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노자의 실저1 ， 혹생，

oJEH

깨님의 관껴l 억l

해마역

황은주

(서울대 철학과)

1. 서론 : 존재론과 실체 개념의 중요성
철학이 사태를 다루는 것의 근원에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게 마
련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을 있는1- 인 것으로서의
있는/-인 것을 탐구하는 것 1)으로서 규정했듯 철학자들의 철학적 작
업은 존재한다는 사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으로부
터 시작한다. 그 존재론적 물음은 ‘있다/이다’라는 술어를 공유하는
‘있는/인 것’들은 어떤 점에서 같으며，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만약
다르다면 거기에는 어떤 위계가 있는지 둥으로 구체화될 수 있올 것

이다.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해답을 기초로 특정한 방식으로
있는 것들{이를테면 정신)이 다른 방식으로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문제， 있는 것들이 있음에 합당한 방식， 즉 윤리적으로 행위하는 문

제， 있는 것들이 자신의 있음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라는 다른 있는
것을 구성하는 문제 둥이 사유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

는 스피노자는 특히 이상과 같은 철학의 하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자신의 폰재론적 해명에 많이 의지하는 철학자이다. 그러한 점은 그
의 주저로 꼽히는 『윤리학』이 실체， 속성， 양태에 관한 존재론적 문

제에 시작해서 인간 정신과 정서에 대해 밝히고， 그리고 예속과 자
유， 행복이라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나아가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1)

Aristote, 1974 1003b 21) C’est Pourquoi une science génériquement une
traitera de toutes 1es espèces d’Etre en tant qu'ê tre, et ses divisions spécifiques,
des differentes espèces de 1’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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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론적 물음은 실체 개념을 중심으로 논
의되어 왔다. 있음이라는 근원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
는 사태는 가장 참되게 있는 실체 개념에 준하여 설명된다. 고대부터
17C 에 이르기까지 서구 존재론은 바로 이 실체 개념의 해석의 역사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피노자의 존재론 역시 실체 개념

과 그것의 상관항인 속성， 양태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기
하학적 체계로 구성된 『윤리학』의 l 부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각각

정의 3 ，4 ，5 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실체는 자신 안에 있고 자신에 의
해 인식되는 것， 즉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개념

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속성은 지성이 실체에 관하여 그 본질
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양태는 실체의 변용， 또는 다
른 것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데 스
피노자가 다음과 같이 최소적으로 정의한 실체， 속성， 양태 개념은
그의 존재론 속에서 다른 철학자들이 그 개념을 사용하던 것과는 상
당허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이 논문의 목표는 실체， 속성， 양태 개

념의 스피싹적 용법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스피노자의 저작에
의거하여 밝히고， 거기얘서 존재를 바라보는 하나의 다른 태도를 읽

어내어 스피노자를 철학사에서 새롭게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스
피노자의 특유한 개념 사용 방식은 실체와 속성， 양태가 각기 어떻게

상호 관련하는지를 논구하면서 가장 잘 드러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스피노자는 17 세기의 맥락 속에서 살았던 시
대 속의 철학자인 동시에 자신의 독창적인 체계 속에서 시대를 뛰어

넘어 의미 있는 철학적 성찰을 산출한 보편적 철학자로서의 스피노
자， 이 둘 모두이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의 철학적 영
향 아래에 있던 스피날}는 17 세기에 통용되던 실체， 속성， 양태 개
념을 그 최소한의 정의를 보존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당대의 맥락
안에서 데카르트의 개념 사용의 논리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었다면 스피노자의 존재론
은 데카르트 존재론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의미한 시도

정도로 그칠 것이다. 그러나 스피닝}는 실체 개념의 논리적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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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와중에 데차르트의 논리적 개선이라고 한정할 수 없는 독창적인
체계와 의미들을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독특한 실천적 함의들을 도출
해 내게 된다. 현대적 스피노자의 읽기가 가능하다면 그 초점은 스피
노자의 특유한 존재론적 물음과 그 해결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스피닝}가 말했던 바의 한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과잉해석을 피하기 위해 그가 직접 사용한 언어 안에서 논
의를 진행하되， 그러면서도 당대의 실체， 속성， 양태 개념의 의미역으
로 가둘 수 없는 스피와 존재론의 내적 역량을 세련화동}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2. 설체 개념에 관하여

2-1.

17서|기의 실체 개념

고대 그리스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실체 개념의 역사를 전부

기술하는 것은 논자의 역량과 논문의 주제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여
기서는 스피와의 실체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동}는 것에 소

용되는 한에서 17 세기의 실체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
다.
17 세기의 실체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널리
원혔던 논리학 책인 아르노와 니꼴의

『논리， 혹은 사유의

기술

/a

/ogique , ou /'art de penser ~의 구절들을 인용해 보자. 위 저서의 “대
상에 따라 고려된 관념들(Des idees considerees selon leurs 0비 ets )"
장 안에서 실체 개념과 관련하는 규정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니는 자신에 의해서 존속하고， 인식( concevoir) 되는 모든 것들의
주체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사물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다르
게는 실체 라고도 불린다.[ ... ] 내가 물체 (un corps) 에 대해서 생
각할 때， 그것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은 하나의 사물

(chose) 이나 하나의 실체 (substance)를 표생représenter)한다. 왜
냐하면 나는 그것을 자신에 의해 존속하고， 존재하기 위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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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s띠 et)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

나는 사물 안에서 인식되고 사물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것
으로서， 사물을 어떠한 방식 (façon)으로 있게끔 결정하고 사물이
그러하게 불리어지게끔 하는 것을 사물의 방식 (manière) ， 양태

(mode) , 속성 (attribut) ， 질(qualité) 이라고 부른다. [... ) 내가 이 물
체가 둥글다고 생각할 때， 둥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은 나에게 폰재의 방식 (manière d’être) 만을 표상할 뿐이며， 그
것의 둥금인 한에서의 물체 [둥금이 귀속되는: 역자 첨] 없이는
본성적으로(naturellement) 존속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양
태를 표상할 뿐이다. [... )
나는 사람들이 실체를 특정한 방식， 혹은 양태로 결정된 것

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변용된 사물"( chose modifie) 이라고 부른
다. […] 양태를 사물에 결합시킬 때， 나는 둥근 물체를 생각하
고， 이 관념은 나에게 변용된 사물을 표상한다. (강조는 인용자.

p.4 7)
우리는 여기서 17 세기 실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

실체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존

하며， 2) 방식， 양태‘ 속성‘ 질 퉁‘ 통칭 규정성들이 귀속되는 주체/기
첸이다. 그에 비해 3)규정성들은 본성적으로 독자적 질존이 불가능하

고. 언제나 실체에 의존하여 실존한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변양된

사붙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본성적으로 독자적으

로 실존할 수 있는 실체는 현실적으로는 규정성들과 결합된 변용된
사물로서 존재하며， 아마도， 우리는 규정성들의 담지자인 실체를 논

리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을지라도 규정성들과 분리된 실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스피노자와 보다 긴밀하게 관계되는 데카르트는 실체 개
념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ü"철학의 원리』의 다
음 구절을 보자.
우리는 실체를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체는 오로지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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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것은 당연히 신이다 r …」 따라서 실체라는 이륨은 학교
에서 행해지듯이 신과 신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실

체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붙여질 수가 없다f철학의 원리 J 1-51
절.

