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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방법의 문제 

철학의 방법1)은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인 철학적 진리를 ‘발견’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도달한 목표인 철학적 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단이며， 어떤 철학적 진리가 하나의 자립적인 학 

문 영역으로 정초되기 위해서 그 내용에 적용되는 어떤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법이 어떤 형식으로서 규정된다고 할 때， 이 

형식이란 그 내용과는 다른 어떤 것일 것이다. 그러나 수학적 진리와 

달리 존재와 사유의 합치를 요구하는 철학적 진리는 그 형식의 참됨 

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참됨을 필연적으로 요구하 

기 때문에， 철학의 방법은 그 내용과 분리된 형식에 그치는 방법이 

아니라 내용과의 통일을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 

다. 그래서 내용과 분리된 형식주의적 방법은 철학의 방법으로서 불 

충분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정의들과 공리들로부터 정리들을 연역해 

나가는 방식으로 씌어졌고， 제목에는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ordine geometrico demonstrata)"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러한 

<윤리학〉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판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비판은 데카르트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공리 

1) 이 논문에서 ‘방법’이 지칭하는 말은 그리스어 뼈0800’를 음역한 라틴어 
‘methodus’이다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방법은 ‘~을 향해서 (meta)’ + ‘걸어 

가는 길(hodos)’이다. 



62 哲學를倫)i: 第33輯

들이 직관에 의해 명석판명하게 인식되는 수학과 달리 형이상학은 

명석판명하게 인식되는 공리들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데 종합의 방법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발견’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진리를 사물의 진리의 ‘순서’에 따라 사후적으로 재구성 

하는 ‘정당화’의 방법이다.<윤리학>의 방법은 분석의 방법과 구별되 

는 이러한 종합의 방법이므로 형이상학의 방법으로는 부적절한 방법 

이다.<윤리학>의 방법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헤겔주의적 관점에서 

의 비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형식적 개념들을 다루는 수학과 달리 

철학은 존재와 사유가 합치하는 개념의 운동이다. 따라서 철학에서의 

방법은 진리의 내적 자기 운동 형식에 대한 의식으로 규정된다. 그런 

데 수학에서 그 모델을 빌려오고 있는 <윤리학〉의 방법은 내용과 

분리되어 있는 형식적 정의들에 의존하고 있는 정리들을 형식적 ‘순 

서’에 따라 배열하는 ‘형식주의적’ 방법이므로 철학의 방법으로는 부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윤리학>의 방법에 대한 데카르트주의적 비판과 헤겔주의 

적 비판은 과연 정당한가? <윤리학>의 방법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르는 ‘정당화’의 방법이거나 내용과 분리된 ‘형식주의적’ 방법인가? 

본 논문은 <윤리학>의 방법에 대한 데카르트주의적 비판과 헤겔주 

의적 비판에 맞서 <윤리학>의 방법은 ‘정당화’의 방법이 아니라 인 

식의 발생적 ‘질서’에 따르는 방법이며 ‘형식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내용과 통일되어 있는 방법임을 해명하고자 한다. 

II. 관념의 인식함과 활동함의 통일: 

진리의 기호의 불필요성 

스피노자의 <지성개선론>에서 방법은 “반성적 인식(cognitionem 

reflexivam) 또는 관념의 관념(ideam ideae)’찌라고 규정된다. 이 

규정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방법은 실재들(res) 자체를 대상으 

2)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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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인식이 아니라， 그 실재들에 대한 인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이자， 그 실재틀을 인식하는 “우리의 지적 인식 역량(nostram 

intelligendi potentiam) "3)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이다. 

방법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러한 규정은 데차르트에 대한 반론이다. 

