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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는 현대 스피노자 연구
에서 중요한 해석적 쟁점을 구성하고 있다. 베넷의 문제제기로부터 촉발된 이
논쟁은 30여년 동안 다양한 논의들을 산출하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그 주요 논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논쟁이 제기하였던 주요 문제들에 답하고자
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 논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스피노자 철학체계에 대한 이
해가 어떻게 코나투스 개념의 해석에 의존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
다. 우리는 이 글에서 세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개
념에 대한 규정에서 비정합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베넷은 스피노자 철학체
계를 둘로 쪼개진 체계로 규정한다. 2) 코나투스를 목적론적 방식으로 읽을 것
을 제안하는 베넷의 비판자들 특히 가렛은 스피노자의 철학 안에 목적론을 도입
함으로써 근대 기계론을 넘어서려는 전통의 계승자 스피노자를 그의 코나투스
개념에서 발견한다. 3) 위의 두 입장을 비판하면서 이 글에서 옹호하고자 했던
제3의 입장은 코나투스에 대한 반목적론적 해석이다. 이 해석은, 전통의 유산인
코나투스 개념을 데카르트의 기계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철저한 반목
적론의 철학체계를 구성한 스피노자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이 근대 자연학의 성과 위에서 구축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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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나투스(conatus) 개념이 스피노자 철학 체계에서 갖는 지위와 그 중요
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개념은, 스피노자의 존재론과 자연학의 귀결
이면서 그의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론 그리고 그의 윤리학과 정치
론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나투스 개념은 스피노자
철학체계의 구성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나투스는 스피노자 철학을 대표하는 개념으
로 종종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스피노자가 창안한 것도 그에게
만 고유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스피노자 이전에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개념들이 그러하듯, 고대 그리스 철학 전통에 그 뿌리
를 두고 있는 이 개념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 전유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1) 그리고
스피노자와 그의 동시대인들이었던 데카르트, 홉스,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
학자들은 이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코나투스 개념은 17세기에 공통의 자산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
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이 갖는 고유성은, 그가 이 역사적 유산을 자
신의 철학체계 안에 전유하는 방식에서 찾아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스피
노자 철학체계 안에서 이 개념이 겪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
한 개념적 변화는 어떤 새로운 이론들을 산출하는가에 대한 탐구 속에서 이
개념의 스피노자주의적 의미는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 근본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스피노자
의 코나투스 개념이 그의 체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다룬다. 여기에서 이 관
계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코나투스 개념은 잘 알려진 스피노
자의 ‘반목적론적’ 철학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존재보존을 위한 노
력’으로 이해되는 코나투스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목적지
1) 이 개념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는 Wolfson(1969), pp. 195-19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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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행위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것은 코나투스 개념에 대한 목적론적 해
석, 즉 인간 혹은 사물들의 행위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의 가능성을 열어 놓
는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자신의 코나투스 개념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자
신의 체계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들러가 묻고 있듯이,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개념을 통해 자신의 철학체계 정신에 상반되는 목적론을 은밀하
게 혹은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도입하고 있는
가?2) 그렇다면 그의 체계가 받아들이는 목적론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 때 그 목적론은 스피노자의 텍스트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목적론적 논변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해
석은 어떤 독특성을 스피노자 철학에 부여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코나투스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이 논의하고 답해야 하는 것들이다.
또 다른 접근은 코나투스에 대한 반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주어진다.
여기에서 목적지향적 행위로 보이는 존재보존의 노력은 스피노자의 반목
적론 철학체계 안에서 재해석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룰 부여받게 된다. 이 해
석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코나투스라는 용어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목적지향성을 반목적론적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피노자
철학 안에서 정초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해석은 앞의 첫
번째 관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피노자 철학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게 될 것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라는 문제설정은 현대 스피
노자 연구에서 중요한 한 논점을 형성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베넷(J.
Bennett)의 해석에서 촉발된 이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형이다.3) 이 글은 이
논의들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그것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을 통해
서 간접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들에 답하고자 할 것이다.

2) Nadler(2006), p. 198.
3) 이 논의는 주로 영미권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스피노자의 목
적론 비판을 다루는 두 개의 연구가 존재한다(이현복, 2012a와 2012b를 참조할 것).