p.4 2)

이처럼 데카르트에게서도 역시 설체는 독자적으로 실폰 능력을 갖
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적으로 실존할 수
있는 것은 신 밖에 없으며， 그런 까닭에 실체는 오직 신， 단 하나 뿐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실체 일원론을 채택하는 대신

신에게 의존하기는 하지만 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
는 제한된 독자적 실폰 능력을 갖는 것으로서 정신과 물체를 유한
실체로 규정한다. 굳이 유한 실체를 따로 마련해야 했던 것은 17 세
기의 특유한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 수학적 자연과학이 승리하고 아
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적 자연관이 뉴턴의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교
체 되면서， 이 자연은 수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 되었으며， 물체
는 정신과 신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연장적 실체로서 수학적 자연
과학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사유와 윤리를 담지

하기 위해 물체와 통약 불가능한 유한 실체로서 정신 실체가 요청되
었다. 종교에서， 그리고 자연의 보증으로서 철학에서도 포기할 수 없
던 신은 자연과 독립하여 있되 이성적인 법칙에 의거해 자신의 외부

에 수학적 자연을 창조한 이신론(理神論)적 신이 되었다. 세계 너머
에는 무한 실체인 신이， 세계 안에는 유한 실체인 물체와 정신이 있
었던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기체로서의 실체에 대해 기술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무한 실체인 신이 아닌 유한 실체인 정신과 물

체에 대해서 서술될 때 사용된다.
실체를

구체화하는

속성을

넘어서

그

속성

아래에

놓인

(substernitur) 실체 자체가 인식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신은
사유하는 사물이고， 사유 너머에는 사유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
이고， 기타 둥둥. (Oeuvres de Descartes V I publiées par
Charles Adam & Paul Tannery ,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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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한다”는 사유 뒤에는 사유하는 실체가 있을 수밖에 없
고， 여러 가지 성질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대상 뒤에는 형상적으
로 존재하는 연장된 실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
체로서의 실체에 대해 오직 혼란되고 불완전한 관념만을 가질 수 있
다.( Oeuvres de Descartes VII, publiées par Charles Adam

& Paul

Tannery , pp.285-286)
데차르트는 그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 실체 개념을 다의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자적 실존이라는 점에서는 엄밀하게는 신만
이 실체이고 신은 그러한 한에서의 모든 실체적인 규정성들을 갖는
다. 그러나 기체로서의 실체는 오히려 유한 실체의 영역틀에서 연역
되고 있고 그 사용은 유한 실체들에게 더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데카르트에게서 아르노와 니꼴이 구별하지 않고 사
용했던 속성， 양태， 질 동의 규정성들이 구별되고 위계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실체는 저마다 하나의 주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의 속성은

사유이며， 물체의 속성은 연장이다. r---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체는 저마다 하나의 주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체의 본성과 본질을 이루며 다른 모든 성질들은 그것에 연관

되어 있다. r--- 」 연장은 물체의 본성을 이루며， 사유는 사유 실
체의 본성을 이룬다. 물체에 속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연장

을 전제로 하며， 연장 실체의 양태에 불과하다. 이는 정신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사고의 다양한 양태에 불과한 것과 마찬

가지다. (r철학의 원리 J 1-53 절 p.44)
이처럼 1) 속성은 실체에 속하는 본질적인 속성이며， 2) 양태는 비
본질적인 성질들로 규정된다.

2-2.

스피노자의 실체-속성-양태 개념 규정

스피노자는 자신의 존재론을 구축하기 위해 17 세기에 존재에 관해
논할 때 사용된 실체， 본질， 본성， 속성， 양태， 변용 동의 개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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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실체， 속성， 양태 개

념은 『윤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3.

나는 실체를 자신 안에 있고 자신에 의해 인식되는 것

으로 이해한다. 즉，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

4.

나는 속성을 지성이 실체에 관하여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의

5. 나는 양태를 실체의 변용으로， 즉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한다.2)

스피노자에게서 실체는 역시 독자적으로 실존한다는 점에서 17 세
기의 다른 실체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실체의 정의에서

는 “자신 안에 있고” “자신에 의해 인식되는 것”， “즉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체 개념의 정의와 대구되는 것이 양태 개념이

다. 양태는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에 의해 인식되는 것”， 따라
서 아마도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일 테고， 그것이 실체와 맺고 있는 관계는 “실체의 변용”이라

는 말로 표현된다. 그리고 속성은 데카트트가 유한 실체들의 본질과

관련하는 성질로 규정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게， “실체의 본질을 구성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의의 단계에서는 17 세기의 다른 개념 사용
법과 큰 차이를 발견해 내기 힘들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이 최소적 정의들로부터 연역해 낸， 살이 덧

붙여진 실체， 속성， 양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스
피닝}에게 실체는 오직 신 뿐이다. 정의의 단계에서부터 벌써 그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모든 것이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로 규정해 놓고

2)

원전은

Seuil 출판사에서 발행된 Bernard Pautrat 번역의 라틴어-프랑스어 대

역본을 사용하였다. 번역은 강영계의 한국어 번역본을 기본으로 하되， 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번역어나 매끄럽지 않은 표현들은 수정하였다.

114

철확논구 째 35절

있다.3) 그리고 1 부 정리 14 에서는 그러한 신이라는 실체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실체의 유일성 테제가 연역된다. 실
체와 신은 교환가능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는 17 세기의 다른 철
학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스피노자에게만 발견되는 독특한 점이며， 우
리는 이 지점에서부터 스피닝}의 실체 존재론이 매우 독특한 방식
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임을 눈치첼 수 있다.

유일한 실체인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1 부 정리 11 ) 그것은 부
분들로 분할될 수 없다는{l부 정리 13)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l부 정리 18) 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도 파악
될 수도 없다{1 부 정리 15) 는 신의 내재성 테제로 이어지게 된다. 데

차르트의 무한 실체인 신이 자연에 대하여 초월적 원인이었던 까닭
에 자연 내에 물체， 정신이라는 또다른 유한 실체를 가정하여 심신

관계의 문제나 실체의 다의적 사용 등 여러 철학적 난점들을 낳았다
면， 스피노자의 유일 실체론은 데카르트가 안고 있었던 그러한 해명
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데카르트가 유한 실체로 규정했던 정신과 물체는
스피노자에게서는 신이라는 실체의 변용， 즉 양태로 규정된다. 2 부
정의 l 에서 스피노자는 물체를 “신의 본질이 연장된 사물로 보는 한

에서 신의 본질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직접 기술되고 있지는 않지만 2 부 정리 1 에서 사유는 신
3)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정의인 것으로 보인다. 우

선，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리 11 에 이르기 전에 앞의 정리들
에서 논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특정 속성을 가진)모든 실체는 무한하

다.(정리 8) 더 많은 실재성과 유를 소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속성
이 사물에 귀속된다.(정리 9) 이대로라면 논리적으로는 가장 많은 실재성과
유를 소유한 신이 무한한 속성을 가진다는 다른 정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지점에서 논의를 끊고， 정리 11 에서 신
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여 신 존재를 증명한다. 신에 대한 절대
적 무한성의 규정이 정의로 오는 대신 정리