데가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사물 자체의 본성을 긍정하는 데 

에서 내용적으로 참된 전제를 발견하지 않고，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자신의 사유 활동의 산물을 긍정하는 데에서 내용적으로 참 

된 전제를 발견한다. 이렇게 데카르트 식으로 전환된 진리의 내용은 

자신의 바깥에 있는 어떤 외적 형식으로서의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다만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자신의 사유 활동의 산물인 

관념의 내용에 대해 가지는 ‘명석판명함’이면 충분하다. 데카르트는 

이런 식의 전환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과 분리된 형식주의적 방법을 

극복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데카르트적 방법은 그가 형식주의 

적 방법을 비판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비판될 수 있다. ‘명석 

판명함’은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에게는 내재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가? 진리에게 ‘명석판명함’이라는 것， 즉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을 기호로서 요구하는 한 데카르트적 방법은 여 

전히 진리에 대해서 외재적인 것이고， 따라서 형식적인 것이다. 스피 

노자는 진리의 기호를 요구하는 데카르트적 방법에 대해서 반론하고 

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기호(signo)도 필요로 하지 않으 

며， 모든 의심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실재들의 표상적 본질들 

(essentias rerum objectivas) 또는 결국 같은 것이 되겠지만 관 

념들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듯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참된 

방법은 관념들을 획득한 이후에 진리의 기호(signum veritatis)를 

구하는 것이 아니 다 "4)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문제는 진리의 기호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관 

3)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7절. 
4)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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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확실성을 관념 자체만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피노 

자는 스콜라 철학에서 유래하는 ‘형상적 표상적’이라는 개념 쌍에 다 

음과 같이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여 관념의 이중성을 설명한다. 

“참된 관념 { 우리는 하나의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habemus enim ideam veram)-은 그것의 대상과는 다른 어 떤 

것이다. 왜냐하면 원과 원의 관념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원의 관념은 원처럼 둘레와 중심을 가진 어떤 것이 아니며， 물체 

의 관념은 물체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참된 관념은 그것의 대상 

과는 다른 어 떤 것 이므로， 그 자신 이 가지 적 인 (intelligibile) 어 떤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념은 그것의 형상적 본질과 관련해서 

볼 때 또 다른 표상적 본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또 다른 표상적 본질은 그 자체로 고찰되었을 때 또한 실재적 

(realel이며 가지적인(intelligibilel 어떤 것이 될 것이고， 이와 같 

이 무한정 계속될 것이다 "5) 

이 설명의 핵섬은 관념을 “자신의 개별적 본질을 지년 실재적인 

어떤 것"6)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 즉 스피노자에게 관엽은 하나의 

실재 (res) 이다. 따라서 관념은 어떤 대상의 ‘표상적 본질’이기도 하지 

만， 그 대상과 다른 또 하나의 실재로서 자신의 ‘표상적 본질’을 갖는 

하나의 ‘형상적 본질’이기도 하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관념 

의 이중성이다. 

이는 데가르트가 세 번째 성찰에서 설명했던 관념의 이중성과 어 

떻게 다른가? 데카르트에게 관념의 이중성은 관념의 이중적 실재성 

(realitas) , 즉 사유 양태로서의 관념이 지니는 ‘형상적 실재성’과 대 

상에 대한 지향적 관계에 따라 지니는 ‘표상적 실재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데카르트에게 사유 양태란 ‘나’를 원인으로 하는 ‘나’의 사유 

의 양태이다. 따라서 관념의 ‘형상적 실재성’은 ‘나’의 실재성과 완전 

성의 한계 내에 있는 실재성이므로， ‘형상적 실재성’이라고는 해도 엄 

격하게 보자면 심리적 실재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5)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3절 
6)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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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적 실재성’에 따라 고찰된 관념은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정 

신에 대해서 수동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다. 또한 ‘표상적 설재성’에 

따라서 고찰된 관념은 외부 불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외부 불체 

보다 불완전한 것이고， “실재들의 이미지들(rerum imagines)"7)에 불 

과한 것이다. 그래서 ‘표상적 실재성’에 따라 고찰된 관념은 외부 불 

체에 대해서 수동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차르트가 설 

명하는 관념의 이중성은 관념이 수동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관념의 이중성은 이와 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데카르트가 설명하는 관념의 ‘형상적 실재성’은 자아 

로부터 기원하지만，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관념들의 형상적 존재 

(esse formale)는 신을 원인으로 인정"8)한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사유는 사유하는 주체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사유는 익명 