이 연구는 각각 뺷윤리학뺸 1부의 부록과 4부의 서문에서 제시된 목적론 비판의 논변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이 글에서 다루
고 있는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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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쟁의 출발점: 베넷의 해석
1.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철저한 반목적론적 해석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스피노자 연구에서 목적론과 관련된 논쟁을 촉
발시켰던 것은 베넷이었다. 1980년대 초 일련의 논문과 책을 통해 그는, 스
피노자 철학은 모든 종류의 목적론을 부정하고자 하였던 철저한 반목적론
의 철학이라고 주장하였다.4) 그런데 이 주장은, 일반적으로 목적지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간 행위에 대해서조차도 목적론적 설명을 부
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해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베넷이
이러한 강한 해석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신의 목적론’(divine teleology)과 ‘인간의 목적론’(human teleology)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 뺷윤리학뺸 1부의 부록에 따르면, 신의 행
위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은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에서부터 발생한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게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행위하듯이 신도 자유롭게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사물들
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 행위의 목
적론을 긍정하는 것은 신의 목적론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된다. 신
의 목적론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는 스피노자는 당연히 인간의 목적론도
부정해야만 했다고 베넷은 주장한다.5)
2) 스피노자가 목적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인을 결과로 그리고
결과를 원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기 때문이다.6)
“묘목을 성장시키기 위해 비가 내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4) Cf. Bennett(1983), pp. 143-160; Bennett(1984), pp. 213-230.
5) Bennett(1984), p. 216.
6) “목적에 관한 이 교설은 자연을 완전히 뒤엎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는 원인인
것을 결과로 간주하고, 또한 반대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본성상
앞에 있는 것을 뒤에 놓는다”(E, I, app.). 이하에서 뺷윤리학뺸을 인용할 경우, 약호 E
뒤에 로마자 수자로 부를 표기한 후 다음과 같은 약호들을 사용한다: def.(정의), pr.(정
리), cor.(따름정리), lem.(보조정리), sc.(주석), app.(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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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적 행위, 예를 들면 “그는 날아오
는 돌을 피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스피노자가 말한
오류를 피할 수 있다면 그의 철학 안에 인간 행위의 목적론이 허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베넷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 목적의식적 행위의 경우, 원
인은 생각(돌을 피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결과는 물리적 행위(손을 드는
것)이므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원인과 결과의 도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러나 이것은 스피노자의 평행론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인과관계를 평행론에 맞게 물리적 사태들 사이에,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관념들 사이에 재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
는다. 왜냐하면, 베넷에 따르면, 인과적 작용은 순수하게 물리적 사태나 관
념의 내적 성질(intrinsic property)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상 내용
(representational contents)은 작용적 인과작용(efficient causation)에서 어
떤 효율성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래의 사건에 대한 표상을 매
개로 한 목적적 행위가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면, 인간 행위에 대한 목
적론적 설명은 스피노자 철학 내에서 성립할 수 없다.
3) 스피노자의 텍스트에는 목적인의 배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언급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뺷윤리학뺸 1부의 부록에서 스피노자는 “자연은 미리
설정된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목적인들은 인간의 허구에 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명시적으로 “모든 목
적인들”이라고 쓰고 있다. 베넷에게 이것만큼 스피노자가 모든 유형의 목
적론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에 해주는 것은 없다.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베넷의 철저한 반목적론적 독해는 코나투스 개념
에 대한 이해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에 따르면, 앞에서 논의된 스피노자 철
학의 근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개념을 반목적론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자 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존재보존의
욕구를 인간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는데,7) 이것은 다음을 의미하게 된다. 즉
7) “욕망은, 인간 본질이 어떤 변용에 의해 어떤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
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다”(E, III, affectuum definition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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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를 향한 욕구는, x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어떤 내적 상
태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요컨대, 코나투스는 목적론적 설명 방식인
‘당김’(pull) 모형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목적론적 방식인 ‘밀치기’(push) 모
형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스피노자는 정확히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
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
하고,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
단하는 것이다”(E, III, pr. 9, sc.). 우리가 어떤 것을 욕구할 때 우리는 그것
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셈이지만, 그 목적이 우리의 욕구를 추동한 것이 아
니라 그 목적의 설정 자체가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스피
노자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목적을 욕구로 환
원해서 이해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원인으로 삼는 목적을 나는 욕
구로 이해한다”(E, IV, def. 7).