11

이전에 정리로 와서 앞의

정리들과 신 존재 증명을 연결해 주고， 신의 정의를 “신은 가장 많은 실재
성과 유를 소유한 존재다”로 대체했더라면 더욱 깔끔한 전개가 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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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 속성의 양태인 정신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정신은 신의
본질이 사유하는 사물4)로 보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어떤 일정한 방

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신은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 그리고 사
유 속성의 양태와 연장 속성의 양태로 이루어진 개체인 인간이 파악
할 수 없는 무한한 속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실체(신)와 실체의
변용인 양태(무한한 속성의 양태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
는다， 5)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개념이 바로 속성이다. 무한한 속성

을 가진 실체는 각각의 양태를 자신의 속성의 양태로서 생산한다‘ 6)
따라서 스피노자는 데차르트처럼 실체 개념을 여러 의미로， 혹은
단서 조항을 붙여 가며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체는 오직 하나
뿐이므로 실체임을 규정하는 모든 특성들은 남김없이 신에 귀속되고，
물체와 정신은 양태에 머물게 된다. 데차르트의 실체 개념의 비엄밀
성은 이로써 어느 정도 극복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7 세기적
개념 구분을 염두에 둘 경우 양태에 “불과한” 정신과 물체의 존재론
적 지위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왜냐하면 양태는 실제의 본질적인 속
성을 전제하고서만 따라나오는 우유적 특성들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다른 국변을 띄게 된다. 우리는 앞서 17 세기의 실체

규정의 특성으로 첫째로 독자적인 실촌 능력을 가짐을， 그리고 둘째
로 속성들이 귀속되는 기체/주체임을 틀었고， 스피노자에게서도 역시
실체가 독자적 실존 능력으로 규정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스피노자
의 실체는 과연 기체/주체일까?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우리

는 우선 실체와 속성 간의 관계 해명을 경유해야 한다.

4) 스피노자는 사물(res) 라는 표현을 연장 속성으로 고찰된 신 뿐 아니라 사유

속성으로 고찰된 신에게까지 사용한다.
5)

1 부 정리 15 증명. “실체와 양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후
략”

6) 1 부 정리

25

보충. “독특한 사물

res

particu1ares은 단지 신의 변용 혹은 신

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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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와 속성의 관계에 관하여
3-1. 속성 개념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폐기
스피노자는 『윤리학.J

1 부에서 속성을 “지성이 실체에 관하여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것은 “지성이 지각동}는 것‘과 ”실체에
관하여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사이의 긴장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정의를 두고 다음과 같은 의문에 사로잡힐 수 있다. 속성은 객관
적으로 실재하는가， 아니면 지성 속에 표상적으로만 존재하는개
우선 속성이 오직 주관적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주관적 해석의
입장7)을 살펴 보자. 그들에 의하면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
고 오직 인간의 유한 지성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들은 1 부 정리

15

의 증명에 있는 “지성 밖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실체와 양태일 뿐이
다"는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따라서 속성은 지성 안에만 존재
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해석의 장점은 속성 정의의 의미를 정확히 파

악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한한 속성들이

어떻게 단일하고 분할 불가능한 신의 본질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명쾌한 답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속성의 존재가 지성이라는 사유양태에 의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스피노자에게서 양태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한에서의 신이 아
니라 특정 속성으로 변용된 한에서 실체에게서 산출되는 것들이다.
양태가 존재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속성이 존재하기 위해 양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둘째로， 이는 스피노자가
정의 이외의 곳에서 기술한 다음과 같은 속성에 대한 언급들과도 일

치하지 않는다. “더 많은 실재성이나 존재를 한 사물이 소유할수록
7) 주관적

해석의 입장을 지지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미국의 Wolfson을 들

수 있고， Hegel 의 스피노자 해석도 이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Hegel은
부동적이고 절대적으로 무규정성인 실체가 자신에게 외재적인 지성에 의해

속성이라는 규정성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Hegel 의 스피노자에 대한 해석
에 관한 논의는 피에르 마슈레의 『헤겔 또는 스피노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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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속성이 그 사물에 속하게 된다.( 1 부 정리 9)" “…그러므로
역시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는「 ... 」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본

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존재자라고 정의내리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 이상으로 명백한 것은 없다.(1부 정리

10)"

이상

의 언급들에서 속성은 사물(여기서는 실체)을 “이루는 것”으로 기술
되지， 단지 지성에게 지각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다. 스피

노자가 속성을 정의할 때 “지성이~지각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지만， 적어도 위의
구절로 봤을 때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

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실체와 속성의 관계를 객관
적으로 존재하는 본질과 그것이 지성에게 표상되는 방식으로 보는
입장을 폐기할 수 있다.

3-2. 실체-속성의 상호함축성
스피노자는 속성을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성이 지

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학~ 1 부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1 부 정의

6, 정리 10 , 14 , 16 , 19 , 20 둥) 속성은

구성이라는 규정 대신 실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기술되고

있다. 속성은 실체의 본질올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실체의 본질올 표
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체와

속성을 연결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실체의 본질은 스피노자에게 어
떤 식으로 사용되는개 스피노자는 『윤리학.!I 2 부 정의에서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또는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 그
리고 반대로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있을 수도 인식될 수도 없

는 그러한 것을 나는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고 한다.
스피노자의 본질 규정은 “그것 없이는 사물이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기폰의 본질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으

겉확논=F 저135 칩

118

로 “사물 없이는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한 충 더
엄밀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엄밀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자.

실체와 실체의 본질과 속성이 표현과 구성을 통해 어떤 식으로 연

결되는지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좀 거칠긴 하지만 편의적으로 다
음과 같이 재구성해볼 수 있다.

1. 실체는 자신의 본질을 속성으로 표현한다.

2.

속성들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한다.

l 번 정식에 의하면 실체는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표현하는 주체처
럼 보이고 속성은 단지 그 이후에 오는 산물일 뿐인 것처럼 원힌다.

이것만이라면 속성 없이도 실체의 본질이 먼저 주어져 실체가 존재
할 수 있고 이후에 속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스피노자의 실체는 속성에 의존하지 않고 실존하는 기체로서
의 실체가 된다. 그러나 2 번 정식에서는 정반대다. 스피노자의 엄밀

한 본질 규정을 염두에 둘 때 속성들은 실체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그것틀이 실체의 본질을 구축해 주어야만 실체가 그 결과로서 존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도， 속성도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선행하지 않으며， 논

리적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즉 실체가 자신의 본질을 속

성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언제나 속성들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이며 그 역 또한 동일하다. 본질에 대한 정의를 상기하며 표현
을 달리해 보면， 실체는 속성들 없이는 폰재할 수도 사고될 수도 없

으며， 역으로 속성들은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사고될 수도 없다.
『윤리학~ 1 부 정리 19 의 증명은 이 동시성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
운 관점을 제공한다.
신의 속성은 신성한 실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 곧 실체에 속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속성 자체는 이것 자
쳐Il( 실체: 인용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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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속성이 실체에 속한다는 국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곧바로 속성이 실체를 포함한다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스피낭}가 유일 실체와 무한한 속성들을 상호함축적인 관
계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처럼 스피노자에게 실체와 속

성은 기체와 내속(inhèrence) 의 관계가 아니다. 내속의 관점에서 속성
은 주체/주어/제類)로서의 실체가 소유하는 이러저러한 성질틀/술어
틀/종차)種差)들이며， 실체는 이 성질들이 내속해 있는 기체이다. 따
라서 실체는 속성들의 전체로도 도달할 수 없는 잉여를 가지며 인식
불가능한 기체로 남는 동시에

