를 . 
들어서 청산가리는 우리의 본성과 매우 상반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거의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상한 음식물은 우리와 청산가리보다는 . 
상반성의 정도가 떨어지므로 어느 정도는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체계는 한 개체의 상태가 그 개체의 본성과 그것과 
상반되는 여러 외부 원인들의 공존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180) 
실제로 스피노자는 윤리학 곳곳에서 상반된 것이 동일한 기체 안에 『 』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한다 김은주는 부 공리 을 . 5 1
인용한다. 

하나의 동일한 기체 주체 안에 두 상반된 작용이 촉발되면 두 작용이 서로 /
상반되지 않을 때까지 양쪽 모두에나 둘 중 하나에 [donec], [vel] [vel]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eb : 281) Ⅱ

이 공리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동일한 기체 안에서 어느 정도 
공존하면서 어느 정도 인과적 대립을 벌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밖에도 부 정리 부 정리 의 증명. 3 17, 3 37 , 

178) 김은주 . (2016). p. 61.
179) 김은주 . (2016). p. 62.
180) 이처럼 상반성을 인과적 대립으로 이해한다면 공존불가능성의 정도 를 논하는 주장 ‘ ’
으로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다 실제로 앞서 번 각주에서 언급한 학자들. [188]
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상반성이 정도 의 구별을 허용한다는 견해로 기울어져 있다 특‘ ’ . 
히 은 스피노자 형이상학에서 내재성 의 다양한 정도가 있다는 해석을 통해 이Garrett ‘ ’
러한 결론으로 나아간다 다음을 참조하라. . Garrett. (2002). pp. 36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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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록 정의 의 해명3 , , 1 181)의 참조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동일한 기체 
안에 있으면서 기체를 파괴하지는 않는 정도로 대립하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반성 테제에 대한 재독해가 어떻게 코나투스의 
복합성 더 나아가 갈등적 개체성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는가 우선 , ? 
스피노자가 자연학 소론 에서 논구하는 개체의 층첩구조(l’emboîtement 「 」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es individus/nesting of individuals) .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제 본성이 다른 여러 개체들로 합성된 또 다른 개체를 “
생각한다면 중략 이렇게 다시 무한하게 나아간다면 자연 전체가 단 ( ) , … …
하나의 개체로서 이 개체 전체의 변화 없이 그 부분들 즉 모든 물체들이 , , 
무한하게 많은 방식으로 변이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E L7S/Geb : 101-102)Ⅱ Ⅱ

여기서 스피노자는 개체가 서로 다른 본성의 여러 개체로 
합성되며 이러한 방식의 합성이 자연 전체의 단계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이를 수준의 개체는 수준의 개체를 통해 구성되며 이 수준의 n n-1 , n-1 
개체는 다시 수준의 개체로 구성된다고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n-2 .182) 
요컨대 개체는 다양한 수준의 개체들로 층층이 합성되어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층첩구조로 이뤄진 개체 전체에만 코나투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의 부분을 이루는 수준의 개체에도 n-1 
독립적인 코나투스를 인정하고 있다 김은주는 과잉된 욕망에 관한 . 
스피노자의 서술을 인용한다. 

181) 상반된 두 개의 정서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정신의 상태 는 마음의 동요 “ (constitutio)
라 불린다”(EⅢ 슬픔은 인간이 자기 존재 안에 존속하고자 노P17S/Geb : 153); “Ⅱ … 
력하는 그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제약한다 따라서 부 정리 에 의해 슬픔은 이 노력. (3 5 ) 
에 상반되며 슬픔에 의해 변용된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이 슬픔을 멀리하는 [contraria] 
것뿐이다”(EⅢ 동일한 인간의 경우에도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그P37D/Geb : 168); “ , Ⅱ
것들이 서로 간에 너무 대립적인 나머지 인간이 여러 방향으로 찢겨 어디로 [oppositi] , 
향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EⅢDefAff1Exp/Geb : 190) Ⅱ

18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국역 . Matheron. (1969; 1988). pp. 51-57. [ : 
마트롱. (2008). pp. 78-86.]



- 137 -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아니라 한 부분 혹은 몇몇 부분들에 관련되는 
기쁨이나 슬픔에서 생겨나는 욕망은 인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증명
신체 의 한 부분 가 나머지 부분들을 압도할 만큼 외적 원인 의 힘에 [I] A [E]
의해 강화된다고 해보자 그 결과 이 부분은 자기 힘을 잃으면서 신체의 . 
나머지 부분들 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B, C, D...]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 부분은 자기 힘들을 . [ ] 
빼앗길 힘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부, (i) (3 , 정리 6 
모든 사물은 할 수 있는 한 자기 존재 안에 머무르고자 노력한다 에 [ ] 의해)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ii) 이 부분은 따라서, 부 정리 과  (3 , 7
에 의해12 ) 정신 역시 이 상태 안에 [consequenter Mens etiam], 

머무르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쁨의 정서에서 생겨나는 . 
욕망은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강조는 김은주.” [ ] (E P60/Geb : Ⅳ Ⅱ
255-256) 

이 정리에서 스피노자는 신체의 특정 부분에 집중된 과도한 
기쁨이 어떻게 개체 전체에 해가 되는지를 논구하하면서 신체 전체[I] 
뿐만이 아니라 각 부분들 에도 독립적인 역량이 있다는 [A, B, C, D...]
점을 긍정한다 그리고 논점 에서 스피노자는 각 부분에 코나투스 . (i)
정리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논점 에서 각 부분의 . (ii)
코나투스가 인간 정신의 코나투스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 
정의에서 상정하는대로 만약 특정 부분 이 외적 원인 을 통해 더 [A] [E]
강력해진다면 이 부분의 역량이 다른 부분들을 압도하여 혼자서 정신 
전체를 규정할 것이다.

김은주는 이러한 한 부분의 과잉이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 과잉이 외부 원인을 통한 . 
변용이라는 사실에 있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외적 원인을 통한 변용은 . 
작용을 겪는 주체의 본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변용의 . 
원인이 변용을 겪는 주체 밖에 있으며 이 변용은 그 외부 원인의 (ab alio) 
본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용 개념의 독특성과 앞서 (E P1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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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뤘던 상반성 테제의 재해석과 결합시킨다면 자기 파괴적 현상은 외부 
변용에 의해 상반된 본성을 갖게 된 각 부분들 사이의 대립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혹은 그 이하의 하위 개체들끼리의 상반성의 . n-1 
정도가 매우 커져서 전체 개체 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망가뜨릴 [I]
정도라면 대립의 결과로 인해 이 개체는 해체될 것이다 이 경우에 개체의 . 
파괴는 표면적으로 개체 내부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지만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교란된 궁극적 이유는 외부 원인에 의해 특정 부분의 역량이 
과잉되었기 때문이므로183) 개체의 파괴라는 결과는 외부 원인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은 설령 개체 내부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수동적 변용의 결과인 한에서 외부 원인에 
의한 파괴로 볼 수 있다 자살의 세 가지 경우를 다루는 윤리학 부 . 4『 』 
정리 의 주석을 상기해보자 베넷의 경우 세네카의 자살을 자기 파괴의 20 . 
불가능성 테제의 명백한 반례로 고려하였고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 
정체성이 변하는 경우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를 포괄적 본성에 , 
관련한 주장으로 읽는다면 역시 이 테제의 반례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 
김은주는 개체와 변용의 관계를 기체와 우연류의 관계가 아니라 “ n 
수준과 수준의 개체들 간의 관계로 고찰함으로써n-1 ”184) 두 경우 모두  
외부 원인에 의한 파괴의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때 외부 라는 표현을 . ‘ ’
공간적으로 표상해서는 안 된다 세네카 수준의 개체 를 죽음으로 몰고 . (n )
간 명예심은 분명 세네카의 일부 수준의 개체 이다 그러나 이 (n-1 ) . 
명예심의 작용은 세네카의 본질 자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네로의 
명령이라는 외부 원인과 함께 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네카의 죽음은 . 

183) 스피노자는 변용의 갖는 역량이 외부 원인이 갖는 역량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한다 . 
김은주는 다음을 인용한다 신체의 이 변용은 . “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힘을 자신의 원인
으로부터 수용하며 따라서 , 이 변용과는 상반되며 부 정리 에 의해 더 강력한 변용(3 , 5 ) 
으로 신체를 변용시키는 물체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제한되거나 제거될 수 없
다 강조는 김은주 더 나아가 김은주는 비록 인용하고 있지 않[ ]”(E P7D/Geb : 246). Ⅳ Ⅱ
지만 신체의 특정 부분과만 관련하는 과도한 기쁨이 신체 전체의 역량을 감소시킬 수 , 
있음을 지적하는 부 정리 의 증명도 참조하면 지금의 논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4 43
된다. 

184) 김은주 . (2016).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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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역시 . 
우울증을 외부 영향으로 인한 수준의 변용이 개체 전체의 본성과 n-1 
대립하고 결국에는 개체 전체가 파괴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김은주는 코나투스의 복합성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에 제기된 문제들을 원리적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다. 
더 이상 자기 파괴적 현상의 각 사례마다 숨은 원인을 찾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 현상은 개체를 이루는 각 부분들의 . 
코나투스가 외부 영향 하에 상반되도록 변용된 결과로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부 공리 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 5 1
대립의 결과는 다양하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 외에도 각종 
정신병리적 현상 심리적 갈등 암과 같은 다소 사소한 현상도 코나투스의 , , 
복합성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김은주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코나투스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고 개체들 간의 빚어지는 갈등의 역동성을 설명함으로써 독일 
관념론자들이 제기한 주체성의 문제까지 해결 가능하다 독일 . 
관념론자들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내적 부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철학이 주체성이 결여된 부동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개체들이 . 
현재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긍정한다면 어째서 변화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코나투스의 복합성을 인정한다면 어째서 각 실재의 보존하려는 
노력이 내적 외적 갈등을 유발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 ∙
갈등을 설명하는 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부정성 이 아니라 ‘ ’
긍정성 이다 갈등은 각 개체의 부분이 자신을 긍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 . 
이러한 갈등은 층첩 구조를 고려한다면 한 개체의 내부 안에서도 상이한 
층위에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체 간의 대립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동일한 본성을 갖는 존재라 할지라도 외부 . 
영향으로 인해 변용되는 한에서는 서로 대립될 수 있다(EⅣPP32-33). 
그런데 유한 양태는 필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을 가하고 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조건 지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각 실재의 노력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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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한 노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만약 외부 실재들을 우리에게 .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코나투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도달할 수도 없으며 존재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배치 작업은 우리가 부적합한  
관념에 따라 행위하는 한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적합한 관념은 . 
그 정의상 수동적 변용의 결과이며 혼란한 인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체의 역량이 외부 원인에 압도되어 그 자신의 본질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 물론 운 좋게 상황이 그 —
개체에 맞게 잘 풀릴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개체는 —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 하고 항구적인 
갈등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외부 실재와의 . 
연관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작업은 실재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규정하는 인과의 필연성을 적합하게 파악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실재를 .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이다, (E P44). Ⅱ
결론적으로 코나투스의 최적화 작업은 이성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스피노자주의적 주체성은 바로 이 순간에 .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윤리학 에서 궁극적으로 논증하려고 . 『 』
시도한 핵심적 결론 가운데 하나이다. 

나의 주장 관계론적 해석의 정당화와 김은주 주장의 보충  3. : 

김은주는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개체관을 비판하고 코나투스의 복합성을 인정함으로써 스피노자 
철학에 내적 부정의 가능성을 도입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김은주의 . 
스피노자 독해는 하나의 양태의 실존을 다른 양태들과의 복잡다단한 
인과관계망 속에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관계론적 해석에 기초한다. 
역량론적 해석의 경우 양태의 본질을 실체로부터 이어받는 내적 
강도량으로 고려하고 실존하는 양태가 맺는 관계들을 이 본질 속으로 



- 141 -

포섭시킨다 이로부터 단순 개체관이 성립되며 각각의 신의 부분으로서 . 
자신의 역량을 긍정한다 여기에는 개체 내부에 어떠한 부정성도 도입할 . 
여지가 없다 반면에 관계론적 해석은 관계 그 자체를 긍정한다. . 
고정불변의 개체적 본질이란 없으며 개체의 본질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는 그것을 이루는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서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 
마련이고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들이 다른 새로운 부분들과 연결됨으로써 
기존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에서 갖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은 전체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따라서 . 
개체의 한 부분의 과도한 긍정성은 개체 전체의 보존과는 상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잉 긍정을 내적 부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 
열린다 김은주는 이렇게 열린 해석적 노선을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인 . 
수준에서 해결한다 바로 이 점이 내가 장 절 항에서 잠시 언급했던 . 3 2 3
관계론적 해석의 장점이다.

나는 이러한 관계론적 해석의 맥락에서 김은주의 주장에 
동의한다 더욱이 김은주는 텍스트적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나는 이번 항에서는 김은주의 논의를 반박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 작업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 
수행된다 논의의 토대를 이루는 관계론적 해석의 이론적 근거를 . 1) 
제시하고 김은주의 논의가 지니는 함축을 더욱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 2)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와 관련된 주변부적 문제들까지 함께 해결한 
뒤에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 김은주의 논의에 제기될 수 있는 , 3) 
의혹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겠다. 

먼저 관계론적 해석이란 진태원 이 스피노자 철학을 관계 (2006)
개념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일련의 해석적 입장을 망라하기 위해 제안한 
용어이다.185) 진태원은 관계론적 해석의 여섯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 (i) 
탈실체론적 실체 개념 변용과 연관의 인과이론 관계로서의 개체 (ii) (iii)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상상적 관계 인식과 정서에 대한 (iv) (v) 

185) 진태원은 관계론적 해석과 친화적인 논자들로 의 후기  Balibar, Ramond, Matheron
작업 등을 꼽는다 다음을 참조하라 진태원. . . (2006). p. 20. 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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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적 해석 관계론적 자유 개념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vi) .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논점은 와 이다 이 두 가지는 특히 (ii) (iii) . 
스피노자의 인과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연관되어 있다 이 개념에 대한 . 
관계론적 해석의 핵심은 스피노자에게 인과 관계가 선형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연관망에 더 가까우며 개체는 이 인과적 구조 속에서만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186) 관계론적 해석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부 정리  1
을 제시한다28 . 

모든 독특한 실재 곧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모든 실재는 역시 , ,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다른 원인에 의해 실존하고 작업하도록 
규정되지 않는 한 실존하고 작업하도록 규정될 수 없으며 이 후자의 원인 , , 
역시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다른 원인에 의해 실존하고 작업하도록 
규정되지 않는 한 실존하고 작업하도록 규정될 수 없으며 이처럼 무한하게 , 
나아간다. (Geb : 69)Ⅱ

많은 해석자들이 이 정리의 마지막 문구 이처럼 무한하게 “
나아간다 를 인과적인 무한 퇴행의 인정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 , 
여기서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는 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는 A B , B
다시 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는 다시 에 규정되는 인과 계열이 C , C D
무한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스피노자는 선형적 인과 계열을 .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론적 해석의 지지자들은 무한한 인과 . 
연쇄를 선형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모든 유한한 . 
실재가 오직 다른 원인에 의해 실존하고 규정되는 한에서만 다른 것을 
실존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기를 제안한다 이 문구에 따르면 그 . 
어떠한 것도 인과적 연쇄 속에서 독립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산출하는 원인이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가 
이미 다른 것의 결과로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인과 연쇄를 그 끝에 최초의 원자적인 항을 
가정하는 선형적 모델로 상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187) 

186) 진태원 . (2006).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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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관계론적 해석자들은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인과 , 
연쇄가 각각의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요소들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 유한한 실재들이 실존할 수 있다는 ,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인과도식에서 원초적인 것이 있다면 . 
그것은 독립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바로 관계이다 이 점에서 한 항이 다른 . 
항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인과 연쇄를 상상하는 선형적 모델은 
다시 한 번 부적합하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한 개체는 실존한 이후에야 .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미 항상 인과 연쇄 속에 있으며 이 관계 
바깥에서 독립된 존재로 사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 
관계론적 해석은 스피노자가 부 정리 에서 무한하게 나아간다 는 1 28 “ ”
말은 인과 계열의 무한퇴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유한한 것들 
사이의 연관이 전체적 이며 무한하게 많은 것들 사이의 (wholistic)
무한하게 많은 방식의 연관을 포괄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기순이 무한한 인과 연쇄를 함수 관계로 각각의 , 
실재들을 다른 변항들의 변이에 따라 함께 변하는 변항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매우 탁월하다.

이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은 개체성과 관련한 논점에서 
발견된다 스피노자는  자연학 소론 의 보조 정리 과 사이에 위치한 . 3 4 「 」
공리 에서 가장 단순한 물체와 그로부터 합성되는 복합 물체에 관해 Ⅱ
논의한다 이때 가장 단순한 물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오직 . “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된다 고 언급하는 것으로 , ”
끝나고 복합 물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같은 크기를 지니고 있거나 크기가 서로 다른 일정한 수의 물체들이 다른 “
물체들에 의해 제약되어 압력을 받아 서로 의지할 때 또는 / coercentur , 
그것들이 같은 속도나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운동을 서로 전달할 때 우리는 이 , 

187)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규정된 결과로서 실존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을 산출하지는  
않는 최후의 항은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 . 1 36
주어진 그 본성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는“
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Geb : 77)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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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것들 모두가 단 하나의 물체 , 
또는 개체를 합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개체는 물체들 사이의 . 
이러한 연합에 의해 다른 모든 개체들과 구별된다.” (Geb : 99-100)Ⅱ

이 경우에도 복합 물체를 규정하는 것은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
관계 이다 스피노자는 복합 물체에 대한 정의 다음에 이어지는 보조정리 ” . 
와 에서 복합 물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변화하더라도 만약 각 4 5
부분들이 연합하는 동일한 운동과 정지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개체는 
어떠한 형태의 변화도 없이 본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 
스피노자는 보조정리 의 주석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물체가 가장 단순한 7 “
물체들로 합성되어 있는 개체 에 한정되었으며 만약 ”(Geb : 101-102) , Ⅱ
상이한 본성을 지닌 다수의 개체들로 합성된 다른 개체 로 “ ”(Geb : 102)Ⅱ
논의의 지평을 확장한다면 이 개체들은 더욱 더 복잡한 방식으로 변용될 , 
수 있으며 또 다시 이러한 복합 물체로 합성된 더 상위의 개체는 더욱 더 ,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앞서 서술했던 개체의 층첩 구조이다. .  

그런데 매우 불충분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가장 단순한 물체는 
이러한 층첩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 가장 단순하게 ? 
생각한다면 이 물체는 일종의 원자로서 개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물체의 영향에 따라 정지하거나 운동하고. , 
운동한다면 빠르거나 느린 걸로 구별되는 요소가 현실적으로 실존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관계론적 해석은 이러한 단순 개체가 논의의 편의를 . 
위해 단지 현실적인 독특한 것들과 이로부터 합성되는 복합적 
개체 예컨대 한 명의 사람과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 관계를 가장 — —
하위의 단위까지 소급적용한 이론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 
자연학 소론 의 논의가 가장 단순한 물체들로부터 복합 물체들이 「 」
실재적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물체들과 맺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에 따라서만 파악된 물체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그 물체의 내부 구조에 대한 고찰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스피노자는 개체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바로 앞의 공리 . 
에서 이렇게 말한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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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변용되는 모든 방식은 변용된 물체의 본성과 
동시에 변용하는 물체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 
물체는 그것을 움직이는 물체들의 차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며 역으로 다른 물체들은 하나의 동일한 물체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Geb : 99) Ⅱ

진태원은 여기서 스피노자가 본성 과 변용 을 언급하고 있다는 “ ” “ ”
점을 들어 이때 논의되는 물체가 복합 물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 
물체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변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정지하거나 운동할 뿐인 가장 단순한 개체는 이러한 비율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론적 해석은 가장 단순한 물체를 이론적 추상물로 
간주함으로써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체의 관계성을 더욱 강조한다. 
스피노자 체계에 다른 것들과의 관계로부터 독립된 채로 본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요소들의 집적을 . 
통해 개체가 합성되지도 않는다 개체의 본성은 특정한 요소들의 가진 . 
성질들의 누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188) 개체는 오직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유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관계의 결과이자 동시에 역시 이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을 규정하는 원인으로서 제시된다.189)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관계론적 해석의 이론적 근거를 스피노자의 

188) 이 점에서 스피노자의 개체관은 데카르트 식의 입자론과 구별된다 데카르트는 철학 . 『
의 원리 와 세계론 에서 다양한 형태의 입자들을 가정하고 물체의 운동을 이 입자의 』 『 』
모양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철학의 원리 부 항 원석영 .  3 52 (AT -1, 105-106; 『 』 Ⅷ

을 참조하라160-161) .
189) 그러나 이 순환성 문제가 관계론적 해석이 져야할 부담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 . 
정하는 것처럼 개체 정의의 순환성은 스피노자 철학 자체의 특성이다 사실 들뢰즈가 . 
내포적 강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도 이 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관계론적 해석은 개념의 수입 없이도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해석적 경제
성을 자랑한다 단 이 순환 문제는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 , 
지 않겠다 스피노자의 개체 정의의 순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 Badiou.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답변은 다음을 참(1988); Balibar. (1990); Manning. (2016). 
조하라 박기순. . (2009). p. 98. n. 5.



- 146 -

텍스트를 토대로 확립하였다 관계의 강조는 스피노자의 텍스트 전반에서 . 
확인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론적 해석에 입각하여 복합적인 . 
개체관을 주장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코나투스의 복합성을 주장하는 
김은주의 입장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김은주 해석의 함축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 보도록 
하자 앞서 절에서 베넷은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가 매우 . 2
애매하다고 지적하였다 베넷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본성과 본질을 . 
혼동하면서 논증을 구성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개체와 변용의 관계를 . 
기체와 우연류의 관계가 아니라 수준과 수준의 개체들 간의 n n-1 
관계로 파악하는 김은주의 접근은 이 애매성 문제에 적절한 답변을 
마련해준다 주지하다시피 스피노자에게 유한 양태는 자신의 본성으로만 . 
실존할 수 없으며 실존한 뒤에도 다른 것들로부터 작용 받지 않을 수 , 
없다(EⅣ 따라서 유한 양태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해 P4). 
변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적 영향은 작용을 겪는 주체의 . 
본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변용의 원인이 변용을 , 
겪는 주체 밖에 있고 이 변용은 그 외부 원인의 본성을 (ab alio)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은주가 강조하는 것처럼 밖에 (E P16). “Ⅱ
있다 와 안에 있다 는 표현은  공간적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 ” . 
앞서 예비적 논의에서 검토한 것처럼 스피노자 철학에서 내재 관계는 
인과 관계로 번역될 수 있는 전문적 용어이다.190)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내부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스피노자적 인과성의 표현으로는 외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기생충이 숙주의 뇌를 지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홉충은 개미에게 잠식하는데 잠식된 개미는 이른 . , 
아침에 풀잎에 올라가 홉충의 새로운 숙주가 되는 초식 동물이 자신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상행동을 한다 이때 개미의 본질 . 
자체로부터 그 개미의 죽음을 유발하는 이상행동이 따라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 행동은 기생충에 의한 개미의 변용 숙주의 뇌를 . , 

190) 이 논문 장 절 항의 내용을 참조하라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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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는 홉충의 본질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행동의 원인은 . 
개체 자신 개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홉충 안에 있다‘ [ ] ’ ‘ [ ] ’ . 
하지만 이상행동의 원인인 홉충은 공간적으로는 개체의 내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의 신체구조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어떤 외부 . 
실재들은 개체의 부분을 이루면서도 이질성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개체의 상태를 규정하는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베넷이 제시한 포괄적 본성 독해와 본질 
독해라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잘못 제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스피노자가 베넷이 정의하는 것처럼 본성 과 본질 을 구별하면서 ‘ ’ ‘ ’
사용하고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191) 베넷의 정의에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베넷은 본질을 개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규정한다 이는 . . 
스피노자가 윤리학 부 정의 에서 나는 어떤 실재의 본질에는2 2 “ , 『 』 
그것이 주어지면 그 실재가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실재도 , 
필연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속한다 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크게 문제될 ”
것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본성에 대한 베넷의 정의에서 발생한다 베넷은 . . 
본성을 본질을 포함하여 그 개체가 필연적으로 가질 이유는 없는 우연적 
성질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때 베넷은 우연적 속성이 . 
개체 자신의 것에 속한다고 고려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홉충이 . 
제거된다고 해서 개미가 함께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홉충에 감염된 
상태는 개미의 우연적 속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홉충에 잠식된 . 
개미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상행위를 하는 것은 개미 자신의 
포괄적 본성에 따라서 그렇다고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스피노자라면 개미의 행위는 비록 개미 자신의 변용 
때문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체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갖지 않는 모든 우연적 성질 혹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수동적 변용들은 외부로부터 작용 받은 결과이기 ( )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 철학에서 우연적 성질은 개체 자신 안에 있는 .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안에 있다 홉충은 수준에서 개미의 한 . n-1 

191) 스피노자 본인은 본성 과 본질 를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natura) (essentia) .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기순. . (2012).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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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서 개미를 합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홉충에 의한 변용은 
어디까지나 외부 원인에 의한 변용이다 다만 이 변용이 발휘하는 보존 . 
경향의 과잉이 수준의 개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뿐이다n .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함께 하나의 개체를 합성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결국 베넷이 제시한 포괄적 본성 해석과 본질 해석 가운데서 
좌고우면할 필요가 사라진다 아마도 베넷은 자살이 우연적 성질에 의한 . 
것일지라도 그것은 개체 자신 안에 있는 성질 때문이기에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가 우연적 속성에 의한 자살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베넷은 본질에 따라서는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 
것으로는 부족하고 포괄적 본성에 따라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강한 
테제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우연적 . ‘
속성 은 개체의 변용이긴 하지만 외부 원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므로 ’
우연적 속성에 의한 자살은 자기 파괴의 사례가 아니다 따라서 . 
스피노자는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는 본질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화된다 결국 베넷의 문제제기는 개체의 우연한 속성 을 개체 자신이 . ‘ ’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베넷 자신의 혼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192)

마지막으로 김은주의 해석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들에 미리 
반박하는 것을 통해 김은주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 김은주가 . 
제시하는 텍스트적 근거에 비춰볼 때 스피노자가 개체의 각 부분과 
심지어 개체의 변용에도 코나투스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 테제가 갖는 반직관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코나투스의 복합성은 언뜻 보면 반직관적인 주장으로 

192) 이러한 베넷의 혼동은 가 지적하는 것처럼  Carriero (2017, p. 159) 아리스토텔레스
를 따라서 성질을 술어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의 경향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베넷과 같은 본질과 본성의 구별보다는 개체의 본질과 외부 원인의 영향으로 인해 
촉발된 개체의 전체 상태를 구별하는 식의 구별이 스피노자 철학에 더 알Della Rocca 
맞다 이외에도 부 정리 의 서술이 포괄적 본성 해석을 지지해준다는 베넷의 주장은 . 3 4
스피노자 철학에서 내재 관계가 인과 관계를 함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거가 빈약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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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홉충과 개미의 사례처럼 신체 내부에 개체 . 
전체에 상반되는 이질적 요소가 신체의 한 부분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기관도 제각각 코나투스를 가지면서 한 개체의 
코나투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합성의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통합성의 수준은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의 시민은 그 . 
자신이 이미 양도될 수 없는 자연권을 갖는 완전한 개체인 동시에 국가 
전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설령 국가가 해체되더라도 개인의 존재는 . 
여전히 보존된다 하지만 복합성과 통합성이 모두 높은 유기체의 경우에도 .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팔 한 쪽이 잘려나가더라도 ? 
실존하지만 팔은 우리 몸에서 분리될 경우 적어도 팔 로서 실존한다고 ‘ ’
보기 어렵다 이처럼 개체의 통합성이 매우 높을 경우 각 부분은 전체와의 . 
연관 없이는 고려할 수 없으므로 각 부분에 독자적인 코나투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린다. 

더욱이 전체와 부분의 통합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 부분의 코나투스로부터 . 
어떻게 전체의 코나투스가 합성되는가 또 합성된 코나투스의 단일성을 ?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무수한 부분들로 합성된 개체는 사실 ? 
모래더미와 같은 집적체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유기체를 이루는 각 ? 
부분은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에 따라 실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를 단지 사고 상의 존재라고 고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체 는 단지 따로 따로 작용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한 명목상의 ‘ ’
집합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선 스피노자가 이러한 유형의 구성 문제를 거부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스피노자는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유한한 물질을 . 1 15
합성해서 무한한 것이 나올 수 없으므로 물체는 실체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한다 스피노자의 주요 논거는 이들이 유한과 . 
무한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유한으로 합성된 무한한 양을 
가정하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스피노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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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은 실체는 결코 실재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의 
부분들을 상정하고 이 부분들로 실체가 구성된다고 상상하는 게 
부조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우리의 논점은 실체의 관계에 의해 . 
구별되는 게 아니라 물체들의 연합 혹은 운동과 정지의 관계에 따라 
양태적으로 구별193)되는 유한한 물체들의 구성 문제와 관련하기 때문에 
두 논점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스피노자는 현재 . 
논점과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내용을 함께 언급해준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선이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공상한 다음“ , 
선은 무한하게 분할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논거들을 
고안해낼 줄 안다 그리고 정말이지 물체적 실체가 물체들이나 부분들로 . , 
합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체가 면들로 합성되고 면들은 선으로 
합성되며 마지막으로 선들은 점들로 합성된다고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부조리하다.” (Geb : 59)Ⅱ

위 인용문에 따르면 물체가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선이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성을 통한 적합한 인식이 
아니라 상상력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전체를 더 작은 부분들로 . 
계속 분할해보는 것은 이 주석에서도 그렇고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면 —
스피노자가 연장의 무한분할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거나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분할된 —
부분 혹은 분할의 최소 단위를 상정한 다음에 이 부분들로부터 어떻게 
전체가 구성되는지 묻는 것은 부조리한 질문이라고 스피노자는 되받아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어진 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 
관념적으로 잘라 놓은 뒤에 이를 다시 이어 붙여서 전체를 합성하려는 
시도는 단일성의 층위를 혼동한 결과에 불과하다. 

이 점은 자연학 소론 의 전개순서를 상기한다면 확실해진다. 「 」

193) 왜냐하면 보조정리 에 의해 물체들은 실체의 관계에 의해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 ( 1 ) , 
개체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앞의 정의에 의해 물체들의 연합에 있기 때문이다( ) .” (E
ⅡL4D/Geb : 100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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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는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복합물체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이를 
이론적으로 더욱 잘 고찰하기 위해 그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요컨대 스피노자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취한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가 . 
주장하는 코나투스의 복합성은 하나의 유기체가 독자적인 코나투스를 
지닌 여러 부분으로 합성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개체를 제각각 상이한 본성을 지닌 복합적인 부분들이 일정하게 규정된 
관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는 데 더 가깝다 이러한 . 
맥락에서 우리는 인간 신체의 전체적 관계 속에서 팔이 차지하는 역할에 
상대적인 독립성을 부여하고 신체의 한 부분으로서 팔의 코나투스를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팔을 전체로부터 떼어놓고 이 물체의 . 
팔 로서 코나투스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부조리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 ’ . 
스피노자는 통합성의 구성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더욱이 개체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부분에 
코나투스를 인정하고 이러한 코나투스의 총계로 설명하는 회고적인 
방식은 고전 시대의 자연학적 용법과 합치한다‘conatus’ .194) 그러나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나는 이러한 관습적 용법에 따라 전체의 
각 부분에 코나투스를 부여하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윤리학 안에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도 역시 . 『 』 
자연학 소론 에서 답변을 찾을 수 있다. 「 」

이제 우리가 상이한 본성을 지닌 다수의 개체들로 합성된 다른 개체를 “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개체가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면서도 다수의 다른 ,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개체의 부분들 . 
각자는 다수의 물체들로 합성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들 각자는 보조정리 , (
에 의해 때로는 더 빠르게 때로는 더 느리게 운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7 ) , 
본성의 변화 없이도 다른 부분들에게 더 빠르거나 더 느리게 자신들의 
운동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이 두 번째 종류의 . 
개체들로 합성되어 있는 세 번째 종류의 개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 

194) 이 논문의 번 각주를 참조하라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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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다른 많은 방식들로 변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무한하게 계속해 나간다면. , 
우리는 자연 전체가 단 하나의 개체이며 그 부분들 곧 모든 물체들은 , , 
전체 개체의 변화 없이도 무한한 방식으로 변이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된다.” (E L7S/Geb : 101-102) Ⅱ Ⅱ

여기서 스피노자는 전체의 본성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의 
부분은 더 느리거나 빠르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 
부분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전체는 운동하지 않지만 특정 부분들은 . 
운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분 는 운동하지만 부분 는 운동하지 . A B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들을 운동과 정지의 . 
관계에 따라 서로를 유의미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 
부분들이 충분히 그 자체로 복합적인 개체일 경우에 외부의 자극을 
자신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신만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요컨대 각각의 부분들은 항상 동시에 인과적으로 변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다른 부분들과의 인과 작용 없이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의 —
개체 실체는 오직 자연 뿐이기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이 자연의 부분이고 -
그런 한에서 인과적으로 폐쇄적일 수 없지만 자신의 구조만으로 그것이 (—
보존이든 변화이든 특정한 결과를 산출할 경우 느슨한 의미에서 상대적 ) , 
독립성을 갖는 하나의 개체“ ”195)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 
전체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는 한에서 이 부분 역시 코나투스를 지닌다는 
주장을 방해할 요소는 적어도 스피노자의 체계 내에는 없다.196)

195) 나는 독특한 실재를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수의 개체들 “ , . 
이 하나의 작용에 협력하여 그 개체 모두가 함께 하나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면, 
나느 이것들 모두를 바로 그런 한에서 하나의 독특한 실재로 간주한다.” (E D7/Geb Ⅱ

: 85)Ⅱ
196)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윤리학 바깥의 텍스트를 참조한다면 이 점에 대한 스피 『 』 
노자 철학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편지 에서 피 속의 . 32
유충 사례를 제시하면 전체 부분 관계에서 부분의 상대적 독립성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
논의한다 한편 윤리학 에서 스피노자가 인간 신체의 기관명을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 『 』
으면서 논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코나투스의 복합성이 발휘되는 실제 사례가 무엇인
지 파악하기 무척 어렵다 우리는 아마도 데카르트가 제 성찰 에서 다루는 수종 환자.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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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나는 세 단계의 논의를 통해 김은주의 해석을 강화하는 
작업을 마쳤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관계를 강조하는 스피노자 해석이 . 
결코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점 김은주의 해석이 베넷이 제기한 , 
애매성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 반직관적으로 코나투스의 복합성을 , 
스피노자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의 경우 를 이 사례로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종 환자는 물을 마실 (AT -2, 85-89) . Ⅷ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 갈증을 느낀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경우가 병으로 인해 신체와 . 
정신 사이의 연합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할 뿐 갈증을 느끼게 하는 신체 구조의 
메커니즘에는 어떠한 결함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을 스피노자적으로 설명. 
한다면 인간 신체의 특정 부분이 외부 원인에 의해 강화되어 실제적 갈증의 원인 없이
도 정신이 갈증을 느끼도록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과잉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 
어떠한 결함 없이 긍정성만으로 부정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카르트 스피노자적 방식에 ‘ ’ -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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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코나투스 학설에 얽힌 쟁점들4  Ⅱ

제 절 규범윤리학으로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성격 문제1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상이한 규정들과 그 근거  1.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이 갖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일은 이 학설에 근거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지 판정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의무론적 . 
윤리인가 결과주의적 윤리인가 아니면 덕 윤리인가 그런데 앞에서 , , ?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 스피노자 윤리학에 내려진 규정은 학계의 
중론 을 모으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이 규정들은 서로 친화성을 ( ) , 衆論
갖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은 상충한다. 