베넷은 이러한 근거에서 코나투스 개념을 반목적론적 방식으로 읽을 것
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뺷윤리학뺸 3부에서 스피노
자가 그려내고 있는 인간의 삶, 즉 감정들의 자연학에 기초해서 인간의 삶
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스피노자 기획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2.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은 정합적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베넷의 반목적론적 해석은,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
판은 정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기획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나아간다. 이 점에서 베넷의 해석은 매우 논
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피노자 철학체계 전체에 대한 베넷의 관점
에서 볼 때 코나투스 개념은 반목적론적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넷은 코나투스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 뺷윤리학뺸, 3부, 정리 6에서 정반대
의 것을 확인한다. 즉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부당한 방식으로 코나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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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론적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스피노자는 3부, 정리 4와 5를 통해서 정리 6을 이끌어내고 있다. 앞의
두 정리는 각각 다음과 같다.
“어떤 사물도 외부 원인에 의하지 않고는 파괴될 수 없다”(E, III, pr. 4).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한, 이 사물들은 상반된(contrariae)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들은 동일한 기체 안에 있을 수 없
다”(E, III, pr. 5).

베넷에 따르면 이 두 정리는 어떤 목적론적 함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런데 이로부터 스피노자가 연역하고 있는 코나투스 원리, 즉 “각 사물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는 앞의 정리들에
서는 없었던 목적론적 함의가 들어 있다고 베넷은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
러하다. 정리 4는 자기 파괴가능성을 부정한다. 즉 그것은, 자신의 본질로
부터 연역될 수 있는 어떤 것을 행하는 한에서, 그 행위는 자기파괴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x가 y를 파괴할 수 있는 경우에, 두 사물은 어
떤 전체의 부분들로서 공존할 수 없다고 정리 5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두 정리는 모두, ‘x가 f를 행하면, 그 행위는 이러저러한 귀결을 갖는다’
라는 형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두 정리는 목적론적 서술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러나 베넷이 보기에 정리 6은 다르다. 스피노자는 정리 6의 증명에서
정리 4와 5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3부 정리 4에 의해)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다시 말
하면 자신의 실존을 제거하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 갖지 않는다. 오히려 반
대로, 그것은 (앞의 정리에 의해) 자신의 실존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립하며(opponitur),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자신의 한
계 안에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이 증명에서 스피노자는 정리 5의 상반성(contrariety)을 대립(opposition)
으로 옮겨 쓰고 있다. 그런데 베넷에 따르면 이 동일화는 정당화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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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단지 공존 불가능성만을 함축하고 있다면, 후자는
본성이 상반된 것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과잉 해석은 코나투스 원리를 목적론적 진술의 형태로 만든다. “각
사물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서 욕구는 노력(trying)의 형태로 정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베넷은 강화된 코나투스 원리를 도출해 낸다. 즉 정리 6은 다음과 같
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f가 x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x는 f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 진술 형태는 후 사건을 조건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론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베넷에 따르면, 정리 6에서 진행된 이 은밀한 과잉 해
석은 그 이후 보다 분명한 형태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된다. 그는 가장 대표
적인 예로 정리 12와 13을 들고 있다.8)
그러나 베넷은 동시에, 정리 6 이후에도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를 비목적
론적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정리 6에 바로 뒤이어 나오
는 정리 7이 그러한 경우이다.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하
는 코나투스는 그 사물 자체의 현행적 본질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여기에
서 코나투스는 사물의 현행적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
력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한에서 결과를 조건절로 갖는 목적론적 형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9)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베넷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사실 뺷윤리학뺸
은 두 동강 나있다(broken-backed). 저작의 이후 부분에서 끊임없이 쓰이
고 있고, 이전 부분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개념이 실제로는 그러
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0) 결국 베넷은 이러한 판정을 통
해, 목적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자 했던 스피노자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귀
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실패가
8) “정신은 할 수 있는 한에서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돕는 것들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E, III, pr. 12); “정신이 신체의 행위 역량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들을
상상하게 될 때, 정신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것들의 실존을 배제하는 것들을 기억하려
고 노력한다”(E, III, pr. 13).
9) Cf. Bennett(1983), pp. 152-56.