적 활동이고 내면성이 없다. 사유의 활동은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인 

간 정신의 활동이 아니라 사유 속성의 양태로서의 관념 자체의 활동 

이다. 그러므로 관념은 고유한 활동 역량을 지니고 았는 것이지 결코 

인간 정신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데카르트가 설명하 

는 어떤 대상의 관념으로서의 관념의 측면은 외부 물체로부터 기원 

하지만，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표상적 본질로서의 관념의 측면은 관념 

이 외부 대상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념이 

한 양태로서 표현하고 있는 사유 속성 자체가 실존의 한 유이자 어 

떤 것에게 인식하는 역량을 귀속시키는 조건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고， 관념이 어떤 대상의 관념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사유 속성을 표현하는 한 양태로 

서 인식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 

념은 사유 속성의 한 양태로서 고유한 인식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 

이지 결코 그 대상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관념은 물질적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며，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의 사유 활동의 산물도 아니다. “관념은 액 

7) 데카르트，<성찰> 3성찰， AT VII, p.37( 이현복， p.60). 

8)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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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속의 그림처럼 말없는 어떤 것"9)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활동 

성을 통해서 어떤 실재적인 결과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스피노자는 “관념을 마치 말없는 캔버스 안의 그림처럼 여기고，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관념이 관념인 한에서 긍정 또는 부정을 

함축한다는 것을 보지 않는"10) 데카르트주의를 비판한다. 데카르트는 

대상을 긍정하고 부정하는 사유의 활동들이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 

아가 실재들의 이미지일 뿐인 관념에 덧붙인 것이 아니라 관념 자신 

의 활동들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지성과 의지 

는 다른 것이 아니며， 인식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는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의지를 실천에만 관련시키고 지성을 인식에만 관련시킬 때 

일어나는 이론과 실천의 분열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스피노자에게는 관념의 인식함이 곧 관념의 활동함이다. 따 

라서 관념의 참됨은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정신이 자신의 사유 

활동의 산물인 관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호로 삼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형상적 본질을 느끼는 

방식 (modus)이 바로 확실성 자체"11)이므로 관념의 참됨은 곧 관념 

의 확실성을 의미하고， 진리의 확실성은 진리 자체와 구분되지 않는 

다. 우리가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참된 관념 

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서 참된 관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데카르트는 “관념이 말없는 그림이며 사유의 한 양 

태， 즉 인식하는 활동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12)에 사로잡혀 있었기 

에， 확실성을 “적극적인 것"13)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의섬이 없는 것으로만 이해했던 것이다. 데카르트의 생각과 

달리 진리는 코기토나 신의 진실성 같은 외재적 토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리의 규범은 진리 안에 내재해 있다. 즉， “빛이 자기 자신 

과 어둠을 구별시키는 것처럼， 진리는 자기 자신과 거짓의 규범 "14)이 

9)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43의 주석 
10)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49의 주석， 
11)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5절. 
12)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43의 주석. 
13)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49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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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참된 관념을 가지는 것 이외에 진리의 

기호는 불필요하고， 참된 관념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의심을 제거하 

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해 낸다 

ill. 하나의 질서: 존재와 사유의 합치 

그런데 데카르트가 ‘명석판명함’이라는 진리의 기호를 요구한 것은 

진리의 내용을 자아의 사유 활동의 산물로 간주한 데에서 비롯된다. 

즉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존재와 사유가 합치하는 유일한 장 

소로서 발견한 데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진리의 기호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스피노자는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존재와 사 

유가 합치하는 다른 어떤 장소를 발견했던 것일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피노자는 관념을 표상적 본질， 즉 그 대상 

자체의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본질과 동일시한다. 따라서 스피노자에 

게 관념과 그 대상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하나의 동일한 

실재 (res)"15)이다. 관념과 그 대상의 이러한 존재론적 통일성은 실체 

의 통일성， 즉 신이 “자연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설체"16)이고， “사유 

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는 때로는 사유 속성 하에서 이해되고 때로 

는 다른 속성 하에서 이해되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임 "17)을 함축한다 

이러한 실체의 통일성은 사유와 연장을 비롯한 무한한 속성들 안에 

서 총체적으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실체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의 통일성은 자연 안에 존재하는 하 

나의 동일한 질서와 연관으로서 재발견된다. 즉 이러한 실체의 통일 

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을 파악할 때 “어떤 속성 하에서 파악하던 

지 간에， 하나의 동일한 질서 즉 하나의 동일한 원인들의 연관"18)을 

14)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43의 주석. 
15)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7의 주석 
16) 스피노자，<윤리학> 1부 정리 14의 보충정리 1. 