규정의 난립은 아마도 윤리학 의 제목이 무색할 만큼 스피노자 『 』
윤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가 철학사에서 변방에 위치했던 적은 단 한 . 
번도 없었으나 스피노자 연구는 대체로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세기 고전 시대의 다른 . 17
철학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이로 인해 스피노자가 위치했던 고전 
철학의 공통적 지반과 스피노자의 공유성이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나는 지금까지 제출된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정의가 파편적 특징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 
윤리학의 일반적 성격을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규정이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하지만 우선은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졌는지 
조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항에서 여러 규정들과 스피노자 . 1
윤리학 의 어떠한 특징을 근거로 어떠한 특징을 근거로 이러한 규정이 『 』
부여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다 내가 중점적으로 다룰 규정은 . 



- 155 -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자연주의 주관주의 공리주의 덕 윤리 . 1) 2) 3) 4) 
이기주의 단 이 규정들이 모두 동일한 윤리학적 논의의 맥락에서 5) . , 

제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규정들은 때로는 중복되는 논점을 . 
담고 있기도 하며 다른 규정이 전제하지 않는 유형의 논의와 연결되기도 
한다 나는 이 점에 유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 규정을 논의하기 위한 . 
추가적인 논점들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검토할 규정은 자연주의 이다 그라나 이 (naturalism) . 
규정은 여러 영역에서 동일한 명칭이 상이한 사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자연주의라고 할 때 이 규정의 , 
적합성 여부와 별개로 통속적인 오해가 종종 생겨나기도 한다, .197) 따라서  
용어와 관련한 혼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더욱 엄밀한 
윤리학적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는 . Broad (1965)
자연주의 윤리학을 식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는 . 
그가 내린 정의 에 따라 자연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선 악 등의 ( ) , ‘ ’, ‘ ’ 定義
윤리적 특성들이 윤리와 무관한 특성들로 남김없이 분석될 수 “
있다”198)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 주장을 단순히 . 
어떠한 윤리적 특성 가 윤리와 무관한 특성 을 종합적으로 “ E N , N , ₁ ₂ ……
수반하고 또 수반될 수 있다”199)는 명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연주의적 윤리학은 윤리적 특성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자연적 특성과 다르지 않으며 자연적 특정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특성이 비록 자연적 특성과 .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나 전자를 후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범주로 
간주한다면 자연주의 윤리학이라고 볼 수 없다. 

197) 가령  이 자연주의 라는 용어에서 세기의 문학 사조로서 극단적 사실주의의 한 형‘ ’ 19
태를 떠올려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스피노자의 윤리학 을 에밀 졸라의 루공 마카르. , 『 』

총서의 기획처럼 한 개인의 운명이 그의 의지보다 외부 환경에 (Rougon-Macquart)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 하에 특정한 개인의 시점을 취하기보다는 냉철한 관찰자의 시점
에서 한 시대상을 분석하고 기술 하려는 시도로 오인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 )記述
다 이러한 해석의 부적합성은 장 절 항에서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기존의 규정들. 4 1 2
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198)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257. [ : (2000). p. 312.] 
199)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258. [ : (2000).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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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는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주의를 세 가지 신학적 자연주의, —
생물학적 자연주의 심리학적 자연주의 로 더 구체화하는데 이 가운데 , —
스피노자는 생물학적 자연주의에 속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다.200)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유덕하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종 의 특수한 “ ( )種
활동들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
자연주의자에 속한다 브로드가 스피노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는 . 
코나투스 학설과 이에 근거한 스피노자주의적 선과 악의 개념이다. 
브로드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생명 충동 으로 이해한다(vital impulse) . 
이 충동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인간 유기체가 그의 환경에 “ , 
대항하거나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특징적인 형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며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 정신이 자신에게 ” “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항하거나 그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의 특징적인 동일성과 목적을 유지하려는 경향”201)이다 이 충동은 . 
매우 근본적이며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삶을 지배한다 인간의 의지적인 . ∙
숙고와 판단은 이 충동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 절차일 뿐이다 의식하든 . 
의식하지 않든 인간은 충동에 이끌리는 것에 호감을 가지고 추구하며 
충동에 반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멀리한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이 . 
코나투스에 따라 자기 생명력의 유지를 욕구하는데 브로드는 이 생명 
충동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원초적 욕구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자기 “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하려는 원초적 욕구도 포함”202)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코나투스 학설은 감정 이론의 기초를 이룬다 생명력이 . 
증가하는 경우 기쁨을 생명력이 감소하는 경우 슬픔을 느낀다 그런데 , .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의 개념은 이러한 생명력의 증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어떤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며 오직 한 . 
개체의 평균치와 관련해서만 상대적으로 말해질 수 있다 어떤 종의 한 . “
구성원은 만약 그가 평균적인 구성원보다 그 특징적인 기능을 현저하게 ,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좋다 고 불릴 것이고 만약 그가 평균적인 ” “ , 

200)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257-259. [ : . (2000). pp. 312-314.]
201)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22. [ : . (2000). p. 37.]
202)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p. 36-37. [ : . (2000).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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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보다 그 특징적인 기능을 명백히 덜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나쁘다 고 불릴 것이다” “ .”203) 브로드는 이 점에서 생명력의 증감과 관련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선과 악의 인식 근거 라고 “ (ratio cognoscendi)”
말하며 사실상 이것 외에 선과 악을 표현해주는 어떠한 실정적인 속성도 , 
없으므로 이것들은 유일한 궁극적인 선과 악이다“ ”204)라고 결론 내린다. 
요컨대 브로드는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별도의 도덕적 특성을 갖지 
않으며 이것은 감정이라는 심적 상태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스피노자는 
자연주의자라고 본다. 

여기서 두 번째 규정의 검토로 넘어가기 이전에 
관계적 이론과 비관계적 이론에 관해 짧게 (relational) (Non-relational) 
다루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브로드가 거의 대부분의 자연주의적 윤리학을 . 
관계적 이론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각 유형의 윤리학마다 윤리적 특성을 . 
빨강 과 같은 순수한 성질로 고려하거나 아니면 존에게서 사랑받는“ “ ” “ 
같은 관계적 속성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주의적 이론은 윤리적 . 
성질을 그것이 관련하는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하므로 모두 관계적 이론에 
해당한다.205) 예컨대 스피노자에게 좋음은 에게 기쁨을 주는 혹은  ”x “ 
가 사랑하는 등의 관계적 속성으로 환원된다”x “ . 

두 번째로 검토할 규정은 주관주의 이다(subjectivism) . Lazzari 
는 스피노자의 윤리적 기획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999)

스피노자 윤리학을 주관주의로 규정하고 가치판단의 
상대주의적 특징을 강조한다 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relativiste) . Lazzeri , 
좋음과 나쁨을 각각 유용성 그리고 해로움과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정서적인 반응을 매개로 이뤄진다 즉 좋음과 나쁨의 가치는 반드시 . , 
주관적 반응을 경유해야 결정될 수 있다 이때 주관적 반응은 욕망 다시 . , 

203)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p. 45-46. [ : . (2000). p. 65.] 
204)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52. [ : . (2000). p. 71.]
205) 브로드는 쾌락과 고통을 각각 선과 악으로 동일시하는 심리적 자연주의적 이론의 경 
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브로드는 스피노자에게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선과 악을 . 
인식하기 위한 조건일 뿐 이 속성 때문에 선과 악이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으며 더 궁극
적으로는 스피노자가 자연주의적 쾌락주의 같은 심리학적 자연주의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자연주의 이론은 관계적 이론에 해당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 Broad. 

국역 브로드(1965). p. 52; pp. 263-264. [ : . (2000). p. 71; p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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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코나투스를 핵으로 한다 는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세 . Lazzeri
단계를 제시한다 인식 주관이 실재의 성질을 표상하는 적합하거나 . 1) [ ] 
부적합한 관념을 소유한다 실재의 성질이 우리의 보존 노력과 . 2) 
합치한다면 그것을 욕망하게 된다 이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그 . 3) 
사물을 좋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으로 우리는 다음과 .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물 안에는 가치 판단과 연결된 내적 특질이 . 
없으며 가치의 원천은 오직 욕망뿐이다 가치판단이 실재의 특성과 , . 
이어지는 것은 이 욕망을 매개로 하는 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검토한 자연주의적 이론과 관계적 이론의 특성은 가 Lazzeri
스피노자 윤리학을 주관주의적 이론으로 간주하는 까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의 윤리적 성질들은 자연적 속성으로 . 
환원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원은 주관의 심리적 성질과 반드시 관련되기 
때문에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주관적이라고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4 . 『 』 

선과 악의 경우 이것들은 결코 실재들 안에 곧 그 자체로 고려된 것들 “ , , 
안에 존재하는 실정적인 것을 가리키지 않으며 우리가 실재들을 서로 , 
비교하면서 형성하는 사고 방식들 또는 통념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 
하나의 동일한 것이 동시에 좋은 것이면서 나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 
무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 
상중 의 사람에게는 좋지 않으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 ) , 喪中
좋지도 나쁘지도 않기 때문이다,” (Geb : 208)Ⅱ

이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사실은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동일한 것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의 주관주의가 공적인 . 
대중의 심리적 반응보다 개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가치 판단의 척도이며 상이한 . 
가치 판단은 별도의 해명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 이 점에서 . 
스피노자의 주관적 윤리학은 상대주의적 특징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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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가 잘 짚어내고 있듯이 인식 주관에게 미치는 , Lazzeri
감정적 반응을 매개로 좋음과 유용성을 동일시하는 입장은 
스피노자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론적 특징은 아니다 이것은 고전 . 
시대 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입장에 해당한다 이것의 배경에는 자연 . 
사물 속에서 질적 속성을 추상하고 양적 속성만 남겨두려는 기계론적 
자연학이 위치한다 데카르트와 로크를 비롯하여 많은 고전 시대 . 
철학자들은 실재의 일차 성질 과 이차 (primary properties)
성질 을 구별한다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장(secondary properties) . , 
모양 크기 등은 이차 성질로 분류되었고 인식 주관이 사물을 감각할 때 , , 
사물의 성질이 인식 주관의 반응 메커니즘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열기, 
냉기 딱딱함 달콤함 등은 실재의 이차 성질로 분류되었다 사물의 , , . 
유용성을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어떤 특성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부차적인 속성이라고 
간주하는 이러한 논의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인식 주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방식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발견으로부터 
서서히 진행되었던 인식론적 전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앞서 , 
규정한 스피노자 윤리학의 자연주의적 특징과도 잘 부합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세 번째로 검토할 규정인 
공리주의 로 우리를 인도해준다 스피노자 윤리학은 (utilitarianism) . 
유용성을 좋음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을 수 없다 또한 스피노자의 . 
윤리학은 유용성으로서의 좋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향되어 있다 이에 . 
대한 텍스트적 증거는 윤리학 이곳저곳에서 매우 쉽게 찾아낼 수 있다. 『 』 

나는 선을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으로 “
이해한다.” (E D2/Geb : 209)Ⅳ Ⅱ
각자가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찾을 수 있게 “ , 
될수록 곧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또 보존할 수 있게 될수록, , 
각자는 더 많은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각자가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 
소홀히 하는 한에서 곧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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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기력해진다.” (E P20/Geb : 224) Ⅳ Ⅱ
우리에게서 덕에 따라 절대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
행위하고 살아가고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세 (
가지 방식 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자신의 고유한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을 ) ,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E P24/Geb :226)Ⅳ Ⅱ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다루면서 공리주의를 
떠올리지 않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스피노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표어로 내세우는 결과주의적 윤리학으로서 ‘ ’
공리주의는 형태를 갖추지 못 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사회 전체의 . 
복지 를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welfare)
문제를 다루는 공리주의와 문제틀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리적 . 
성질에서 유용성을 강조한다는 공통 요소를 매개로 스피노자 윤리학을 
공리주의적 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 ” . 
학자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공리주의적 요소를 
인정하고 있다.206) 

특히 스피노자는 부 정리 와 그 증명에서 유용성을 , 4 24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성의 사용을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 
이성주의적 이론과 비이성주의적 이론의 구별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 
브로드는 이성의 세 가지 인지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험적 . (i)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 속성들의 결합의 필연성을 파악하는 능력 (ii) (iii)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추리해내는 능력.207) 브로드는 를 부정하는  (iii)
윤리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이성주의적 . 
이론과 비이성주의적 이론을 가르는 기준은 와 에 대한 인정 여부에 (i) (ii)
달려있다 그런데 브로드는 모든 자연주의적 이론은 비이성주의적 . 
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피노자를 비이성주의적 이론가로 분류한다.208) 
왜냐하면 윤리적 특성이 모두 경험될 수 있는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되기 

206) 다음을 참조하라 . Yovel. (1999). p. 47; Matheron. (1969; 1988). pp. 247-250; 
국역 마트롱266-271. [ : . (2008) pp. 355-358; 381~389.], Lazzeri. (1999). p. 9.  

207)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265. [ : . (2000). p. 321.]
208)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266. [ : . (2000).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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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윤리적 가치판단에서 중요한 (i) , 
요소는 특정한 사태 혹은 사물에 결합된 윤리적 특성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여타의 관계적 성질들 예컨대 주관적 반응 이라는 점에서 (ii) — —
역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주의적 이론은 윤리학적 . 
논의에서 이성의 기능을 오직 무엇이 좋고 나쁜지 추론하고 계획하는 
데에만 한정하는 비이성주의적 이론에 속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브로드는 . 
스피노자 윤리학에서는 이성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인조차 유용성을 
극대화하기를 추구한다고 간주하는데209) 이러한 특징은 윤리학 에서 , 『 』
쉽게 확인할 수 있다.210)

네 번째로 검토할 규정은 덕 윤리이다 덕 윤리는 스피노자 . 
윤리학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 』 
부 정리 에서 지복은 덕의 대가가 아니라 덕 그 자체다5 42 “ ”(Geb : Ⅱ
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피노자의 윤리를 덕 윤리로 분류하는 307) . 

것은 타당해 보인다 박기순 은 스피노자를 근대적 덕 윤리 . (2017)
이론가로 고려한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인간이 추구할 만한 삶의 . 
모델을 덕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 
말한다. 

나는 덕과 역량을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곧 부 정리 에 의해 덕은 . (3 7 ) 
인간과 관련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 또는 본성인데 이는 인간이 , 
그의 본성의 법칙들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고 있는 한에서 그렇다(potestas) . (E D8/Geb : 210)Ⅳ Ⅱ

이렇게 정의된 덕을 가장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가장 . 

209)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p. 39-41. [ : . (2000). pp. 56-59.]
210) 예컨대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이성의 인도 아래 우리는 현재의 작 4 66 “『 』 
은 좋음보다는 미래의 더 커다란 좋음을 욕구할 것이며 미래의 더 커다란 나쁨보다는 , 
현재의 작은 나쁨을 욕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성의 추론적 사용에 관해 긍정하고 ”
있다 이러한 유용성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적 능력으로서 이성의 활용에 관해. 
서는 다음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Lazzeri. (1999). pp. 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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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한 인간의 모델이 자유인이다 단 이때의 자유란 의지의 자유가 . , 
아니라 이해하기 자체이다 인간은 실재들에 대한 적합한 (intelligere) . 
관념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그러한 한에서 
행위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따라서 삶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성 또는 이성을 완전화하는 “
것이 각별히 중요하며 인간의 지고한 행복 또는 지복은 이 한 가지에 , 
놓여 있다.” (E App4/Geb : 267)Ⅳ Ⅱ

이러한 덕 윤리적 맥락에서 어떤 학자들은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완전주의 로 규정한다 은 완전주의를 (perfectionism) . Steven Wall (2017)
인간적 좋음을 인간 본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고려하는 윤리학 
유형이라고 정의하면서 스피노자를 완전주의 이론의 논자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 물론 상이한 유형의 완전주의가 있으며 완전주의자들마다 . 
무엇이 최고의 선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상태로서 객관적인 가치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어떤 . 
점에서 앞서 인용한 부 부록의 항과 부 정리 각각의 실재는 더 4 4 5 40, “
많은 완전성을 지닐수록 더 많이 행위하고 더 적게 겪으며 역으로 더 , 
많이 행위할수록 더욱 완전하다 등은 이러한 해석이 힘을 ”(Geb : 306) Ⅱ
실어준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검토할 규정은 이기주의 다 이 , (egoism) . 
경우에도 자연주의와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기주의 모델은 이타주의 . (egoism) 

모델과 대비되는 규범 윤리학의 범주일 뿐 스피노자 윤리학이 (alturism)
이기주의 모델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로 
이기적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이 모델들은 윤리학의 (selfish) .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된 이념형 이며 이타주의 (ideal type)
모델이라고 해서 이기주의 모델보다 도덕적으로 특별히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이 행위자 . 
자신에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오로지 다른 행위자에게만 존재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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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별된다.211)

스피노자 윤리학은 일차적으로는 행위자 자신의 역량의 증감을 
통해서만 좋음과 나쁨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기주의적 특색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로서 윤리학 부 정리 누구도 다른 . 4 25, “『 』 
것을 위하여 자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를 인용할 수 있다.” . 
무엇보다 스피노자에게 모든 덕의 토대는 코나투스이다 코나투스는 자기 . 
보존의 노력이며 따라서 자신을 보존하는 데 유용한 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심지어 스피노자는 자유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이유를 그 . 
유용성에서 찾는 것처럼 보인다 윤리학 부 정리 의 증명에서 . 4 71『 』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서로에게 가장 유용하며 가장 커다란 우정의 “ , 
필요성에 따라 연결되어 있고 부 정리 및 그 따름정리 에 의해(4 35 1 ), 
똑같은 사랑의 열정으로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부 (4
정리 에 의해37 ).” (Geb : 263) Ⅱ

이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이성의 인도에 따르는 사람조차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위하는 것처럼 설명된다 부 정리 의 다른 증명 이성의 . 4 51 , “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욕구하는 좋음을 타인을 위해서도 
욕망한다 같이 일견 이타주의적으로 보이는 행위조차 ”(Geb : 248)Ⅱ
실상은 이성적인 사람이 행위 역량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만큼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211) 물론 이기주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크게 보아 심리적 이기주의 . (psychological 
egoism) 윤리적 이기주의 합리적 이기주의 가 있으, (Ethical egoism), (rational egoism)
며 방금 제시한 규정은 세 가지 중 윤리적 이기주의에 가깝다. Broad (1965, pp. 

국역 브로드 의 경우 스피노자35-43; pp. 276-277)[ : (2000). pp. 52-62; pp. 335-337]
의 이기주의는 심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동시에 윤리적인 이기주의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 

국역 내들러 도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심리학Nadler (2006, p. 208)[ : (2013). p. 243] 
적 이기주의와 합리적 이기주의의 면모를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Curley (1999, 

는 홉스의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스피노자의 심리학적 이기주의의 유사성을 비교ch. 3)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기주의의 상세한 규정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그 까닭은 내. . 
가 보기에 이기주의는 틀리지는 않더라도 스피노자 윤리학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규
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 절 항에서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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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에 대한 계산에 입각한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추동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212)이 이러한 이기주의적 특색은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학설을 
덕의 일차적이고 유일한 토대로서 제시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귀결이라고 간주하며 특히 앞서 검토한 이성의 추론능력을 통해 유용성을 , 
계산하는 특성이 이기주의의 규정과 함께 묶여 고려된다.213) 

기존의 규정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지금까지 스피노자 윤리학에 내려진 다양한 규정들을 개괄하였다. 
이 규정들은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학설을 덕의 유일하고 일차적인 토대로 
설정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귀결로 보인다 만약 스피노자가 . 
코나투스 외의 다른 가치의 심급 종교적 계율이나 실정법 등 을 — —
코나투스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상위의 가치 원천으로 인정했다면 
주관주의 이기주의 등의 함축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 .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규정들 가운데 몇몇 예컨대 완전주의와 , 
주관주의는 명백히 상충한다 공리주의와 덕 윤리는 논리적으로 양립 .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어색한 짝짓기이다 규정의 난립은 단지 . 
합의의 부재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규정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지금부터 나는 이 규정들을 차례차례 비판적으로 . 
고찰하면서 그것이 스피노자 윤리학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따져보겠다. 

먼저 자연주의를 검토하겠다 나는 이 규정에 동의한다 그러나 . .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조항이 붙어야 한다 먼저 스피노자의 자연주의는 . , 
브로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자연주의라고 볼 수 없다. 
브로드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생명 충동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현대 
생물학의 항상성 원리와 등치시킨 뒤 스피노자가 개체 혹은 종의 , 
차원에서 생존을 윤리적 지향점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 

212) 앞의 번 각주에서 든 학자들 외에도 등 211 , Bennett. (1984); Della Rocca. (2004) 
이 스피노자 윤리학을 이기주의 모델로 규정한다. 

213) 국역 내들러 Nadler. (2006). p. 242. [ : . (2013). p. 400-401.]; Della Rocca. 
(2004). pp.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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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가 철학사적으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전력이 있으며 
스피노자가 유기체의 차원에서 코나투스 학설을 적용할 때 오늘날 우리가 
항상성 원리로 설명하는 현상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 
앞서 검토한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 속에서 코나투스 학설의 위상을 『 』
염두에 둔다면 이 학설의 근원은 충족이유율이지 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이 아니다 설령 윤리학 외부의 지평에서 해석의 가능성을 . 『 』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스피노자 철학의 배경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평은 현대 생물학이 아니라 세기 기계론적 17
자연학이다 스피노자의 자연학은 충돌 모델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 
항상성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전제하는 호르몬 등의 개념은 
스피노자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계론과 상반되는 
생기론적 함축을 갖기 때문에 스피노자 자연학과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이다 만약 자연학의 맥락에서 코나투스 학설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 
관성 원리가 항상 중심에 와야 한다 이 점에서 브로드는 스피노자의 . 
코나투스 학설을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 읽으려는 시대착오적 잘못을 
범한다. 

아마도 브로드는 코나투스를 생명 충동이라고 단정하고 스피노자 
윤리학에 접근했기 때문에 스피노자 윤리학의 주요한 특징들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 같다 나는 브로드가 어째서 스피노자를 차라리 흄과 함께 . 
심리학적 자연주의자로 규정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여기서 스피노자의 . 
철학 전체를 도덕 심리학으로 읽어내는 김원철 의 시도를 참조하는 (2014)
것이 좋겠다 김원철의 해석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이 세계가 신적 의지에 . 
따라 도덕적으로 질서 지어져 있다는 목적론적 사유 방식을 비판하면서, 
가치와 규범들이 모두 상상의 산물이며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도덕적 
가치는 우리 자신이 세계에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도덕성은 . 
코나투스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 기제를 통해 생산된다. 
스피노자의 철학 전체가 정말 도덕 심리학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김원철은 스피노자의 체계가 
갖는 자연주의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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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보기에 세계 그 자체에는 객관적이고 실정적인 도덕적 가치가 
부재한다 그가 선과 악의 개념을 비판하고 감정적 반응과의 연관 . 
속에서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재규정하는 까닭은 목적론적 사유방식이 
우리가 부여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로 전도시켜 놓기 때문이다. 
요컨대 스피노자 윤리학의 자연주의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은 목적론과 
객관적 가치라는 허상의 결합의 비판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 
스피노자의 윤리학적 기획이 어떠한 함축을 갖는지는 다음 항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다음 규정의 검토로 넘어가기 전에 사족으로 덧붙인다면 
스피노자가 생물학적 충동을 정당화의 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피노자가 그리고 인간의 지복에 관한 논의를 . 
위한 포석으로 윤리학 부 정리 과 사이에 자연학 소론 을 2 13 14 『 』 「 」
삽입한다는 점 윤리학 부 서문에서 인간 사회를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 3『 』 
분리시켜 다루는 방식이 왕국 안의 왕국 을 전제한다는 “ ”(Geb : 137)Ⅱ
이유로 비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연속성을 . 
주장하는 것이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에게 자연권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말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국가 안에서 힘 센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핍박하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스피노자의 목표는 인간 고유의 . 
자연적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지 자연을 도덕적 정당화의 규범으로 ‘ ’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스피노자가 정말로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면 . 
윤리학 부 후반부의 자유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인간의 4『 』 
자유를 다루는 부 전체는 체계 내적으로 사족에 불과할 것이다 왕국 5 . ‘
안의 왕국 비판은 자연법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충분이유율을 위배하고 ’ 
인간에게 존재론적 특권을 부여하는 학파를 겨냥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피노자가 자연 안에는 절대적인 선도 악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그의 윤리학을 악 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 ’
것이 단지 허위 이자 오류 이며 그래서 규범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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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에서 . 3 14『 』 
좋음과 나쁨에 대한 참된 인식은 참된 것인 한에서는 어떠한 정서도 “ , 
억제할 수 없으며 오직 정서로 간주하는 한에서만 억제할 수 있다, .”(Geb 

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는 단지 인식의 차원에서는 : 151) . Ⅱ
윤리적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 , 
이성적 욕망 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감정 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자유인의 ‘ ’ ‘ ’
주요 덕목으로 간주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적 기획이 냉담한 관찰자의 .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둘째로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규정을 검토하겠다 나는 스피노자 . 
윤리학이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고 분석하는 의 주장을 모두 Lazzeri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규정의 명칭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주관주의 및 상대주의라는 명칭이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 
주관주의라는 말의 내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브로드가 말하는 것처럼 . 
우리는 자연주의 비자연주의의 구분과 주관적 비주관적의 구분을 - -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주관적 이론이란 모든 윤리적 판단을 말하는 . “ , 
시점에서 대상을 향한 화자 자신의 정신적 태도에 대한 화자의 진술로 
구성하려는 이론이다.”214) 그런데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이론이 아니다 가 이미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 Lazzeri
요소들을 살펴보기만 한다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인식 . 
주관이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 어떤 대상은 처음에는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을 향유하는 . 
대가로 훨씬 큰 슬픔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는 좋으나 . , 
궁극적으로는 나쁠 수 있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최종적인 결정은 시간적 . 
측면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행위 역량의 증가와 감소를 계산에 입각해야 
한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가치판단의 객관적 기준으로 . 
제시한다 따라서 특정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의 권리는 행위 . 

214)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260. [ : . (2000).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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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인식론적 특권을 조금 더 갖기는 하겠지만 에게만 독점적으로 — —
주어져 있지는 않으며 제 자에게도 열려 있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의 3 . 
윤리학은 객관적 이론에 해당한다. 

이제 스피노자에게 가치가 상대주의적이라는 주장을 검토해보자. 
스피노자에게 좋음과 나쁨이 언제나 인식 주관과의 관계에서만 판단되며 
사물의 내적 특성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 
의미에서 나는 이 용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도 그러한 Lazzeri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대주의라는 명칭은 환원될 . 
수 없는 기준의 복수성을 지시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프로타고라스가 . 
개별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제시할 때 각각의 인간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 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스피노자 . 
역시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개체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한다 스피노자는 . 
윤리학 부 정리 에서 이렇게 말한다 상이한 사람들이 하나의 3 51 . “『 』 
동일한 실재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으며 하나의 동일한 , 
사람도 하나의 동일한 실재에 의해 상이한 순간에 상이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이에 관해 말하는 ”(Geb : 178). Ⅱ
구절을 잘 살펴보면 가치판단의 상이성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피노자는 증명 부분에서 부 요청 에 . 2 3
근거하여 인간 신체가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때로는 저런 방식으로 “
변용될 수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한다 만약 서로 다른 ”(Geb : 102) . Ⅱ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변용된다면 
각각의 사람이 그 대상에 내리는 판단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판단의 . 
상이성으로부터 개인마다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오직 코나투스만이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 
가치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판단의 상이성은 대상과 . 
맺는 관계의 양상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상의 좋고 나쁨은 행위 역량의 증감을 통해 . 
일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이 개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아니라 코나투스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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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윤리학이 개인주의와 사적 심리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개개인의 코나투스는 서로의 결합을 통해 더 상위의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 

이로써 우리는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좋음과 나쁨 같은 “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는 . 
각자는 자기 자신의 유용성만을 고려할 뿐이며 자신의 고유한 기질에 , 
따라 그리고 자신에게 유용한 것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좋음과 나쁨을 , 
판단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 
자연상태에는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 
공동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모두가 국가에 복종하게 되는 
사회상태에서만 죄가 존재한다.” (E4P37S/Geb : 238-239)Ⅱ

여기서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외의 심급을 상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공동의 삶의 규칙 을 명령할 . “ ”
수 있는 힘을 법률들과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힘 이라고 간주하며“ ” , 
국가라는 개체는 정확히 같은 본성을 가진 두 명의 개인이 서로 “[ ] …
결합한다면 그들은 개인 혼자보다 두 배나 더 강한 개체를 합성할 , 
것 인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그 이상 바랄 게 ” , “[ ] …
없는 것은 모두가 모든 점에서 합치하여 모든 정신과 신체가 마치 하나의 , 
정신과 하나의 신체를 합성하듯 결합함으로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두 함께 자신들에게 
공동으로 유익한 것을 찾는 한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EⅣP18S, Geb : Ⅱ

결국 사회상태에서는 국가라는 공동의 코나투스에 따라 선과 악이 223). 
판단되기 때문에 스피노자 윤리학은 사적 기준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상대주의라는 규정은 스피노자 윤리학을 정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스피노자 윤리학의 특징을 더 잘 표현하는 용어는 
관계주의 이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 윤리적 가치는 오직 (relationism) .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 관계 이라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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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브로드와 같이 스피노자 철학이 윤리적 특성들을 다항 술어로 
분석한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때의 관계적이라는 표현은 . 
앞서 제시한 바 있는 관계론적 해석의 맥락에서 더욱 적극적인 가치를 
지닌다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사물 그 자체의 특징이 아니라 사물과의 .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특징이다 만약 어떠한 실재가 우리에게 . 
실재적으로 유용성을 산출하지 못 하다면 그 실재는 좋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우리와 어떠한 공통점도 없어서 인과적으로 무관한 초월적 . 
심급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도 없다 어떤 실재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 
반드시 그 가치를 느끼는 주관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 
이때의 관계란 인과 관계를 의미하며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선과 악의 
통념이 그것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 다시 말해 작용인을 분석하는 , 
것을 통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의 윤리학은 바로 . 
이러한 의미에서 관계적이다. 

세 번째로 공리주의 규정을 검토해보자 나는 이 규정이 해석의 .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스피노자 윤리학의 
요점을 표현해주지 못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앞서 지적한대로 스피노자가 . 
현대 공리주의와 동일한 문제틀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스피노자에게 공리주의적 요소가 윤리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것은 특정 
단계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마트롱은 윤리학 부에서 제시되는 . 4『 』 
윤리학의 법칙의 세 단계를 제시한다.215) 생물학적 이기주의 합리적  1) 2) 
효용주의 지성주의 마트롱이 보기에 합리적 효용주의 단계에서 인간 3) . 
본성의 모델은 경제적 인간이다 우리의 실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 
도움이 되는 의학과 기계적 기술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이러한 단계는 . 
한층 더 심화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홉스에게는 이성이 단지 도구적 . 
가치만을 지닌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 이해하기란 절대적 의미에서 자기 . 
자신을 보존한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216)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215) 새로운 스피노자 나 불 대역본 전집의 편집자이자 윤리학 번역자 피에르 프랑수아 - 『 』 
모로 역시 이러한 마트롱의 해석을 수용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 . Éthique p. 575.  