속성틀이 내속해 있는 까닭에 초월적

인 위치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 실체는 속성이 끌
어안을 수 없는 어떤 초과적인 것도 갖지 않는， 무한한 속성들의 전
체일 뿐인 것이다. 올멘부르크와의 서신 교환에서 스피노자가 속성을
실체를 정의할 때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다소 당혹스런 사실8)은 실체-속성의 상호함축성과 존재론적 동일성
을 염두에 둘 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실체는 어디까지나 절

대적으로 무한한(각각 신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
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반면 속성은 하나하나 고찰했을 때 자신의

유 안에서만 무한하다. 자신의 유 안에서만 무한한 속성들이 무한히
모여서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를 형성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1) 왜 각각 하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무하한
설체가 아니라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실체인가? 2)

어떻게 무한들 속에서 더 작은 무한과 더 큰 무한‘ 혹은 부분과 전
체를 설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실체와 속생들 각각의 관계
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8)

제가 속성을 통해서 그것의 개념이 어떤 다른 사물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

는 방식으로， 자신에 의해 인식되고 자신 안에서 인식되는 모든 것으로
이해하고 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올멘부르크에게 보내는

편지 II. Spinoza Oeuvres IV p.123) ... 그것은 속성의 정의나 속성에 대한 관
념， 즉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인식되는 사물이라는 것에
의해서만 따라나옵니다. (올덴부르크에게 보내는 편지

IV p.128. 강조는 인용자)

IV. Spinoza Oeuv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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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체-속성의 난점의 해결

1 :

절대적 전체성 및 내재

성으로서의 실체
첫 번째의 의문은 시몬 데 브리스가 스피노자에게 서신을 통해 질
문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는 면지에서 “만약 제가 각각의 실체는 하

나의 속성만을 가질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제가 두 속성의 관념
을 갖고 었다면， 저는 두 개의 다른 속성이 있는 이상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정당하게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9) 라고 반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실체와 속성의 약간 변형시킨 채
다시 정의하며， 마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답변하고 있다 10) 이

둘 모두는 얼마간 동어반복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데 브리스가 불체 실체는 오직 연장만을 그 속성으로 갖고， 정신 실
체는 오직 사유만을 그 속성으로 갖는 것과 같이 실체를 다소 데카

르트적인 방식으로 직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스피노자의 이러한 반
웅은 그가 실체를 얼마나 데카르트와는 다르게 직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유일실체로 넘어가는 논리적인 연역 과
정을 살펴보자. 마르살 게루에 따르면 11) ~윤리학』의 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있다. 첫 부분은 정리 1 에서 8 까지로 신

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곧 하나의 속성만을 갖고 있는 실체들의
연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리 9 부터 정리 15 까지를 포함하는 두 번

9) 펀지

8. Spinoza Oeuvres IV p.l 48

10) “저는 실체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고 자신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 즉 그것

의 개념이 다른 것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속성을 통

해서 저는 속성이라는 용어가 규정된 그런 본성을 실체에 귀속시키는 지성

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정
의는 제가 실체 혹은 속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명백하게 설
명합니다. 그러나 당선은， 비록 이것이 거의 불필요한 일이겠지만， 제가 어
떻게 유일하고 동일한 사물이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지시될 수 있는지 예
를 통해서 보여주길 바랄 것입니다. 후략" 편지 9. Spinoza Oeuvres IV

p.l 51
11)

Gueroult, Spinoza: de Dieu. p.1 09 게루 해석이 주장하는 “구축”은 많은 주
석가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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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부분에서는 이 단순한 요소들 곧 하나의 속성만을 갖고 있는 실

체들로부터 신을 구축(construire) 한 후， 실체들 각자의 알려진 고유성

들(propres. 예를 들어 유일성， 분할 불가능성 둥)을 신에 부여하고
있다. 이행의 고리가 되는 것은 “각각의 사물이 더 많은 실재성 또는

원有)를 소유하면 할수록 그만람 더 많은 속성이 그 사물에 귀속된
다"는 정리 9 이다. 그리고 이 정리의 증명은 단지 속성에 관한 정의
를 참조할 것을 요구하면 끝나고 있다. 스피노자는 근본적으로 실체
의 본질이 다양한 속성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유했고， 실체

의 분할 불가능하고 단일한 본질은 자신 안에 이미 다양성을 함
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의 단일성과 분할 불가능성이 어떻게 자신 안의 무

한한 다양성， 즉 무한한 속성과 화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문제로 지적했던 전체와 부분으로서의 무한의 문제와도 관련된
다.
신의 유일성 테제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단 속성들(attributs)
와 고유성들(propres)을 스피노자가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소론』에서 고유성을 “신에게 전가될 수 있
는 양태들(seulement

ccertains modes qui peuvent lui être imputes"

e"소론.! 1 7 장 l 절 주석 1 ， Spinoza Oeuvres 1, p.76) 이라고 하고 있다.
12) 고유성들은 우선， 무한함， 완전함， 불변함，

영원험t 모든 속성들에

대해 얘기되는 고유성)， 그리고 전지햄사유 속성)， 편재함t 연장 속성)
둥으로，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속성들의 어떤 양상에 불

과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유성들을 통해서는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이 고유성들이 속하는 존재의 속성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 수 없다.Cí 소론 .! 1 7 장 6 절 ， Spinoza Oeuvres 1, p77)" 둘째로， 고
유성들은 작용하거나 생산하는 한에서 원인으로서의 신에 관련되는
“원인， 예정， 섭리 "(F소론.! 1 3 ，4 ，5 ，6 장， pp.65-75)들이며 이것들은 신
12) 여기서 양태란 말은， 들뢰즈가 지적하고 있듯이 스피노자가 부여하고 있는

특수한 의미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본질의 양상modalité" 이란
스콜라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Deleuze. r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J. 국
역본. p.69. 불어본. p.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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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의 양상들을 지시하는 대신 신과 그의 생산물들 간의 관계를
지시할 뿐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에게조차 속하지 않는 고유성들이

존재하는데 (W소론.J 1 7 장 p.76) , 그것은 피조물들이 신을 상상하는 방
식만을 지시하는 부대적인 규정들로 “선， 자비， 정의， 자애” 둥이 있
다.1 3 )

스피노자는 신의 무한한 속성들 중 사유와 연장 양태로 개체화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 속성 뿐이다. 따라서 『윤리학』

에서 인간이 신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무한성， 영원성， 유일성， 분
할 불가능성 동의 단어들은 그 속성의 결과들인 고유성으로 생각해
야 한다. 신은 신인 한 무한하고， 영원하고， 유일하고， 분할 불가능하
다. 그러나 신이 신인 것은 자신의 속성을 통해서이지(본질을 구성，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본질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고유성을
통해서 신인 것은 아니다. 속성 실제적으로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
에 비해 고유성들은 단지 신을 이러저러하게 수식하며 묘사하는 외
부의 관점일 뿐이다. 다시 유일성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신은 사유，
연장， 그리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각기 무한한 속성들이 무한하게
이루고 있는 절대적으로 내재적인 전체이다. 신이 유일한 것은 자신

안에서 무한하고 자신의 외부에 아무 것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결
과로서 유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유일성이라는 신의 고유성은 오직
실제적으로 신을 절대적이고 내재적인 전체로 구성하며 표현하고 있