17)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7의 주석 
18)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7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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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적 동일성은 다음과 같이 사유 속 

성 안에 있는 관념들과 다른 속성틀 안에 있는 그 대상틀 간의 관계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관념들의 질서 및 연관은 실재들의 질서 및 연관과 동일하다 "19) 

그렇다면 관념들과 그 대상들 간에 성립하는 이러한 인과적 동일 

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념들과 그 대상들 간에 성립하는 인과적 

동일성은 관념들과 그 대상들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 따라 나온다는 

점에서 관념들과 그 대상들이 동등하다는 것， 즉 “신의 사유 역량은 

활동하는 현행적 역량과 동등하다는 것"20)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렇 

게 관념들과 그 대상들이 동등하다는 것은 관념들과 그 대상들 간에 

어떠한 인과성도 성립하지 않고， 어떠한 종속관계도 부정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실 “실체는 자기 자신에 의해 파악되는 것"2lJ이라는 실 

체의 정의에 의해 “실체의 각 속성은 그 자체에 의해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22)이므로， “각 속성의 양태틀은 그 양태들이 그것의 양태들 

인 그 속성 하에서 고찰되는 한에서의 신만을 원인으로 하지 다른 

속성 하에서 고찰되는 한에서의 신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23) 그런 

데 스피노자에게 관념과 그 대상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관념과 그 대 

상의 유사성의 관계를 통해 관념과 그 대상의 외재적 합치를 설명하 

려고 하는 어떠한 관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념들과 그 

대상들 간에 인과성이 부정되고 이질성이 인정되는 한， 스피노자는 

진리 정합설에 속한다. 그러나 관념들과 그 대상들 간에 인과적 동일 

성이 성립하는 한， 스피노자는 진리를 관념틀 간의 일관성이나 형식 

적인 연역 가능성으로만 정의해서 대상의 실재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진리 정합설의 한계를 넘어선다. 왜냐하면 관념들의 질서 및 연관이 

19)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7. 
20)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7의 보충정리. 
21) 스피노자，<윤리학> 1부 정의 3. 
22) 스피노자，<윤리학> 1부 정리 10 
23)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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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들의 질서 및 연관과 동일한 것인 한， 인식의 연관은 필연적으로 

원인들의 연관， 즉 자연의 연관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념들 

과 그 대상들 간에 성립하는 인과적 동일성은 존재와 사유의 필연적 

합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스피노자에게 관념과 그 대상의 합치는 진리의 규범이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결과이다. 즉 한 관념과 그 대상은 각각의 인 

과 계열에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합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스피노자는 그 대상과 합치하는 관념이 참 

된 관념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참된 관념은 자신의 대상과 합치 “해 

야만 한다(debet) "24)는 공리를 세운다. 또한 스피노자에게 “오직 관 

념과 그 대상(ideat) 사이의 합치 (conveniential"와 관계하는 참된 

관념과 “관념 자체의 본성”장)과 관계하는 적합한 관념은 구분되지만 

결국 서로 같은 것이다. 사실 인간이 가지는 적합한 관념은 “인간 정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의 신이 가지는 것"26)이고， “신 안에 있 

는 모든 관념들은 자신의 대상들(suis ideatis)과 합치"27)하므로， 결 

국 인간이 가지는 적합한 관념은 참된 관념이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진리대응설이 진리의 규범으로 제시하는 관념과 그 대상의 합치를 

진리정합설이 말하는 관념들 간의 내적인 관계의 필연적인 결과로 

만든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에게도 인식은 자연을 표상적으로 지시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 인식은 대상을 재현해서 존재 

와 사유의 불일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관념들을 하나로 귀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관념들을 연관 짓고 질서 지우려고 노력한다(conabimur).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은 할 수 있는 한 자연의 형상성을 그 전체 

와 부분에 있어서 표상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referat 

objective)."28J 

24) 스피노자，<윤리학> 1부 공리 6. 