216) 우리에게서 덕에 따라 절대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하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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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는가 더 큰 유용성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다 스피노자 ? ? . 
윤리학에서 유용성 혹은 쾌락내지는 행복이 윤리적 목표로 설정되고 
이성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스피노자에 . 
따르면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하기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마트롱은 이처럼 목적의 가상에 제거되고 코나투스의 본령을 . 
자각하는 이 단계를 지성주의로 설정한다. 

즉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유용성이 지고의 윤리적 법칙으로 , 
작동하는 무척 한정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스피노자 윤리학 
전체를 특징짓는 규정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만약 공리주의를 . 
스피노자 윤리학 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덕 윤리라는 
규정과 상충하게 된다 스피노자에게 덕은 곧 역량이며 이 역량의 향상에 . 
도움을 주는 유용성을 추구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유용성의 추구는 금욕주의적인 윤리관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강조된 것이지 유용성이나 쾌락 자체가 윤리적 목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윤리학 부 정리 에서 . 5 42『 』 
지복은 덕의 대가가 아니라 덕 그 자체다 는 공리주의 규정의 문제를 “ ”
결정적으로 알려준다 우리는 덕을 보유함으로써 더 유용한 보상을 . 
획득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공리주의와 덕 윤리 둘 중의 .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스피노자가 자기 윤리학에 대한 
규정으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후자를 마땅히 선택해야 한다 나는 . 
이 점에서 유용성을 강조하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특색을 지칭하기 위해, 
혹시 모를 혼동을 줄 수 있는 현대 규범윤리학의 한 형태를 지칭하는 
공리주의라는 용어보다는 마트롱의 주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 『
공동체 의 옮긴이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듯이 효용주의 라는 어휘를 ’』 —
택했다.

더 나아가 합리적 효용주의가 스피노자 윤리학의 특정 국면에 , 
해당한다는 사실은 스피노자 윤리학이 비이성주의적 이론이라는 브로드의 

아가고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세 가지 방식 과 다르지 않( )
으며 이는 자신의 고유한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 (EⅣP24/ 
Geb : 226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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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부당성을 드러낸다 사실 브로드는 비이성주의적 이론의 명시적인 . 
사례로 흄의 철학을 고려하며 스피노자의 경우 그가 모든 자연주의적 
이론을 비이성주의적 이론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처리될 뿐이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성의 추론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의 경우 스피노자 저작에서 이성의 용법을 일곱 가지로 Alquié (1981)
세별한다.217) 브로드는 알키에가 제시하는 이성의 역할들 가운데 나머지  
것은 추론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쉽게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성의 
해방적 역할과 구원적 역할만큼은 추론적 기능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18) 브로드가 이러한 특징에 무감각한  
이유는 그가 스피노자 철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으며 매우 
파편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브로드는 스피노자의 종 . 3
인식과 이에 근거하는 윤리학 부의 신의 지적 사랑 인간의 지복5 “ ”, “ ”, 『 』 
인간 정신의 영원성 등에 관한 논의를 윤리학과 무관한 것으로 “ ” 
취급한다.219) 왜냐하면 브로드가 보기에 이 논의는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윤리학. 『 』 
부가 평범한 지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종교적인 열반에 관한 성찰이 5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스피노자는 이 영원성이 . 
체험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것은 종교적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에서 그러하다.220)  

217) 이 일곱 가지 용법은 다음과 같다 이성의 비판적 역할 설명적 역할 입법적  . 1) 2) 3) 
역할 정치적 역할 선별적 역할 해방적 역할 구원적 역할 다음을 참조하라4) 5) 6) 7) . . 
Alquié. (1981). pp. 245-262. 

218) 왜냐하면 해방적 역할은 목적론적 가상을 벗겨냄으로써 자연 자체에 어떠한 실정적인  
악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구원, 
적 역할은 스피노자적 자유의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영원한 삶과 지복 자체로서의 자유
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성의 행보를 쾌략의 총량을 계산하여 이뤄진 선. 
택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은 다소 다른 각도에서 스. Marshall (2017, pp. 248~265)
피노자 윤리학이 도덕성과 이성 사이의 본질적 연관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 
그의 논의는 스피노자를 도덕적 실재론자로 간주하면서 기존의 주관주의 상대주의 이, , 
기주의 규정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특징들을 잘 짚어내고 있다
는 점에서 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219)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15. [ : . (2000). p. 29.]
220) 우리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 “ (sentimus) .” (EⅤP23S/Geb : Ⅱ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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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덕 윤리 규정에 관해 검토해보겠다 나는 이 규정에 .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연주의 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단서조항을 . 
붙여야 한다 만약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덕과 역량 그리고 완전성과 같은 . , 
용어가 메타 윤리학적 비판을 통해 재전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면 스피노자 윤리학의 세부적인 성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스토아적 덕 윤리와 같은 . 
의미에서 덕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고대 덕 윤리에서 덕은 사물의 제 .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완전한 상태가 사물의 현행태이자 
사물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덕 개념은 목적 개념과 . 
불가분하게 엮여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존재론적 목적론의 . 
구도를 거부했다 비록 스피노자가 더 큰 완전성 혹은 더 작은 완전성에 . 
관해 말하고 이러한 윤리적 범주의 유용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직 상대적인 의미에서 말해질 수 있을 뿐이다 덕은 역량이며 각 실재의 . 
현행적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불완전한 것은 없다 이 . 
점에서 우리는 완전주의의 규정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스피노자 윤리학의 관계론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객관적 가치를 상정하는 
완전주의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노선과 일치하지 않는다.221) 주관에 앞서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가치를 지니는 대상은 없다 물론 앞서 스피노자 . 
윤리학의 객관적인 이론으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인정하기 때문이지 가치 자체가 독립적인 실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덕 윤리이나 . 
완전주의는 아닌 형태의 이론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기주의 규정을 고찰해보자 나는 이 , . 
규정에 대해 공리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한다 스피노자 . 

221) 단 의 경우는 스피노자 윤리학을 완전 , Schneewind (1998, p. ; 218; 2017, p. 116)
주의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스피노자가 가정하는 완전성의 개념이 상상적 인식이라는 점
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는 인간 본성의 모델이 상상의 산물이라. Schneewind
는 점에서 이것을 부적합한 인식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것처럼 비록 상상. 
일지라도 그것이 상상이라는 점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다면 그 관념 안에서 오류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직 상상을 산출하는 역량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의 . Schneewind
입장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박기순. . (2013b). p. 92. 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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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은 몇몇 부분에서는 이기주의적 특색을 갖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이기주의적 모델을 넘어선다 특히 스피노자 윤리학이 개인적 층위에서 . , 
인간 상호간의 관계의 층위로 이행하는 순간 문제의 틀이 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이성에 의해 . 4 73 “
인도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고립 상태보다는 공동의 
법령에 따라 살아가는 국가 안에서 더 자유롭다 라고 ”(Geb : 264)Ⅱ
말한다 물론 개인이 국가 안에서 더 자유로운 이유는 공동의 법령이 . 
가져다주는 안정과 평화가 자기 보존에 유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스피노자 윤리학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유용성을 통해서만 
도덕적 가치를 규정한다면 공동의 규칙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무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라고 평가할 것이다‘ ’ . 
그러나 스피노자는 부 정리 에서 자유인은 결코 기만적으로 행위하지 4 72 “
않으며 항상 신의에 따라 행위한다 고 말한다 이 정리에 , ”(Geb : 264) . Ⅱ
달린 주석을 참조한다면 스피노자의 논조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현존하는 죽음의 위험에서 배신에 의해 “ , , 
벗어날 수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규칙은 그가 기만적으로 , 
처신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충고하지 않겠는가라고 묻는다면 답변은 , 
정리 의 증명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다 만약 이성이 이렇게 [ 72 ] . 
충고한다면 이성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충고할 것이고 이에 따라 , ,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힘들을 결합하고 공동의 법률을 갖기 위해 계약을 , 
맺을 때 오직 기만적으로 맺으라고 곧 실제로는 공동의 법률을 갖지 , 
말라고 절대적으로 충고할 것인데 이는 부조리하다, .” (Geb : 264)Ⅱ

칸트의 보편성 테스트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서술은 스피노자가 
개인 차원의 자기보존을 윤리학의 지상명령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추론하게 만든다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비록 자기 자신이 손해를 . 
입을지라도 공동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선이다 이것을 밀고 . 
나간다면 자기 보존과 가장 대립하는 살신성인과 같이 가장 극단적인 



- 175 -

형태의 이타주의적 행동도 선한 행위로 스피노자 윤리학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가 하나의 개체라면 공동의 법령을 따르는 것은 개인 
차원의 이기주의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나의 것에 속하는 하나의 집단의 ‘ ’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스피노자 윤리학은 여전히 넓은 
의미의 이기주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아마 이것은 단지 . , 
명칭을 둘러싼 싸움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스피노자 윤리학이 공동체 . 
차원의 코나투스를 설정함으로써 파생되는 훨씬 더 중요한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 개체와 국가 개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국가 속의 . - - ? 
개인의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국가의 코나투스는 스스로의 보존을 위해 ? 
개개인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 
문제에 답변은 스피노자 윤리학의 전모를 밝히는 데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다루고 있는 논점과 관련하여 . 
이기주의라는 규정이 스피노자 윤리학 전체를 규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구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관계론적 특성을 갖는 객관적인 , 
자연주의 덕 윤리이다 부정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스피노자 윤리학은 - . , 
덕 또는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관적 이론이 
아니며 관계론적 특성 때문에 완전주의와 상충하고 공리주의와 , , 
이기주의로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외 비판론으로서 스피노자 윤리학  3. 

나는 앞서 항의 논의를 통해 스피노자 윤리학의 규범적 형태를 2
둘러싼 기존의 해석들 가운데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시도했다 이 . 
작업을 통해 몇몇 규정들의 불충분성을 밝혀내고 스피노자 윤리학에 
적합한 규정들을 성공적으로 추려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복수의 . 
규정이 난립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스피노자 윤리학은 왜 이런 저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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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특징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가 나는 코나투스 학설이 소외 ? 
비판론으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스피노자 윤리학이 이 학설에 , 
근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소외 비판론적 . 
특징을 구심점으로 삼아 다양한 규정들을 한데 집약함으로써 스피노자 
윤리학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도록 하겠다. 

이 재구성 작업은 윤리학 부 서문에 대한 독해에서 시작한다4 . 『 』 
이곳에서 스피노자는 완전성과 불완전성 그리고 선과 악의 통념을 , 
비판한다 먼저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경우 그의 비판적 분석에 따르면 . , , 
인간의 제작 행위에 대한 관점을 자연적 실재에 적용하는 데서 생겨난다. 
우리는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만약 이 일을 계획한대로 . 
완주했다면 일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건축가가 자신이 지을 . 
집을 구상하고 이 구상을 모델로 하여 실제로 집을 완성했을 경우에 이 
집은 모델에 비추어 그 완전성과 불완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 
우리는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인공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자연적 실재들을 고찰한다 문제는 인간이 이 자연적 실재들의 생성 . 
원인을 찾을 때 인간중심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이다 이 실재들이 저절로 . 
생겨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간은 이것들의 원인을 자신이 직접 . , 
제작했기 때문에 그 생성원인을 알고 있다고 상상하는 인공물의 경우처럼, 
다른 제작자가 만들어냈다고 상상한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 때문에 . 
인간은 자신과 같은 본성을 가진 자연적 실재들의 제작자 다시 말해, , 
초월적인 인격신을 상정하게 된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앞서 부 부록에서 맹렬하게 비판한 1
신인동형론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 목적과 관련한 . 
학설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됨으로써 미신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 , 
자연적 실재 자체가 절대적 의미에서 덜 완전하거나 더 완전할 수 , , 
있다고 혼동한다 그러나 이는 공상 에 불과하며 스피노자는 . ‘ (commenta)
완전성과 불완전성을 사실은 사고 방식들 에 불과한 것“ (modi cogitandi) , 
곧 우리가 보통 같은 종이나 유에 속하는 개체들을 비교하면서 
만들어내곤 하는 통념들일 뿐이다”(EⅣ 라고 말한다Pref/Geb : 207)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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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피노자는 이를 이것들 선과 . “ [
악 은 결코 실재들 안에 곧 그 자체로 고려된 것들 안에 존재하는 ] , 
실정적인 것을 가리키지 않으며 우리가 실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 
형성하는 사고 방식들 또는 통념들에 불과하다”(EⅣ 고 Pref/Geb : 208)Ⅱ
일컫는다 그 까닭은 앞서 다룬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관계적 사고 . 
때문이다 선과 악은 사물 자체가 갖는 특성이 아니라 한 사물이 다른 . 
사물을 인과적으로 규정하여 변용시킬 때 나타나기 때문에 변용되는 
사물의 역량 증감에 비춰서만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스피노자는 이 윤리학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 
후에 이것들을 재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용어들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 . 
우리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모형으로서 
인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려고 욕망하는 까닭에 내가 말했던 의미대로 이 , 
용어들을 보유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하에서 선을. , 
우리가 설정하는 인간 본성의 모형에 우리를 좀더 가깝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악은 . 
우리가 이 동일한 모형을 본뜨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람들이 이 동일한 모델에 더 가까이 . 
접근했느냐 덜 접근했느냐에 따라 그들을 더 완전하거나 더 불완전하다고 
말할 것이다” (E Pref/Geb : 208)Ⅳ Ⅱ

장 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러한 스피노자의 모습은 그가 3 1
제거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무슨 이유를 근거로 . 
스피노자는 메타적으로 비판된 한에서 불완전성과 완전성 선과 악의 , 
통념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할까 만일 이 통념들이 제작 모델에 ? 
입각하여 완전한 상태를 가정하는 공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혹시 모를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폐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스피노자의 행보는 부 부록에서 그가 비판하는 목적론이 정확히 1
어떤 유형의 이론인지 상기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앞서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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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이 가능태에 대한 현행태의 존재론적 선차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학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론은 편견이 미신으로 . 
굳어지면서 생겨난 구성물이다 스피노자는 편견이 인간 본성으로부터 .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 
본성상 자기 자신의 신체와 외부 물체에 대해 부적합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와 외부 물체에 대해 (E PP24-25). Ⅱ
부적합한 관념을 형성하는 까닭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 신체의 변용에 
대한 지각인데 우리는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부 정리 에 따라 외부 물체에 대한 지각은 그 물체의 본성도 2 16
함축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신체의 본성을 더욱 함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 
지각의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정신은 이로 인해 사물들 및 그들 “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물들 속에는 질서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EⅠApp/Geb : 81-82).Ⅱ

하지만 정신은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들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
관념들을 갖는 한에서도 자신의 존재 안에서 어떤 무한정한 지속 동안 
존속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의식한다, ”(EⅢP9/Geb : Ⅱ

따라서 편견에 사로잡힌 경우에도 인간은 자신의 본성 다시 말해 147). , 
보존 경향에 따라 행위한다 하지만 이때의 인간 정신이 의식하는 것은 . 
자신의 노력과 이 노력과 관련한다고 생각되는 외부 대상뿐이다 즉. , 
자신들의 의욕 과 욕구는 의식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욕구나 “ (volitio)
의욕에 사로잡히게 만든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EⅠApp/Geb : 78) Ⅱ
인간은 인과 계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신이 자유롭게 의지한 결과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그렇게 의지한 까닭은 사물 자체가 지닌 내적 특징 , 
때문에 그렇다고 상상해낸다.222) 이렇게 인간은 자기 상상의 변용들을  ”
사물들로 간주”(EⅠ 하게 되는 셈이다 그들은 무지한 App/Geb : 82) . “ [Ⅱ
사람들 어떤 사물이 그들을 변용시키는 바에 따라 그것의 본성이 ] 
선하거나 악하다고 건전하거나 썩고 부패했다고 말한다, ”(EⅠApp/Geb 

222) 인과 계열에 대한 무지가 자유의지에 대한 뿌리 깊은 환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섬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elamed. (2017a). pp.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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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Ⅱ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자연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강제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미신으로 변화한다 미신은 체계화되면서 . 
편견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 
목적론은 인간의 허구에 불과했던 목적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한 일종의 
미신이다 그런데 미신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무지 상태를 영속화시키는 . 
악영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그들이 그 용법을 . “
모르는 다른 미지의 것들 가운데 하나로 놓고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태생적인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모든 구성물들을 파괴하고 , 
새로운 구성물을 고안해내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EⅠApp/Geb : Ⅱ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러한 미신에 대해 갖는 애착 때문에 79). “[…] 
기적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 하고 바보처럼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 
놀라기보다는 학식 있는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은 도처에서 불경한 이단으로 간주되며 우중이 자연과 신의 , 
해석자로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난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 
무지가 제거되면 얼빠진 놀람 곧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 ,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제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EⅠ 결론적으로 미신은 인간이 무지 App/Geb : 81). Ⅱ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방해물로 작용한다. 

게다가 목적론이라는 미신이 떠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학설이 자연의 순서를 전도한다는 점에 있다 장 절에서 다룬 것처럼 . 3 1
목적론은 우리의 삶을 수단화한다 좋음과 나쁨은 사물 자체가 갖는 . 
특성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 및 기쁨과 슬픔을 투사한 
것임에도 우리는 이 객관적 가상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소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트롱은 마르크스주의적 용어를 빌려와 . 
목적론이 이데올로기적 소외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소외 개념이 . 
스피노자의 체계 외부로부터 수입되긴 했지만 나는 이 개념이 스피노자 
텍스트의 논증적 질서와 어떠한 충돌도 없이 스피노자의 비판적 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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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목적론은 본디 수단인 것을 그 . 
자체로 추구해야 될 목적으로 탈바꿈시키고 목적을 이 수단에 
종속시킨다.223)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에서 코나투스 학설을 통해 이 전도된 3『 』 
세계관을 뒤집어서 바로 세운다 하지만 이 작업은 단지 욕구와 욕구의 . 
대상 사이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두거나 편견들에 철퇴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편견들이 인간 .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무지는 필연적이다 우리는 단번에 합리적일 수는 . 
없으며 단번에 모든 것에 통달할 수는 없다, .224) 따라서 목적과 같은  
상상적 가상들은 사소한 오류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필연적 조건을 
이루는 환경 그 자체이다 게다가 이 가상들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제거될 . 
수 없다. 

마찬가지로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태양이 우리로부터 걸음 정도 “ 200
떨어져 있다고 상상하는데 이것의 오류는 단순히 이러한 상상에 있는 게 , 
아니라 이처럼 상상하는 동안 우리가 그것의 실제 거리를 알지 못하고 ,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원인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비록 . 
나중에 태양이 지구 지름의 배 이상이나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600
것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태양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상상할 , 

223) 하지만 이 표현을 수사적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여 스피노자의 철학을 인간의 삶이 추 
구해야 할 진짜 목적 이라고 주장하는 내적 목적론으로 해석한 뒤에 반목적론에서 시‘ ’
작하여 목적론으로 끝나는 비일관적 철학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스피노자에게 . 
완전한 인간의 모델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산물이며 이것은 그 모델을 상상하는 인간의 
현행적 역량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24)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정리 과 에서 우리가 실재들의 지속 와 관련 2 30 31 (duratio)『 』 
해서 부적합한 인식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실재의 지속은 실재들 사이. 
의 무한한 인과 연쇄 속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모든 실재의 상태에 대한 적
합한 인식이 사실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이미 적합하게 알고 . 
있는 공통 통념들에 기초하여 적합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 이해 가
능성이 권리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신학정치론 에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인간 인식의 . 『 』
사실적 한계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첨언하자면 우리는 실재들의 연합과 연쇄 . “ , 
자체 즉 사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합되고 연쇄되어 있는지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따, . 
라서 사물들을 가능한 것들로서 간주하는 것은 삶의 유용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심지어 .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TTP, , [1]/Geb : 57)”.Ⅳ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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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양을 그처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 
우리가 그것의 실제 거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신체 자체가 , 
태양에 의해 변용되는 한에서 우리 신체의 변용이 태양의 본질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E P35S/Geb : 117)Ⅱ Ⅱ

결국 상상적 인식을 야기하는 인과 연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인과 연쇄 혹은 자연의 일부인 한 우리는 , ,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는 불투명성의 지대 속에서 실존할 . ,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삶의 근본조건을 이루는 이 불투명성에 대해 . 
사유할 수는 있다.225) 우리는 우리가 불투명성 속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 
이로부터 많은 편견들이 산출된다는 것과 그 산출방식에 대해서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한 편견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교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불투명성을 사유하는 한에서 우리는 더욱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어째서 스피노자가 편견이라고 비판한 
윤리적 통념들을 재수용하는지 알게 된다 만약 편견이 필연적으로 생성될 . 
수밖에 없다면226) 오히려 정말로 경계해야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편견보다는 미신 쪽에 더 가깝다 편견은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나 충분히 . 
전유할 수 있는 반면에 정교화된 미신은 이러한 전유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투명성을 사유한다는 윤리적 기획을 .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심지어 매우 내밀한 미신의 구성물들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부에서 코나투스 학설만을 일차적이고 . 4

225) 마트롱을 포함하여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가상 혹은 불투명성을 사 
유하기 위한 노력을 독해하는 해석적 노선은 알튀세르가 제안한 가설들에 힘입고 있다. 
알튀세르주의적 스피노자 독해에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oreau. (1997). p. 84. 
국역 진태원 엮음[ : . (2011). p, 420.] 

226) 실제로 스피노자는 이 통념들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볼  “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모형으로서 인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려고 욕망하는 까닭”(EⅣ

이라고 밝힌다 즉 스피노자는 우리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Pref/Geb : 208) . , Ⅱ
사실로 인해 어째서 인간이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
을 마땅히 탐구할 필요가 남아있겠지만 윤리적 통념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
그런데 오히려 윤리적 통념은 그것이 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한에서 매우 유용
할 수 있으며 차라리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때의 모델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 , 
주해서는 안 된다 설령 현재의 상태가 이 모델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 
존재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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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덕의 토대로서 인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모든 윤리적 법칙의 . 
근거는 본성 자체인 코나투스 외에는 없다 만약 어떤 가상이 삶의 보존에 .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독단화되어 
오히려 삶을 종속시킨다면 그러한 외재적 규범의 근거 없음을 다시 -
드러냄으로써 그 허위성을 폭로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피노자 . 
윤리학은 부당한 권위를 타파하는 비판철학적 함축을 갖는다. 

요컨대 윤리적 개념들에 대한 스피노자의 전유가 목적론 비판에 
기초한다는 점 그리고 목적론을 코나투스 학설을 통해 바로 잡았다는 점, , 
마지막으로 이 코나투스 학설이 덕의 일차적이고 유일한 토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피노자 윤리학의 여러 상이한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각각의 규정들은 스피노자가 우연히 고안해낸 착상들이 결코 . 
아니다 이 규정들은 소외 비판론적 함축을 갖는 코나투스 학설로부터 . 
체계적으로 연역된 결과이다 예컨대 덕 윤리적 특성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 
자기 본성에 대한 모델을 세우기를 욕망한다는 불가피성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이상을 가리키는 전통적 명칭을 전유한 것이며 관계론적 특성은 , 
실재들 사이의 변용과 연관에 관한 스피노자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전제한 결론이다.

제 절 스피노자 윤리학의 메타 윤리학적 문제2 

스피노자 윤리학의 규범적 적합성 문제  1. 

여기서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규범적 형태를 검토한 절의 내용을 1
바탕으로 이 윤리학에 대한 메타적인 진단을 내리고자 한다 메타 . 
윤리학적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면에서 스피노자 
윤리학 자체가 메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장 절 항에서 검토한 바와 . 4 1 3
같이 스피노자는 목적론적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해체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선과 악 등의 윤리적 개념을 재정의한다 스피노자 윤리학이 . 
가지는 여러 규정들은 소외 비판론이라는 메타 윤리학적 기획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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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때 비로소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립된 .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과연 정당한가? 

스피노자 윤리학에 제기되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 윤리학적 문제는 
왜 윤리적 행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정당한 답변을 구성할 수 “ ”
없다는 비판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스피노자가 엄격한 결정론적 세계관을 . 
구성했기 때문에 윤리적 실천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문제를 코스가드가 규정하는 의미에서 규범성의 물음 으로 “ ”
정식화하고자 한다 코스가드의 정식화는 스피노자에게 제기된 역사적 . 
비판들이 공격하는 지점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이 비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알려주므로 스피노자 윤리학의 
정당성을 검토하려는 현재 논점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나는 우선 . 
코스가드를 따라 규범성의 물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코스가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가 도덕성의 철학적 토대를 물을 때는 단순히 도덕적 관행에 대한 “
해명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도덕성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를 . 
정당화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규범성에 관한 . ‘
물음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the normative question)’ .”227) 

도덕적 규범들은 이런저런 행위 혹은 삶의 방식이 좋다고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시한다 특정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좋거나 옳다는 윤리적 . 
주장은 그 행위를 해야 한다는 당위를 함축한다 그렇다면 윤리적 이론은 . 
왜 그러한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지 묻는 것에 대해 자신이 주장하는 
당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코스가드가 보기에 이러한 규범성의 물음을 . 
통과할 수 있는 이론이 잘 정초된 도덕철학이다. 

그러나 도덕철학자들이 이 물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윤리적 
이론을 구성한 것은 아니기에 때때로 이 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답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을 코스가드는 인정한다 따라서 그는 이 물음에 . 

227) Korsgaard. et al. (1996). pp. 9-10. 국역 코스가드[ : . (2011). p. 29.]



- 184 -

답변하기 위해 탐색해야 하는 지점을 먼저 구체화한다 우선 철학자들은 . 
도덕 개념론 을 구성하는데 이는 도덕 (theory of moral concepts) 1) 
개념의 의미 좋거나 옳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분석되는지, 2) —
적용 대상 그래서 정확히 어떤 행위가 좋거나 나쁜지 기원 우리는 , 3) — —
이 개념을 어떻게 습득하였으며 어떻게 상용하는지에 관해 연구한다. 
그리고 코스가드는 도덕적 관념들은 우리의 실천적 삶에서 실제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누군가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는다면 그가 . 
갖는 이 도덕적 관념은 그에게 이 행위를 실제로 할 동기를 제공한다. 
코스가드는 이를 도덕적 관념의 실천적 심리적 효과로 제시한다, . 

코스가드가 보기에 이 효과는 도덕 개념론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코스가드는 도덕 개념론이 갖는 설명력에 따라 . 
윤리적 이론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설명의 . 1) 
적합성 규범성의 혹은 정당화의 (explanatory adequacy). 2) 
적합성 전자는 도덕적 관념이 (normartive or justificatory adequacy). 
우리에게 영향을 왜 그리고 어떻게 미치는지에 관해 설명한다 예컨대 . 
쾌락주의적 윤리학에서 선은 곧 쾌락으로 정의되고 이 쾌락이 갖는 매력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에 대한 동기를 갖는다 후자는 도덕적 관념이 .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왜 이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한다 코스가드는 윤리적 명령이 . 
극단적 내용을 가질 때 이 물음이 가장 뚜렷하게 대두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나치 경찰이 찾아와서 집에 숨겨둔 유대인을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떤 윤리적 이론이 설령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유대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면 우리는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도덕적 관념이 요청하는 이 행위가 옳다는 . 
것을 알면서도 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윤리적 이론은 그럼에도 
도덕적 관념이 요청하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코스가드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물론 후자이다 코스가드는 이 .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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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적 답변 제공 조건 투명성 조건 정체성 1) 1 . 2) (transparency) . 3) 
조건 첫 번째 조건은 규범성의 물음이 인칭 시점에서 제기된다는 . 1
점에서 기원한다 규범성의 물음은 제 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 3
저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논평하거나 누군가에게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할 때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물음은 도덕성의 명령을 . “
행위하도록 요구받는 행위자에게 일어나는 일인칭적인 물음”228)이다. 
따라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도 이 물음을 던진 행위자 우리 자신을 , 
만족시켜야 한다 코스가드는 두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따라 . 
나온다고 본다 규범성의 물음과 답변이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일어나기 .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의 동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 동기가 윤리적 이론을 통해 해명된 이후에도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어떤 윤리적 이론이 사람들이 도덕적 행위를 . 
하는 까닭이 무지와 불지불식간에 생긴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이러한 무의식적 행위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도덕적 행위를 
그만둔다면 이 이론은 투명성을 결여한다 세 번째 조건은 매우 강력하다. . 
코스가드는 규범성의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자신이 “
갖고 있는 느낌 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해에 철저히 , 
부합해야 한다”229)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를 하는 .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어서 죽는 것보다 
나쁘다고 여길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정당성이 도덕적 책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스가드의 논의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스피노자 윤리학을 
접근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충분히 획득했으므로 이제 다시 스피노자로 
돌아오도록 하자 먼저 스피노자 윤리학이 도덕 개념론을 구성한다는 점은 . 
확실하다 스피노자 윤리학은 코스가드가 말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 
탐구를 모두 담고 있다 스피노자는 선과 악 같은 윤리적 통념을 . 1) 
유용성을 통해 정의한다 존재 보존에 도움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 
나쁘다 이로부터 윤리적 개념의 적용 대상도 매우 분명하게 따라 . 2) 

228) Korsgaard. et al. (1996). p. 16. 국역 코스가드[ : . (2011). p. 38.] 
229) Korsgaard. et al. (1996). p. 17. 국역 코스가드[ : . (201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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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우리에게 유용성을 안겨다 주는 대상 혹은 행위를 추구해야 한다. . 
우리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과 3) 

행위 역량의 증감을 통해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스피노자의 도덕 . , 
개념론이 도덕적 관념의 효과에 대해 설명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실하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또 해야 하는 이유는 .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언제나 긍정하며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용한 행위를 욕망한다. 

그런데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규범성의 물음에 답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규범적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일견 보인다 실패의 이유는 코스가드가 지적하고 있는 . 
것처럼 스피노자 윤리학의 자연주의적 특성 때문이다 코스가드는 홉스를 . 
고려하면서 그가 규범이 갖는 권위의 원천을 오직 군주의 
힘 뿐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딜레마를 지적한다 만약 (power) . 
권위의 정당성이 힘에 달려있다면 실제로 이 힘이 성공적으로 행사될 
경우 규범은 준수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힘이 부족하여 규범을 . 
강제하는 데 실패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실행할 힘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실천할 “
수는 없기 때문이다”230)

코스가드는 이러한 문제가 권력의 자연적 원천에서 규범성을 “
이끌어내는 모든 시도에 적용된다”231)고 본다 우리는 앞선 검토를 통해 . 
스피노자가 도덕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다시 말해 역량으로 환원하여 , 
분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스피노자는 홉스보다 훨씬 더 완고한 . 
자연주의를 고수한다.232) 스피노자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덕의 토대는  
개체의 본질 그 자체인 코나투스뿐이다 곧 모든 규범성의 원천은 바로 . , 
이 코나투스이다 만약 어떤 개체 의 행위 역량이 충분하고 대상에 대한 . x

230) Korsgaard. et al. (1996). p. 29. 국역 코스가드[ : . (2011). p. 59.]
231) Korsgaard. et al. (1996). p. 29. 국역 코스가드[ : . (2011). p. 59.] 
232)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이행하면서 주권자의 의지로 제정된 실정법의 권위 
를 주장하는 법 실증주의의 입장을 취하지만 스피노자는 시민상태에서도 자연권을 보장
한다 홉스와 스피노자의 차이에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 Goyard-Fabre. (1992). 
pp. 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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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인식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는 자신의 본성에 x
부합하는 행위를 실제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 행위 역량이 외부 . x
대상의 교란에 의해 위축된 상태라면 행위를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애초에 할 수 없었던 일이므로 규범성의 물음은 제기조차 
될 수 없다 우리가 도덕적 관념이 부여하는 행위의 동기가 아무리 . 
강력할지라도 그 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책무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 
말한다면 할 수 없는 행위는 이를 정당화해주는 힘이 없다는 의미와 
다름없으므로 이 행위는 애초부터 규범으로 정립될 수조차 없다 결국 . 
실존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사태는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역량으로부터 
도출되었으므로 이미 정당하고 역량이 부족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사태는 
실존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 결국 코스가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 
윤리학의 구도에서는 모든 것이 옳은 셈 인데 이러한 결론은 해당 “ ”
이론이 정당화의 적합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도덕적 동기 및 책무의 문제와 규범성의 물음이 충족시켜야 할 
세부적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스피노자 윤리학이 처한 
상황은 훨씬 나쁘게 보인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좋다고 . 
판단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좋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욕망에 대해서는 . 
의식하고 있지만 이 욕망을 하는 동기 혹은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인간 정신은 . 
자신이 욕망하도록 규정하는 인과 연쇄에 대해 무지할 경우 그 원인을 
자신의 의식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지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 
있다 다만 실제의 원인에 대해 적합한 인식을 가질 때나 부적합한 인식을 . 
가질 때나 각 실재는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째서 이런저런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만약 이 사람이 그 . 
행위를 하는 이유를 그것이 도덕적으로 좋거나 옳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이는 오답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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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도덕적 동기를 느끼는 실제의 이유는 단순히 그의 본성과 외부 
원인들의 공동 작용이 이를 원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 
우리 자신의 행위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선행하는 사태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된 결과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한다 왜냐하면 이미 . 
결정된 사항을 행위자의 의지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도덕적 행위의 실제 —
결과가 행위자의 역량을 증가시키든 오히려 감소시키든 이를 욕망하지 —
않을 수도 실제로 행위를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도 없기에 첫 번째 
조건은 만족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충동에 따라 
행위를 하므로 투명성 조건도 만족되지 않는다 세 번째 조건의 충족은 . 
더욱 요원해 보인다 코스가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단적 . 
상황에서조차 도덕적 규범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 
스피노자 윤리학은 존재하고 행위하고 살아가기를 곧 현행적으로 “ , 
실존하기를 동시에 욕망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지복을 누리고 잘 , 
행위하고 잘 살아가기를 욕망할 수 없다”(EⅣ 라고 P21/Geb : 225)Ⅱ
말한다 규범성의 원천이 개체적 본질 그 자체인 이상 목숨을 . 
버리면서까지 지켜야할 정체성 및 도덕적 책무는 없다 물론 정체성과 . 
생명을 동일시하는 게 정체성에 대한 스피노자 윤리학의 최종적인 
답변이라면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 점은 . 
도덕적 사안과 관련된 우리의 직관을 만족시켜주지 못 한다 많은 경우 .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까닭은 목숨보다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코스가드의 문제틀에 입각할 때 스피노자 
윤리학은 설명적 적합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규범적 적합성은 결여하고 
있다 스피노자 윤리학은 좋은 삶이 무엇인지 기술할 수는 있지만 좋은 .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못 한다 그 요인은 앞서의 검토에 . , 
의거하여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실현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 . (i) 
정당하기 때문에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이유에 대한 규범성의 
물음의 여지가 사라지고 애초에 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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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행위 능력 자체도 부재하므로 규범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agency) 
행위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많은 . 
비판적 논자들이 이 두 가지 요인이 스피노자 철학의 결정론적 성격과 
코나투스 학설을 유일한 윤리학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령 스피노자가 만약 코나투스 외의 가치 심급을 . 
인정하거나 자유 의지를 허용하여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면 이 문제들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충족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 . 
있으며 그 이상을 실현하는 당위는 행위자 주체에게 달려 있다면 
규범성의 물음에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장 절에서 다뤘던 알키에의 3 2
문제제기를 윤리적 맥락 위에서 다시 한 번 마주친다 알키에는 관성 . 
원리에서 비롯된 보존 경향으로서 코나투스가 어떻게 확장 경향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데카르트적 자유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서 . 
오직 자연학적 원리인 코나투스 학설만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셈이다 주어진 상태를 수동적으로 보존할 뿐인 현세 . 
지향적 욕망으로는 어떻게 더 나아지고 이상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욕망을 포괄할 수 없다 규범성의 물음을 둘러싼 실천철학적 문제를 .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위의 욕망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이를 결여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그의 
윤리학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이다. 