는 속성들의 결과이자 양상， 혹은 묘사일 뿐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

는 신의 유일성 테제가 절대적 전체성 및 절대적 내재성에 다름 아
니며， 그것으로 교체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다소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윤리학』의
I 부 정리 10 과 그 증명이 명쾌하게 이해되게 된다 14)
13} 고유성에 관한 논의는 들뢰즈의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의 2 장， ‘표현으

로서의 속성’을 참조하였다.
14}

정리 10. 실체의 각 속성은 그 자체를 통해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석. 비록 두 속성이 실제로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곧
한 속성이 다른 속성의 도움 없이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로부터
그 두 속성이 두 개의 존재자 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를 구성한다고

결론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속성이 그 자체를 통하여 파악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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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유일한 것은 무한한 속성이 귀속되는 단 하나의 기체이기 때
문이 아니다. 스피노자의 실체가 기체가 아님은 이미 살펴보았다. 동
시에 스피노자의 실체는 개체 15)가 아니다. 스피낭}의 실체를 개체로

생각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가능한 여러 실체틀 중에서 현실적으로
하나인 실체인 것이 될 것이고 데 브리스가 가졌던 데카르트적 방식

의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실체를 개체가 아닌， 절대

적으로 내재적인 전체로 사고하였다. 그 어떤 외부나， 그 어떤 다른
실체를 가정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었고 따라서 데 브리스의 질문
에 대한 회신에서 정의를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말을 덧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 전체

성과 내재성은 가능한 모든 속성들， 즉 무한한 속성들이， 자신의 유
안에서도 각각 무한하게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구성하며 표
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역 역시 타당하다.

우리가 제기했던， 그리고 400 년 전에 데 브리스가 제기했던 첫 번
째 문제는 신적 실체가 아무리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할지
라도 개체가 아니라는 점 16)， 절대적인 전체이며 내재성이라는 것을
것은 설체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실체가 소유하는 모
든 속성은 언제나 실체 안에 함께 있으며， 하나가 다른 것으로부터 산출될

수 없고， 각각의 속성이 실체의 실재성 또는 유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하나의 실체에 여러 가지 속성을 귀속시키는 것은 결묘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각각의 존재자가 어떤 속성으로 파악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각각의 존재가 더 많은 실재성 또는 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각각의 존재자가 필연성이나 영원성 그리고 무한성을 표현하는

더 많은 속성을 소유한다는 것보다 더 명백한 것은 자연 안에 없다. 그러
므로 역시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는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존재자라고 정의내리지 않으연 안 된
다는 것 이상으로 명백한 것은 없다.
15) 여기서 개체는

individu, 즉 더 이상 분할 불가능하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

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 밖에 다른 개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
에서 사용하였다.
16) 데카르트의 신 역시 스피노자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지만 스피

노자와 다르게 초월적인 원인이다. 내재적 원인은 자신의 결과를 자신 안
에 산출하지만， 초월적 원인은 자신의 결과를 자신 밖에， 자신과 분리되게
산출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신은 아무리 완전하게 무한하다고 할지라도

피조물들과 분리되는 ‘개체’이고， 절대적 전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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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서 해결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다.

어떻게 자신의 유 안에서 무한한 속성들이 마치 절대적으로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의 부분으로 사고될 수가 있을까? 혹은， 어떻

게 더 큰 무한과 더 작은 무한이 가능할까?

3-4. 실체-속성 난점의 해결 2 : 실체의 완전한 표현으로
서의 속성들
결론부터 말하자변 스피노자에게 있어 무한은 결코 전체와 부분으
로 사고될 수 없다0'"윤리학.J 1 부의 정리 15 의 주석을 참조하면 스
피노자가 무한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주석에서 무한한 물질적 실체(스피노자에게는 연장 속성으로 고찰
된 한에서의 신)가 분할 가능하다는， 즉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가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무한을 피

트(1 2 인치) 단위의 부분으로 측정할 경우 실체는 무한하게 많은 피트
의 부분들로부터 성립할 것이고 그것을 인치 단위로 측정할 경우 실

체는 역시 무한한 인치의 부분으로 합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무한이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 12 배가 많은 무한이 되는 모순
이 발생한다. 이처럼 무한은 유한을 셈할 때 하는 것처럼 수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각각 자신의 유 안에서 무한한 속
성들과 무한한 속성으로 구성된 실체는 전체와 부분 관계에 있을 수

없음을 알수 있다.
스피노자가 데 브리스에게 보낸 9 번째 편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그 구철은 다음과 같다.
“까다롭게 구는 것처럼 보이기는 싫기 때문에， 두 가지 예를 들

어 보겠습니다. 첫째， 냐는 ‘이스라앨’로 세 번째 족장올 의미
합니다. 나는 ‘야곱’으로 동일한 인물올 의미하는데， 이 후자
의 이륨은 그가 자기 형제의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불여
졌습니 다.

(Spinoza Oeuvres IV p.4 6)

여기서 스피노자는 실체가 여러 가지 속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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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인물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진다는 것에 비유하여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폐기한 주관적 해석에로 되

돌아가서 속성은 실재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동일한 실재 전
체가 이스라엘으로도 존재하고 야곱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원어내
야 한다. 이 독법은 물론 스피싹 자신의 서술들에 근거한다.

일단 『윤리학.!I 1 부의 정리 10 과 그것의 주석을 보자.
실체의 각 속성은 그 자체를 통해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바로 실체가 소유하는 모든 속성은 언제나 실체 안에 함께 있
으며， 하나가 다른 것으로부터 산출될 수 없고， 각각의 속성이

실체의 실재성 또는 유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 ] 그러므로 역
시 절대적으로 무한한 폰재자는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본

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존재자라고 정의내리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상으로 명백한 것은 없다

신의 무한한 속성들은 I) 통약 불가능하며

...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2) 속성들은 언제나 함께 있으며 3) 각각 실체의 실재성 또는 유를
폭헐한다. 만약 속성들이 실체의 부분들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

우 하나의 속성은 실체를 다른 속성들이 실체를 표현하는 것을 제외

하고 남은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속성은
자신의 적극적인 규정성 외에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속성들의
결핍에 의한 부정적인 규정성도 갖게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강조

하는 속성들의 철저한 통약 불가능성은 속성들 간의 대립이 아니라

속성들 간의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한 실체의
무한한 속성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언제나 함께” “실체의 실

재성 또는 유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은 『윤리학
.JJ

2 부 정리 7 을 통해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념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의 질서와 연관과 동일하다’는 2 부 정
리 7 은 흔히 평행론 테제로 불리어지며 데카르트의 심신 관계론의
스피노자적 해결로 다루어진다. 라이프니츠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뭘확논구 채 35칩

126

평행론이라는 용어가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를 적철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스피닝} 연구에서 홍미로운 논쟁거리 중 하나이지
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정리에서 우리가 다루

고자 하는 것은 혼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사유 속성의 양태들과 연장

속성의 양태들이 평행적으로 대웅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리 7 의 중요
성은 심신의 평행한 관계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

먼저 2 부에서 일련의 정리들을 거쳐 정리 7 이 연역되는 과정을 살
펴보자. 양태들 차원에서의 질서， 연관의 동일성에 이르기 전에 스피
노자는 먼저 신의 속성들에서 시작하고 있다. 2 부 정리 1 과 2 에서
사유와 연장에 속성적 본성올 부여 17)하고 난 후， 유일한 신의 관념
이 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을 형성함을 증
명하괴2 부 정리 3,4) ,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 즉 양태들18)은

각각 신을 원인으로 갖되， 자신이 함축핸 속성인 한에서의 신만을
작용인으로 인정한다. 즉 사유 양태의 원인은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
서의 신일 뿐이고， 연장 양태의 원인은 연장된 폰재인 한에서의 신일
뿐이다.(2 부 정리 5,6) 여기서 증명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속성들의
통약불가능성이다.