25) 스피노자， <60번째 편지>， (S. Shirley, p.290l 
26)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11의 보충정리. 
27)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32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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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식은 “그 실재가 그것만 고찰되고 다른 것과 함께 고찰 

되지 않을 때 그 설재의 모든 특성들이 그것으로부터 결론지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나 혹은 정의 "29)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발생적 

정의가 보여주는 원인의 측면과 결과의 측면은 실재 자체의 원인의 

측면과 결과의 측면을 필연적으로 지시한다. 즉 우리의 인식의 연관 

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연관을 지시 "30)한다. 이제 사유하는 주제로서 

의 자아의 내면은 존재와 사유가 합치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다. 

N. 허구적 순셔에서 발생적 질서로: <윤리학〉의 

기하학적 질서의 의미 

그러므로 참된 인식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옳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아 

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은 규정된 법칙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라는 점， 

즉 마치 일종의 정신적 자동기계(automata spirituale)"31J여서 자연 

과 마찬가지로 인식도 펼연적으로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스피노자에게 “결과에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며 이를 함축한다"32)는 공리는 원인에 대한 인식이 전 

제되지 않는다면 결과에 대한 인식은 전제 없는 귀결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식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산출하는 발생적 인식이 

라는 의미이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은 인간 정신에게 필연성의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인간 정신을 정신적 자동기계로 규 

정하는 스피노자는 예외를 두지 않는 보편적인 기계주의이다. 그러나 

특권을 지닌 사유하는 주체는 오히려 자신의 사유 활동의 결과물에 

28) 스피노자，<지성개선론> 91절. 
29) 스피노자，<지성개선론> 96절 
30) 스피노자，<지성개선론> 95절 
31) 스피노자，<지성개선론> 85절. 

32) 스피노자，<윤리학> 1부 공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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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진리의 기호를 필요로 하지만， 특권을 박 

탈당한 정신적인 자동기계는 관념의 인식함이 곧 활동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진리의 기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자연 

의 연관을 지시하는 인식의 연관을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 대해서 우선하는 ‘순서’와 자연에 따라 

우선하는 ‘순서’를 구별했고 데카르트는 지각의 ‘순서’와 사물의 진리 

의 ‘순서’를 구별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이러한 ‘순서’는 허 

구적인 것이다. 그들은 자연 안에 오직 하나의 동일한 질서 및 연관 

만이 존재하며 인간 정신이 정신적인 자동기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 

다. 데카르트는 인식이 발생적 질서를 지닌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분석의 방법과 구별되는 종합의 방법이 형이상학의 방법으로 부적절 

하다고 비판했던 것이다.<윤리학〉의 기하학적 질서에 따른 증명은 

인식하는 주체가 따라야만 하는 순서로서의 분석의 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지만， 이미 획득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논리적 함축 관계 

에 따라 배열하는 종합의 방법으로 쓰인 것도 아니다.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진행하는 <윤리학>의 방법은 인식의 발생적 질서에 따르는 

방법이다. 

V. 방법의 지위 (1) 인식의 자연성: 

인식을 전제하는 방법 

이와 같이 인식의 발생적 질서에 따르는 방법의 인식론적 지위는 

어떠한가? “반성적 인식 또는 관념의 관념”으로 규정되는 스피노자 

의 방법은 “미리 (prius)33)" 참된 관념이 존재해야만， 즉 미리 우리의 

인식 역량이 실행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방 

법이 진리에 선행해야 한다는 데카르트식의 선후 관계를 뒤집는 셈 

이다. 스피노자는 “모든 우리의 관념 혹은 개념은 어떤 진리의 토대 

를 갖고 있는 것"34)이어서 인식의 실행은 어떤 선행하는 조건에 종 

33)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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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는 데차르트적 관점에 반대한다. 