10) Bennett(2001), p. 222.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

93

의미있는 것은 목적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였
음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Ⅲ. 의식적 목적론과 표상적 내용의 인과적
효율성의 문제
베넷의 스피노자 해석과 비판은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만들어냈다. 많은 연구자들은 스피노자 철학의 비정합성에 대한 베넷의 주
장으로부터 스피노자를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입장은, 스피노자 철학을 특정 유형
의 목적론을 허용하는 철학체계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베넷이 스피
노자의 비정합성을 주장하게 되는 전제에는 스피노자가 모든 종류의 목적
론을 거부하는 철저한 반목적론자라는 해석이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넷의 비판자들은 그의 강한 전제부터 문제 삼는다. 예
를 들면, 컬리(E. Curley)는 스피노자가 인간 행위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스피노자가 뺷윤리학뺸 1부의 부록에서 “모든
목적인들은 인간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문맥 속에서 읽을 것을 그는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스피
노자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은 미리 설정된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앞의 문
장은 “우리가 자연(혹은 신)에 부과하는 모든 목적인들은 인간의 허구에 지
나지 않는다”라고 읽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해석은, 베넷이 수정되지
않은 과거 단계의 흔적으로 치부하였던 스피노자의 언급, 즉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위한다”(E, I, app.)는 사실 확인을 통해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베넷의 비판자들은 스피노자가 인간의 목적적 행위를 부정했다
고 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스피노자가 모든 편견의 뿌리라
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인간이 목적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에
게 고유한 그러한 행위를 자연 사물들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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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컬리는 스피노자 철학체계 안에 인간 행위의 목적론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11) 컬리를 포함함 베넷의 비판자들이 주장
하고 있는 것이 옳다면, 베넷이 뺷윤리학뺸에서 찾아내고 있는 목적론적 유형
의 서술들은 스피노자 철학 체계의 정합성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피노자 철학 안에서 인간 행위의 목적론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베넷의 반목적론적 해석에서 중요한 근거로서 제시되었던 표상 내용의 인
과적 비효율성이라는 논제에 답해야 한다.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
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두 가지는 서
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그 첫째는 표상 내용이 인과적 효율성을 지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은 베넷의 논의가 겨냥하고
있는 ‘의식적 목적론’(thoughtful teleology)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유형의
목적론의 가능성을 스피노자 철학 안에서 논증하는 것이다.
우선 전자의 문제부터 검토해 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식적 목적론
이 성립하려면 미래 사건에 대한 표상이 인과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베넷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인과적 효율성을 가
지기 위해서는, 인과적 효율성을 갖는 내적 성질(형상적 본질)과 관계적 혹
은 외적 성질(표상적 본질)이 합치한다는 것이 논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베
넷에 따르면 스피노자 철학은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베넷은, 뺷윤리학뺸, 2부, 정리 16과 그 따름정리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리들에서 스피노자는 외부 물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그 물체
의 본성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지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넷에
따르면 이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한 관념들이 형성될 수 가능성 즉
동일한 표상 내용을 갖는 상이한 내적 상태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내적 상태가 상이한 표상 내용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
성을 함축한다. 이로부터 베넷은 인과적으로 효율성을 갖는 성질(내적 상태)
와 표상 내용 사이의 합치는 스피노자에게서 배제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12)
11) Cf. Curley(1990), p. 40-41. 컬리가 열어 놓은 이 길에 많은 스피노자 연구자들이 동
참하고 있다. 예를 들면, Garrett(1999), Manning(2002), Nadler(2006), Lin(2006) 등
이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12) Bennett(1990),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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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은 여기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동일한 표상 내용을 갖는 상이한 내적 성질을 갖는 관념들이 있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는 여기에서 스
피노자가 그 정리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스
피노자가 “우리가 외부 물체들에 대해서 갖는 관념들은 외부 물체들의 본
성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지시한다”(E, II, pr. 16, cor.)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관념의 표상 내용과 내적 성질 사이의 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외부 물체에 대해서 갖는 관념은 나의 신체
와 외부 물체와의 ‘관계’, 달리 말하면 나의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서 변
용되는 ‘방식’에 의해 규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물체 A에
대한 나의 관념의 표상 내용은 물체 A에 의해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체
와 물체 A와의 인과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러므로 물체 A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두 관념은 표상 내용에서도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에서 관념의 형상적 본질이 표상적 본질과 합치한다는
점을 부정해야만 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스피노
자의 평행론은 적극적으로 둘 사이의 일치를 보증한다.13) 평행론은 관념들
의 질서 및 연관과 사물들의 질서 및 연관 사이의 동일성을 확립한다.14) 이
동일성은 사물의 행위 역량과 그에 상응하는 관념의 사유 역량의 동일성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동일성은 인과적 역량에서의 동일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것은, 각 관념 혹은 각 물체의 역량은 각각 다른 관념들 혹은 다른
물체들과 맺고 있는 인과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표상 내용의 인과적 비효율성이라는 논제는 스피노자에 대한 잘못
된 이해에 기인한다. 베넷은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구별을 절대화함으로써 인
과적 힘으로서의 내적 성질 혹은 역량이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15)
13) Matheron은 뺷지성개선론뺸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 이론으로 ‘관념들의 형상적 실재성
과 표상적 실재성 사이의 평행론’을 논증한 바 있다. Cf. Matheron(1987), pp. 45-53.