그런데 2부 정리 7 에서는 통약 불가능성의 국면에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의 급작스런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에 대한 앓은 원인
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이어받은 공리

4 에 의해서 관념과 사물의 질서， 연관이 동일하다는 정리가 도출되
는 것이다. 즉， 어떤 사물의 형상적 존재에 대한 표상적 관념은 그

사물의 원언이 되는 형상적 존재들에 대한 표상적 (objective) 관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스피노자가 사물이라고

할 때 오직 연장 양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양태를 포함

17)

정리 1. 사유는 신의 속성이다， 또는 신은 사유하는 사물이다.
정려

2. 연장은 신의 속성이다， 또는 신은 연장된 사물이다.

18) 스피노자는 사유 양태와 연장 양태， 그리고 알 수 없는 모든 속성의 양태

들을 “형상적 존재”로 보고 있으며， 그 모든 양태들이 각자 자신의 “표상
적 존재”로 가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관념은 형상적 존재인 통시에，
관념의 관념으로서의 관념은 표상적 존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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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한한 속성들의 양태 모두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정
리를 단지 신체와 정신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오히
려 이 정리는 “모든 속성의 양태들의 질서와 연관은 그것에 대웅하
는 관념의 질서와 연관과 동일하다"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는 보충에서 신의 무한한 본성에서 형상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신
의 관념에서 동일한 질서와 연관을 가지고 신 안에서 표상적으로 생
긴다는， 신의 사유 역량과 신의 행위의 현실적 역량의 동일성으로 나
아간다.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기껏 모든 속성의 양태들이 그에 대웅하
는 표상적 본질을 가진다는 점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스피노
자는 2 부 정리 7 의 주석에서 관념과 사물의 대웅， 사유 역량과 행위
역량의 대웅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 따라서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는 동일한 실체 이며
그것은 때로는 이런 속성으로 그리고 때로는 저런 속성으로
파악된다. 연장의 양태와 이 양태의 관념은 동일한 것이며， 그
것은 단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 ] 그러므

로 우리들이 자연을 연장의 속성에서 생각하든 또는 사유의 속
성에서 생각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의 속성에서 생각하든 간

에 우리는 통일한 질서， 곧 원인들의 동일한 연판을， 다시 말
해서 동일한 사물이 상호 계기하는 것올 발견할 것이다.

이 주석에서 우리는 ‘대응’이 아니라 한충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존재론적 통일성’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양태들은 동일한 질서， 연

관을 자신의 형상 혹은 형식으로 표현한， 다양한 표현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 양태들의 원인은 자신이 함축하고 있는 속성인 한에서의
신이다. 양태들이 언제나 특정한 속성의 양태임을 염두에 둔다면 다

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모든 속성들은 동일한 실체의 표현들이
며， 어떤 다른 속성에서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실체만을 발견
할 것이다.1 9 ) 따라서 하나의 속성은 완전하게， 또 남김없이 동일한

19)

들뢰즈는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서 한 실체의 무한한 표현인 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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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인간 지성이 사유， 연장 속성

이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밖에 실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리적으로 실체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남김없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떤 속성의 형식도 각자 완전하게
실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속성은 하나로만 고찰해도

무한하고 실체의 본질을 남김없이 표현하며， 그리고 아마도， 하나의
속성은 자신의 형상/형식 안에서 실체의 본질을 남김없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스피노자는 굳이 하나， 혹은 몇몇의 속성
의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속성의 실체를 사고했던 것일까? 그것은
스피노자가 실체에 대해 어떤 부정성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부 정의 6 의 해명에서 스피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단지 자신의
유 안에서만 무한하다면”， 그리고 이 경우 자신의 유 안에서만 무한
한 몇몇의 속성들이라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한한 속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실체가 갖고 있는 속성

들보다 더 많은 수의 속성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의 본질에는”， 즉 신의 본질에는， “본질은 표현하지만 어떠
한 부정도 포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속한다" 이런 저런 속성들이 수

적으로 더하여져서 무수히 많은 양의 속성들의 연합이 되는 것이 아
니다. 신은 애초에 어떤 부정성도 갖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

으로 무한한 속성을 갖는 것이다. 일차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무한성，
속성들의 무한성이고， 그 속성들이 각자 자신의 유(類) 안에서 갖는
무한성이다. 요약하자면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어떤 부정도 포함

하지 않는 실체이며， 각각의 속성은 자신의 유 안에서， 그러나 다른
속성들에는 무관심하게， 완전하고 남김없이 실체의 본질을 표현한다.

한 변양(modification) 의 무한한 표현인 무한한 양태(즉 한 변양의 사유 양

태， 연장 양태， 기타 무한한 속성의 양태들)를 대웅시키고 있다. 변양된 사
물의 일반적인 사용법을 염두에 둘 때 대체로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지

만， 스피노자가 변양 개념을 정확히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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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체와 양태의 관계에 대하여
4-1. 실체에서 양태로 : 속성-무한양태-유한양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스피노자에게서 양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일이다. 17 세기의 일반적인 개념 사용에서 속성
이 실체의 본질적인 특성이었다면， 양태는 실체의 본질적인 특성인

속성에서 나오는 비본질적이고 우유적인 특성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선 장에서 속성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개념
사용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주체/주어/유개념에 대한 성질/술어/종차
의 관계가 아닌 매우 독특한 관계이며 기존의 기체 존재론과 차별적
이라는 점을 보았다. 실체.속성의 관계에서 그러했듯 양태 개념 역시，
당대의 개념 사용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었다. 적어도 정의의 단계에

서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라고 한 점은

일반적인 양태의 특성에 대한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스
피노자는 이 양태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것의 의미를 덧붙
여 나가는가? 그러기 위해서 『윤리학~ 1 부의 후반 정리들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윤리학~ 1 부의 후반 정리들은 인과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신 실체

의 특성들을 연역하고 있다. (앞서 제시했던 게루의 구분법을 여기서
도 따르자면) 후반부는 신의 필연적이고 무한한 인과 역량을 표명하
는 정리로 시작한다.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곧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기
지 않으면 안 된다.( 1 부 정리 16)" 그리고 그로부터 신은 무한한 지

성에 힘입어 파악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의 작용인이며， 모든 것의 절

대적 제 l 원인이며(각각 보충 1, 보충 3) , 그러면서도 모든 것의 내
재적 원인(l부 정리 18)으로서의 신의 논리적 귀결들이 따라나온다.