그래서 데차르트와 스피노자는 회의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방법의 

무한퇴행의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둘 다 똑같이 물리적 제작 과정을 

비유로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한다. 데카르트는 방법이 

선행한다면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회의주의자들의 반론에 맞서 방법 

의 선행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식을 조건 짓고 있는 “간 

단한 규칙들”잃)이 인간 정신 안에 내재해 있으므로 방법의 무한 퇴 

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반면 회의주의에 대한 스피노자의 

반론은 곧 데카르트에 대한 반론이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하는 조건 없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먼저 본유적인 도구로서 참된 관념이 존 

재"36)하기 때문에 방법의 무한 퇴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 

은 사유한다"37)는 것은 공리이다. 사람들은 이미 사유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다. 스피노자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식의 실행의 자연적 본성 즉 결과를 산출하면서 전진해 가 

는 지성의 “자연적인 힘 (vi sua nativa)"38)이다. 

그러므로 방법은 인식에 선행하지 않는다. 방법은 진리가 실현되 

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진리를 보증하는 사법적인 기능도 갖지 않는 

다. 인식은 이미 실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방법을 갖고 싶어 한다면 이는 우리가 실재에 대한 참된 인 

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진리에 도달하려고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재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방법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34) 데카르트，<방법서설> 4부， A T VI, p.40( 이현복， p.195). 
35) 데가르트，<정신지도규칙> 8규칙， AT X, p.397(이현복， pp.59-60) 
36)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9절. 
37) 스피노자，<윤리학> 2부 공리 2. 
38)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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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방법의 지위 (2) 관념의 형식과 내용의 통일: 

인식에 내재하는 방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상적 본질로 규정되는 관념은 그 대상과 존 

재론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실재 (res)를 이룬다. 따라서 하나의 실재 

(res)로서의 관념의 표상적 본질인 관념의 관념도 “동일한 방식으 

로"39) 관념과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실재를 이룬다. 더욱이 

“정신에 대한 관념과 정신 자체는 유일하고 동일한 속성， 즉 사유 속 

성 하에서 파악된 유일하고 동일한 것"40)이기 때문에 관념과 관념의 

관념은 제한 없이 하나의 동일한 실재를 이룬다. 그러므로 관념의 관 

념을 하나의 표상적 본질로서 사유하는 역량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 

로 보고， 관념을 하나의 형상적 본질로서 활동하는 역량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관념과 관념의 관념이 구분되지만， 사유하는 

역량과 활동하는 역량이라는 사유 속성의 이중적 측면은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관념은 이미 관념의 관념이다. 관념이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관념의 관념도 관념을 재현하는 것이 아 

니라 또 다른 관념으로 번역되는 관념 자신이고 형식으로서 고찰된 

관념 자신이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관념의 관념올 “대상과의 관계를 

떠나 사유 양태로서 고찰된 관념인 한에셔의 관념의 형식"41)과 동일 

시할 때， 이 관념의 형식은 데가르트에게서처럼 사유하는 주체의 내 

면적 형식， 따라서 실재들을 재현하는 관념의 내용에게 외재적인 형 

식이 아니라 관념 자신의 고유한 활동성 즉 관념의 내용과 내재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반성적 인식 또는 관념의 관념”으로 규정되는 스피노자 

의 방법은 인식에 내재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인식의 과정 바 

깥에서 인식의 절차들을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은 

이미 항상 실행되고 있는 인식의 과정 안에 내재해 있으면서， 정신으 

39)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21 
40)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21의 주석 
41)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21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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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한 번의 인식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제작물을 다음 번 인식 

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신으로 하여 

금 자신이 획득한 제작물의 본성과 이러한 제작물을 산출하는 자신 

의 활동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실재틀을 더 많 

이 인식할수록 정신은 자신의 힘들과 본성의 질서에 대해서 더 잘 

인식"42)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방법과 인식은 서로 내재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방을 가져다주는 어떤 단절은 불가능하 

다. 스피노자에게 방법은 타고난 것이든 외부로부터 생긴 것이든 참 

된 인식을 가로막는 인식의 장애물들을 단번에 걷어 내어 우리의 정 

신을 오류로부터 진리로 이행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성 자신이 

지니고 있는 관념들이 산출할 수 있는 모든 결과틀을 산출하는 수고 

로운 과정 안에서 점진적으로 지성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VII. 방법의 지위 (3) 인식의 비목적성 : 비주체적 방법 