14) Cf. E, II, pr. 7.
15) 베넷이 제기한 표상 내용의 인과적 비효율성의 논제는 많은 스피노자 연구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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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내용의 인과적 효율성이 인정된다면, 미래의 사건에 대한 표상을
매개로 한 목적적 행위가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만을 입증할 뿐이다. 그것이 곧 바로 스피노자에게서 의
식적 목적론이 허용된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나중에 다른 이
유에 의해서 이 가능성은 스피노자에게서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할 것이다.

Ⅳ. 무의식적 목적론: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을 넘어
표상 내용의 인과적 비효율성이 스피노자 철학 안에서 반박되기 어렵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스피노자가 모든 유형의 목적론을 거부했
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표상을 매개로 하지
않는 목적적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렛(D. Garrett)은 이 무의식
적 목적론(unthoughtful teleology)의 가능성을 스피노자 철학 안에서 발견
하면서, 그것을 17세기 동시대 철학자들과 스피노자를 구별시키는 변별적
특징으로 삼는다.
가렛은 코나투스 원리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
다. 그는 이 원리를 일종의 행위 설명 모델로 간주한다. 즉, 코나투스 원리
는 어떤 행위를 그 귀결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한에서 그것은 목적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이 코
나투스 원리는 미래에 대한 표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 아닌 모든 사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들은
“전형적이거나 추정할 수 있는 귀결들에 기초해서 사태들을 선택하고 생산
할 수 있는” “목적론적 선택 과정”16)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이 목
론을 불러일으켰다. 그 주요 연구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Curley(1990), pp.
46-47; Garrett(1999), pp. 318-321; Manning(2002), pp. 192-209; Lin(2006), pp.
327-354; Viljanen(2010), pp. 17-34; Greetis(2010), pp. 25-35. 이 가운데에서도 감정
들의 인과적 힘은 나의 내적 본성과 외부 원인에 의해 폭넓게(widely) 개별화된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베넷의 논제를 비판하고 있는 린의 논변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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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론적 선택 과정이 사유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목적론은 ‘의식적’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이라고 불릴 것이다. 전자는 사유 속
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선택과정을, 후자는 연장 속성 하에서 이루
어지는 과정을 지시한다.
가렛의 이 해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사물들의 본질을 목적론적
선택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나투스가 사물의 현행적 본질에
다름 아니라는 3부 정리 7의 주장은, 코나투스가 스피노자에 의해 비목적
론적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전거로 종종 제시된다. 그런데 가렛은 본질
자체를 존재보존을 위한 목적론적 선택과정으로 이해한다.18) 이렇게 함으
로써 그는 스피노자의 본질 개념을 목적론적 함축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가렛은 스피노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의
근댸적 계승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도 아니고 더욱이 고대의 목적
론을 복원하고자 했던 라이프니츠도 아닌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가장 친화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가렛에 따르면, 데카르트에게는
무의식적 목적론은 존재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데카르트가
실체적 형상 개념을 부정하였고, 또한 스피노자와 다르게 정신과 물체 사이
의 인과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의식적 목적론의 가능성만을 남겨두었기 때
문이다.19)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스피노자 또한 실체적 형상 개념을 부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 가렛은 데카르트의 경우와는 달리 스피노자
에게는 무의식적 목적론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데카르트는 실체적 형상 개념을 부정하면서 물질적 세계
를 순수하게 기계론적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어떤 목적
적 행위도 존재할 수 없다. 목적적 행위는 신의 의지나 그것의 대리자인 인
16) Garrett(1999), p. 325.