어쩌면 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스피노자 윤리학의 
독창성이자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233) 하지만 이러한 해석노선은 현재  
우리가 다루는 물음의 지평 자체를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 
그보다는 규범성의 물음의 지평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한 스피노자 윤리학이 논점 와 를 (i) (ii)
함축하지 않으며 이 논점들이 부당하게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윤리학『 』 
텍스트 전반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입증하고 그런 뒤에 스피노자 , 

233) 이것은 들뢰즈의 주장이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행동학으로 제시한다 다 . . 
음을 참조하라 국역 들뢰즈 . Deleuze. (1970; 2003). p. 40. [ : (200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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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이 규범성의 물음을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규범적 이상과 행위 능력  2. (Agency)

먼저 비판적 논자들이 어떤 근거로 스피노자 윤리학이 논점 와 (i)
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검토하고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ii)

점을 각각 밝히도록 하겠다.
우선 코스가드는 자연주의적 입장이 논점 를 필연적으로 (i)

함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스피노자가 윤리학 에서 선과 악은 . 『 』
결코 실재들 안에 곧 그 자체로 고려된 것들 안에 존재하는 실정적인 “ , 
것을 가리키지 않으며”(EⅣ 만약 인간 정신이 적합한 Pref/Geb : 208), “Ⅱ
관념들만 갖고 있다면 인간 정신은 악에 대한 어떠한 통념도 형상하지 , 
못하리라”(EⅣ 고 말하는 대목을 고려한다면 그는 선과 P64C/Geb : 259)Ⅱ
악이라는 도덕적 관념이 단순한 허구라고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 . 
결정적으로 스피노자는 자연상태에는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 
(EⅣ 고 말한다 그렇다면 죄와 악 그리고 결함 같은 P37C2/Geb : 238) . , Ⅱ
것은 각 실재에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며 실재에는 오직 그 역량이 있을 
뿐인데 이 역량은 정의상 곧 덕 과 동일시된다(virtus) . (EⅣD8/Geb : Ⅱ

그렇다면 어떠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실이 210) 
정당화된다고 보는 관점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도덕적 가치는 . 
이 자연적인 역량의 증감에 따라 평가되므로 궁극적으로 스피노자는 
윤리적 판단을 사실적 판단과 혼동하는 자연주의적 오류234)를 범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특히 이 논문 장 절과 장 절의 , 3 2 4 1
내용을 고려한다면 스피노자 윤리학이 를 부정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i)

234) 물론 사실과 당위를 동일시하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 는 자연화되지 않는 요소들 ‘ ’
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정당화하지 못 한다면 그러니까 자연적 판단과 도덕적 판, 
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될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는 오류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스피노자가 자연주의자이며 도덕적 판단을 자연적 판단으로 분석하지만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도덕적 범주의 명제들을 자연적 범주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려고 시도하
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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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는 두 가지 점에서 반박된다 첫째 장 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 (i) . , 3 2
스피노자는 유한 양태의 실존적 조건을 역동적인 환경으로 고려한다. 
하나의 독특한 실재가 실존하게 되는 환경은 결코 이 개체만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개체의 역량은 항상 수동적 변용을 . 
겪었으며 단 한 번도 순수한 능동적 작용으로 발휘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 
개체가 할 수 있는 한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존재란 바로 능동적 상태의 
역량이다 따라서 개체의 본질을 긍정하는 코나투스는 한 개체의 가장 . 
완전한 수준을 기술해줄 뿐만 아니라 한 개체가 그러한 수준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코나투스의 노력은 그 개체가 가장 완전한 
수준이 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코나투스는 일종의 규범적 이상을 . 
제시해주며 코나투스에 따라 이런저런 귀결들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때 이때의 필연성은 단지 이런저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이론적 
필연성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범적 필연성으로 
나타난다.235) 단 이때 가능태와 현행태의 구별이 재도입된다고 생각하지  ,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태는 다른 것 안에 또는 다른 것인 . “
한에서의 자기 안에 있는 운동과 변화의 원리 형이상학 권, ”( , 12, Ⅴ

이다 즉 도토리의 목적으로서 상수리나무는 도토리와는 1019a13~14) . , 
다른 것으로서 도토리 안에 가능적으로 있으면서 도토리가 현행적인 
상수리나무가 되도록 변화를 주재한다 하지만 코나투스가 머무르려고 . 
하고 지향하려고 하는 그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코나투스가 . 
제시하는 규범적 이상이 이 개체 안에 내재하며 이 개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 지향점 사이의 존재론적 위계 구별은 

235) 여기서 의 주해를 참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게루 Gueroult (1968, pp. 102-103) . 
는 주로 지성교정론 을 참조하여 스피노자에게 해야 한다 는 동사는 이론적 “ (debere)”『 』
필연성과 규범적 필연성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 
면 전자는 독일어 로 번역될 수 있으며 후자는 로 번역될 수 있다 이론“muss” “soll” . 
적 필연성은 참된 관념이 그 대상과 합치한다는 것처럼 주어진 사실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규범적 필연성은 이성의 명령 처럼 어떠어떠하도록 (dictamen rationis)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루가 보기에 이러한 해야 한다 의 이중적 의미는 윤리. “ ” 『
학 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부 공리 는 규범적 필연성의 의미로 사용된 반면에 부 1 2 , 1』
공리 와 은 이론적 필연성으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한다 내가 보기에 스피노자는 코4 6 . , 
나투스 학설을 설명할 때 해야 한다 는 동사는 동원하고 있지 않지만 규범적 필연성의 “ ”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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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는다.236) 실제로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서문에서  4『 』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작은 완전성에서 더 커다란 완전성으로 “[ ] …
이행한다고 말하거나 그 반대를 말할 때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본성이나 형상이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령 말은 사람으로 변화할 때 파괴되는 . 
것처럼 벌레로 변화할 때에도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 
본성을 통해 이해되는 한에서의 그의 역량이 증대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한다.” (E Pref/Geb : 208-209)Ⅳ Ⅱ

요컨대 스피노자가 말하는 역량의 증감은 가능태에서 현행태로의 
이행과 같은 형상적 변화가 아니다 더군다나 스피노자는 본성을 통해 . “
이해되는 한에서의 그의 역량이 증대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한다 고 ”
서술하고 있다 앞서 다룬 바 있는 개념 인과성 함축 테제에 따른다면. - 237) 
역량의 증감은 본성에 대한 인식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므로 본성은 
역량의 증감에 인과적으로 선행한다 그러므로 더 완전한 상태와 같은 . 
어떤 객관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미리 주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 
다만 외부적 교란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현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상상해볼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 
우리는 미리 규정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할 — —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 실천적 의미에서 알지 못하며 다만 우리가 , , 
되기를 희망하는 인간 본성의 모델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상상할 뿐이다. 
여기서 모델에 대한 상상이 결코 오류나 부적합한 인식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박기순 이 지적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모델이 . (2013)
단지 유용성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픽션이며 이것이 그 자체로 
욕망해야 할 객관적인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이러한 모델의 상상에서는 어떠한 오류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236) 다음을 참조하라 . Guillaume LE BLANC et Pascal SEVERAC. (2002). pp. 
121-122. 

237) 이 논문 장 절 항의 번 각주를 참조하라 2 2 2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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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량을 보여준다.238) 이러한 맥락에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존재론적 선차성을 인정하는 목적론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목적론적이면서 윤리적 목적이 되는 규범적 이상은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스피노자는 자연상태에서는 선과 악이 개인적 기질에 , 
따라서만 말해질 수 있지만 공동체의 층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회상태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동의 합의에 의해 “
결정”(EⅣ 되기 때문에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 공P37S2/Geb : 238) , ( , 功Ⅱ

과 죄 가 있다는 점을 스피노자는 분명히 한다meritum) ( , peccatum) . 罪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시민상태에서는 . 
공동의 삶의 규칙“ ”(EⅣ 이라는 포괄적 코나투스가 P37S2/Geb : 238)Ⅱ
규범성의 원천이 되므로 개개인의 모든 행동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물론 코스가드가 홉스를 다루면서 권력의 자연적 원천에서 . “
규범성을 이끌어내는 모든 시도 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단지 모든 것이 ”
정당화된다는 점과 배타적으로 관련하지는 않는다 그의 비판은 규범성의 . 
원천이 오직 권력뿐이라면 이 권력이 입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239) 따라서 제 아무리 공동체의 층위와 개인의 층위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주권자가 제정하는 모든 규범은 정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 

238) 박기순 한편 다음과 같은 스피노자의 언급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 . (2013). p. 90. , 
어준다 나는 정신의 상상은 그 자체로 고려될 경우에는 어떤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
는 점 또는 정신이 잘못을 범한다면 이는 정신이 상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 
라 오직 정신이 현존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들의 실존을 배제하는 어떤 관념을 정신이 
결여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해주기 바란
다 왜냐하면 만약 정신이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 현존한다고 상상하면서 동시에 이것들. 
이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정신은 이러한 상상의 역량을 악덕이 , 
아니라 자신의 본성의 미덕으로 돌릴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 
상상의 능력이 정신 자신의 본성에만 의존할 경우 곧 부 정의 에 의해 정신이 지, (1 7 ) 
닌 이러한 상상의 능력이 자유로울 경우에는 더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E P17S).Ⅱ

239) 스피노자는 야리스 옐레스에게 보내는 년 월 일 편지 1674 6 2 (Ep. §50/Geb Ⅳ: 
에서 자신과 홉스의 차이를 자연권을 항상 보존한다는 점 신민에 대한 238-241) 1) , 2) 

주권자의 권리는 오직 그가 신민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는 한에서 그렇다는 점 두 가, 
지를 제시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스피노자는 규범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적 힘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동의 삶의 규칙을 명령할 수 있는 힘이 . 
정서들을 억제할 수 없는 이성이 아니라 위협들을 통해“ ”(EⅣ 획P37S2/Geb : 238) Ⅱ
득된다고 보는 마키아벨리적 요소 또한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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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성을 권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악법의 제정과 집행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비록 악법이라도 권력자가 이를 제정하고 집행할 . 
힘이 있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규범이 되는가 혹은 비록 ? 
정당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제정하고 집행할 힘이 없다면 부당한 규범이 
되는가 여기서 장 절 항에서 잠시 제쳐두었던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 4 1 3
관계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생긴다 공동체는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개인은 공동체에게 얼마만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가?

우선 스피노자 철학에서 공동체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성립되는지 
복기해보자 고립된 개인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코나투스가 제시하는 . 
규범적 이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연합하여 더 큰 . 
개체 다시 말해 국가 를 형성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 (civitas) . 
과정에서 사람들 각자가 지닌 보복할 권리와 선악을 판단할 권리가 이 “
법칙 시민법 에 귀속될[ ] ”(EⅣ 것을 조건으로 한다P37S2/Geb : 238) . Ⅱ
따라서 이제 개인의 역량 증감에 따라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포괄적 코나투스에 입각하여 좋고 나쁨을 판단해야 
한다 즉 인간의 공동 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는 인간들이 화합하여 . , “
살아가게 하는 것은 유용하다 반면에 국가 안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은 . 
나쁘다”(EⅣ 그렇다면 이 국가는 스스로를 보존하기 P40/Geb : 241). Ⅱ
위해 어떤 규범을 세워야 하는가?

이 물음은 국가라는 개체가 합성되는 방식을 고찰할 때 답변될 수 
있다 국가는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며 이 조직들은 다시 그보다 . 
소규모의 단체들로 이 단체들은 그보다 작은 집단으로 결국은 개개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우리는 개체의 층첩 구조를 공동체의 수준에서 . 
다시 한 번 만난다 더욱이 국가라는 복합성은 매우 높지만 유기체에 . 
비해 통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인공물에서 그것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 점에서 개체의 복합적 . 
구조와 관련되는 윤리학 의 모든 테제들을 국가의 수준에 정당하게 『 』
적용할 수 있다 국가라는 수준의 합성 개체는 각 부분들 사이의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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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정지의 관계의 일정한 비율이 보존된다면 그 본성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라는 포괄적 코나투스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 
노력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한 대원칙은 수준 이하의 . n-1 
개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무너뜨릴 만큼 
과잉되는 것을 막고 각 부분들이 서로 상반되도록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 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 부분의 과도한 긍정은 . 3 3
전체를 파괴하며 각 부분의 상반성이 매우 클 경우 전체는 해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양한 법령을 제정한다.240) 이 법령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과잉 긍정과 부분들 간 대립의 금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가 개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 명의 개인이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 
국가 안에서만 갖춰질 수 있다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오직 자기 . “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고립 상태보다는 공동의 법령에 따라 살아가는 국가 
안에서 더 자유롭다”(EⅣ 그러므로 자유인은 국가를 P73/Geb : 264). Ⅱ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일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
살아가기 위해 국가의 공동의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EⅣP73D/Geb 

이 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합성 개체는 인간과 같은 유기체와 : 265). Ⅱ
달리 개개의 인간이 더 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제작한 
인공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인공적 실재는 제작자의 의도에 . 
비추어 그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가의 목적은 개개인에게 . 
더 큰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라는 합성 개체의 구성은 . 
단지 구성원들의 역량을 주권자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각 
구성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방식으로만 각  

240) 매우 아쉽게도 윤리학 에서 스피노자는 구체적인 법령의 사례로서 사형과 같은 형벌 『 』
만을 고려하고 있다(EⅣP37S1/Geb : 236-237; EⅡ Ⅳ 그러나 스P51S/Geb : 248). Ⅱ
피노자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스피노자는 구체적 제도 분석의 측면에서 —
복잡한 현대사회에 충분한 시의성을 주는 성찰은 아닐지라도 신학 정치론 과 정치—『 』 『
론 에서 정치체의 형성과 조직에 관해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다 이에 관한 정. 』
치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국역 마트롱. Matheron. (1969). ch. 8-11. [ : . 

장(2008).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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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 간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요컨대 스피노자에게서 규범성의 원천이 여전히 자연적인 

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피노자가 무소불위한 권력의 
무조건적인 요구가 모두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본성의 . 
모델이라는 규범적 이상이 제시되어 있으며 시민들 각각과 국가 사이의 , 
관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 
국가가 시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의무와 시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관계 에 따른 “ ”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논점 와 관련해서 스피노자가 엄격한 결정론자라는 점은 다시 (ii)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에 의해 어떤 작업을 하도록 규정된 . “
실재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되지 않게 만들 수 없다”(EⅠP27/Geb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정리가 충족이유율의 응용에서 : 68). Ⅱ
파생되었다는 점도 장 절에서 충분히 논구하였다3 2 .241)

물론 스피노자가 자유 의지를 부정했다고 해서 자유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 “
실존하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위하도록 규정되는”(EⅠD7/Geb : Ⅱ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의 적합한 원인으로서 46) . 
능동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 혹은 . 
능동적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면 좋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 실천의 영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 
스피노자의 문제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영역은 외부와의 
관계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체적 본질이 내포하고 있는 . 
역량이 얼마나 됐든 간에 이 역량을 온전하게 발휘하게 해주거나 저하된 
상태에 처하게 하도록 결정하는 요인이 외부 환경이기 때문이다 결국 . 
능동적 행위의 성패는 전적으로 운 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Fortuna) . 
도덕적 행위자가 외부 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어서 역량이 충분했다면 

241) 이 논문 쪽을 참조하라 10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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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할 것이다 하지만 운이 . 
따라주지 않아 그럴 역량이 부족했다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점 의 핵심은 알키에가 정확하게 . (ii) , 
파고든 것처럼 행위에 대한 긍정과 부정조차 할 수 있는 선택 능력이 , 
없다면242) 우리는 수동적으로 남아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능동적으로  
나아가도록 규정되어 있는 필연적 인과 연쇄 속에 구속되어 있는 셈인데 
여기서 어떻게 도덕적 행위자의 주체성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곧 논점 는 우리가 단지 인과 계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 , (ii)
게 아니라 이 인과 계열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먼저 지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결정론이 선택의 문제를 완전히 소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장 절 . 4 1
항에서 이미 스피노자가 표방하는 절대적 합리주의가 자연의 질서를 3
단번에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며 인간은 본성상 불투명성 
속에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 
스피노자는 신에 관해 다루는 부 정리 의 첫 번째 주석에서는 우연한 1 33
것과 가능한 것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면서 이로써 나는 실재들 “[ ] …
속에는 그 실재들을 우연적인 것이라고 불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것도 ,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낮의 빛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Geb 

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원인들의 질서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 74) “Ⅱ
그 실존에 대해 아무것도 확실하게 긍정할 수 없는 실재의 경우 [ ] …
그것을 우연적인 것이라든가 가능한 것 이라고 말한다”(Geb : 74) . Ⅱ
더욱이 인간의 예속에 관해 다루는 부 정의 에서는 가능한 것을 4 4
우리가 그것들을 생산해야 하는 원인들에만 주목할 때 이 원인들이 그 “ , 
실재들을 생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이 똑같은 , 

242) 윤리학 부 정리 과 그 주석을 참조하라 정신은 일정하게 규정된 사유 양태이 2 48 . “『 』 
며 부 정리 에 의해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들의 자유로운 원인일 수 없다 또는 (2 11 ), . 
의지하기와 의지하지 않기의 절대적인 직능 일 수 없다(facultas) ”(E P48D/Geb : Ⅱ Ⅱ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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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들을 가능한 것들이라고 부른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Geb : 209)Ⅱ
정의하고 정리 에서는 가능한 실재의 이미지에 인간이 어떻게 흔들릴 , 12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스피노자는 비록 자연의 질서는 . 
필연적이지만 인간의 필연적 무지로 인해 언제나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흔들리고 실제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보았다.243) 프랑수와  
모로는 이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의 질서라는 문제와 인간의 선택이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 
사람들은 대다수의 법칙들에 무지하고 환경들을 오인하므로 사실상의 , 
삶에서의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가능적인 것의 여지가 있다 어떤 결정을 . 
내려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유한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에게 물음은 , , 
선택이라는 어휘로 제기된다 그의 선택은 미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의 . , 
행위의 결과들 역시 상황들 여기에는 내적인 상황들도 포함된다 에 즉 그 ( ) ,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온전하게 인식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성의 계명들. ‘ (dictamina 

이 필요하다 직설법의 철학도 규범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rationis)’ . .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인간이 행위를 할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 착각을 . 
불어넣기 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 행위를 둘러싼 불투명성을 ,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244) 

 그런데 이 불투명성을 이해하고 자연적 질서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일이 무슨 의미일까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 
하더라도 여전히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선택의 연속을 
강제 받는다면 말이다 상황이 그렇다면 현자나 무지자나 매한가지 . 
아닌가 스피노자는 윤리학 부 서문에서 이성 자신이 감정들에 ? 5 “『 』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를 다루면서 현자가 ”(Geb : 277) “Ⅱ
무지자보다 얼마나 강한지 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Geb : 277) . Ⅱ

243) 앞서 번 각주에서 인용한 신학정치론 의 구절은 이 점을 더욱 명시적으로 긍정 224 『 』
한다.

244) 국역 모로  Moreau. (2003; 2009). pp. 106-107 [ : . (2019). p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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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주지주의적인 정서들에 대한 치료책“ ”(Geb : Ⅱ
은 인간 정신이 이해하기 를 통해 할 수 있는 것 이 294) (intelligere) “ ”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나는 스피노자의 정서 치료법에 관해 . 
다루면서 엄격한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스피노자의 윤리학 은 이 도정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 』
밝혀보도록 하겠다. 

단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이전에 부 서문이 스토아 학파와 , 5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이들이 할 수 없는 것 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 , 
다시 말해서 감정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판을 가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 
주장하는지 검토하는 본격적인 논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다만 논의의 간략함을 위해 여기서는 데카르트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자.245) 데카르트는 판단을 내리는 자유 의지를 통해 감정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정신은 여러 사건들을 겪고 . 
그에 대한 관념을 갖는다 이 관념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인간이 특정한 . 
방식으로 작용 받도록 강제한다 정념은 이러한 규정의 대표적인 결과 .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렇게 주어진 정념에 대해 판단은 . 
전적으로 인간 정신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판단은 . 
외부로부터 가해진 인상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혹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능동적인 의지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 
의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따라 규정되므로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 
전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지의 올바른 사용법을 . 
습득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운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 
스피노자에게 이러한 의지가 허구에 불과하다 스피노자는 관념에 대한 . 
긍정과 부정이 이미 관념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E P49). Ⅱ
관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그 자체가 이미 복합 관념인 인간 정신 

245) 스피노자와 스토아 학파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박기순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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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각각의 관념들이 맺는 상호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그리고 . 
스피노자에게 정서는 역시 하나의 관념이다(E A3; EⅡ Ⅲ 그렇기 D3). 
때문에 이 정서에 대한 긍정과 부정 혹은 정서의 제어는 관념들 사이의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정서는 억제되는 그 정서와 . “ , 
상반되고 더 강한 다른 정서가 아니고서는 억제될 수도 제거될 수도 
없다”(EⅣP7/Geb : 214).Ⅱ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우리가 수동적인 정서에  맞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는 주지주의적인 접근을 취한다 수동인 ? . “
정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명석 판명한 관념을 형성하자마자 수동이기를 
그친다”(EⅤ 그런데 이 주장은 방금 위에서 인용한 부 P3/Geb : 282). 4Ⅱ
정리 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스피노자는 거짓 관념이 7 . “
갖고 있는 어떤 실정적인 것도 참인 한에서의 참된 것의 현존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EⅣ 라고 말하지 않는가 장 마리 P1/Geb : 211) ? Ⅱ
베이싸드 는 이 논리적 역설을 관념의 관념과 (Jean-Marie Beyssade) 1) 
종 인식 개념에 주목함으로써 풀어낸다2) 2 . 
먼저 관념의 관념 이라는 개념은 윤리학 부 정리 주석에서 ' ' 2 21 『 』 

처음 등장한다 이 개념은 정신과 신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평행론의 . 
맥락에서 도입되었다 정신이 신체에 대한 관념 이라면 대상과 그 대상에 . ' '
대한 관념은 별개의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게 스피노자의 답변이다? . 
정신과 신체는 하나이자 동일한 것의 표현이다 양자는 실재적으로 . 
구별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 내지는 양태가 아니다 양자 사이의 . 
구별은 이성에 따른 구별이다 이 관계는 정신이 스스로를 반성해서 . 
자신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정신의 관념 곧 관념의 . , 
관념은 관념과 수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관념의 관념은 대상과의 . " , 
관계없이 하나의 사유 양태로 간주되는 한에서의 관념의 형태 와 (form)
다르지 않 다" (E P21S/Geb :109). Ⅱ Ⅱ

이것을 부 정리 에 적용해보겠다 슬픔은 하나의 정서이다 고로 5 3 . . 
부적합한 관념이다 우리가 이 관념에 수동적으로 흔들리기만 하는 . 
한에서 다시 말해 오직 상상적 인식을 통해 관념을 바라보는 한에서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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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에 대한 관념 역시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혼의 다른 부분. , 
즉 지성의 눈을 통해 이 정서를 고찰하고 명석판명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체의 변용에 따라 태양에 대한 관념을 . 
형성할 때 태양이 우리로부터 걸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200 .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통해 우리 신체의 변용의 질서가 아니라 지성의 
질서에 따라 관념을 고찰할 수 있고 태양의 정확한 크기를 인식할 수 
있다 정서에 대한 인식도 이와 같다 정서를 지성의 질서에 따라 . . 
적합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인식에서 오는 지적인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것이 신에게 의존한다는 깨달음(EⅠ 과 P15)
결부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의 관념을 수반하고 사랑의 정의에 
따라(EⅢ 신을 사랑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명석판명한 관념의 DefAff.6) . 
정체는 바로 신을 향한 사랑이다(EⅤ 이렇게 형성된 관념이 본래 P15). 
고찰의 대상이 되었던 슬픔과 수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슬픔과 
신을 향한 사랑은 공존하게 된다 이 공존 속에서 슬픔은 신을 향한 . 
사랑과 상반되지 않게 될 때까지 약화되고 변질된다 결과적으로 슬픔은 . 
더 이상 정념 수동이기를 그치고 능동정서로 전환된다 그렇게 인간의 / . 
행위역량은 증대된다.246) 

베이싸드는 이러한 과정을 삼단논법으로 재구성한다 먼저 인간이 . , 

246) 이러한 신을 향한 사랑을 통한 정서의 치료는 자신이 미워하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에 
게 사랑을 베풀어주었을 때 원래 가졌던 수동적 미움이 수동적 사랑으로 변화하게 ( ) ( ) 
되는 사례(EⅢ 와 동일한 구조를 이룬다 먼저 신을 향한 사랑은 능동정서이다 이 P44) . . 
사랑은 이성을 기원으로 삼거나 이성으로부터 촉발된다(EⅤ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P7). 
성에서 생겨난 능동정서는 수동정서보다 더욱 강하다 수동정서가 특정한 외적 원인에 . 
의해 발생하는 반면에 능동정서는 이성에 질서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게 공통적인 것이고 신체의 모든 부분과 관련한다(EⅤ 그런데 정서는 그것의 원인P16). 
이 더 많은 실재들과 관련될 수록 더욱 생생해진다(EⅤ 따라서 능동정서는 수동정P11). 
서보다 강하며 수동정서에 의해 파괴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EⅤ 신을 향한 사랑P20). 
과 슬픔이 맞붙는다고 가정해보자 신을 향한 사랑은 능동정서이다 반면 슬픔은 행위. . 
역량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언제나 수동정서이다 그런데 만약 상반되는 정서가 맞. 
부딪힌다면 더 이상 상반되지 않도록 둘 중 하나가 변질되어야 한다(EⅤ 하지만 능A1). 
동정서는 수동정서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에 수동정서에 의해 파괴될 수 없다 그렇다면 . 
필연적으로 수동정서가 패배하게 된다 따라서 변질되고 파괴되어야 하는 쪽은 슬픔이. , 
다 능동적인 신을 향한 사랑 앞에서 그것과 상반되는 수동정서로서 슬픔은 더 이상 . "
앞의 정서와 상반되지 않을 때까지 점점 더 그 정서에 자신들을 맞춰야 할 것이다"(EⅤ

결과적으로 신을 향한 사랑 속에서 슬픔은 수동 정념이기를 다시 P7/Geb : 285). / , Ⅱ
말해 슬픔이기를 그친다(EⅤP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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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정서에 의해 예속되어 있을 때 인간의 반응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대전제 관념의 관념은 관념의 형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A) " ."(E P21S)Ⅱ
소전제 이 관념 슬픔 은 부적합하다(B) " ( ) .“
결론 관념의 관념은 그 역시 부적합하다(C) " ."

하지만 이성의 힘을 통해 명석판명한 관념 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 
능동정서를 형성할 때 상황은 완전히 변화한다. 

대전제 관념의 관념은 관념의 형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A) " .“
소전제 이 관념의 관념 신을 향한 사랑 은 명석판명하다(Non-C) " ( ) .“
결론 이 관념 슬픔 은 부적합하지 않다(Non-B) " ( ) .“

여기서 적합 부적합을 능동 수동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 요컨대 / / . 
부적합한 관념을 적합하게 재인식하는 인식론적 변화는 수동정서로부터 
능동정서로의 실제적 이행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신을 향한 사랑은 어떤 . 
점에서 적합한 관념이며 어떻게 능동정서로의 이행을 이끌 수 있는가? 

그 답변은 종 인식의 개념에 있다2 .247) 종 인식은 공통 통념과  2
관련된다 공통 통념은 모든 실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 
것이다 예컨대 어떤 물체이든지 연장의 양태로 이해될 수 있다 그 . . 
물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 하더라도 그것을 추상적 
차원 그것이 갖는 공통 통념을 통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 
물체를 적합하게 이해한다 다시 말해 그것이 최소한 연장을 가진 (E P38). Ⅱ
무엇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인식은 틀릴 수 없다 이러한 공통 통념에서 . 
출발하여 적합한 관념들을 연역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 인식이다. 2 . 
그리고 슬픔의 정서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공통 통념을 갖는다 스피노자 . 
윤리학 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서는 여하간 다른 실재의 3 "『 』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다"(Geb : Ⅱ

따라서 나를 붙잡는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슬픔 자체에 대한 138). ' ' 

247) 스피노자의 인식이론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 장 절 항을 참조하라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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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통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신의 슬픔이 어떠한 . 
인과관계에 따라 산출되었는지 고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서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획득한다 그렇게 . 
우리는 정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고 그 결과물인 
정서를 실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인식하는 것은 정신의 . 
행위역량이다 관념에 대한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앎이 더해지면서 . 
정신의 행위역량은 증대된다 곧 능동 기쁨이 산출된다 그리고 이 . , . 
기쁨은 항상 신의 관념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필연적인 인과연쇄 속에서 . 
모든 실재들이 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을 . 
향한 사랑 이 관념은 종 인식에 해당한다 요컨대 우리는 혼란스러운 , 2 . 
관념인 정서를 보편적 층위에서 고찰하면서 명석판명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한 관념의 관념 다시 말해 신을 향한 사랑은 종 . , 2
인식으로서 항상 적합한 것이다 이 신을 향한 사랑을 통해 본래의 정서를 .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슬픔조차 능동기쁨을 이끌어내는 매개가 되어 . 
신을 향한 사랑으로 이행된다.248) 

불투명성에 대한 사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인과 연쇄의 
필연성을 인식을 산출한다 그리고 정신이 모든 것을 필연적이라고 . “
이해하는 한에서 정신은 정서들에 대하여 더 많은 역량을 갖게 된다 또는 . 
정신은 정서들을 덜 겪게 된다”(EⅤ 스피노자 윤리학의 P6/Geb : 284). Ⅱ

248) 물론 이 변화가 마치 마법을 부리듯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슬픔에 대해  . 2
종 인식의 차원에서 고려하면서 인식론적 진전을 일궈내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개별적인 
이 정서로서 슬픔은 여전히 부정적인 수동정서로 남아있다 즉 수동정서로부터 능동' ' . , 
정서로의 이행의 수동정서의 절대적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동정서는 다만 이행 . 
속에서 완화되고 능동정서에 의해 길들여질 뿐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동적인 것인 한. "
에서의 정서들을 절대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그것들이 정신의 가장 작
은 부분을 구성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 요컨대 관념의 관념 신"(E P20S/Geb : 294). (Ⅴ Ⅱ
을 향한 사랑 은 자기 품속에서 본래의 관념 슬픔의 정서 을 완전히 감싸면서 주도권을 ) ( )
획득하고 관념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는 승화 작용을 이뤄낸다 그러므로 이행의 .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는 비율의 변화이다 도 정서 치료법과 관련하여 . Curley

가 분석하는 신을 향한 사랑을 통한 치료법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Beyssade— —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정서 치료법은 필연적 인과 . 
연쇄를 인식함으로써 복수의 원인들의 개입을 확인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대상에 정신적 에너지의 총량을 고루 분배하는 것을 핵심
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대상을 더욱 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 다음을 참. . 
조하라. Curley. (1984). pp. 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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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립한다 비록 우리가 다른 것들 없이 그 . “
자신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인 한에서 우리는 작용을 
겪 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왜 이 작용을 겪을 수밖에 ”(Geb : 212)Ⅱ
없는지 그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외부적 대상의 주박에서 벗어나 
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삶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 “
한 지성 또는 이성을 완전화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며 인간의 지고한 , 
행복 또는 지복은 이 한 가지에 놓여있다”(E AⅣ pp4/Geb : 267). Ⅱ

물론 이성의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꽤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진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이성을 .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오랜 기간 습득해야 하며 맞닥뜨린 사태에 대해 
숙고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어느 정도 운의 . 
요소가 개입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역시 스피노자의 . Curley (1984) 
정서 치료법이 우호적인 상황을 요구한다고 보았으며 스피노자가 
윤리학 을 하지만 고귀한 모든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물다“ ”(Geb 『 』

고 언급하면서 끝맺는 이유를 상황에 대한 의존성 때문이라고 : 308)Ⅱ
추측한다.249) 실제로 스피노자는 평생 이성을 활용할 만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0) 그러나  
악조건이 영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좋은 상황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스피노자는 특정한 . 
조건이 충족될 때 이를 발판으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주체성을 
인정한다 적합한 관념에서는 오직 적합한 관념만이 산출되므로. (E P40) Ⅱ
우리는 최초의 참된 관념을 지표로 삼아 더욱 더 인식을 확장하고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이상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 

249) Curley. (1984). p. 135. 
250) 왜 신이 오직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도록 모든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는 “
가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단지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이다 이는 신에게는 가장 . 
높은 정도의 완전성에서부터 가장 낮은 정도의 완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들을 창
조할 수 있을 만큼 전혀 질료가 결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 
내가 부 정리 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신의 본성의 법칙은 무한 지성에 의해 인식[1 ] 16 ,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하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광대했기 때문이다.” (EⅠ
App/Geb : 83)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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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자연적 질서의 필연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조건의 선순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스피노자가 윤리학 을 집필한 까닭일 것이다. .『 』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스피노자 윤리학은 명확한 규범적 이상을 
제공하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역량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 
밝혀졌다 이로써 논점 와 는 부당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이 증명된다. (i) (ii) . 