이와 같이 방법은 인식에 내재하므로 발생적 질서에 따르는 <윤 

리학>에서 1부라는 제작물은 2부를 위한 도구가 되고， 2부라는 제작 

물은 다시 3부를 위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시초의 

추상적인 진리가 결말에 가서야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목 

적론적 과정이 아니다. 스피노자에게 반성적 인식은 사유하는 주체로 

서의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인식이 아니라 관념의 관념이며， 

관념의 관념이 표현하는 신의 사유 속성은 주체가 아니라 실재적인 

결과들을 산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의 관념이 지닌 내재적 역량이 

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사유에 주체성이라는 비밀츠러운 특권을 부 

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적 질서로서의 방법이 내재되어 있는 인 

식의 과정은 폐쇄적이고 종말론적인 순환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 

고， 외재적인 토대도 규범도 없는 과정， 즉 “무한정 계속되는"43) 발 

42) 스피노자，<지성개선론> 40절. 
43) 스피노자，<지성개선론> 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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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 과정이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방법은 진정으로 내용과 통일을 이루는 형식이 

다. 항상 어떤 인식이 있었고 그 인식에는 방법이 내재해 있었으며， 

그것의 다음으로는 더 나은 인식과 방법이 따라 나올 뿐이다. 내용과 

통일된 방법은 인식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도 인식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다. 내용과 통일된 방법은 무한정하게 더 복잡한 것을， 

더 쉽게， 더 완전하게 인식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vnr. 직관과 연역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 연역의 산출성 

인식의 과정 안에 내재하는 발생적 질서로서의 방법은 순수한 시 

초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는 직관과 연역의 이분법을 비판한다. “최 

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44)하고 싶었던 데카르트는 순수 

한 직관과 연역을 구별하고 직관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 데차르 

트에게는 “자명한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드는"45) 언어와 시간을 통과 

해야 하는 연역은 순수한 시초의 퇴락으로만 느껴졌고， “연역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46) 직관에 의해서 순수한 시초가 복원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인식은 자연적인 것이 

므로 순수한 시초는 아예 존재한 적이 없다. 시초의 진리들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것이다. 만약 초언어적인 풍부한 시초가 존재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언어에 담기어 실재성을 띠지 않는다면 아무 것 

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직관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직관과 연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도 않는다. 스피노자가 

“직관적 인식 "47)이라고 불렀던 3종의 인식도 “신의 속성들 중 어떤 

것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하나의 적합한 관념으로부터 실재들의 본 

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진행하는(proc<;dit) 인식”얘)이 기 때문에 

44) 데카르트，<성찰> 1성찰， AT VII, p.l7. 
45) 데카르트，<철학원리> 1부 10, AT VIII-1 , p.8(원석영， p.l4). 
46) 데카르트，<정신지도규칙> 3규칙， A T X, p.368( 이현복， p.26) 
47)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30의 주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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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역의 과정을 포함하는 인식이다. 또한 스피노자에게 연역의 

과정은 순수한 시초가 퇴락하는 과정이 아니다. 연역의 과정은 시초 

의 진리들의 역량이 새로운 의미들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순수한 시 

초를 복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진리들로부터 새로운 진 

리들을 만들어내는 인식의 실재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lX. 진리와 오류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 

부적합한 관념의 긍정성 

나아가 스피노자의 방법은 유한한 인간의 조건에 대한 무력한 한 

탄을 담고 있는 진리와 오류의 이분법을 비판한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인간 정신이 속박과 한계를 “끊 

어버리고(subducat)"49) 진리와의 친근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던 데 

카르트는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고 오류의 원인을 인간 정신의 본성 

적 결함에 돌린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진리와 오류는 어떤 공 

통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부적합한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만 

을 구성하는 한에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 이외에 다론 것에 대한 관 

념을 함께 가지는 한에서의 신이 그 관념을 가지는 것”돼)， 즉 정신 

이 자신이 산출하는 관념의 부분적인 원인일 때 정신이 가지는 관념 

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필연성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가상(falsitatis) 