그리고 신 자신과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신의

본질은 신의 역량 자체로 생각된다.( 1 부 정리 34) 그러면 절대적 인
과 역량으로서의 신은 무엇을 생산하는개 바로 양태들이다.
양태들이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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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관련해서 그렇다. 양태들이 실체 안에 있고， 실체의 속성들에

의해 인식된다는 말은 결국 양태가 실체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존재론적인 의존은 『윤리학J 1 부의 후반부를 통해
양태들의 존재가 실체에게 인과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으로 구체화된
다. 실체의 속성에서 양태가 생산된다는 것은 얼핏 실체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하는 우유적인 특성들이라는 데카르트의 양태 규정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양태는 어떤 특성들이 아니다. 양
태는 신의 속성에서 산출되는 모든 것으로 자연을 실제로 형성하는
것들이다. 데카르트에게 자연을 형성하는 것이 물체와 정신 실체였다
면， 스피노자에게는 그것은 내재적 원인으로 실체를 갖는 실체의 양
태들인 것이다.

실체가 양태들을 생산하는 과정은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고， 그 단
계 각각은 실제 외의 존재로서 양태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첫째로， 양태는 신 설체의 무한한 속성들 중 하나의 속성만을 원
인으로 갖는다. (2부 정리 5,6) 즉 양태의 생산은 신의 하나의 속성
에서 출발한다. 둘째로， 신은 자신의 각각의 속성의 절대적 본성의
펼연성에서 펼연적으로 무한한 양태틀을 생산한다.20) 이것은 직접 무
한 양태의 충위로서 사유 속성에서는 신의 관념(l부 정리 21 증명)

혹은 신의 무한한 지성(편지
장 속성에서는 운동과

64. Spinoza Oeuvres IV p .3 15) 이교 연
정지(편지 64. Spinoza Oeuvres p .3 15) 이다. 이

들은 각자 무한하고 영원한데 그것은 속성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의
존한다. 셋째로， 직접 무한 양태에서， 즉 신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그
리고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 양태적 변용으로 양태화한 어떤 속성

에서 생겨나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는 무한한 양태들
이다.(2 부 정리 22 , 23) 이들은 간접 무한 양태이며， 이들 역시 속성
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의존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직접 무한 양태들
에게서 또다시 무한성과 영원성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직접 무한 양
태와 간접 무한 양태들이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해도 그것들은 실체
20) r윤리학J

1 부 정리

21 증명 “…어떤 것이 신의 어떤 속성 안에 그 속성의

절대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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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들이며 따라서 자신의 본질에 실존을 포함하는 자기 원인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실체 안에 있고 실체에 의해 인식되는， 실체를
제 1 원인으로 갖는 존재들이다.
스피노자가 2 부 정리

21 , 22 , 23 을 통해서 무한하게 존재하는 모

든 양태들이 신에게서 생산됨을 이야기할 때 그는 각 단계의 무한양
태들의 본질이 실존을 포함하지 않긴 하지만， 즉 그 실존이 실체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 역시 무한하며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
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속 속에서 실존하는 유한한 양태들은 어떤가?

신은 마치 무한한 것만을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는 실재의 전체성만이 남는 것처럽 보인다. 신은 어떻게 유한한
양태들의 실존에 개입하는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개별적인 개체는 전체 속의 가상이며 추상에 불과할

것이며 스피노자의 존재론은 파르메니데스적 일자 존재론의 근대적
재해석이 될 것이다.

실마리는 “모든 독특한 사물 (quodcunque singulare. tout sing비ier)
또는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각각의 사물은， 마찬가지로 유한

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실존하고 작용하도록
규정되지 않는다면 폰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규정될 수 없다，"는 1 부

정리 28 과 그 증명과 주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석은 증명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선 증명부터 보자.
증명 「 ••• 」 그러나 유한하고 규정된 실존을 갖는 것은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산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정리 21 에 의하여) r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어떤
속성이 일정한 실폰을 갖는 유한한 양태적 변용으로 양태화
한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
다 r …」 다음으로 이 원인이나 이 양태도 마찬가지로 유한하며
규정된 실폰을 갖는 다른 원인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후자도 다시금 다른 원인으로 규정되며， 이처럼 언제나
무한하게 진행한다.

월확논루 저135질

132

독특한 사물이 폰재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하는 독특한 본질들의
관념은 신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틀림 없고(2 부 정리 3), 신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 따라서 무한 지성에 파악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1 부 정리 16) 따라서 독특한 사
물들은 권리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 그 실존의 권리 흘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한양태들에 의한 무한하게 많은 규정들의
연쇄를 필요로 한다. 즉 실존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
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부는 간접적으로이긴 하지만， 역시 신으로
부터이다.

주석 어떤 사물은 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곧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매개하였

으므로， 이로부터 먼저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은 자
신이 직접 산출한 사물의 절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다. 그
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의 원類)에 있어서 (in

suo genere , en son genre)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의 결
과는 원인으로서의 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이 직접

적으로 산출한 것 또는 오히려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긴 것
과 독특한 사물을 구분하기 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본래적으
로 신을 개물의 멀리 떨어진 원인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멀리 떨어진 원인이란 결과와 아무런 연
관이 없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
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을 만큼 신에게 의존하기 때
문이다.

유한 양태의 본질의 실존을 규정하는 것은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신이다. 스피노자는 유한 양태의 영역에서 신이 미치는 영향력을 유
보하지 않기 위해 “신은 절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고 말하

고 있다. 그렇다면 신이 원인인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가? 바로 다른
모든 유한 양태들 속에서 스스로를 발현하는 한에서의 신으로서이
다. 어떤 유한한 양태 하나를 고찰할 때 그것은 다른 유한한 변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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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변용된 한에서의 신， 즉 다른 유한한 양태에 의해 실존하는
것이다. 그 다른 유한한 양태 역시 그것의 실존올 문제삼을 때， 그것

이 다른 유한한 변용으로부터 변용된 한에서의 신에 의해 실폰하는
것이다. 이는 무한히 계속된다. 유한 양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
한한 인과성의 그물망 아래에서 실폰한다.

이제 직접 무한 양태와 간접 무한 양태와 유한 양태가 어떻게 관
련하게 되는지， 유한 양태의 충위에서 시작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어
떤 독특한 본질이 현실화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존의
힘과 인과성으로 이어진 다른 모든 독특한 본질들의 실존의 힘이 결

합됨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모든 실존의 힘은， 신 자신과 모
든 것이 의존하여 존재하고 또한 작용하게끔 하는 신의 역량 자체이
다.(1부 정리 34 증명) 따라서 이러한 개체적 본질들의 총체가 바로

직접 무한 양태이며， 이 본질들에서 비롯되는 결과들의 총체(즉 실존
하는 양태들의 총체)가 바로 매개적 무한 양태의 영원한 법칙들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서로 조합되며 발생시키는 사건들의 총체인
것이다.21)

4-2.