규범성의 물음에 대한 스피노자 윤리학의 답변  3. 

이로써 스피노자 윤리학이 규범성의 물음에 답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논점 와 를 반박하였다 지금부터는 스피노자 (i) (ii) . 
윤리학이 코스가스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주변적인 문제제기들을 쳐내면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스피노자 윤리학이 
규범적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코스가드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규범성의 물음이 인칭 1
관점에서 답변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예컨대 사람을 살려야 한다 는 . “ ”
도덕적 관념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이 동기에 따라 행위를 하게 . 
되는 혹은 해야 하는 이유를 물을 때 스피노자 윤리학은 일차적으로 감정 
이론에 입각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예컨대 사람에게 사람만큼 유용한 . 
것은 없으며(EⅣ 유용한 것은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정신은 P35C1), , “
할 수 있는 한에서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촉진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EⅢ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한다고 P12/Geb : 150)Ⅱ
설명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볼 때 타인의 불행에서 . 
생겨나는 슬픔 곧 연민을 느끼게 되고 이 슬픔 없애려 하기 때문에 , 
불행에 빠진 자를 할 수 있는 한 구하려고 할 것이다(EⅢ 하지만 P27C3). 
이러한 분석은 특정한 행위가 산출되는 인과적 연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설명적 적합성만을 지니지만 규범적 적합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규범적 물음이 묻는 왜 는 더욱 근본적인 수준의 답변을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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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피노자 윤리학은 이러한 수준 답변 역시 제공한다. 
인간은 단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 역량의 증감에 따라 
기쁘거나 슬픈 감정적 반응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역량은 . 
우리가 머무르고자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스스로 규정해볼 수 있을 
만큼 크다 이렇게 규정된 인간 본성의 모델은 윤리학적 층위에서 규범적 .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존재에 머무르려는 노력에서 특정한 . 
행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때의 필연성은 이 
존재가 그 존재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규범적 
필연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을 왜 구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 
규범성의 물음에 대해 스피노자 윤리학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는 행위를 “ ”
하는 것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결정한 인간 본성의 
모델이 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이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이 이 모델에 
더욱 근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이 정립 가능하다. 
누군가에게는 부유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명예로운 삶이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삶의 모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란 목적인이라 할 만한 . 
실재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지성을 통한 인식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범성의 원천은 오직 그러한 상상을 .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역량뿐이다 나는 여기서 스피노자의 . 
윤리학이 칸트의 윤리학과 상당히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인간 본성의 . 
모델은 이를 따르는 자가 이 모델을 자율적으로 입법하는 한에서 다시 , 
말해서 이 모델에 입각하여 도덕적 행위에 필연성을 부과하는 한에서 , 
규범적 이상으로서 힘을 갖기 때문이다 마치 칸트가 행위의 주관적 . 
준칙을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욕망하면서 이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듯이 스피노자에게서 인간은 자기 본성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욕망하는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의 원칙을 자신과 같은 본성을 지녔다고 
상상하는 타인을 위해서도 실천하며251)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행위를  

251) 단 이때 이 욕망이 수동적 정서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것은 야심 , (ambitio 라고 불리)
며 그릇된 도덕성의 외양만을 갖는다 한편 이 욕망이 이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것. 
은 겸손함 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라고 불린다(modestia-humanitas ) (EⅣ 따라A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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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성립한다(EⅣP37S1).
코스가드가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언뜻 보면 . 

스피노자 윤리학은 인간 행위의 불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연민에 따라 물에 빠진 사람을 .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일어나도록 규정하는 작용인에 대해 모르고 
있다 심지어 스피노자는 마키아벨리적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공동체의 . 
법이 실제적으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공포와 희망과 같은 정념에 힘입어 
사람들을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결정적으로 스피노자는 모든 . 
도덕적 명령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도덕적 가치가 .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통치자들이 신민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꾸며낸 가상에 불과하다면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지 않게 
되리라는 점 혹은 습관과 외부적 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 
행위를 수행하는 데 약간의 반감을 가지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궁극적인 윤리적 목표로 제시하는 인간 본성의 
모델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 
정치적 맥락은 잠시 제쳐두고 윤리적 차원에서 스피노자가 도덕적 
행위자로 상정하는 자유인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만을 살펴보자. 
먼저 스피노자는 연민과 같은 수동적 정서 혹은 슬픔의 파생 감정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오직 이성적 욕망만으로 이 감정들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도덕적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EⅣ 따라서 자유인은 P59).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더라도 혹은 이 연민이 정서 모방의 
메커니즘에 따라 산출되었다는 것(EⅢ 을 인식하더라도 여전히 그 P27)
사람을 구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EⅣP50; EⅣP50C; EⅣP50CS).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본성 외부로부터 
강제된 외재적 구속을 거부하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자유인은 어떠한 . 
도덕적 명령들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들의 본성과 매우 

서 타인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방식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폭군으로서 행동하지 않기 위
해서는 이성이 계명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한다 이성의 계명에 규제적 원리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은 모든 이의 본성에 공통적인 최고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식, (EⅣ

과 이에 입각한 신을 향한 사랑P36) (EⅤ 및 신의 지적 사랑P20) (E5Ⅴ 이다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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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며 지배층을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 
모든 도덕적 규범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인은 자기 본성의 . 
모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도덕적 원칙들을 형성할 것이다 하지만 . 
원칙의 구성이 자율적이라고 해서 정말로 아무것이나 원칙이 될 수는 
없다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용한 행위를 . 
타인을 위해서도 욕망한다(EⅣ 더욱이 이때 행위의 원칙은 규제적 P37).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의 본성에 공통적으로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은 규범적 이상이 자기가 설정한 상상적 목표라고 해서 
자신이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 
자유인은 이성의 계명에 따라 행위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이성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충고할 것이고“ ”(EⅣP72S/Geb : 264) Ⅱ
결국 모든 사람들은 서로 합치하기보다는 상반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 
자유인은 결코 기만적으로 행위하지 않으며 항상 신의에 따라 “ , 
행위”(EⅣ 하는 것이다P72/Geb : 264) .Ⅱ

물론 공동체 차원에서 자유인은 정념에 구속된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교류하며 살아야 하고 공동체의 어떤 법률은 자유인에게는 
불필요한 외재적 구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을 가장 완전하게 .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고립된 환경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자유인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그에게 . 
부과된 외적 규칙들을 준수할 것이며 그에게 유용성을 주는 구성원들과 
교제를 이어나갈 것이다(EⅣ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스피노자 P70S). 
윤리학은 설정하는 이상적 행위자인 자유인은 도덕적 행위의 본성을 
파악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행동의 원칙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이다 따라서 . 
스피노자 윤리학은 투명성 조건을 충족시킨다. 

코스가드가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은 도덕적 규범이 우리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코나투스를 . 
생물학적 충동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스피노자 윤리학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이 생물학에 한정될 . 
수 없다는 점은 앞서의 논의에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스피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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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죽음 이상의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나는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 상이한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 
갖도록 배치될 때 신체가 죽는다고 이해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신체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그 신체가 살아 있게 , 
된다고 생각하는 피의 순환 및 다른 것들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 자신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히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근거도 나로 하여금 신체는 오직 시체로 . 
변화되었을 경우에만 죽는 것이라고 여기도록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험 자체는 그와 다른 것이 옳다고 설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은 과연 그가 동일한 그 사람인지 말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변화를 겪곤 하기 때문이다.” (EⅣP39S/Geb : 250)Ⅱ

위 인용문에서 스피노자는 개체의 죽음을 그것의 본성을 규정하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의 해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입각하여 스피노자는 . 
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볼 . 
수 있다 국가 가 다른 국가 의 침략을 받아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 A B . 
국가 는 에게 복속을 대가로 목숨을 보존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B A . 
국의 어떤 시민들은 설령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게 될 지라도 국에 A B
저항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 시민들은 국과 부분과 . A A
전체의 관계를 맺는데 그들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는 정체성이 
그들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 
만약 자신의 기존에 맺고 있는 부분 전체의 관계를 잃는다면 비록 -
생물학적으로 생존은 가능하더라도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기꺼이 목숨을 . 
내놓고 국을 위해 싸울 것이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집단적 수준의 A . 
정체감을 인정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단 이나 민족과 다른 집단이나 민족 “ (classis)
사람에 의해 기쁨이나 슬픔으로 변용되는데 이러한 기쁨이나 슬픔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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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나 민족이라는 보편적인 이름 아래에서 원인으로서의 이 사람에 
대한 관념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는 단지 이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 
집단이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될 것이다.” 
(EⅢP46/Geb : 175)Ⅱ

인간은 정서 모방의 메커니즘에 따라 우리와 유사하다고 느끼는 
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결속한다 이러한 결속은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 . 
작용 반작용의 순환에 따라 더욱 공고해진다 따라서 이렇게 결속된 - . 
관계를 해체하는 일은 그 개체의 본성을 규정하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의 
해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공동체의 규칙 혹은 관습에 자신의 . 
생명 이상으로 몰입할 수도 있다 정체성이 단순히 생명과 동일시되지 .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행위자가 . 
어떠한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거나 부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가 
상상한 인간 본성의 모델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규범적 이상을 위배하는 . 
것은 자기 자신 그가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 ‘ ’ 
배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는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 
않을 경우 그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자신의 본성을 훼손한다고 
인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어떠한 도덕적 행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문제의 행위자가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지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 윤리학은 정체성 조건을 만족한다. . 

이로써 나는 스피노자 윤리학이 코스가드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 
스피노자 윤리학이 충분한 규범적 적합성을 갖는 도덕철학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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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스피노자 윤리학의 실효성 문제3 

스피노자 윤리학의 현실성 결여 문제  1. 

이 절에서 다루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실효성 문제는 먼저 다룬 
문제들과는 다소 다른 유형에 속한다 이전의 논의들은 코나투스 학설과 . 
이에 기초한 윤리학의 내적 문제와 관련했다 만약 각각의 절에서 제시된 .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스피노자 윤리학은 최소한 성공적이지 못한 
이론이 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인 모순덩어리로 
전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절에서 다룰 실효성 문제는 이론적 . 
문제라기보다 실천적 효과를 의문시하는 데 더 가깝다 스피노자의 . 
반대자들이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형식적으로 일관된 이론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 이론이 유의미한 통찰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알키에는 스피노자 철학의 이론적 . 
타당성과 무관하게 스피노자가 거미를 찾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파리를 
거미줄에 던져 놓고 구경하는 역겨운 취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스피노자 본인부터 윤리학 에서 그 자신이 약속한 지복에 이르는 길을 『 』
걷지 못했다고 비난한다.252) 

당황할 정도로 솔직한 개인적 반감을 걷어내고 본다면 알키에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지복을 . 
초월적인 종교적 체험과 같은 것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 
윤리적 이상을 합리적 인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지복은 몇몇 특수한 이들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된 신비한 
직관내지는 계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적절한 지적 훈련과 
끈기를 발휘한다면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지복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알키에는 자신이 아는 한 스피노자의 . 
윤리학 을 읽고 지복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 』
지적한다.253) 물론 수학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252) Alquié. (198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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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지복에 이르기는 스피노자가 말하듯이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 스피노자가 자신의 윤리적 이상을 어렵지만 인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도 그의 윤리학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 』
있다는 사실은 그의 철학이 이론적 체계로서는 특별한 결함을 갖지 않는 
정합적인 학설일지는 몰라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하나의 
방증 이 아닐까( ) ?傍證

실제로 스피노자 윤리학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 혹은 
약간의 소극적인 불만은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는 이 항에서 . 
지금의 논점과 관련한 브로드 와 요벨 의 의견을 (C. D. Broad) (Y. Yovel)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더 날카로운 형태로 정식화하고자 한다.  

첫째로 브로드의 비판은 주로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최고선 , 
개념과 연관한다 스피노자는 최고선을 신에 대한 인식. “ ”(EⅣP28/Geb : Ⅱ

으로 정의하면서 덕을 따르는 이들의 최고선은 모두에게 공통적이며228) “ ,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EⅣ 라고 말한다 이러한 P36/Geb : 234) . Ⅱ
스피노자의 최고선 개념은 수동적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예컨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다른 유용한 . 
좋은 것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게 되는 정념에 구속되어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 
스피노자주의적 의미의 최고선은 그 정의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 
스피노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런데 만약 덕을 따르는 이들의 최고선이 모두에게 공통적이지 않다면“ ? 
그렇다면 앞에서처럼 부 정리 를 보라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 (4 34 ) 
사람들 곧 부 정리 에 의해 본성이 합치하는 한에서의 사람들은 서로 , (4 35 ) 
상반된다는 점이 따라 나오는 것 아닌가?” (EⅣP36S/Geb : 234-235)Ⅱ

다시 말해서 스피노자는 모두가 공유할 수 없어서 이 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경우에 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성에 따라 

253) Alquié. (198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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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함에도 다시 말해서 자기 본성에 따라 행위를 함에도 서로 , , 
상반되게 된다는 셈인데 이것은 그 정의상 모순된다고 고려한다 브로드는 . 
이로부터 공유 가능성을 기준으로 경쟁적 선과 비경쟁적 선으로 구분한다. 
그는 이러한 구별에 주목할 만한 중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구별에 입각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결론적으로는 틀렸다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성의 차원에서 이러한 최고선을 인식하고 지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 진실이고 인식의 기쁨은 무한히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선이라고 불릴 만한 것의 실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 
공동체 안에서 한정된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더욱이 일정한 수준의 . 
재화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 최고선을 향유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기를 
수조차 없다 브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즉 우리의 지성이 입고 먹고 따뜻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는 동물의 “ , , , , 
몸에 묶여 있는 한 사심 없는 지식과 예술적 안목 및 작품을 가리켜 모든 , 
사람이 함께 최고 정도로 즐길 수 있는 비경쟁적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54)

게다가 브로드는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자유인의 행위 방식도 
순진무구한 생각의 소산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다 그는 자유인을 철저한 .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고려한다 개개의 인간은 서로 가장 유사한 존재이기 .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뛰어난 . 
능력을 갖출수록 자신에게 더욱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다 자유인은 . 
이러한 합리적 계산 하에 다른 사람도 이성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점에서 브로드는 합리적 이기주자들이 외견상 이타적인 . 
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브로드가 보기에 자유인은 . 
결코 스피노자가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 
최고선은 공유가능하더라도 여타의 재화는 공유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인들은 최고선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풍족한 재화는 

254)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p. 43-44. [ : . (200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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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리라고 브로드는 
추론한다. 

둘째로 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에 크게 두 , Yovel (1999)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코나투스의 두 층위. original —

와 즉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conatus conatus intelligendi,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문제와 . , 
직결되는데 코나투스 학설이 인간의 자기 정체성과 가치를 향한 근본적인 , -
충동 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요벨이 (fundamental drives) . 
보기에 이러한 충동들은 자기 보존의 목적(the goal of 

에서 생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코나투스가 더 큰 self-preservation) .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일차적으로 존재의 보존을 
지향하는 한 코나투스의 운동은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 
인간은 특정한 가치에 매우 집착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이든 무릅쓰기도 한다 그러므로 요벨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 확장 .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 경향을 현실의 
갈등적 양상을 묘사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요벨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을 
재해석한다 그는 코나투스를 단지 실존하고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일 .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존을 해석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코나투스 개념을 로서 실존하려고 하는 “x
노력 으로 정식화한다 각 개체는 자신의 (endeavor to exist as x)” . 
존재에 대해 이런 저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실존하기를 원한다 요벨은 이러한 자신의 코나투스 . 
모델이 스피노자의 원래 모델과 상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나은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코나투스 개념을 의미 와 . (Meaning)
정체성 을 향한 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코나투스 학설에서 (Identity) , 
자아 에 대한 분석의 결여를 보완하고 인간의 충동을 둘러싼 다양한 (ego)
현상을 훨씬 폭넓고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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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대한 스피노자의 단순화된 설명은 종교를 단지 무지와 공포에서 
기인하는 미신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요벨 자신의 코나투스 모델에 
입각한다면 인간이 어째서 자기 실존의 의미에 그토록 몰두하는지 해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존재론적 구조에 따라 어째서 이런 저런 
실존적 불안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 체계로서 종교를 
형성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요벨은 이렇게 재해석된 코나투스가 단지 사실적으로 , 
실존하는 상태를 넘어서서 가치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 
가치의 차원은 자기 초월로서의 우리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255) 요벨이  
보기에 의미를 향한 노력은 실존을 넘어서는 그러나 이 실존과 연관되어 , 
있으며 바로 이 실존에 의해 기투된 무언가를 향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요벨은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를 가치를 향한 존재로 묘사한다 이를 통해 . 
요벨은 인간이 어째서 보다 를 더 선호하는지 왜 단지 생존하기보다 x y , 
인간 으로서 죽기를 원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브로드와 요벨의 문제제기는 
각기 다른 지점을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 스피노자 윤리학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이번에도 . 
문제의 진원지는 코나투스 학설인 것처럼 보인다 브로드가 문제 삼는 . 
비경쟁적 선 개념은 덕과 이해하기 그리고 존재 보존의 노력을 , 
동일시하는 코나투스 학설로부터 비롯된다 요벨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를 . 
추구하는 스피노자의 윤리적 이상이 현실의 갈등에 대처하기에 
역부족하다 이는 코나투스 학설의 보수주의적 특색으로 인한 필연적 . 
귀결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두 사람의 문제제기가 인간 본성의 모델이 . 
수행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만약 . 
이 역할에 대해 적합하게 이해한다면 두 사람의 비판은 스피노자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질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두 사람이 . , 
스피노자 윤리학의 성격을 오인한 이유가 스피노자 철학을 체념의 윤리로 
바라보는 선입견에서 공통적으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 

255) Yovel. (199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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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이 특정한 철학사적 해석 전통에서 빚어졌음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반박 스피노자 윤리학의 전투적 성격  2. : 

우리가 장 절에서 다룬 내용을 조금만 응용한다면 앞서 검토한 4 2
문제제기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다.

브로드의 우려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에는 십분 동의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브로드가 묘사한 쪽에 훨씬 더 가깝다 최고선과 . 
자유인과 관련한 스피노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그가 제시하는 
윤리적 이상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 
스피노자는 자신이 주장한 사람들의 이기적 성향에 대한 분석이나 
마키아벨리 식 현실주의적 태도를 갑작스레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자유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나는 브로드가 스피노자의 논의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는 스피노자의 최고선에 일상적 . 
의미의 앎의 기쁨 을 대입시켜 이해한 뒤 지식이 공유 가능하다는 점에서 ‘ ’
비경쟁적 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최고선이 흔히 . 
말하는 지식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는 식의 카피레프트 운동에 쓰일 “ ”
법한 표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 두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다? . 
첫째로 신은 무척 독특한 인식 대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구체적인 , . 
실재들은 신의 양태이자 신의 활동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이므로 결과에 , “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며 그것을 함축한다”(Geb : Ⅱ
라는 부 공리 에 따라 모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은 신에 대한 46) 1 4

인식에 의존한다 그런데 인간 정신은 적합하게 인식하는 한에서 .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며(EⅢ 그렇기 때문에 인식은 정신에 유용한 PP1, 3) 
것이다(EⅣ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적합한 P27). 
인식에 반드시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이 인식은 다른 적합한 인식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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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기 위한 가능조건이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의 최고선을 단지 공유가 . 
가능하다는 점에서만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재화 로 (goods)
취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스피노자가 최고선이 공유 가능하다고 . , 
주장하는 이유는 지식이 일반적인 재화처럼 소비되어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부 . 2
정리 과 그 주석에 의거하여 최고선이 모두에게 공통적이라는 점을 47
증명한다(EⅣ 이 정리와 주석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외부 실재에 P36D). 
대한 관념을 가진다는 점과 이 관념들이 모두 신의 관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정신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대한 적합한 "
인식을 갖는다"(EⅡ 라고 증명한다 여기서도 최고선이 P47/Geb : 128) . Ⅱ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유 신의 무한한 본질 및 그 영원성이 모두에게 , “
알려진다는 것”(EⅡ 은P47S, Geb : 128)Ⅱ 신이라는 대상의 독특성에서  
유래한다 다시 말해 최고선이 공통적인 이유는 신의 관념과 인간의 . , 
관념이 맺는 관계의 특성 때문이지 지식 일반이 갖는 비물리적 특성 
때문이 아니다.256)

이렇게 최고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교정하고 나면 
브로드 해석의 부적절성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브로드는 . 
이해하기 가 곧 덕이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을 높은 지적 교양과 (intelligere)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강조로 받아들인다 이에 기초하여 브로드의 .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자유인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들로 . 
해석한다 자유인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교육이 성취되기 .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 

256) 물론 공유가능성은 최고선과 다른 유형의 선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스피노 . 
자는 실제로 한정된 재화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을 고려하면서 이 최고선의 탁월성을 강
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베드로가 바울 역시 사랑하는 어떤 실재를 유일하게 . “[...]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 정리 및 그 주석을 보라 바울을 슬프게 하는 원인이 (3 32 )
될 수 있다 라는 구절이나 사람들이 정서에 따라 욕구하”(E P34D/Geb : 231-232) “Ⅳ Ⅱ
게 되는 최고선은 대개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E P37S1/Geb : Ⅳ Ⅱ

이라는 구절이 그렇다 하지만 최고선으로서 신의 인식은 그 대상의 특성상 브로드236) . 
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 일반의 특성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우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 
한 점은 선의 종류가 무엇인지보다 그 선을 추구하는 이가 정념에 사로잡힌 채 행위를 
하는지 혹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어서 계. 
속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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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은 이 목적을 위해 계산에 입각하여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다 그가 더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질수록 이 계산을 훨씬 더 능률적으로 . 
할 수 있으며 목표에 대해 더욱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타적으로 행위를 한다 나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의미의 자유인이 꽤 .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브로드의 . 
해석은 스피노자가 실제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를 고려할 때 덕을 추구하는 모든 “『 』
사람은 스스로 좋음을 욕구하며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 
욕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신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욱 더 그럴 . 
것이다”(EⅣ 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을 자유인이 문화적 P37/Geb : 235)Ⅱ
교양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정리의 증명을 상세히 분석하도록 하자. .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한에서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장 (i) 
유용하다 부 정리 의 따름정리 에 의해 이에 따라 부 정리 (4 35 1 ). (ii) (4
에 의해 이성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이성의 인도에 19 )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 (iii) 
모든 사람 곧 부 정리 에 의해 덕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 (4 24 ) 
욕구하는 좋음은 인식하기이다 부 정리 에 의해 그리하여 덕을 (4 26 ). (iv)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좋음을 욕구하며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을 , 
위해서도 욕망할 것이다 그 다음 이러한 욕망은 정신과 관련되는 . (v) , 
한에서는 정신의 본질 자체다 부 마지막 정서들에 대한 정의 중 첫 번째 . (3
정의에 의해 그리고 정신의 본질은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 ). (vi) (2
정리 에 의해 이러한 인식은 신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며 부 정리 11 ), (2
에 의해 이것이 없이는 부 정리 에 의해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47 ), (1 15 ) 

없다 이에 따라 정신의 본질이 신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 (vii) 
함축할수록 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스스로 욕구하는 좋음을 다른 사람을 , 
위해서도 욕망하려고 하는 욕망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Q. E. D. (Geb 

: 235)Ⅱ

증명은 매우 복잡한 그러나 앞서의 논의로 다소 친숙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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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들의 연쇄를 통해 전개된다 논점 는 부 정리 와 그 주석은 . (i) 4 35
인간들이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EⅠ 동일한 본성을 가진 P17S), 
것들끼리는 서로 상반될 수 없으며(EⅣ 따라서 인간들 사이의 대립은 P30), 
외부 원인으로 인한 정념에 구속되었을 경우뿐이라는 데서 
성립한다(EⅣ 이러한 자유인 역시 부 정리 에 따라 자신의 PP32-33). 4 19
본성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고 타인을 우리 자신의 기질에 따라 “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를 원하므로 타인들도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
선악을 판단하는 쪽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가 성립한다. (ii) . 
그런데 부 정리 에서 증명된 대로 논점 에 따라 자유인의 욕망하는 4 26 (iii)
것은 바로 인식하기 자체이다 논점 에 따라 자유인 역시 타인을 . (ii)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므로 이로부터 가 성립한다(iv) . 
여기서 브로드의 설명과 스피노자의 논증 사이에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피노자가 를 제기하는 까닭은 논점 . (iv) (ii) 
때문이지 브로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인이 타인으로부터 획득할 
유용성을 계산하여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한 행위를 산출하는 이 욕망은 정서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한 개체의 본성내지는 코나투스 자체이다 이것이 논점 이다. (v) . 
그런데 자유인은 정의상 외부 원인에 의해 변용되지 않은 채 자신의 
본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 
본성은 동일하다 따라서 자유인의 행위는 그와 동일한 본성을 갖는 다른 . 
모든 인간들과 합치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인이 과연 어느 정도만큼 모든 . 
인간에게 가장 공통적인 본성의 모델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간들과의 합치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부에서 이미 증명된 . 2
논점 에 따라 정신의 본질은 인식하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에 대한 (vi)
인식을 함축한다 따라서 인간 정신이 신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가지면 . 
가질수록 이 사람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모델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행위는 타인의 본성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필연적으로 좋다 여기서 논점 가 . (vii)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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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최고선이 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장(EⅣ 은 P28)
도덕적 가치가 모두에게 공통적일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음악은 우울한 . “
사람에게는 좋지만 상중 의 사람에게는 좋지 않으며 귀가 들리지 ( ) , 喪中
않는 사람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EⅣ 않지만 신에 Pref/Geb : 208)Ⅱ
대한 인식은 모든 관념의 원인으로서 결과인 관념들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공통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다 이 공통성의 요구가 지니는 . 
함축을 파악하기 위해 이 요구가 만족되지 못하는 사례에 관해 
스피노자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참조해보겠다 스피노자는 야심에 . 
사로잡혀 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선과 자신의 미워하는 악을 
타인들도 인정하기를 욕망하면서 타인을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아가도록 
강제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의 가치를 정말로 
믿어 버려 자신의 경쟁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러므로 야망에 . 
사로잡혀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자는 인간들은 —
정념에 구속되어 있는 한 서로 상반되고 그러한 한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나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
강제하는 셈이며 심지어 그는 자신의 요구가 이뤄지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스피노자는 야심이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해 장애물이 . “
되고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칭찬받거나 사랑받으려고 함에 따라 그들은 ,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EⅢ 라고 P31S/Geb : 164)Ⅱ
말한다. 