이나 오류(erroris)"511가 아니라 인간 정신과 다른 관념들을 원인으 

로 하는 하나의 결과로서 적합한 관념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 

따라 나오는 것"52)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적합한 관념과 적합한 

관념은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해 있는 것이 아 

48)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40의 주석 2. 
49) 데카르트，<성찰> 소르본느 신학자들에게 바치는 헌사， A T VII, p.4(이현복， 

p.20l. 
50)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11의 보충정리. 
51)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33의 증명. 

52) 스피노자，<윤리학> 2부 정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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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 동일한 인식의 발생적 질서 안에 있는 

것이고， 부적합한 관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합한 관념과 마찬 

가지로 긍정적인 어떤 것이다. 인간 정신에게 주체의 특권을 부여하 

면서 “국가 안의 국가(imperium in imperio) "53)로 설정하는 자들은 

오히려 부적합한 관념의 이러한 긍정성을 보지 않는다. 현명한 인간 

이든 무지한 인간이든 그는 자연의 일부이고 그가 행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의 힘에 의한 것”잉)이며， “자연 안에는 자연 

자체에 존재하는 악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55) 유한한 인간의 조건을 저주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적합한 

관념들이나 적합한 관념들이 산출되는 질서와 연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X. 스피노자의 철학과 방법 

스피노자는 “신의 본성과 특성들(Dei naturam ejusque 

proprietates) "56)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인간 정신과 인간 정신의 지 

복(summae beatitudinis)에 대한 인식을 향하여 손을 잡고 이끌어 

주듯이 우리를 이끌어 (quasi manu ducure)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57)를 설명하기 위해 <윤리학>을 시작한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진행하는 펼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윤 

리학>의 마지막 결론에서 “자신의 변용틀에 대한 정신의 역량 

(potentia)과 정신의 자유에 관해서 내가 수립하고 싶었던 것을 완성 

했다”끊)고 자부한다. 그러나 <윤리학>의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신에 

대한 주어진 통념들은 오직 하나의 실체만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 

53) 스피노자，<윤리학> 3부 서문. 
54) 스피노자，<정치론> 2장 5절(S. Shirley, p.39). 
55) 스피노자，<윤리학> 3부 서문. 
56) 스피노자，<윤리학> 1부 부록. 

57) 스피노자，<윤리학> 2부 머리말 

58) 스피노자，<윤리학> 5부 정리 42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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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같은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데 〈윤리학>의 마지막에 제시되 

는 결론은 어떻게 “정신의 역량과 정신의 자유”일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결과는 <윤리학>이라는 필연성의 체계가 자신의 발 

생적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발생적 질서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 역 

동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윤리학>의 기하학 

적 질서에 따르는 방법이 데가르트주의적 비판이나 헤겔주의적 비판 

이 규정하듯이 이미 획득한 진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형 

식주의적’ 방법이라면 신의 관념으로부터 “정신의 역량과 자유”라는 

새로운 의미를 산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윤리학>의 과정은 신의 

개념이 양태들의 개념들로 퇴락해가면서 시초의 내용적 풍부함을 소 

진시켜가는 과정이 아니다. 신의 개념은 처음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도록 우리의 정서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약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지만， 개념들이 스스로 산출하는 실재적인 결과들을 통해 

서 점점 더 큰 역량을 갖게 되고 결국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존 

재하고 활동하는 인간 정신의 역량과 자유를 긍정하도록 우리의 정 

서와 행위에 접접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들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실재적인 결과들의 산출을 통해 역량을 증대시켜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만 실존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 

식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이 논문은 <윤리학>의 기하학적 질서는 인식의 발생적 질서이며， 

스피노자의 방법은 그의 철학과 통일되어 있는 발생적 방법임을 해 

명하였다.<윤리학〉의 형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인간의 자 

유의지를 부정하는 신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자유를 설명 

해 내는 <윤리학>의 내용은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듯 <윤리학>의 형식에 대한 이해는 <윤리학>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통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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