실체와

양태의

인과적

관계

: 절대적

역량으로서의

실체와 코나투스로서의 양태
절대적인 인과 역량으로서의 신이 어떻게 무한하고 유한한 양태들

을 생산하고， 그 본질을 실폰하게 하는지는 설명을 하였지만， 이 지
점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난다. 3 장에서 살펴봤듯 실체는 속성에
초월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체는 양태에 대해서는 어떤가? 신 실

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라는

테제는{1부 정리 18)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7r?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본 절의 목표이다.
“신 또는 자연”이라는 말은 실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관점을 잘 보

여주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유한양태인
관념들과 신체로 구성된 개체인 인간의 예속과 정서의 힘에 대해 다
21) Matheron , lndividu el Communaulé 1 부 I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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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4 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실체로서 신 또는 자연은 실체와 속성의 ‘형이상학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실존과 윤리의 차원에서 양태들과
의 긴밀한 연관 속에 사고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무한 양태와 유한 양태의 실존에 관한 I 절에서의 논의를 상기해
보자. 그 논의들은 얼핏 보면 양태의 이중적인 수동성을 지시하고 있

는 것처럼 보였다. 첫째， 유한 양태들은 다른 무한한 유한 양태들과
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규정되는 실폰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수
동적인 것 같다. 둘째， 이것은 스피노자 존재론 전체에 대한 해석과
태도에 관련하는데， 유한 양태 뿐만 아니라 무한 양태까지 궁극적으

로 신에 의해 실존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이지만 이는 전혀 다른 양상
의 수동성， 자신 안에 능동성을 담지한 존재의 수동성이라는 점을 잊

어서는 안 된다. 스피노자의 정념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윤리학.~ 3
부의 정리 6 을 보자. “각각의 사물은 자신 안에 있는 만큼(quantum

in se est , autant qu ’il est en elle) 자기 존재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한
다{conatur， s’efforcer)." 각각의 사물은 자신 안에 폰재 역 량을 갖고
있고， 그 만큼 존재를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런데 왜 그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인간이(또는 유한

한 양태로 구성된 개체개 존재를 지속하는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
문이다. 정리 3 의 증명처럼 개체가 존재， 또한 외적 원인의 힘에 의

하여 무한히 압도당하기 때문이다.(4 부 정리 3. 강조는 인용자) 사실
개체의 능동성은 자신의 수동성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보잘 것 없는 능동성”이 우리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가 된다
독특한 사물과 인간이 자신의 폰재를 보폰하는 역량은 신 또는

자연의 실제적 역량이지만(1부 정의 24 의 보충에 의하여)， 무한
한 경우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본질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
는 한에서 신 또는 자연의 역량이다. (r윤리학~ 4부 정리 4 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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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잘 것 없는 능동성의 정체가 밝혀진다. 유한 양태의 충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역량은 그 유한 양태의 현실적 본질
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한에서， 즉 그 유한 양태의 실존에 영향
을 끼치는 무한한 외부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 양태를 고찰하는 경
우인 한에서， 신 또는 자연의 역량인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
리가 위에서 제기했던 두 번째 문제의 답변이 된다. 양태들은 신에

의해 실존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
인 것일 수 있게 된다. 신에 대해 수동적으로 실존하는 양태에 대한
이미지는 신을 양태가 구성하고 있는 개체와 구별되는 다른 우월한
개체로 오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 또는 자연 테제
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실제로 양태들은 실체 없이는 어떠한 실재성도 갖지 않는다. 그러
나， 동시에， 실체는 양태들과 독립적으로 생각될 경우 구체적인 실존

방식이 삭제된 막연한 추상에 불과하다. 실체의 활동은 오직 자신의
속성의 양태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실체와 속성 양태의
관계를 마트롱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사물 안에 내재하는 순수
작용성， 활동성이 ‘실체’이며， 실체가 스스로를 펼치면서 얻는 구조들
이 실체의 ‘양태들’이다. 그리고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 즉 실체

가 자기 자신의 구조들을 산출하는 방식이 곧 ‘속성’이다. 즉 실체가
자기 자신을 산출한다는 것은 속성들과 양태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구조를 얻는다는 것이며， 양태들은 실체 안에 결과로서 산출되고 실
체는 자신의 결과인 양태 안에 있다.22) 마슈레 역시 신이 활동한다
는 것은 역량으로서의 신이 개별적 사물들에 대해 활동효}는 것이 아

니라， 개별적 사물들 안에서 활동함을 강조한다.23)

이처럼 유한한 유{有)， 있음으로서의 실체는 신 또는 자연이며， 양
태들은 실체를 무한한 형상/형식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속성을 함축
하면서 바로 그 자연을 형성하고 있고1 인간은 유한 양태로 구성된
개체로서， 국가 안의 국7}24) 가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사물로서 존

22)

Matheron, lndividu et
p.4 0 참조

23) 김 은주，

Communaut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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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효}는 것얘. 스피낭}애게 실체와 속성이 언제나 동시에 고려되어
야하는 것처럽， 양태 또한， 실채와 함께 언제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서 아르노와 니꼴이 설체가 본성적으로 독자적으로

실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여러 성

질들， 규정성들과 결합된 변용된 사물로서만 폰재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스피노자는 아무래도 이 기술을 극단적으로， 그러나 전혀
다른 함축으로 밀고 나간 것처럼 보인다. 실체의 독자적 실존은 오직
자신의 무한한 속성들의 무한한 양태들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좀 더
수사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실체와 양태는 자신의 있음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르노와 니꼴

이 성질들， 규정성들의 담지자인 실체를 논리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
을지라도 실체 자채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다고 했던 것을 기
억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내재적인 실체는 자연 속의 양태들을 통
해 언채나 우리에게 드러나， 아니 직접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 현대적 스피노자 읽기를 향하여
철학자의 임무가 인간에게 주어진 사태를 개념을 통해 해명하는
것에 있다면， 그 해명의 기초적 도구가 되는 개념들에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철학적 영감과 직관을 이해하는 첫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
다. 그런데 철학자는 자신이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낼 수도 있지만 대

개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거나 당대에 통용되는， 다른 철학자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던 개념적 도구들에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게 된다. 철학 택스트의 오독은 종종
독자의 개념들에 대한 선이해가 택스트가 의미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확한 이혜를 방해할 때 일어난다. 특히 실체， 속성， 양태 개념을

독특환 자신의 존재론 체계에 맞게 독자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던 스
피노자의 경우 이러한 오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왔다. 70 년대
24) r윤리학J 3 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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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프랑스에서 일어난 스피노자 연구붐은 스피노자의 텍스트 자체
에 천착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많은 오해들을 불식시켜 주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피노자에게 현대성을 부여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스피노자 고유의 언어를 지나치게 넘어버린 해석들은 17 세기
의 맥락 속에서 당대의 개념들로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구축한 철학

자로서의 스피노자의 모습에 기묘한 현대성의 형상을 투영하기도 했
다.
물론， 스파싹는 당대의 개념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면서
도 기존의 개념으로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철학적 역량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철학 체계 안에서 인간학， 『윤리학.1， 정
치학을 구성하는 것에서 존재론적으로 기초가 되는 실체， 속성， 양태
개념이 일차적으로는 매우 17 세기적 개념이었던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스피노자가 현대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어느 정도로 17
세기적이었고 그 속에 속해 있었는지를 알고 난 후에， 그럽에도 불구
하고 그 시대의 개념틀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철학적 역량을 현대
적으로 읽어내는 것일 것이다. 절대적 전체성 및 내재성으로서의 실

체와 그것을 각기 자신의 형상/형식 속에서 완전하게 구성하고 표현
하는 속성들， 신 또는 자연 안의 무한한 인과적 필연성의 사슬 안에

서 존재의 노력， 코나투스로서 실존하는 양태와 그것들을 통해 실존

하는 실체. 이들에 관한 이 논문의 논의가 17 세기와 21 세기에 두루

걸쳐 었는 스피노자를 현대적으로 사유하는 연구의 도정에서 의미
넘치는 첫 발자국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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