반면에 자유인은 정념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변용을 겪지 않는 
한에서의 인간 본성 모델을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자유인 역시 . 
타인을 자신의 기질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고자 욕망하지만 이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치하는 인간 본성의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욕망이다. 
따라서 자유인이 이 모델에 근접하기 위해 행위를 수행하는 한 이 행위 
자체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대립이 발생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이미 확인한 . 
바와 같이 스피노자가 부 정리 의 주석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결국 4 46 . 
최고선이 모두에게 공통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은 브로드가 칸트 
윤리학의 정언명법 검증을 비판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257) 단지   



- 221 -

논리적 불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만약 도덕적 원칙이 이 공통성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스피노자가 
부 정리 의 주석에서 말하는 대로 공동의 법률은 성립조차 할 수 없을 4 72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 윤리학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비경쟁적인 
선이 있다거나 자유인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이타적인 행위를 하리라는 내용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최고선 및 . 
자유인과 관련한 스피노자 주장의 핵심은 이성의 계명이 도덕적 행위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내가 추구하는 . 
유용성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자유인은 서로에게 . 
가장 유용하며(EⅣ 서로가 각자에게 유용한 것을 최대한 P35C1) 
추구할수록 서로에게도 유용하다(EⅣ 스피노자의 자유인은 그러한 P35C2). 
도덕적 행위가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인간 본성의 모델에 해당한다 이 . 
모델에 비추어 여기에 근접하기 위해 유용한 행위를 수행한다면 이것은 
곧 도덕적 실천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 
자유인과 노예를 실존하는 인간들의 두 부류가 아니라 각각 행위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상상적 모델과 그렇지 않고 외부 
원인의 인과 연쇄에 의해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요컨대 브로드 해석의 부적절함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간 본성은 동일하다 와 타인을 우리 자신의 “ ” “
기질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라는 두 가지 원리” 258)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혼동이 브로드가 부주의한 독자이기 때문에 . 
벌어진 일은 아니다 혼동의 일차적인 이유는 스피노자 본인에게 있다. . 
비록 내가 장 절과 현재 항목에서 스피노자를 칸트에 근접시키면서 4 2
스피노자주의적 최고선이 일종의 규제적 이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실제 스피노자의 서술은 칸트에 비해 훨씬 더 독단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자유인 최고선 등을 단순히 인간 본성에 대한 모델 정도로 . , 

257) 국역 브로드 Broad. (1965). p. 130. [ : . (2000) p. 162.] 
258) 국역 모로 Moreau. (2003; 2009). pp. 102-103. [ : . (2019).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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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기보다는 그러한 행위자와 규범적 이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259) 이 점에서 브로드의 비판이 비록 부적절하게 제기된  
것이라도 자유인에 대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여전히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볼 수 있다 정말로 모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한가 설령 . ?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정확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심지어 그렇게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윤리적 ? 
맥락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실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만약 ? 
스피노자가 칸트처럼 최고선이나 자유인을 실천적 행위를 위한 이성의 
요청으로서 처리했다면 스피노자 윤리학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할 필요 
없이 훨씬 더 그럴 듯하게 들렸을 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스피노자를 위한 옹호는 아닌 변론을 한 가지 
해본다면 스피노자가 푸코의 말대로 권리의 차원과 사실의 차원이 , , 
중첩되어 있는 세기 고전 시대의 에피스테메 속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17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다.260) 이 에피스테메에서는 사실적 차원과 권리적  
차원이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 저러한 관념을 가지고 .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이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획득 가능한지 묻는 것이 동일한 지평에서 이뤄진다 칸트의 . 
어휘를 빌리자면 여기서는 경험적 층위와 초월론적 층위가 혼효되어 있다. 
스피노자 철학도 예외는 아니다 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독특한 것임에도 . 
여타의 구체적 실재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차원에 있는 것처럼 제시된다. 
더 나아가 경험적 주체와 도덕적 주체의 층위가 구별되지 않는다 즉. ,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무엇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성하는 
도덕적 주체는 그 행위를 현실 속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경험적 주체와 
구별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정념에 사로잡혀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259) 물론 스피노자가 자유인을 어떤 특정한 경지에 이르거나 자격을 획득한 사람으로 고 
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 
만약 자유인이 그가 자유로운 한에서 어떤 기만적인 행위를 한다면“ ”(EⅣP72D/Geb 

이라고 서술한다 이때 그가 자유로운 한에서 라는 단서조항은 자유인이 특정: 264) . “ ”Ⅱ
한 조건을 갖춘 성인 이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성의 인도에 따라 저절로 일( )聖人
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60) 국역 푸코 Foucault. (1966). pp. 19-31. [ : . (2012). pp.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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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에 위치한다 이 점에서 자유인을 마치 실존하는 한 명의 인물로 . 
묘사하고 있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구도는 스피노자가 처한 사유의 
한계이자 조건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론적 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벨이 표한 불만은 훨씬 더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다 나는 . 
요벨이 제시한 새로운 판본의 코나투스 학설이 원래의 학설과 요벨 —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피노자 — 
윤리학의 체계가 정확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장 절 . 4 2
항에서 정체성 조건에 대한 스피노자 윤리학의 답변을 구성하는 3
과정에서 이 점을 보여주었다 개체적 본질로서 코나투스의 인과력은 그 . 
자체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향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하지만 인간의 역량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윤리적 이상을 . 
상상하고 이 모델에 대한 상상에 입각하여 일련의 행위들을 필연적으로 , 
산출되는 자기 본질의 인과력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상상하는 대로 실존하려고 노력하며 바로 . 
이 점에서 인간의 코나투스는 요벨이 정식화하는 대로 로서 실존하려고 x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친숙한 어휘로 . 
인간의 실존 론 적 구조를 논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코나투스 학설이 ( )
가치와 의미를 둘러싼 현실적 갈등을 분석하는 데 무능하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한편 요벨의 비판은 다른 논점을 함께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그는 스피노자가 비록 . 
야심 허영심 타인의 사랑을 향한 사랑 등의 감정을 분석하는 (ambition), , 
것을 통해 인간 자아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현상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피노자에게는 . 
코나투스가 가장 일차적인 충동이며 나머지 욕망들은 이 코나투스의 
파생태 혹은 변형내지는 왜곡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벨은 스피노자가 . 
원초적인 자아 충동 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 (primordial ego-drives)
본다.261) 이러한 그의 비판은 자아 충동이 결코 다른 충동으로 환원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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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 테제 . 
가운데 하나가 자아라는 환상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비판은 스피노자가 요벨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분명 유익하겠지만 이 논문의 . 
범위를 벗어난다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자아 충동의 지위를 일차적인 . 
것으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스피노자 윤리학이 자아 및 가치를 둘러싼 
갈등적 현상에 유효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따라서 나는 스피노자가 윤리학 부와 부에서 제시하는 분석이 3 4『 』 
요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주장을 보강하도록 하겠다 우선 스피노자가 앙심. (ira, 
E DefAffⅢ 복수심36), (vindicta, E DefAffⅢ 야심37), (ambition, 
E DefAffⅢ 등의 정념적 욕망이 어떻게 다양한 갈등을 촉발시키는지 그 44) 
메커니즘을 매우 정치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는 요벨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요벨의 불만은 그러한 정념적 충동이 자기 보존 . 
경향으로부터 파생된 부차적인 것임에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을 정도로 변형되어 어떻게 원초적 
코나투스를 압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한다 따라서 의미와 . 
가치를 향한 자아 충동을 코나투스처럼 일차적인 것으로 설정하지 않고도 
욕망의 파생태들이 본래의 욕망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요벨의 불만은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 
이미 그 답을 부 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획득하였다 수동적 3 3 . 
정념은 정념을 겪는 이의 역량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외부 원인의 
역량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를 변용시키는 대상의 .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다(EⅢ 예컨대 식탐P56). (luxuria, 
E DefAffⅢ 음주욕45), (ebrietas, E DefAffⅢ 탐욕46), (avaritia, 
E DefAffⅢ 성욕47), (libido, E DefAffⅢ 등은 제각각 먹을 것 술 부.48.) , , , 
육체들 사이의 결합을 대상으로 갖는다 그렇다면 이 대상들로부터 . 
촉발되는 수동적 욕망과 그 변용은 그것을 산출시킨 외부 대상의 역량에 

261) Yovel. (1999).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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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어 전체와 부분 사이의 일정한 비율을 망가뜨릴 정도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이는 술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라도 술을 마셨을 때 . 
신체 일부가 변용되면서 느끼는 쾌락이 신체 일부에 각인된 탓에 신체의 
이 부분이 그 나름대로 자신의 상태를 보존하고자 계속 술을 마시게끔 
작용할 것이고 결국 술의 영향으로 중독된 부분의 과잉 긍정으로 인해 
신체 전체의 보존 경향에 거스르는 지경까지 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처럼 더 좋은 것을 보고도 더 나쁜 것을 행하“ ”(EⅣP17S/Geb : Ⅱ

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타의 욕망 혹은 정념들은 221) . 
그것이 비록 부차적인 것임에도 외부 대상으로부터 역량을 공급받아 과잉 
긍정됨으로써 원초적인 코나투스를 압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아 충동을 . -
일차적인 것으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종종 자기파괴적으로 치닫는 현실적 
갈등을 유효하게 설명해낼 수 있다. 

아마도 요벨은 본래적 코나투스는 단지 생존을 위한 보존만을 
수행하고 윤리적 이상으로 제시되는 는 확장 경향을 conatus intelligendi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코나투스의 가장 적합한 표현일 뿐 코나투스의 
왜곡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실적 갈등 양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요벨은 브로드 때와 . 
마찬가지로 타인을 우리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라는 “ ”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심에 따라 수동적으로 . 
행위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인 또한 타인을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욕망한다 모로는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스피노자 윤리학은 . 
필연적으로 전투적인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262) 왜냐하면  
무지자들의 생활 방식은 오직 특정한 소수에게만 평화와 안전 그리고 , 
자유를 제공하며 그마저도 일의 성패는 전적으로 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무지자들은 그들이 정념에 구속되어 있는 한에서 자유인들과 
상반된다(EⅣ 하지만 자유인들은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무지자들과 P70).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EⅣ 따라서 자유인들은 이 현실을 최대한 P70S). 
자신의 본성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현실에 순응해야 

262) 국역 모로  Moreau. (2003; 2009). p. 103. [ : (2019).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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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EⅣ 하지만 모든 개체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 안에 App7). 
머무르려고 하므로 자유인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무지자들과의 대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유인의 생활 방식은 전투적이며 . 
스피노자의 합리주의는 전투적 합리주의이다. 

정리하지면 브로드와 요벨 두 사람 모두 스피노자의 윤리적 , 
이상을 지나치게 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코나투스 학설의 
실효성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는 오인의 이유가 . 
부분적으로는 스피노자 철학이 위치하는 조건이자 한계로부터 유래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스피노자에게 씌어진 오래된 선입견의 
역사로부터 기원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다음 항에서 이 선입견이 .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구하도록 하겠다.

혼동의 뿌리를 제거하기  3. 

브로드와 요벨은 공통적으로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윤리적 이상을 
무척이나 정적인 상태로 고려하고 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 
윤리학은 세상의 풍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수긍하고 정신의 
평온을 위해 자신이 좌우할 수 없는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둘 것을 
가르치는 체념의 윤리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 
많은 학파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이지만 현대 사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이론은 아니다. 
브로드와 요벨은 이 점에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브로드와 요벨이 공유하고 있는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이미지가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에 대한 엄밀한 검토에 입각하여 『 』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의 전제는 격렬한 논쟁의 . 
대상이었던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수용의 역사에 의해 굴절된 스피노자 
삶의 방식에 대한 선입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는 편이 더욱 
진실에 가깝다 나는 이 선입견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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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내고 이것이 스피노자에 대한 진실한 이미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스피노자의 전기적 사실을 참조하여 주장하겠다 더 나아가. , 
윤리학 의 체계가 체념의 윤리학 을 어떻게 배제하는지 밝혀내는 것으로 ‘ ’『 』
그러한 선입견의 부당함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스피노자가 지극히 단조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한 서신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과 . , 
비교할 때 분실된 서신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263) 게다가  
그는 자신의 철학을 공표하는 것을 매우 꺼렸으며 반지에 

조심하라 라는 문구를 새겨둘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Caute( )”
매우 신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아주 . 
적은 수의 지인들과만 교제했다 그는 공공의 영역에 개입하는 일 없이 . 
교외 레인스뷔르흐의 외딴 하숙집에서 독신으로 지냈다 심지어 그는 자기 . 
삶의 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차버렸다 팔츠 선제후가 .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직을 제안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였으니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스피노자의 삶의 궤적으로부터 속세로부터 물러나 
개인적인 평온을 추구하는 은거하는 현자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무척이나 합당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비판자들 심지어 지지자들까지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자유인의 모습에 스피노자의 삶을 대입시켜서 스피노자 윤리학을 
이해하고는 했다 스피노자 수용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에르 벨은 . 
역사적 비평적 사전 의 스피노자 항목에서 이 철학자의 급진적인 『 ∙ 』
무신론에 질색하면서도 무신론자임에도264) 전통적인 현자들이 찬미했던  
삶의 태도를 견지했던 스피노자에게 감탄하면서 그를 놀라울 만치 “
유덕한 체계적인 무신론자 라고 기술한다” .265) 스피노자가 자신이  

263) 겝하르트 전집에 수록된 스피노자의 서신은 대화 상대자의 것을 포함하여 총 편이 84
다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의 서신의 분량을 고려하면 스피노자의 서간집의 분량은 매. 
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264) 세기에 무신론자 라는 명칭은 단순히 비신앙인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 16-17 ‘ ’
니었다 이 단어는 기성 질서의 관점에서 비주류 및 반골에 해당하는 이들의 불경함과 .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일종의 멸칭이었다 이 단어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에 대해서는 다. 
음을 참조하라 나인호. . (2011). pp. 31-33.

265) 국역 모로 에서 재인용   Moreau. (2003; 2009). p. 110. [ : . (2019).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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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윤리적 이상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상당히 개연적이며 그 점에서 스피노자의 삶을 스피노자주의적 자유인의 
실현으로 바라보는 해석은 어떤 점에서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피노자의 삶의 방식은 전통적으로 높이 평가받던 철학자의 삶의 
전형 예컨대 정원 학파 혹은 반대로 스토아 학파 이었으며 그의 — —
철학이 갖는 주지주의적 특성 필연성에 대한 이해와 관조의 중요성에 —
대한 강조 은 스피노자가 자신의 윤리적 이상을 체현하고 있다는 —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스피노자 삶과 그의 철학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스피노자를 신에 취한 신비주의자 로 . “ ”
바라보는 범신론적 해석과 카발라주의 그리고 스피노자 철학을 부동의 , 
형이상학으로 간주하는 독일 낭만주의 전통은 이러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프랑스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를 . 
범신론자로 고려하는 쿠쟁 학파가 득세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지속된다.266) 
이러한 영향 탓에 은둔자로서 스피노자의 이미지는 매우 다방면으로 
유포되었다 예컨대 소설가 아이작 싱어는 장터의 스피노자 라는 . B. 『 』
단편에서 스피노자 철학에 따라 공동체와 단절된 삶을 사는 휘셀슨 
박사를 희화화함으로써 자유인에 관한 스피노자의 학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스피노자가 비교적 단출한 삶을 . 
살았으며 사교적인 활동을 매우 꺼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쩌면 알키에의 . 
지적대로 스피노자는 공적인 자리에 나서기엔 무척이나 소심했던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스피노자가 활동했던 시기적 배경을 검토해보자? . 
세기 궁정 사교계에서 활동하는 유대인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고전 17 ? 

시대 유럽에서 파문당한 유대인을 자신의 조언자로 삼을 정도로 어리석을 
권력자는 없다 자신을 대리하는 외교 사절로 유대인을 보내는 권력자는 .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권력자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 유대인이 지옥에서 벼려낸 책. “ ”, 
신학 정치론 의 저자로 의심받는 무신론자라면 말이다- .『 』

266) 스피노자 수용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 Moreau. (1996). pp. 40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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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대의 세심한 전기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피노자가 
당한 조치는 그 어조의 심각함과 달리 영구적인 파문이 아니었으며 
스피노자가 충분한 열의를 보였다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열려있었다.267) 그 외에도 스피노자는 자유사상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고 점차 더 다양한 계층에 개방되고 있었던 대학 기관에 몸을 
담을 수도 있었다 팔츠 선제후로부터 교수직 제의를 받기도 한 것처럼 . 
말이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그러한 선택지를 거부한 이유를 단지 . 
스피노자의 비사교성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파브리키우스 팔츠 선제후의 . —
고문 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스피노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거절의 이유는 —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교육을 맡게 된다면 저는 제 철학적 작업을 포기해야 할 “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가 기존 종교를 동요시키는 것으로 . 
보이지 않기 위해 철학의 자유가 어떤 한계 내에서 억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세 .” (Ep. §48/Geb : 234-235; 290-291)Ⅳ

아마도 스피노자는 철학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 자유는 스피노자가 . 
신학 정치론 과 정치론 에서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권리이며 『 』 『 』
스피노자는 이 권리의 보장이 곧 인간을 더 높은 완전성으로 이끌어줄 
핵심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대학 교수의 명예를 . 
누리는 것보다 사인으로서 자신의 철학적 저작을 발표하는 것이 
공동체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대 . 
공동체와의 인연을 회복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도 부조리하지 않다 파문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 
스피노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이유로 파문당한 적이 있던 다니엘 —
드 프라도의 경우처럼 자신의 종교적 불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므로 유대 공동체로의 복귀는 곧 철학할 . 
자유의 포기를 의미했다. 

267) 국역 내들러 Nadler. (2001). pp. 153-154. [ : . (2011). pp. 2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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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면 공동체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과연 스피노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스피노자는 그가 처했던 불리한 조건을 ? 
감안할 때 은둔자라기보다는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한 
사상가라고 볼 수 있다 스피노자는 그는 일군의 데카르트주의자들 .  
사이에서 매우 뛰어난 연구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여러 종교적 . 
분파들이 공통적으로 주시하는 위험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고 종교적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칼뱅주의자였던 콩데 공작의 . 
초청을 받아 프랑스군 장교들과 토론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이러한 . 
종교 비판가의 면모로 인해 스피노자 사후에도 신학 정치론 은 자유 『 』
사상가들의 중요한 준거점이 되었다.268) 당시 홀란트의 수상이었던 얀 더  
빗 역시 스피노자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우호적 입장을 보여주지는 —
않았으나 스피노자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비록 정세의 불안정함 . —
탓269)에 불발로 그치고 말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지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윤리학 을 출간하려고 시도했다 요컨대 스피노자는 지역의 . 『 』
명사 였다 만약 그가 당대 사회의 쟁점들에 실천적으로 개입하지 ( ) . 名士
않고 고립된 지적 생활만을 추구한 은자였다면 스피노자의 이름은 
역사에서 쉽게 망각되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스피노자가 한편으로는 . 
자기 삶의 보존과 유용성을 위해 타인들의 기질 및 환경에 맞춰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 본성의 모델에 입각하여 사람들이 
이를 추구하도록 노력한 투쟁가라고 생각한다.

스피노자의 삶으로부터 여전히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해명이 부족할 지도 모른다 그들은 어쩌면 . 
스피노자가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윤리학 을 출판하고 어떠한 희생을 , 『 』
치를지라도 하이델베르크의 교수가 되어서 자신의 철학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야만 투사로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버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상대해주는 것은 

268) 가령 스피노자의 정신 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종교의 기만을 폭로하는 글이 출간되기 ‘ ’
도 했다 이 소책자는 스피노자 서클의 일원이었던 뤼카가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69) 스피노자는 원래 윤리학 을 출간하려고 결심했으나 자신이 곧 출간한 저작에 대한  『 』
신학자들과 데카르트주의자들의 적개심 때문에 출판을 철회한다 자세한 상황은 스피노. 
자의 편지 을 참조하라§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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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하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스피노자 삶에 대한 선입견을 . 
교정할 것이다 이로써 나는 스피노자와 삶과 철학을 엮어 체념의 . 
윤리학의 이미지를 가공해내는 거짓 결합의 한 축이 스피노자의 삶에 
대한 부당한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제 .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가 말하는 것이 결코 체념의 윤리일 수 없다는 『 』
점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체념의 윤리학은 아마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론적 세계관에 따라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규정되어 있다 이 숙명 앞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으며 우리가 취할 수 . 
있는 유일한 태도는 이 필연적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록 우리 각각에게 안배되어 있는 삶이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쓰라릴 
지라도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으로 만족해야 한다 불안정한 운의 . 
파도에 휩쓸렸을 때 간혹 더 큰 기쁨을 맛볼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원인들로부터 , 
최대한 달아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은둔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윤리학 의 몇몇 구절『 』 270)은 단편적으로 읽을 경우에 그러한 형태의 
윤리학을 지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총체적인 . 
관점에서 윤리학 을 검토할 경우에는 스피노자 윤리학을 숙명론적 『 』
체념의 윤리학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 
강조한대로 스피노자의 철학은 전투적 합리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윤리학 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이 논제를 더욱 . 『 』
강화하겠다. 

270) 예를 들면 윤리학 부 부록 항을 보라 하지만 인간의 역량은 극히 제한적이며  4 32 . “『 』 
외부 원인의 역량에 의해 무한하게 압도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했. [ ] …
으며 우리가 가진 역량은 우리가 이 일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르는 자연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 
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용성의 원칙이 요청하는 것과 상반되게 일어나는 것을 평정, 
하게 견뎌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석 판명하게 인식한다면 지적 능력에 의해 . , 
정의되는 우리의 부분 곧 우리의 더 나은 부분은 이에 대해 기꺼이 만족할 것이며 이, , 
러한 자족감 속에서 존속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Geb : 276)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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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유인들의 기질이 정념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무지자들의 기질과 상반된다는 사실 및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자유인들과 무지자들 사이의 대립은 어떻게 . 
전개되는가 어떤 점에서 자유인들 스피노자는 자유인들이 필요에 ? 
따라서는 무지자들 혹은 공동체로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취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서술한다(EⅣP70, 
EⅣ 브로드는 이 부분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자유인의 P70S). 
면모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자유인의 기질에 관해 서술하는 정리들의 전체 
구조(EⅣ 를 검토한다면 자유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PP67-73S)
위해 무지자들과 적당히 타협한다거나 그들을 기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유인은 항상 신의에 따라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EⅣP72). 
자유인은 한 번 원칙으로 정한 것은 설령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결코 
어기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유인의 기질은 무지자들과 극명하게 . 
다르다 예컨대 겁 많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왜냐하면 . “ .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바다 속에 던져버” 
(E DefAffⅢ 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의 계명은 42Exp/Geb : 203) . Ⅱ
결코 이런 방식으로 행위를 할 것을 충고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그가 .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를 하는 한 두려움 및 용기 만용 을 억제하여 ( )
행위를 완수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유인의 기질을 . 
강인함 으로 묘사된다(fortitudo) (EⅣP69D). 

스피노자는 강인함을 이해하는 한에서의 정신과 관련을 맺고 “
있는 정서들에서 따라 나오는 모든 능동”(EⅢ 으로 P59S/Geb : 188)Ⅱ
정의한다 여기에는 굳건함 과 관대함 이라는 두 . (Animositas) (Generositas)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들은 각각 각자가 오직 이성의 인도에 따라 . “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욕망 과 각자가 오직 ”(Geb : 188) “Ⅱ
이성의 인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우정으로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욕망 으로 정의된다 자유인은 이 굳건함에 따라 ”(Geb : 188) . Ⅱ
자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를 하므로 이성의 인도에 따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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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고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유인이 무지자들과 거리를 두려는 . 
까닭은 무지자들을 천시한다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다 무지자들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원칙을 훼손한 채 . 
무지자들의 기질에 맞춰 행위를 해야 하는 연쇄 속으로 말려들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을 보존할 수 없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부 정리 의 . 4 70
증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인 그들 무지자들 의 욕구가 아니라 “ [ ]
오직 이성에 따르기 위해 그 자유인 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호의를 [ ]
거절하기 위해 애쓴다”(Geb : 263) Ⅱ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자유인들이 무지자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탐내기 때문이 아니다 공동체 . 
생활에서 자유인은 무지자들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호의에 답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들의 기질에 맞춰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인의 답례는 무지자들의 기질에 맞춰 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유인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질을 굳건하게 보존하려고 . 
하면서 타인이 이러한 기질에 맞춰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EⅣP37). 
자유인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간 본성의 모델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각자가 추구하는 유용함이 모두의 유용함이 되기를 
욕망한다 요컨대 자유인은 단지 무지자들 사이의 악 순환의 고리에 . 
빠져들지 않으려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유인들 사이의 선 
순환을 조직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굳건함을 기초로 자유인의 관대함이 . 
성립한다 자유인은 다른 사람들과 우정으로 결합됨으로써 서로를 더욱 . 
완전하게 하고자 한다 단 이때의 우정은 무지자에게 무지자의 방식으로 . ,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은 타인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 
최고선을 인식하는 쪽으로 이끌고 그가 지성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관대함의 일종인 겸손함. (EⅢ 에서 P59S)
도덕성의 형태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조언이나 행위를 통해 도움으로써 그들이 함께 “
지고한 좋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려고 욕망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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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사랑으로 결합되게 하려고 애쓸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닌 , 
가르침을 따르도록 그들을 놀람의 상태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시기심을 유발할 만한 , , 
원인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일상적인 대화에서 . 
그는 사람들의 악덕을 전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고 인간의 무능력에 , 
대해서는 아주 적게만 말하려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반대로 인간의 덕 , 
또는 역량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완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 
말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싫어함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기쁨의 , 
정서에 의해 움직여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이성의 명령에 의해 ,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할 것이다” (E App25/Geb : 273)Ⅳ Ⅱ

이처럼 자유인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대한 많은 
이들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자유인은 . 
자유인의 덕은 위험을 피하는 데서도 위험을 극복하는 데서만큼 “
동등하게 나타난다 라는 부 정리 처럼 신중하게 행위를 ”(Geb : 262) 4 69Ⅱ
결정할 뿐이다 만약 외부 상황이 몹시 열악하다면 잠시 멈춰서 적절한 . 
시기를 기다리거나 불가피하게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인의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경우 결코 없을 것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심지어 자유인조차. , , 
정념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의 불화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인은 이에 보복하기보다는 . 
관대함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이룩하려고 할 것이다(EⅣ 사람들의 P46). “
잘못을 평온한 마음으로 견뎌내고 화합과 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것이 더 낫다”(EⅣPApp14/Geb : 270). Ⅱ
따라서 자유인은 공동체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예컨대 도덕성의 외양을 쓰고 있지만 . 
실제로는 슬픔을 가져다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기쁨을 “
가져다주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EⅣ 미신을 App31/Geb : 274) Ⅱ
타파하고 철학할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참된 철학을 전파하는 것 , , 
등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스피노자가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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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는 더 빗 형제의 참극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침해당했다고 
믿었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궁극의 야만 을 (ultimi barbarorum)
규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슬퍼하는 친구에게 진실을 감추기보다는 ,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진실로 위로하고 미신에 빠져 자신을 (Ep. §17), 
비난하는 친구에게 희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득하며 공동체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작들을 집필하고 (Ep. §76), 
발표하기를 일생 멈추지 않았다 윤리학 은 자유인으로서 스피노자가 . 『 』
우리에게 건네는 우정의 증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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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코나투스 학설과 스피노자의 현재성5 

지금까지 이 논문의 본론을 구성하는 장과 장의 논의를 통해 3 4
코나투스 학설과 얽힌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나의 시도가 . 
성공적이라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과 이에 기초한 그의 윤리학은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함투성이의 이론은 아니다 하지만 반비판 . 
작업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스피노자 철학의 완전무결함 혹은 우수성을 
곧바로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나는 스피노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 
아리스토텔레스적 윤리학이 한낱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거나 스피노자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독일 관념론자들이 사실은 스피노자의 
그림자만을 공격하고 있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다만 스피노자 철학의 체계를 구조적으로 고려할 때 윤리학 의 『 』
논증적 질서가 허용하거나 배제하는 철학적 유형 혹은 해석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스피노자 철학의 윤곽을 소묘했을 뿐이다 이렇게 . 
밝혀진 특정한 논증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스피노자 철학의 진면모가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한 가치평가는 그 구조 외부의 관점에서 
별도의 작업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윤리학 의 논증적 . 『 』
질서에서 빠져 나와서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이 지니는 의미를 
정리해보고 현대 철학의 지평에서 이 학설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탐색하도록 하겠다. 

제 절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의 의의1 

존재론과 인간학의 경첩으로서 코나투스 학설  1. 

우선 지금까지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전개하느라 다소 
산만하게 이루어졌던 논의를 종합함으로써 코나투스 학설의 위상을 
조감해보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그의 철학적 체계 속에서 중추적 . 
위치를 차지한다 이 학설은 윤리학 의 편성에서도 중간에 해당하는 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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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곧 코나투스 학설이 논증적 질서 상에서도 .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루는 부의 논의와 인간의 정서와 이에 대한 1, 2
예속과 이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학적 논의를 이루는 부 그리고 부를 3, 4 , 5
연결하는 이음쇠로 활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코나투스 학설은 개체의 본질을 곧 역량이자 노력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윤리학 부에서 정립된 본질과 역량의 동일성 테제의 귀결이다1 . 『 』 
나는 장 절에서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베넷과 가렛의 논의가 다소 겉 3 1
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테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코나투스 . 
학설이 목적론 비판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코나투스 학설이 갖는 함축 가운데 하나이지 코나투스 학설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학설을 단지 목적론적 설명 모델의 . 
대안이라는 용도로만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학설은 . 
근본적으로 스피노자 존재론으로부터 연역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 
코나투스 논증에서 부 정리 의 따름정리와 부 정리 를 사용한다1 25 1 34 . 
각각의 실재는 신의 한 부분을 이루는 양태로서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러한 한에서 각 실재는 신의 역량을 표현하고 이것의 본질과 역량은 
신과 마찬가지로 서로 동일하다 이 본질과 역량은 그 자신을 긍정하지 .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본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로부터 . 
각각의 실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 , , 
존속하려고 노력한다”(EⅢ 는 코나투스 정리가 성립한다P6/Geb : 146) . Ⅱ
욕망으로서 코나투스가 곧 개체의 현행적 본질이자 역량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일련의 귀결들이 필연적으로 산출된다(EⅠ 그런데 P36). 
코나투스의 욕망은 이미 현행적 본질인 역량의 발현 그 자체이기 때문에 
(EⅢ 자신 외의 어떤 다른 것을 향해 있지 않다 코나투스 학설의 P7) . 
반목적론적 성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원한다 현행태의 선차성을 . 
주장하는 존재론적 목적론은 코나투스 학설과 대조적으로 개체의 욕망과 
그 대상이 되는 완전한 본질을 분리시키고 원인과 결과의 선후 관계를 
전도시켜둔다 이 점에서 코나투스 학설은 존재론적 목적론과 . 
대립한다.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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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코나투스 학설은 부에서 신적 본질과 역량의 구조에 대해 1
탐구한 결과를 개체 차원에서 적용한 결과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 
독특한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전까지는 현상적 conatus . 
관찰에 근거하여 자연학의 영역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를 존재 일반에 대한 개체화의 원리로 conatus
확장시키고 있다.272) 이 논문 장 절과 절에서 다룬 코나투스 학설의  3 2 3
관계론적 특징도 이 학설의 개체화의 원리로서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개체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 . 
개체는 결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며 신의 양태인 한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개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과 신의 양태 간의 관계와 
양태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각의 실재들은 그것이 . 
자연의 일부인 한에서 무한한 인과 연쇄 속에 위치한다. 

따라서 모든 개체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지만 유한 양태가 처한 실존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다 각 . 
실재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본성으로 설명되는 
능동적 행위만을 산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 실재들의 질서는 인간 . 
본성에 대립하는 일종의 부정 을 함축하는 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 ”
배치되어 있다(EⅢ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능동적으로 P3S). 
행위를 산출하는 것만큼이나 외부 원인의 영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를 
산출한다 매우 단순한 수준의 물체의 경우에 이러한 능동과 수동은 그저 . 
물리적인 작용과 반작용에 지나지 않겠지만 인간처럼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된 신체를 지닌 존재의 경우에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행위 역량은 다양한 실재들과의 조우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 역량의 변이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로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다양한 감정적 반응들로 현상한다 그리고 이 반응들이 그것이 유래하는 . 
본질로서 코나투스를 함축하는 한에서 코나투스 학설은 인간의 감정적 

271) 따라서 코나투스 학설이 모든 유형의 목적론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러나 동시에 가렛의 주장처럼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이며 코나투스 . 
학설이 목적론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72)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관성 원리를 어떻게 개체화의 원리로 변형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illo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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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설명항으로서 기능한다 말하자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 
인간의 실존 론 적 구조의 분석을 위한 밑바탕을 제공한다( ) .

이렇게 스피노자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론적 논의에서 인간학적 
논의로 이행한다 개체화의 원리로서 코나투스 학설은 두 가지를 잇는 . 
이음쇠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스피노자가 존재론적 . 
논의에서 인간학적 논의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전제도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스피노자는 인간은 . “
사유한다 등과 같은 몇 가지 공리들을 가정하기는 ”(E A2/Geb : 85) Ⅱ Ⅱ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들이 존재론적 논의와 무관하게 외삽된 것으로 . 
볼 수는 없으며 스피노자가 인간의 존재론적 혹은 인식론적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조금의 불연속성도 . 
없다 자연 안에서 인간 존재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신체구조를 . 
지닌 여타의 존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본성상 상이한 위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인간은 다른 . 
모든 존재 일반과 동일하게 코나투스의 구조에 따라 실존하고 행위를 
한다. 

코나투스 학설이 덕의 토대로서 나타날 때도 역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외의 별도의 전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코나투스 학설은 인간의 . 
정념적 삶을 이루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 삶의 토대이기도 하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학설이 덕의 일차적이고 유일한 토대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즉 그는 도덕적 관념과 관련하는 현상을 다루기 위해 . , 
초월적 가치 체계를 도입하지 않는다 비록 스피노자는 선과 악 완전성과 . , 
불완전성과 같은 개념들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이 개념들을 다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독립적으로 실제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장 곳곳에서 인간 본성의 모델에 관한 스피노자의 입장을 . 4
검토할 때 확인한 것처럼 이러한 윤리적 이상에 관한 관념들은 
어디까지나 현행적 본질로서 코나투스에 비추어 사고될 수 있는 사유 
양태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코나투스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우리는 .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가치 체계를 상정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뿌리를 



- 240 -

두고 있는 바탕은 우리의 현행적 본질로서 코나투스 자체이다 인간의 . 
윤리적 법칙들은 코나투스로부터 구성된다. 

더 나아가 코나투스는 공동체가 확립되기 위한 대원칙을 
규제한다 부분들의 코나투스가 그 부분이 참여하는 전체의 코나투스를 . 
위협할 정도로 과잉 긍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전체의 코나투스는 각 . 
부분들이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운동과 정지의 비율의 관계를 구성하는 
한에서만 전체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개체 구성의 원리는 존재론의 . 
귀결로서 코나투스 학설 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체 . 
윤리의 수준에서도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단절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스피노자는 그의 존재론으로부터 코나투스 학설을 
연역하고 이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해서 인간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학설 혹은 코나투스 학설이 근거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논의를 제외한 다른 전제는 결코 삽입시키지 ∙
않는다 이 점에서 코나투스 학설은 존재론과 인간학의 유일한 경첩이라고 . 
할 수 있다.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한 스피노자 윤리학의 전모  2. 

스피노자가 오직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해서 자신의 윤리학을 
전개한다면 이 윤리학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이 ? 
문제는 부분적으로나마 장 절에서 한 차례 다룬 적이 있다 스피노자 4 1 . 
윤리학은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하여 전도된 가치 체계를 다시 뒤집어 
둔다는 점에서 소외 비판론으로서 전개된다 이러한 구도를 고려할 때 . 
스피노자 윤리학에 내려진 몇몇 규정들은 올바르며 몇몇 규정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검토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는 . 
해주지만 스피노자 윤리학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려주기는 
어렵다 이제 나는 반박들에 대한 반비판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 
다소 파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장의 논의들을 전반적으로 4
종합함으로써 자율성의 윤리로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전모를 밝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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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부 절 항에서 검토한 것처럼 스피노자 윤리학은 객관적 4 1 3

가치라는 가상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만약 어떠한 대상이 주체의 행위 .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선과 악은 그것과 관계하는 여타의 자연적 속성으로 남김없이 . 
분석될 수 있으며 그러한 속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은 좋고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은 나쁘다 이러한 . 
전제에 입각하여 스피노자는 실제로는 행위 역량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슬픔을 감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만드는 가치 체계 다시 말해서 , 
미신을 비판한다 미신은 그것이 생겨날 때에는 이런 저런 근거가 . 
있었을지는 몰라도 관습적으로 의례화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대상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기초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가치의 원천은 오직 코나투스 . 
뿐이며 코나투스를 떠나서는 어떠한 가치 체계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정한 대상이 좋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치와 의무의 근거 없음을 . 
드러내는 방식으로 스피노자 윤리학은 부당하게 부과된 외적 
구속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한다 요컨대 스피노자 윤리학은 인간의 . 
욕망을 부정하고 인간을 그의 본질로부터 떼어놓는 거짓된 도덕성을 
비판하고 인간이 자신의 신의 일부로서 신을 표현하기도 하는 본질을 — —
긍정하고 그것과 절대적 통일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유의 철학이다. 

하지만 스피노자 윤리학이 기성의 윤리적 통념을 허물어뜨리는 
파괴적 면모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욕망의 이기적 추구를 
모두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장 절에서 다룬 것처럼 스피노자는 덕의 . 4 2
토대로서 코나투스에 기초하여 확실한 규범적 이상을 제시한다 인간은 . 
자신의 본질이 외적 원인의 교란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완전하게 
능동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상상된 
모델에 근접하기 위해 유용한 것들을 추구한다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 
모델은 자유인이다 자유인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를 한다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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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은 가장 뛰어난 덕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 . 
하지만 여기서 윤리적 목적론을 존재론적 목적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스피노자의 제안은 자신이 주장하는 목적은 정당하고 다른 윤리학이 
주장하는 목적은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마땅할 목적을 
에서 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 본성의 모델은 어디까지나 x y . 
우리의 현행적 역량이 어떻게 더 완전해질 수 있을지 가늠해보기 위한 
상상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어져 있는 어떠한 . 
목적에 맞춰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이 . 
목적을 만들어 낸다 상상적 허구를 지어내는 것은 인간의 현행적 역량에 .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규범적 이상은 오직 . 
인간의 현행적 본질로서 코나투스를 가치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왜 자유인을 윤리적 목적으로 제안하는가? 
상상적 허구는 여러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스피노자의 
상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리적 주체성에 대한 ? 
스피노자의 입장과 관련한다 나는 장 절 항에서 이성이 필연성을 . 4 3 2
이해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 이성은 인과 계열의 . 
연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통해 몇 가지 외부 대상에 고착되어 
있는 정신의 주박을 완화시켜 더 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확보되는 역량을 바탕으로 자유인은 결과로서 행위가 자신의 
본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적합한 원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행위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 목표를 . 
달성하고 지복을 누리는 데 각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 개인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역부족하다 인간이 . 
처한 현실은 그를 압도하는 외부 실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은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찾아 외부 
질서를 자신에게 알맞게 최적화시켜야 한다 대상이 자신의 본성과 . 
합치하면 할수록 더욱 유용하기 때문에 자연 안에 인간만큼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없다 따라서 개인들은 역량의 증진을 위해 공동체를 . 
형성해야 한다 이제 개인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개체의 일부가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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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법률이라는 운동과 정지의 일정한 비율 관계 아래로 들어간다 즉. , 
개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이 . 
공동체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위를 수행해야 하므로 개인의 
충동을 무제약적으로 해방하는 좋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 
공동의 법률이 개인을 제약하는 미신과 같은 외적 구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법칙은 자유인의 본성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기 때문에 . 
자유인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자유롭다. 

공동의 법률과 자유인의 본성이 합치하는 까닭은 둘 모두 이성의 
명령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자유인을 윤리적 목표로 . 
제기하고 이 자유인이 자신을 위하는 만큼이나 타인을 위해서도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유인이 특별히 친절한 마음씨를 지녔다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이타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273) 모든 사람의 본성은  
공통적이고 자유인의 모델은 외부 원인에 의해 그 본성이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므로 자유인에게 좋은 것은 정의상 모두에게 좋다는 점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인을 인간 본성의 모델로 삼으라는 . 
스피노자의 제안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는 칸트의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 

그런데 자유인의 행위가 그가 자유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한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좋음을 왜 추구해야 하는지 
규범성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이 물음에 바로 .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코나투스의 인과력은 .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머무르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들이 귀결된다 인간은 이 인과력에 자기 스스로 가치를 . 
부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일정한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써 규정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본성이 가장 완전한 상태로서 . 
자유인이라는 모델을 자기 스스로 세웠다면 이 자유인의 본성에 유용한 
행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의 , . 
반드시는 이론적 필연성이라기보다는 규범적 필연성을 띄고 나타난다 이 . 

273) 다른 사람들을 이성에 따라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 “
절하고 너그럽게 행위하며[ ]” (E P37S1/Geb : 236)… Ⅳ Ⅱ



- 244 -

점에서 스피노자의 자유는 이미 윤리학 부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처럼, 1 , 『 』 
무제약적 자유가 아니다 자유인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자기 . 
자신의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274) 

이때 자기 의 범위는 한 명의 사인 에 국한되지 않는다‘ ’ ( ) . 私人
왜냐하면 자유인은 언제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인칭 복수로서 행동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 1
촉진시키고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애쓴다 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 
해소하고 우정의 끈으로 유대를 형성하려는 이 작업은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많은 사람들이 정념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상당한 기예를 필요로 
한다(EⅣ 따라서 자유인은 권력자의 사심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App13). 
아닌 이성의 명령을 표현하는 공동의 법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한다.275) 공동의 규칙이 모든 이에게 공통적인 한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자유인은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과 최대의 “
일치”(EⅣ 를 이루는 동시에 이 규칙과도 최대의 P37S1/Geb : 236)Ⅱ
일치를 이룬다 따라서 자유인은 개인 윤리의 층위에서나 공동체 윤리의 . 
층위에서나 오직 자신의 코나투스에 근거한 규범을 자기 스스로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부과하는 한에서 윤리적 규범을 갖는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철학은 객관적 가치의 허상을 비판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본질에 입각하여 윤리적 법칙을 수립한다 그렇다면 자기 . “
자신의 본질이 되는 일을 잘하기 위해 힘”276)쓴다는 의미에서  코나투스 
학설에 입각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칸트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의 

274) 규범의 부과가 자율에 달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거나 부과된 규범을 자의에  
따라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한 부분과 전. 
체의 관계에 의거해 정당한 행위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가드가 적절하. 
게 지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기 싫기 때문에 규범성의 물음을 던지거나 의
무를 포기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윤리적 논의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 

275) 그러나 스피노자는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위를 하면서 일치단결 하는 상황이 현 
실적으로는 단숨에 이뤄질 수 없다고 간주한 것 같다 따라서 때로는 실제적 위협을 동. 
반한 공포와 희망의 정념을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한 . 스
피노자의 마키아벨리적 면모가 그의 정치철학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76) Korsgaard. et al. (1996). p. 3. 국역 코스가드[ : . (201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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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스피노자의 자기 원인으로서 자유 ? 
개념과 칸트의 자기 입법으로서 자유 개념 사이에는 큰 간극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서 내가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자율성의 윤리로 평가하면서 .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정확한 주해라기보다는 
그의 윤리학에 새로운 옷을 입힐 수 있는 현대적 해석 가능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학 에서 칸트 윤리학과 유사한 몇몇 구절이 『 』
발견된다는 단편적인 특징들 때문에 내가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자율성의 
윤리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앞서 장 절에서 방법론과 . 1 2
해석원칙을 제한할 때 이러한 유비추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자율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윤리학 의 『 』
체계 속에서 확립되는 원칙들에서 나온다 자유인과 이성의 계명에 관한 . 
스피노자의 학설이 연관하는 논증적 질서를 고려할 때 그가 생각하는 
윤리적 삶은 자신의 현행적 본질에 근거하여 스스로 수립한 인간 본성의 
모델에 입각할 때 가능하다 스피노자에게서 윤리적 삶을 위한 법칙들은 . 
초월적인 심급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며 자연적 충동의 무제약적 배출이 
윤리적으로 좋다고 평가되지도 않는다 자신이 수립한 존재의 필연성에 . 
따라 스스로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 윤리적이며 이때의 존재는 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본성과 공통적이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스피노자의 윤리는 자율성의 윤리로 
재해석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리며 스피노자를 칸트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칸트와의 비교는 이렇게 체계 내적 원칙에 의거하여 . 
확립된 그의 윤리학을 그의 체계 바깥으로 이끌어 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칸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의 윤리학이 . 
자율성의 윤리인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자율성의 
윤리이기 때문에 칸트와 유사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스피노자의 . , 
윤리학을 역사적 맥락 위에서 평가하자면 그의 윤리는 코스가드가 말하는 , 
것처럼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동안에 벌어진 일종의 윤리적 혁명 , 
속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77)   

277) Korsgaard. et al. (1996). p. 2. 국역 코스가드[ : . (2011)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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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교훈 일관성 3. : 

스피노자가 숨을 거둔 지 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오늘날350 , 
우리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로부터 여전히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스피노자의 철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 
상당한 시의성과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신 문제에 대한 . 
스피노자의 평행론적 해결책은 그 자체로 매우 독창적이며 이에 입각한 
인간 정신에 대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현대 인지과학과 큰 친연성을 
갖는다 감정적 갈등의 기원을 정밀하게 해부하고 있는 스피노자의 분석은 . 
대중의 집합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에 큰 영감을 준다 하나의 . 
개체를 무한한 인과 연쇄의 관계 속에서 고려하는 그의 개체 이론은 
원자론적 개인이라는 전제를 버리지 못하는 서구 사상의 편향과 대결하는 
사상의 흐름과 함께 한다 이 모든 특징들은 코나투스 학설과 깊이 .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철학사에 기록되고 전승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만 들어야 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스피노자가 보여준 
한없이 투명한 일관성을 그 까닭으로 제시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단일한 . 
토대에 입각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전제 없이 존재론부터 인간학에 이르는 
다층적인 논의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일관성은 크게 . 
초지일관 과 일이관지 라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 ) ( )初志一貫 一以貫之
가치가 있다. 

첫째 초지일관은 스피노자가 자신이 입각한 전제의 함축을 , 
끝까지 밀어 붙이면서 그로부터 연역되는 모든 결론을 고수했다는 사실과 
관련한다 스피노자가 활동했던 세기는 통합 과학의 이념이 등장한 . 17
시대이며 많은 사상가들이 단일한 토대에서 여러 분야의 학문을 
종합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상가들은 이 이념을 완수하지 못 . 
했다 그 이유는 종종 사상적 체계의 내적인 문제로부터 유래하기도 . 
했으나 대체로 종교로부터 유래한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시대적 요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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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검열과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든 그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든 
인간에게는 결코 온전히 적합하게는 파악될 수 없는 초월적 신이라는 
심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신을 논박하고 기성 . 
종교의 권위를 뒤흔든 홉스마저도 신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기적의 
가능성을 대놓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홉스가 . 
스피노자는 나를 멀리 내동댕이쳤다 나는 그렇게 대담하게 쓸 용기가 “[ ] . 
없었기 때문이다”278)라고 말할 정도로 기적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은 
매우 급진적이며 근본적이었다 데카르트의 경우에도 그는 자신의 . 
심신이원론에 내재한 이론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한다는 상식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신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모종의 신비한 방식으로 정신과 신체를 결합시켰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종교적 권위에 굽히거나 상식의 관점과 . 
조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결론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는 논증적 절차에 . 
따라 정당하게 입증된 결론은 그것이 미칠 현실적 파급력이 어떠하든 
모두 수용하며 설령 몇몇 학설을 상식적인 눈에 더 알맞게 
다듬어주더라도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은밀한 가설과 같은 것은 
모두 배제한다 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스피노자는 . Della Rocca
거침없이 질주하는 합리주의자이며 자신의 철학적 논제를 이 (run amok) 
악물고 고수한다(bite the bullet) .279) 그러나 이러한 초지일관은 자신이  
틀렸음에도 순간의 수치심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심통을 부리는 고집과는 
다르다 스피노자의 일관성은 이성의 인도를 따르는 자유인의 기질로서의 . 
굳건함으로부터 유래한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 일이관지는 첫 번째로부터 따라 나온다, . 
스피노자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요소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체계 내에 이질적인 요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철학적 체계 내에는 오직 . 
이 체계 자체의 논증적 연쇄로부터 도출되는 요소들만이 있으며 이 

278) 국역 내들러 에서 재인용 Nadler. (2011). p. 77 [ : . (2014). p. 145] .
279) 의 년 논문의 제목 과 논문 쪽의 표 Della Rocca 2008 “Rationalism Run Amok” 44
현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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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다른 전제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 
스피노자의 체계는 내재적이며 일의적이다 이것이 스피노자에게 원리가 . 
단 한 가지뿐이라거나 하나의 원리로 여타의 것들이 모두 환원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다양한 원리와 그에 따른 귀결들이 하나의 총체적 . 
체계를 구성하는 논증의 연쇄 속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 . 
정신은 비록 이 연쇄를 곧바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연쇄의 요소들 
가운데 어떠한 것들은 분명히 알려져 있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요소들을 연역하는 방식으로 체계 전체를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 정신에게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아리아드네의 한 가닥 . 
실이 크레타의 미궁 라비린토스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로 테세우스를 
인도하는 것처럼 스피노자가 윤리학 에서 선보인 논증적 질서는 인간 『 』
정신을 지복에 이르는 길로 인도한다 만약 스피노자의 철학이 . 
일원론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오직 신만이 실체로서 실존하는 
유일실체론이나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것의 두 측면이라는 평행론과 같은 
특정한 논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스피노자가 . 
제기하는 다양한 논제들을 꿰고 있는 논증의 선이 단일하다는 점에 있다.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이 이러한 초지일관과 
일이관지의 일환이자 중핵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스피노자의 . 
존재론과 인간학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코나투스 학설은 어떻게 초월적 
목적 없이도 윤리적 규범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초월적 자유 없이도 , 
윤리적 주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등등 이 학설을 미심쩍어 하는 
시선과 이 학설에 쏟아진 숱한 반박들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도덕적 
혹은 종교적 전제 없이도 자신의 존재론적 테제들만으로 인간의 감정적 
갈등 공동체의 규칙과 윤리적 이상 등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물론 가장 일관된 이론이 가장 탁월한 이론인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의 . 
몇 가지 논증들 예를 들어 평행론 정리 혹은 영원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 
주장 등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관성은 . 
이론적 단순성과 경제성을 보장해줄 수는 있겠지만 설명의 단순성과 
경제성 그리고 논증의 설득력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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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일관성을 선택함으로써 결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약점들을 불가피하게 지니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280) 따라서 어떤 점에서는 여러 상이한 전제들을 포함시켜 이론의  
설득력과 설명적 경제성을 높이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 일 수 있다‘ ’ . 

그러나 스피노자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스피노자의 반대자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 
기존의 논의가 전제하는 관습적 틀을 타파하고 단일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원리를 일관되게 정초하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모범을 남겼다 바로 이 일관성에 대한 충실성이 스피노자를 .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며 실제로도 결코 적지 않은 사상가들을 
사로잡았다 한편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스피노자를 혐오하는 까닭도 . 
바로 이 일관성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이 유산을 둘러싼 옹호자들과 . 
반대자들 사이의 대립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나는 다음 . 
절에서 스피노자에 대한 긍정적 반향과 부정적 반향이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 다루도록 하겠다. 

제 절 스피노자의 현재적 반향2 

스피노자를 둘러싼 현대철학의 전선  1. 

오늘날 스피노자에 관해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 철학자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일관성은 특정한 논제들이 . 
가질 수 있는 함축을 그 극단까지 밀고 나가게 했다 그 결과 스피노자의 . , 
철학은 한 진영에서 찬탄하거나 적대시하는 철학을 예시하는 
전범 으로서 기능하기에 전혀 모자라지 않았다 한편으로 ( ) . 典範
스피노자는 철저한 내재성의 철학자이며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문제틀의 제공자이다 스피노자는 본질주의 형이상학의 뛰어난 . 

280) 이 논문의 목적은 코나투스 학설에 제기된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스피노자의  
약점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 절 항의 반대자. 5 2 3
들의 주장을 검토할 때 이 점을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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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이기도 하고 여성주의와 친화적인 여러 개념들의 창조자이자 감정 
사회학의 명확한 연구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는 기획자이다 그러나 다른 . 
한편에서 스피노자는 그의 철학이 모든 특수성과 독특성이 실체의 
단일성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자신도 마찬가지로 폐결핵으로 
죽은 철학자이며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으나 경험과 의식의 
관점에서는 이해불가능한 철학자이다 요컨대 스피노자에 대한 견해를 . 
밝히는 일은 현대철학의 특정한 진영에 속하거나 혹은 특정한 진영과 
대립한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스피노자의 현대적 옹호자들과 반대자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미 
매우 익숙하다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둘러싸고 . 
갑론을박을 벌인 학자들이 바로 이 옹호자들과 반대자들이다 나는 이제 . 
스피노자의 학설과 관련하여 그들이 제기한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 외부로 빠져나와서 스피노자를 둘러싼 , , 
현대철학의 전선에서 그들의 위치를 조망하도록 하겠다 단 이 작업을 . , 
위해 스피노자 수용사 전반을 탐색하지는 않겠다 나는 영미 전통. 281)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스피노자 연구의 르네상스를 
이끈 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 전통 및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철학의 60
전선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년대 말엽부터 프랑스의 스피노자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1960 ∙
쇄신된다 년에 게루의 기념비적인 스피노자 연구서가 출판되었으며. 68 , 
년에는 들뢰즈의 스피노자와 표현 문제 가 서점가에 등장하였다69 . 『 』

마트롱의 박사학위 논문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가 출간된 『 』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물론 그 이전에 스피노자 연구가 완전히 부재했던 .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빅토르 델보스와 모리스 블롱델의 경우처럼 . 
스피노자를 자신들의 철학적 관점 내에서 수용하고 해석하는 전통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전통은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 
공백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전통의 범신론적 해석의 영향 

281) 영미 전통에 관해 짧게 언급한다면 해리 울프슨 은 스피노자 (Harry Austyn Wolfson)
와 유대 사상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해석경향을 보여주고 레오 스트라우스, (Leo 

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로서 스피노자의 면모를 강조하는 해석경향을 세웠다Stra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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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스피노자 사상의 특정 면모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스피노자 르네상스는 . 60
그러한 범신론적 해석을 극복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설정하면서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마르시알 게루는 철학적 구조주의의 방법론. 282)에 
입각하여 스피노자 철학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스피노자 존재론의 
활동성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조명된 스피노자의 새로운 얼굴은 그 논제와 방법론상의 
친연성 덕분에 구조주의 사상과 쉽게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결합으로부터 스피노자를 준거로 삼는 다양한 철학적 실천들이 
파생되었다 예컨대 알튀세르는 스스로를 스피노자주의자 라고 술회했을 . “ ”
만큼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스피노자 철학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했으며 스피노자의 인간 중심주의 비판으로부터 주체 없는 “
과정 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주조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스피노자에서 ” . 
실천적 함축을 읽어내는 독법은 게루를 예외로 한다면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었다 사르트르의 . 
실존주의적 마르크스주가 우파 존재론에 기초한 좌파 윤리학이었다면 
사람들은 스피노자에게서 비로소 좌파 존재론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 철학계 전체가 이러한 경향에 동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스피노자의 충실한 옹호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일군의 . 
철학자들에게 스피노자는 여전히 의식과 경험의 가르침을 폄하하는 
범신론적 철학자였다 대표적으로 페르디낭 알키에는 데카르트를 . 
현상학적으로 독해하면서 주체성의 여지를 말살하는 스피노자 철학을 
비난한다 그와 게루 사이의 설전 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알키에가 . ( )舌戰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논리적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인식 
주체의 형이상학적 경험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 
있다는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이고 수학적인 면모는 그의 철학적 취향과 
대립할 뿐만 아니라 철학의 원초적 조건을 경시하는 셈이다 알키에가 . 
보기에 유한과 무한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282) 게루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국역 들뢰즈 . Deleuze. (1969). [ : . (2007). 
pp. 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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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포부야말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독단적 태도이다. 
이러한 그의 단호한 태도는 데카르트에 준거하여 의식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현상학 전통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현상학의 신학적 . 
전회 를 이끄는 장 뤽 마리옹은 누구나 쉽게 (theological turn) - “
윤리학 에 대한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해석에 입각한 스피노자주의자 『 』
혹은 반대자 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신비 종교적 해석에 입각한 ( ) , -
스피노자주의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그렇습니다”283)라고 말하면서 
알키에와 한 목소리를 낸다 스피노자의 절대적 합리주의야말로 인간 . 
합리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라는 일종의 비합리적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유한과 무한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는 스피노자의 . 
철학을 도리어 미심쩍게 바라보는 경향은 현상학적 지평에서 인간 의식의 
유한성을 분석하는 철학자들 예컨대 리쾨르 레비나스 등이 모두 , , 
공유하고 있는 요소이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Knox Peden (2011)
것처럼 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 철학계의 지형은 게루의 스피노자 2
해석을 준거로 삼는 개념의 철학과 알키에의 데카르트 해석을 준거로 
삼는 의식의 철학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284) 이 전선의 이편과  
저편은 주체에 대한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 
데카르트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체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현상학적 
전통과 깊은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 스피노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 
우리는 프랑스 구조주의 전통과 동맹을 맺게 된다 데카르트냐 . 
스피노자냐 그것이 문제이다 우리에게 강제되는 모든 양자택일을 . . 
의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양자택일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나는 이어지는 항에서 . 

283) 에서 재인용 Peden. (2020). p. 1 .
284) 진태원 의 경우 세 가지 조류를 빅토르 쿠쟁에서 베르그손으로 이 (2007, p. 117) 1) 
어지는 유심론적 종교적 전통 세기 초에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르2) 20∙
트르와 메를로 퐁티 등의 비판적 관념론적 철학 전통 세기 중반에 바슐라르 캉3) 20 , ∙
길렘에서 시작하여 알튀세르 푸코로 이어지는 개념적 과학적 전통으로 제시하고 프랑∙
스의 스피노자 연구가 세 번째 조류가 연합하여 첫 번째 조류에 대항해왔다고 묘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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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옹호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피노자의 옹호자들  2. 

스피노자의 옹호자들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매우 풍부한 영감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 장 절에서 검토한 일관성의 교훈과 매우 5 1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피노자의 초지일관과 일의관지는 필연적으로 . 
초월성의 거부 일의적 내면성의 확립 총체적 이해가능성의 확보로 , , 
귀결된다 스피노자 철학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포착하고 이를 더욱 . 
정교하게 이론화시킨 사람은 비록 부 절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3 2—
다루기는 했지만 바로 들뢰즈이다 그는 스피노자 체계에서 존재의 . —
일의성이 수립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의 본질은 곧 그의 역량이다. . 
무한한 역량을 지닌 신은 무한히 많은 것들을 산출함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렇게 신을 표현하는 속성과 그로부터 따라 나오는 양태들의 . 
역량은 그를 통해 표현되는 신의 역량 그 자체와 동일하다. 

이러한 스피노자적 테제의 독창성은 데카르트의 수직적 존재론과 
대조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데카르트에게 원인의 형상적 실재성은 . 
결과의 형상적 실재성보다 동등하거나 더 크다 따라서 인과 계열을 . 
거슬러 올라 갈수록 더 큰 실재성을 갖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인과 계열의 최초의 항으로서 창조주 신은 무한한 역량을 지닌다 더욱이 . 
초월적인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유한자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힘을 결여한다 비록 . 
관성의 원리에 따라 물체가 자신이 지닌 운동량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힘을 보유하는 존재를 산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신에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한자가 비록 더 큰 역량이나 더 작은 역량을 지닐 수는 . 
있을지라도 그의 행위 역량은 결코 신의 역량과 동일할 수 없으며 그의 
존재를 보존하는 존재론적 원리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데카르트처럼 . 
초월성을 인정하는 철학에서 존재는 이 개념이 신과 같은 무한한 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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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경우와 그에 종속되는 유한자의 경우가 동일할 수 없다 요컨대 . 
데카르트적인 수직적 존재론에서 존재의 의미는 양의적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이와 정확히 반대된다는 점을 우리는 
앞서의 논의를 통해 확인했다 스피노자에게 유한 양태의 행위 역량은 곧 . 
양태의 본질이며 자기 보존의 존재론적 원리이다 이보다 더 상위의 . 
차원에서 그의 존재에 부과되는 별도의 외재적 원리는 없다 유한자의 . 
역량은 비록 그것이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무한자의 역량과 양적으로 
비교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한자와 역량과 유한자의 
역량이 실재적으로나 수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내재적 일의성에 근거한 이러한 스피노자의 역량 개념은 
권력 개념에 대한 오래되고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power) . Martin 

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서구의 사회 정치 철학 전통에는 Saar (2010) ∙
권력 개념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병존했다 가장 대표적이고 우세했던 . 
모델은 권력을 지배의 힘으로 간주하는 홉스적 모델이다 홉스에 따르면 . 
권력은 어떤 좋음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적인 힘이다 이 힘은 다양한 . 
장애물을 뚫고 행위자의 의지를 관철시키면서 실현된다 그런데 이 힘의 . 
발현이 개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을 경우에 각자의 자유가 서로에게 침해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을 서로의 힘의 위협으로부터 .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규범이 필요하다 이 규범은 개인은 자신의 . 
권력을 단일한 주권자의 의지에 양도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 공동체의 . 
권력은 개인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을 
지배함으로써 개인의 보호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에 . 
권력 개념에 대한 스피노자적 개념은 홉스적 모델과 상반되는 구성적 
모델을 제시한다 스피노자에게 권력 혹은 역량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 
이런 저런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각자의 역량은 자기 보존의 . 
원리이자 각자의 본질 자체이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은 결코 완전히 . 
양도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연권이 여전히 각자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이 구성된다 여기서 문제는 개개인의 권력이 서로를 . 
해치는 방식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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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향해 서로의 힘을 
합성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는 권력에 대한 두 모델의 차이를 다음과 . Saar
같이 요약한다 홉스적 모델이 권력을 의지의 실현 및 복종으로 . “
고려 한다면 스피노자적 모델은 권력을 다채로운” “ (multifarious) 
힘 들의 해방과 연결 로 (forces) (unleashing and channelling)
고려 한다” .285) 

는 이러한 권력의 구성적 모델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Saar
수행하는 모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홉스적 모델에서 권력 . 
비판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실행이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입각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고전적인 비판 이론의 . 
모델이었다 권력의 일반적 원칙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주체를 조종하는 . 
강압의 행사이며 비판은 이러한 권력의 억압과 지배에 맞선 방어로 
나타난다 하지만 스피노자적 모델에서 강제하는 권력은 권력의 여러 . 
형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권력은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힘이다. . 
사회적 구성체들이 실행하는 권력은 그러한 역관계 를 구성하는 ( )力關係
개인들의 역량에 외재적이지 않으며 오직 각각의 개인들이 그러한 권력 
관계를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 
모델에서 비판은 가장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향해 
서로의 힘을 합성하고 구성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질서를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요컨대 스피노자의 철학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다른 모델에 
의해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권력에 대한 구성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 . 
점에서 그의 철학은 새로운 권력 이론과 비판 이론이 형성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준거점으로 활용된다 수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스피노자에 .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스피노자 철학의 오래된 새로움 때문이다. 
안토니오 네그리의 작업은 스피노자적 역량 개념에 근거하여 독창적인 
사회 철학적 테제를 제시하는 좋은 예시이다 그는 스피노자를 근대의 . 
사회 계약론자들과 구별되는 별종으로 간주한다 네그리가 보기에 사회 . 

285) Saar. (200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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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초적 자연상태와 사회 계약이라는 가설적 
개념은 실정 국가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에 
불과하다 사회 계약론의 목표는 실제로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 
개인의 역량에 제한을 가하는 권력의 부정성을 합법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켜 두는 것이다 반면 스피노자는 그러한 권력의 부정성을 . 
규탄하고 대중의 역량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며 이 역량에 전적으로 
내재적인 정치체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민주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발리바르의 경우 그는 역량의 구성적 . , 
힘에 주목하여 관개체성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고안한다 이 개념에 . 
따르면 원자적 개인이란 없으며 개인의 본질은 힘들의 상호작용과 대면 
속에서 발생하는 상승과 쇠약의 역학에 따라 규정된다 이렇게 스피노자를 . 
관개체성의 철학자로 해석하는 발리바르는 이 개념을 매개로 스피노자와 
친화적인 사상의 공통 범주를 형성한다 예컨대 그는 스피노자를 . 
마르크스주의 전통으로 끌어와 더 넓은 맥락에서 스피노자의 사유를 
발전시킨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와 니체를 함께 읽으면서 권력에 대한 . 
존재론적 이해를 제시한다 푸코의 경우에는 비록 스피노자를 명시적으로 . 
언급하지는 않으나 들뢰즈와 마찬가지로 니체적 사회철학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구성적 권력 모델에 입각한 대안적 사회 철학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현대적 스피노자 수용의 흐름에서 코나투스 학설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스피노자 르네상스는 한때의 . 
유행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Charles Ramond, Chantal Jaquet, 

등 중진 스피노자 연구자들을 거쳐 오늘날까지 Christian Lazzeri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철학자들의 스피노자의 영감 . 
아래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 혹은 
스피노자 철학 전반에 대해 공통의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들의 철학적 작업이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 
그들은 스피노자 해석에서나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서나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피노자로부터 사유의 연장통을 발굴하려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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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철학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스피노자 철학이 가진 매력과 독창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스피노자의 반대자들   3. 

스피노자의 반대자들이 끔찍하게 혐오하는 스피노자 철학의 
부분도 스피노자의 일관성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논제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먼저 오늘날 스피노자의 반대자들은 공통적으로 스피노자 . 
철학이 유한성의 간극을 제대로 사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체성을 
소거한다는 논점을 공유한다 이러한 논점은 스피노자가 초월성의 거부. , 
일의적 내재성의 확립 총체적 이해가능성의 확보를 주장했다는 점 다시 , , 
말해서 스피노자의 옹호자들을 형성했던 바로 그 논제들로부터 기인한다, . 
스피노자가 유한과 무한을 구별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한한 개별적인 
실재들은 신의 한 부분으로서 신의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단절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 . 
신과 그 양태 사이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내재적인 관계이지 안과 
밖과 같은 초월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총체적 이해가능성이 . 
보장된다 이 점은 다른 고전 시대 철학자들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의 . 
관념을 결코 적합하게 인식할 수 없다고 본 반면에 스피노자만은 인간이 
신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스피노자의 반대자들이 이러한 간극의 소거가 인간 고유의 관점을 
함께 없애기 때문에 주체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피노자에게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지위는 다른 자연적 ∙
존재들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 “
대하여 라는 제목이 붙은 윤리학 부에서조차 인간 정신의 고유성에 ” 2『 』 
대한 탐구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물체와 정신 일반에 대한 논의에서 . 
출발한다 이후의 부분에서도 스피노자는 사유 속성 일반의 특성으로부터 . 
인간 정신의 특성을 연역하면서 인간의 심리를 고찰하지 인간 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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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 구조에 대한 접근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는 데카르트가 . 
성찰 에서 일인칭 화자를 내세워 자기 자신이 가진 관념에 대한 『 』
분석으로부터 형이상학적 논의를 출발하는 것과 매우 대조된다 그러나 . 
유한과 무한 사이의 간극의 제거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까닭은 
단순히 이러한 관심의 부재보다 더욱 근본적인 층위에 놓여 있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 점을 잘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 
철학은 유한성의 간극 이 소거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순수 “ ”
실정성을 추구하여 의무론을 존재론으로 명령을 합리적 지식으로, , 
수행문을 서술문으로 환원하는 오류에 빠진 철학이다 더 나아가 지젝은 . 
스피노자 비판을 경유하여 들뢰즈와 알튀세르를 공격하는 전략을 취한다. 
들뢰즈와 알튀세르가 잘못된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그들 역시 
공통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현상학 전통이나 지젝 등 독일 관념론 전통에서 
스피노자에게 가하는 비판은 대체로 진지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개중에는 알키에처럼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물론 앞서 검토했듯이 —
알키에의 연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들이 많다 스피노자에 대한 —
비판을 전개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비판은 스피노자에 대한 선입견과 
그의 스타일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비난에 머무르기 때문이다.286) 
예컨대 지젝은 너무 오래된 스피노자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지젝은 . 
스피노자의 철학을 그가 늘 그렇게 하듯이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들이고 있지 않다 지젝의 스피노자 . 
이해는 세기 후반 일어난 스피노자 르네상스의 연구성과에 의해 상당 20
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이미 논박되었다.287) 결국 이 점에서 지젝을 진지한  

286) 이 점에서 간혹 프랑스 현상학자들의 스피노자 비판은 내게 단지 취향의 문제로 비춰 
진다 물론 그들의 불안감에 십분 공감할 수는 있다 그들의 철학적 전제를 채택한다면 . . 
스피노자를 적대시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그것만으로도 스피노자를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선택한 입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스피노. . 
자에게서 느끼는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피히테의 말은 매우 시사적. 
이다 피히테는 철학의 가능한 형태는 오직 스피노자의 철학과 자신의 철학 둘 뿐이며 .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는 취향에 달렸다고 공언한다 비록 피히테가 피히테는 자. 
신의 자유의 철학을 선택하지 않고 스피노자의 철학을 선택하는 자는 노예의 취향을 가
졌다는 폄하의 말을 덧붙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287) 물론 세기의 스피노자 연구의 범신론적 해석 비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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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반면에 바디우의 스피노자 비판은 매우 . 
흥미로운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스피노자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들을 . 
바탕으로 갱신된 스피노자 이해를 보여주는 한편 스피노자의 체계가 
내포한 난점들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그는 스피노자의 결함을 발견하고 . 
난 뒤에 스피노자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거나 스피노자의 특정 부분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디우는 스피노자 이면의 . 
암시되어 있는 스피노자를 읽어냄으로써 그를 역설적으로 구원한다 이 . 
점에서 나는 바디우의 스피노자 비판이 가장 발전되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항에서 나는 바디우의 스피노자 . 
해석을 중심으로 스피노자에 반대하는 논리의 한 가지 전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디우 비판의 요점은 스피노자가 공백 또는 유한성의 간극을 
배제하고자 하지만 결국 이를 자신의 체계 안으로 다시 들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스피노자에 관한 논의. 288)를 시작하는 존재와 『
사건 의 제 성찰 을 시작하면서 스피노자의 윤리학 부 정리 의 10 1 15』 「 」 『 』 
첫 부분을 제사 로 인용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 ) . “題詞
있다 그리고 바디우는 이렇게 (Quicquid est, in Deo est)”(Geb : 56). Ⅱ
덧붙인다 또는 모든 상황은 동일한 상태를 갖는다 신과 양태의 . “ , .” 
내재적 관계를 확립하는 부 정리 가 어떠한 의미에서 모든 상황이 1 15
동일하다는 명제로 이어지는가 그 까닭은 바디우가 보기에 스피노자의 ? 
철학이 구조와 메타 구조를 동일시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수 있을 것이다 범신론적 해석이 지난 여년 동안 비판받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독일. 50
관념론자들이 스피노자에게 제기한 비판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 
지적의 진정한 문제는 그가 오래된 범신론적 해석에 입각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연구
성과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젝은 새로운 스피노자의 해석자들 가령 . —
들뢰즈나 알튀세르 을 비판할 때 범신론적 해석을 재정당화하고 새로운 해석의 문제, —
점을 반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존의 범신론적 해석이 타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피노자가 틀렸다고 외칠 뿐이다.

288) 바디우는 존재와 사건 외에도 일시적 존재론 의 스피노자의 폐쇄된 존재론 등  『 』 『 』 「 」 
스피노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남긴다 꽤 큰 시간의 간격을 둔 작업들 사이에서 유의. 
미한 주장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 다룰 바디우의 근본적인 입장 스피—
노자가 공백을 재도입한다 은 유지된다 이 논문에서는 제 성찰 을 중심으로 바디우. 10— 「 」
의 스피노자 해석을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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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 철학에는 다수의 상황이 존재한다 무한하게 많은 . 
속성들이 바로 상황들이다 우리에게 현시되는 모든 물리적 존재자들은 . 
연장 속성 아래서 총괄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현시되는 모든 정신적 , 
존재자들은 사유 속성 아래서 총괄된다 각각의 속성은 서로 인과적으로 .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세계이며 독특한 것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틀지어주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상황들은 사실상 모두 하나의 동일한 . 
상태를 갖는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신 혹은 실체라고 부르는 메타 . 
구조에 의해 이 구조들의 동일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관념들의 질서와 . “
연관은 실재들의 질서와 연관과 같은 것이다”(E P7/Geb : 89).Ⅱ Ⅱ

이러한 메타 구조의 역할은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는 않다 보증은 . 
메타 구조의 통상적인 역할일 뿐이다 메타구조는 현시된 것을 . 
현시함으로써 즉 재현을 통해 현시되는 상황을 재차 구조화한다 그런데 , . 
통상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과잉점 정리289)에 따라 구조 안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 즉 공백이 메타 구조 안에서 현시된다 하지만 , . 
스피노자는 구조와 메타 구조 사이의 간극을 제거하고 양자를 동일시한다. 
속성은 신 자체이다 나는 실체를 본질을 구성한다고 지성이 지각하는 . “
것을 속성으로 이해한다.”(EⅠ 바디우는 이를 이렇게 D4/Geb : 45). Ⅱ
바꿔 말한다 존재의 하나임 는 상황들의 여럿임. “ (l’un-de-l’être) (le 

를 통해 사유가능한데 이 상황들 각각은 이 multiple de situations) , 
하나를 표현 한다‘ ’ .”290) 요컨대 스피노자에게 다수의 속성은 이 신이  
표현되는 방식일 뿐 신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 
현시와 재현은 같은 것이다“ .”291)

그러나 바디우는 공백이 스피노자 체계 속에서 귀환한다고 

289) 바디우는 현대 수학의 집합론을 존재론으로 간주하다 집합론의 과잉점 정리 . (le 
에 따르면 주어진 어떤 집합의 멱집합 즉 부분집합들의 théorème du point d’éxcès) , 

집합은 그 최초의 집합에 귀속되지 않는 다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다 즉. , 
어떤 집합 어떤 집합 가 집합 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집합 가 집합 에 반드시 , β α β α
귀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귀속과 포함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 . 
상황에는 귀속되지 않는 모종의 과잉 이 이 일반적인 상황을 재현하는 존재론적 (éxcès)
상황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90) Badiou. (1988). p. 131.
291) Badiou. (1988).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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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사실 이 귀환은 폐제 라는 말 자체에 이미 . ‘ (foreclosure)’
예정되어 있었다 폐제는 하나의 체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체계 . 
바깥으로 배제되는 요소가 체계 내부에 흔적으로서 되돌아오는 경우를 
일컫는다 심지어 바디우는 이 공백의 흔적이 자리하는 매우 정확한 . 
위치를 스피노자가 직접 마련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스피노자 체계에서 . 
공백의 새로운 이름은 다름 아닌 무한 양태 이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 ’ . 
무한 양태의 지위는 매우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무한 양태는 어떠한 . 
인과적 사슬 속에서도 현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연역적 . 
절차(EⅠ 에 따르면 무한한 것에서는 오직 무한한 것만이 PP21, 22, 28)
산출되고 유한한 것에서는 오직 유한한 것만이 산출된다 다시 말해서 . 
무한과 유한에는 괴리가 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무한 유한과 . -
실체 양태의 개념 쌍을 비틀면서 이 간극 사이에 무한 양태를 삽입한다- . 
무한 양태는 직접적으로 따라 나오든 간접적으로 따라 나오든 
절대적으로 무한한 신의 속성으로부터 산출되므로 무한하다 그런데 이 . 
무한 양태는 유한한 독특한 실재들의 인과적 연쇄의 총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한 양태는 어떠한 점에서 실존하는가 어떻게 무한 ? 
양태로부터 유한 양태들이 산출될 수 있는가?

바디우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무한 양태가 유한자의 경험 속에서 현시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컨대 연장 속성의 무한 양태인 운동과 정지는 특정한 개별적 사물을 
통해 현시되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 경험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 . 
양태가 선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무한 . 
양태는 사실상 실체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자연 전체와 연장 속성을 .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 불충분성 자체가 ? 
스피노자의 계략 이라고 바디우는 평가한다 스피노자는 무한 양태를 (tour) . 
인과적 사슬 속에서 현시 불가능한 매우 예외적인 장소로 설정한다 다시 . 
말해서 무한 양태라는 이름 아래 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 
무한양태는 공백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의 체계는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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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내재적 존재론으로 머물 수 없다 바디우는 스피노자가 선택한 . 
기하학적 방법 은 일종의 공리적 선택이라고 본다 이 (more geometrico) . 
선택에 따라 스피노자는 특정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지만 체계 
구성의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까지 떠안는다 공리적 선택에 따라 체계 . 
내에서 다룰 수 없는 모종의 공백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리아드네의 실이 미궁 전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이 문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문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 . 
바디우의 스피노자 비판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들뢰즈를 비롯한 . 
스피노자의 옹호자들의 믿음과 달리 스피노자의 철학이 철저한 내재성의 
체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디우가 생각하는 스피노자의 교훈은 . 
일관성이 아니라 구조와 메타 구조를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 모든 초과를 
배제하고 충만한 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좌초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텅 빈 항을 다시 체계 안에 출현시켜야 하고 .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공백을 무한 지성이라는 이름을 다시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이게도 스피노자는 바디우의 이런 비판적 . 
주해 덕택에 그에게 쏟아진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공백이 . 
정위됨으로써 스피노자의 체계에 유한성의 간극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바디우의 비판은 스피노자 이면의 스피노자에 대한 . 
역설적 찬양이자 충실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바디우의 해석은 . 
내재성을 옹호하지 않고 여전히 공백과 공백을 자리로 갖는 주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292) 스피노자를 옹호하는 진영과  
대립하는 위치에서 속한다 그러므로 바디우는 스피노자의 가장 강력한 . 
비판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바디우의 스피노자 해석은 그 . 
독특성만큼이나 흥미를 끌며 그 해석이 정당한지는 그 자체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을 만큼 문제적이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현대적 활용과 관련한 . 
전선을 살피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292) 이 점은 그의 주저 존재와 사건 의 각 장을 성찰 이라고 이름 붙이는 까닭이 데카 “ ”『 』
르트의 성찰 에 대한 경의라고 밝히는 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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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제 절 요약정리1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서론은 문제의식과 논문의 목적 및 연구방법론과 해석 원칙을 . 1
다룬다 장 결론은 각 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학위 논문의 의의 및 . 6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덕의 토대로서 . 
코나투스 학설에 관한 나의 연구가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여 이 
학설의 진면모와 스피노자의 교훈을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으며 방법론적 , 
제약을 벗어나 더 큰 논의의 틀에서 나의 주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장은 일종의 예비적 논의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수월하게 2 . 
진행하기 위해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된 배경을 약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 절에서는 철학사에서 가 사용한 방식을 역사적으로 . 2 1 ‘conatus’
탐구한다 철학적 구조주의를 연구방법론으로 선택했음에도 절에서 . 1
역사적 연구를 하는 까닭은 사유의 체계는 한 번 생성되면 역사적 
맥락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지만 한 체계가 발생하는 것은 항상 특정한 
역사적 맥락 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체계 역시 .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자신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수용한 . 
재료들이 스피노자의 체계 속에서 작동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관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절의 역사적 . 1
논의는 스피노자 코나투스 개념의 역사적 연속성보다는 오히려 
불연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밝혀진 불연속성은 코나투스 . 
학설을 해석하는 근거로 여타 철학자들의 논의나 윤리학 이외의 저작을 『 』
참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논의의 범위를 오직 윤리학 으로 제한하는 『 』
철학적 구조주의의 방법론의 정당성을 입증해준다 절에서는 스피노자 . 2
체계 내에서 코나투스 학설의 위상을 다룬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따른다 분석 대상을 윤리학 으로 제한하고 그것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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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질서 안에서 코나투스 학설이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귀결점이자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개괄한다 나는 여기서 코나투스 . 
학설 자체의 논증적 구조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철학 전반을 살핌으로써 
앞서 해석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각종 논제들 총체적 이해가능성, —
충분이유율 기계론적 세계관 등 이 어째서 코나투스 학설에 관한 해석이 , —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으로 기능하는지를 입증한다 다시 말해 절은 . , 2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된 전문적인 쟁점으로 파고들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해석 원칙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한다.

논문의 본론은 장으로 구성된다 장에서는 코나투스 학설 3, 4, 5 . 3
자체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을 제출한다. 
장에서는 윤리학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4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 3
대한 나의 해결책은 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론의 역할을 수행한다4 . 
장에서는 각 쟁점에 대해 내가 제출한 답변들을 종합하여 덕의 토대로서 5
코나투스 학설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이 학설의 철학사적 의의와 오늘날 , 
가질 수 있는 함축을 밝힌다.   

장은 코나투스 학설 자체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고려한다3 . 1) 
목적론과 관련한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 코나투스의 다층성이 2) 
충족이유율을 위배한다는 혐의 자기파괴의 불가성 테제의 반직관적 3) 
성격

첫째로 장 절은 조너선 베넷이 지적한 코나투스 학설의 , 3 1
비일관성 문제를 다룬다 베넷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을 . 
반목적론적으로 해석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목적론적 . 
설명의 대안으로서 코나투스 학설을 제시한다 그러나 베넷은 코나투스 . 
학설에 숨겨진 작은 오류로 인해 코나투스 학설이 결국 목적론으로 
회귀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베넷은 코나투스 학설이 비일관적이라고 . 
비판한다 베넷의 주장은 이미 컬리와 가렛 등 많은 스피노자 학자들에 . 
의해 꽤 성공적인 형태로 반박되었다 이들의 전략은 코나투스 학설을 .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스피노자 목적론 비판의 범위를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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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으로 한정함으로써 베넷이 제기한 비일관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들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 . 
반목적론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 상정하고 있는 목적론 은 스피노자가 ‘ ’
고려하고 있는 목적인과 관련된 학설 과 매우 다른 형태의 이론이기 ‘ ’
때문이다 이 점에서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한 기존의 반목적론 목적론 . -
논쟁은 코나투스 학설의 주변부만을 맴돌고 있다 나는 윤리학 부 . 1『 』 
부록 재독해에 근거하여 스피노자가 비판하는 목적론이 가능태에 대한 
현행태의 선차성을 인정하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스피노자는 가능태와 . 
현행태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코나투스 학설은 각 개체의 . , 
존재 이유를 그것의 본질적 목적에 종속시킴으로써 현재 상태를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목적론적 소외를 비판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러므로 코나투스 학설은 존재론적 목적론에 대립한다는 . 
의미에서 그의 코나투스 학설을 일관된 반목적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 
과정에서 베넷이 지적하는 코나투스 학설의 비일관성 문제는 잘못 제기된 
비판으로 판명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둘째로 절에서는 코나투스의 다층성에 얽힌 모순의 문제를 , 2
다룬다 이 문제는 코나투스의 보존 경향과 확장 경향 사이의 관계와 . 
연관한다 철학계에서 이를 가장 명시적으로 문제제기한 사람은 페르디낭 . 
알키에다 그는 스피노자가 스스로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부당하게 . 
자신을 확장하려는 경향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비판한다 보존 경향을 . 
증명하는 논증으로는 확장 경향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알키에의 비판은 . , 
확장 경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도입되었으므로 충분이유율에 어긋난다는 
함축을 지닌다 충분이유율은 스피노자 철학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 
대전제이기 때문에 알키에의 비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 
비판에 맞서서 들뢰즈의 역량론적 해석에 입각한 일군의 학자들은 , 
코나투스를 동역학적인 힘으로 이해함으로써 데카르트의 관성 원리로서 , 
코나투스와 달리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는 확장하려는 능동성이 있다고 , 
주장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역량론적 . 
해석은 충분이유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할뿐더러 스피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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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일관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나는 관계론적 해석을 . 
통해 코나투스의 다층성을 인정하는 것이 충분이유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구하고 이러한 해석이 역량론적 해석과 달리 스피노자 , 
철학에 더욱 정합적인 해석임을 보여준다 관계론적 해석은 스피노자에게 . 
각 실재의 본질 그러니까 역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다른 , 
개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개체가 .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의 핵으로서 본질 역량이 따로 있고 그 핵을 - , 
바탕으로 역량을 더 확장시키려는 경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존 . 
경향과 확장 경향은 동일하며 확장 경향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외부 
대상의 질서를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은 확장 경향에 대한 별도의 증명 없이도 . 
코나투스의 다층성을 잘 설명해줄뿐더러 스피노자의 텍스트와 더욱 
부합한다. 

셋째로 절은 자기파괴의 문제를 다룬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 3 . 
학설에서 개체는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본질로 가지지 않으며 서로 
상반되는 속성은 하나의 기체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 
명제는 반직관적이다 여러 학자들이 자살 시한폭탄 양초 등 많은 . , , 
반례들을 제시했다 이것은 꽤 까다로운 문제인 동시에 무엇보다 . 
독일관념론자들이 자기 파괴의 불가능성을 근거로 스피노자의 철학을 
내적 부정을 통한 주체의 운동이 불가능한 부동의 실체 철학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철학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게다가 이 문제로 인해 많은 . 
학자들이 자기보존을 주장하는 코나투스 학설로는 갈등관계의 역동성을 
다루지 못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윤리학적 문제로도 심화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번에도 역시 관계론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각각의 개체가 자신이 실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 
개체들이 실존하고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는 스피노자 철학의 관계론적 
특성은 자기보존을 꾀하는 각각의 개체들이 어떻게 부정성의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n 
수준의 복합 개체는 수준 이하의 복합 개체들이 일정한 운동과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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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의 비율에 따라 함께 작용할 때 합성된다 그런데 수준 이하의 . n-1 
복합 개체는 전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코나투스를 보존한다 그런데 이 수준 이하의 코나투스는 외부 . n-1 
원인에 영향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코나투스는 자신의 역량을 . 
긍정하므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비대해진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부분의 과잉 긍정이 지나칠 . 
경우에 이것은 수준의 개체가 합성되기 위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n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자기파괴적 . 
현상을 어떠한 부정성을 도입하지 않고도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장은 윤리학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에 관련된 세 가지 4
쟁점들을 고려한다 규범 윤리학으로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형태와 . 1) 
관련된 문제 스피노자 윤리학에 제기되는 메타 윤리학적 문제 2) - 3) 
스피노자 윤리학의 실효성 문제 이 문제들의 해결은 앞서 장에서 . 3
제출된 답변을 단초로 삼았을 때 가능해진다. 

첫째로 장 절은 스피노자 윤리학의 일반적 성격을 다룬다, 4 1 . 
그의 윤리학은 주관주의 공리주의 자연주의 이기주의 완전주의 덕 , , , , , 
윤리 등등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스피노자 윤리학의 . 
특성을 얼마간 포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을 궁극적으로 
표현해주지는 못 한다 규정의 복수성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 
심지어 어떤 규정은 다른 규정과 상충한다 나는 기존의 연구들을 하나씩 . 
다루면서 그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스피노자 윤리학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추려낸다 스피노자 윤리학에 적합한 규정을 . 
내리려는 이 작업은 장 절의 소결에 기초할 때 완수될 수 있다 기존의 3 1 . 
목적론 반목적론 논쟁에 의해 가려졌던 코나투스 학설의 소외 -
비판론으로서 성격이 스피노자 윤리학의 모든 특성이 집약되는 핵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구심점으로 삼았을 때 스피노자 윤리학에 .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둘째로 절은 스피노자 윤리학에 제기된 메타 윤리학적 문제를 , 2
다룬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제기 가운데 하나는 스피노자가 자유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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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격하고 엄격한 결정론적 세계관을 주장함으로써 윤리적 실천의 의의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왜 . "
윤리적 행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메타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러한 비판은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규범적 적합성을 결여했다는 
문제제기로 정식화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코스가드의 세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스피노자가 덕의 . 
토대로서 오직 코나투스 학설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덕적 개념들을 
자연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적 법칙의 필연성에 따라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코나투스 학설이 인간의 행위 능력 를 무력화시킨다고 (agency)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앞서 장 절의 논의에 입각하여 . 4 1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걷어내고 윤리학 부 서문 4『 』 
재독해와 신을 향한 사랑을 통한 감정 치료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스피노자 윤리학이 규범적 이상을 제시하고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구한다 이 과정에서 스피노자가 반대하는 목적론이 존재론적 . 
목적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는 장 절의 논의가 중요한 역할을 3 1
수행한다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인간 본성의 모델은 본질적으로 . 
추구하도록 설정된 존재론적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현재의 . 
자기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상적 산물이다 스피노자의 체계는 이런 방식으로 윤리적 . 
목적론을 허용하며 단순히 있는 상태 그대로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하여 
제공한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이성이 수동적 정념에 맞서 능동적으로 . ,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규범적 이상에 
접근하고 그러한 규범을 지킬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인정한다 이렇듯 .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오직 코나투스 
학설을 규범성의 원천으로 하여 코스가드의 모든 물음에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다. 

셋째로 절에서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효용성에 관해 제기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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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다룬다 몇몇 학자들은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자기보존 경향을 . 
주장하는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파괴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로부터 빚어지는 역동적인 사회현상을 
분석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가 명시적으로 . , 
주장하는 윤리적 삶의 모델은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유인의 삶인데 
이성의 인도에 따라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순진하며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었다 나는 . 
이번에도 앞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문제제기가 어느 정도는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오히려 역동적 ,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장 절에서 . 3 3
검토한 부분들의 과잉 긍정을 통한 전체의 파괴의 원리는 자아 충동이나 
일차적인 것으로 상정하지 않고 오직 보존 경향만을 일차적인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특정 가치들에 매몰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알콜 중독처럼 . 
술이라는 외적 원인이 유발하는 신체의 부분적 변용과 그 일시적 쾌감은 
술에 의해 변용되는 신체의 부분이 그 쾌락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의해 역설적이게도 신체 전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 
방식으로 스피노자는 인간 욕망의 역동적인 발현을 코나투스의 복합성과 
외부 원인 사이의 협동작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 
스피노자의 자유인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은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최고선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한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인은 특정한 인품이나 성향을 갖추고 . 
있는 현자가 아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 
것을 추구하는 자유인이 규범적 이상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성의 형식적 
요건에 맞춰 도덕적 행위를 하라는 요구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 
적어도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인식의 기쁨을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화수분으로 제시하는 비현실적 이론이라는 주장은 기각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오해들이 스피노자의 철학과 그의 생애를 결합하여 
이해하는 잘못된 관습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관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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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그의 
생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장은 각 쟁점에 관해 제출한 답변을 종합하여 스피노자의 5
코나투스 학설의 전모를 재서술한다 이 장의 의의는 장의 흩어져 . 3, 4
있던 논의를 총괄하고 장 절에서는 간략하게만 소묘됐던 코나투스 2 2
학설의 진정한 위상을 조감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하자면 장은 장과 . 5 3
장에 걸친 긴 여정 동안 코나투스 학설의 대립물로서 제기된 반론들과 4
씨름함으로써 획득한 성찰들을 껴안고 윤리학 안에서 코나투스 『 』 
학설이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논의로 복귀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이를 . 
통해 우리는 스피노자가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 속에서 새롭게 『 』 
벼려낸 코나투스 학설이 철학사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 

장 절에서는 코나투스 학설과 그에 기초한 윤리학의 특성을 5 1
정리한다 이때 코나투스 학설의 논증 구조에만 집중하거나 이를 이해하기 .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으로서 존재론 및 인간학에 관한 기초적 논의에 
그쳤던 장 절과 달리 텍스트에 밀착하면서 코나투스 학설이  2 2 , , 
윤리학 의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나의 본격적인 견해를 『 』
개진한다 나는 특히 코나투스 학설의 두 가지 함축을 강조한다. : 1) 
존재론과 인간학의 경첩으로서 코나투스 학설의 지위  코나투스 2) 
학설을 규범성의 원천으로 삼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비판철학적 면모와 
자율적 성격 첫째로 코나투스 학설은 스피노자의 형이상학과 . 
인식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귀결에 해당한다 스피노자는 . 
여기에 논증적 질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추가적인 논제를 덧붙이지 않고 
오직 이 귀결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간학적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로. ,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와 현행적 본질을 동일시함으로써 모든 초월적 
가치체계를 기각한다 이러한 코나투스 학설은 역량과 본질의 테제와 . 
내재적 인과성을 주장하는 스피노자 존재론의 귀결이자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초석을 이룬다 더 나아가 덕의 토대가 . , 
오직 각 실재의 현행적 본질인 코나투스라는 사실은 모든 도덕적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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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성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 
승인하지 않은 규범은 단지 미신에 불과하며 그러한 외재적 규범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은 . 
가장 뛰어난 형태의 윤리학은 아닐 지라도 가장 철두철미한 일관성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사적 의의가 있다. 

장 절에서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갖는 현재성을 5 2
다룬다 장 절에서 스피노자가 자신의 체계 속으로 수용한 코나투스 . 2 1
학설의 재료들을 탐구하기 위해 철학사적 연구를 수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스피노자의 체계 속에서 증명된 코나투스 학설이 
오늘날 현실을 진단하는 연장통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가늠해보기 위해 철학사적 연구를 수행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직 코나투스만을 덕의 일차적이고 유일한 
토대로 인정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극단적인 일관성은 일군의 . 
학자들을 열광시키는 동시에 일군의 학자들에게는 끔찍한 인상을 남겼다. 
나는 프랑스 철학 전통을 중심으로 스피노자의 현대적 옹호자들과 
비판자들의 입장을 각각 다룸으로써 스피노자를 둘러싼 오늘날 철학의 
전선을 그려보려고 시도한다 스피노자를 지지하는 진영에서 그의 . 
코나투스 학설은 그 일관성 덕분에 권력과 비판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비판이론의 새롭고도 오래된 전통이 될 수 있다 한편 . 
스피노자를 비판하는 진영에서 그의 코나투스 학설은 그 일관성 탓에 
초월성과 유한성의 간극을 소거해버림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은 
확보할지언정 경험적 현실성을 상실한 이론에 불과하다 조금 더 진전된 . 
형태의 비판의 경우 모든 초월성을 배제하려는 스피노자의 명시적 의도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스피노자 역시 자신의 철학 안에 공백을 재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제 절 논문의 의의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 2 

이상과 같이 나는 이 논문에서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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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 학설과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하고 이 학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문의 작업이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 
있다 코나투스 학설와 관련한 논의들을 망라하고 비판적으로 . 1) 
검토함으로써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가치를 가지며 코나투스 학설에 , 2) 
제기된 반박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학설의 체계성과 스피노자의 교훈을 
밝혀주는 가치를 지닌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은 윤리학 의 중추를 . 『 』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첫 번째 의의와 관련해서 먼저 말해보자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 
코나투스 학설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코나투스 학설 자체와 이 학설에 기초한 . 
윤리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지어 
검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코나투스 학설과 관련된 . 
선행연구들을 각각의 쟁점 별로 나눔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을 
총괄하고 그 중에서 해당 쟁점의 문제의식을 가장 명료하게 밝혀주는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코나투스 학설 . 
자체에 내재한 문제들이 어떻게 윤리학적 문제로 심화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코나투스 학설에 기초한 윤리학적 
쟁점들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예컨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존재론적 목적론을 .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반목적론적이라는 사실은 스피노자가 자신의 학설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도 윤리적 목적론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의 윤리학이 
규범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단초가 된다. 
마찬가지로 코나투스의 최적화 경향 및 수준의 과잉 긍정에 따른 n-1 n 
수준의 파괴 가능성은 스피노자 윤리학이 현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 의의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 논문에서 
선행연구들에 대한 반비판 작업을 통해 그동안 오해에 가려졌던 코나투스 
학설의 구조를 스피노자의 논증적 질서 위에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 
이렇게 밝혀진 학설의 전모를 바탕으로 이 학설이 갖는 철학사적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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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잘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스피노자의 유산을 둘러싼 현대적 
논의의 맥락 역시 짚어낼 수 있었다 스피노자의 교훈은 바로 그 . 
철두철미한 일관성이다 그의 윤리학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 
모든 사람에게 납득할 만한 가르침은 주지 못할지라도 부당한 권위에 
입각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가정된 초월적 전제들을 솎아낸다 이 점에서 . 
그의 윤리학은 이론적 경제성을 자랑하는 동시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나 자신의 체계와 비정합적이지는 —
않은 형태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관성은 단지 논리적 기교의 . — 
결과물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소외 비판론으로서 스피노자 윤리학이 . 
갖는 일관성은 우리에게 제시되는 다양한 규범적 명령들 가운데 우리의 
본질에 근거를 둔 내적 명령만을 윤리학의 체계 속에 포함시키라는 
반성적 성찰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일관성은 의무로부터 . 
해방되고 스스로의 본성에 충실하라는 자유의 철학으로서 스피노자 
윤리학의 면모와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연구는 몇 백 년 전 일기예보를 참조하여 내일의 날씨를 예상하는 일처럼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은 . 
윤리학이 성립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형식적 절차에 대한 지식과 삶에 
대한 숙고로 우리를 초대하므로 이 학설에 대한 연구는 날씨를 예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갖는 한계 역시 이 논문의 가치만큼이나 
명백하다 이 논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후속 연구가 . 
필요하다 스피노자의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과 스피노자 철학의 . 1) 
다른 논제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학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총체적인 검토를 수행하기와 스피노자 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사상사적 2) 
배경과 스피노자 사상의 발전을 세기의 지적 환경 속에서 읽어내기17 . 
이러한 두 가지 후속연구는 이 논문의 가치를 더욱 풍부한 근거 위에서 
입증하고 그 함축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매우 한정된 주제 밖에는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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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예비적 논의에서 코나투스 학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스피노자 
철학 전반을 개괄하기는 하였으나 논문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형이상학 
및 인식론 그리고 자연법 사상과 정치철학 등과 관련한 스피노자 철학의 , 
다양한 논제들은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 
스피노자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으며 이 쟁점들에 
대한 답변이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가령 이 논문에서 생략한 개체의 순환성 문제나 지속과 . 
영원성에 관한 스피노자의 논제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난제일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학설이 실존하는 개체의 본질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학설과도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코나투스 학설에 대한 나의 . 
주장을 더욱 정교하게 정당화하고 이 주장이 가진 함축은 더 큰 틀에서 
온전히 펼쳐내기 위해서는 스피노자 철학의 다른 논제에 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요구한다. 

하지만 연구주제의 제한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 논문의 한계는 
참조범위의 극단적인 제한이다 이 제한은 철학적 구조주의라는 . 
연구방법론으로부터 기인한다 나는 그동안의 선행연구가 스피노자의 . 
체계보다는 그의 철학적 주제에 대한 파편적 수용으로 왜곡된 이미지에 
바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오직 스피노자의 윤리학 의 논증적 『 』
질서에 입각한 해석만을 추구하는 연구방법론을 자율적으로 부과하였다. 
이 방법론의 정당성은 예비적 논의에서 확인한 윤리학 이전 저작들과 『 』 
윤리학 사이의 단절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코나투스 학설에 . , 『 』 
제기된 많은 비판들이 스피노자 철학에 외재적인 관점을 적용하면서 
예컨대 베넷의 목적론 정의 혹은 코나투스를 생물학적 충동으로 보는 —
브로드의 해석 등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비판은 윤리학 의 논증이 — 『 』
실제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본론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결과적으로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한 이 논문의 . 
작업은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연구의 초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완전무결하고 가장 뛰어난 해석적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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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윤리학 이전의 작품들을 일괄적으로 . 『 』 
미성숙한 저작으로 취급하여 폐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코나투스 학설이 . 
아닌 다른 논제들과 관련하는 한 저작들 사이에서 불연속성보다는 
연속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철학적 . 
구조주의를 가장 탁월하게 예시한 게루조차 소론 과 지성교정론 을 『 』 『 』
중요하게 참조할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사상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비적 논의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 
것처럼 모든 사상적 체계는 그것이 발생한 역사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사적 연구를 통해 철학적 체계의 구성물들을 . 
이해하고 그 여백을 채워 나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구조주의적 방법론은 선행연구의 부적합성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차단해주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사다리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 
선행연구가 범한 실수를 적시하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하게 얽어맸던 방법론의 고삐를 느슨하게 할 때가 되었다. 
윤리학 의 논증적 질서가 구성하는 덕의 토대로서 코나투스 학설의 『 』
진면모가 무엇인지 밝혀내었으므로 이 학설이 당대 사상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검토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즉 스피노자의 다른 저작들 . , 
및 당대의 다른 사상가들과의 관계 위에서 이 논문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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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pinoza’s Conatus 

Doctrine as the foun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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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has three major objectives: the first is to 
critically review and arrange all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onatus Doctrine as a foundation of virtue; the second one is to 
offer answers that will remove the suspicion of inconsistency and 
ambiguity for the Conatus Doctrine and, at the same time, align 
with Spinoza's philosophical system; and the last one is to find 
the proper status of the Conatus Doctrine within the overall 
structure of Spinoza's philosophy and promote a proper 
understanding.
   Spinoza's Conatus Doctrine holds a pivotal place in his 
philosophical system. Conatus represents individual entities' 
striving to preserve themselves. In his Ethics III, Proposi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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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oza argued that "Each thing, as far as it can by its own 
power(quantum in se est), strives to persevere in its being"(Geb 

: 146). In Ⅱ Ethics III, Proposition 9, he demonstrated that such 
self-preservation - striving were the actual essence of a thing 
itself. For Spinoza, the essence is power, which is the force of 
producing an effect. Therefore, self-preservation - striving 
inevitably produces certain effect. Spinoza states that such 
striving are manifested as an emotion called desire at the 
conscious level. Human beings, for instance, have a desire for 
many things, which leads to many acts and their effects. Spinoza 
takes this Conatus Doctrine as the first and only foundation of 
virtue(E P22C). If we find that we like certain things and develop Ⅳ
a desire for them, it is not because of their certain nature, but 
because of our judgment that we like them according to our 
desire for them as part of our self-preservation - striving(EⅢ
P9S). Spinoza recognizes Conatus as the only norm to judge good 
and evil and refuses to recognize any other external norms. 
   Spinoza's argument for the Conatus Doctrine as the 
foundation of virtue has, however, received a lot of criticism, 
which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argues that the Conatus 
Doctrine itself is inconsistent and ambiguous, and the other 
argues that the Conatus Doctrine is not enough to serve as the 
only foundation of ethics even though it might have no problems 
itself. The Conatus Doctrine is not a secondary element that one 
can choose to accept or refuse according to his or her 
convenience or taste due to its importance in the system. It is 
essential to deal with such criticisms in order to ensure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Spinoza's philosophical system. 
Disputes over the Conatus Doctrine have, however, been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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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adic. The investigator thus set out to shed clear light on 
problems with the Conatus Doctrine by arranging previous 
studies in a clearly organized way and propos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in an independent viewpoint to reveal the true 
worth of the doctrine as the foundation of virtue. The Conatus 
Doctrine is a criticism of alienation for the transcendent value 
system to impose an external goal on individual essence. It posits 
the internal essence of an individual as the only ethical ideal. 
Based on this, Spinoza's ethics demands that all men should 
optimize their mutual relations in a way that all of their 
capabilities can be fully exerted. Based on a proper 
understanding of Spinoza’s the Conatus Doctrine as foundation of 
virtue, one can assess the contemporary values of his legacy. 

keywords : Conatus, Power-Essence, Teleology, Immanence, 
Univocity, The normative question
Student Number : 2018-2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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