17) 코나투스 개념에 대한 이러한 목적론적 이해에는 컬리와 내들러도 동조하고 있다. Cf.
Curley(1988), p. 164; Nadler(2006), p. 19.
18) Garrett(1999), p. 327.
19) Garrett(1999), p. 326.
20) Cf. Epistola, 61, Spinoza(1925), IV, pp. 2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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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지에 의한 행위에서만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가 모두 부정하고 있는 신의 목적론을 받아들
인다.
그러나 가렛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자연을 단순히 기계론적 방식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에 목적론적 설명을 결합하고자 했다. 제
3종의 인식에 대한 스피노자의 요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가렛은 생
각한다. 스피노자에서 제3종의 인식은 개별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겨
냥한다. 따라서 가렛에 따르면, 그것은 한 개체의 존재보존을 위한 목적적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
한다. 요컨대 제3종의 인식은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의 기계적 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것은 목적론적
설명과 기계론적 설명을 포괄하는 설명 유형이 되어야 한다.21)
가렛이 제3종의 인식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스피노
자의 제3종의 인식에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설명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
는 스피노자의 모색을 발견한다. 이 제3의 길은, 사물들을 그 본질들을 통
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고대 철학과 사물들 자체가 아니라 그 양태들을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근대 기계론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
로서, 바로 여기에서 스피노자 철학의 고유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그는 믿
는다.
이러한 해석적 시도에서 스피노자의 무의식적 목적론이라는 논제는 특
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과 인간 및 신의
목적론이 결합된 데카르트 철학체계에 대한 비판적 지양을 함축하고 있기 때
문이다. 결국 가렛이 코나투스 개념을 목적론적 방식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
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토대로 스피노자에게서 무의식적 목적론을 발견하면서
도달하고 있는 결론은 데카르트 기계론의 비판자로서의 스피노자이다.
물론 이 비판에 라이프니츠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
서 그것만으로 스피노자 철학의 고유성이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피노
자의 무의식적 목적론은, 라이프니츠가 실체적 형상 개념을 재도입하면서
21) Garrett(1999), pp. 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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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자했던 목적론과는 구별된다. ‘실체의 정신화’(spiritualization of
substance)라고 부를 수 있는 라이프니츠의 논제는, 무의식적 목적론을 가
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오히려 데카르트는 인정했지만 스피노자는 부정
했던 신의 목적론과 결합되고 있기 때문이다.2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렛이 보기에 스피노자의 무의식적 목적론은
이 점에서 근대 철학의 지형 안에서 독특한 지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목
적론은 다른 어떤 근대 철학자들보다 스피노자를 아리스토텔레스에 친화
적인 철학자로 만든다.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중세 신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
즉 신의 목적론에 대한 부정을 통해 고대 철학 전통을 새롭게 복원시키는
전통의 계승자로 등장한다.
실제로, 컬리는 베넷의 반목적론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17세기라는 역사
적 맥락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즉 베넷이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는
목적론과 17세기의 역사적 맥락에서 스피노자가 염두에 두었던 목적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하면서 컬리는, 스피노자가 뺷윤리학뺸
1부의 부록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아니라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 특히 마이모니데스
(Maimonides)의 목적론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23)

Ⅴ. 코나투스에 대한 반목적론적 해석과 그 함의
이제까지 ‘코나투스와 목적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베넷이 제기한 논쟁적
해석과 그에 대한 주요한 반론을 살펴보았다. 그 주요 논점들은 다음과 같
22) Garrett(1999), pp. 326-28. 물론,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신의 목적론과 라이프니츠의
그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데카르트의 신은 무차별적 의지의 신인데 반해, 라
이프니츠의 신은 좋음으로서의 목적을 고려하는 신이다.
23) Cf. Curley(1990), pp. 44-46. 유사한 관점은 Sangiacomo(2015)에서도 발견된다. 다
만 이 주석가는,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의 대상이 마이모니데스가 아니라 스피노자
의 동시대인 이었던 네덜란드 철학자 헤레보르트(A. Heereboord)의 목적론,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헤레보르트가 의지하고 있었던 수아레즈(Suàrez)의 목적론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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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베넷은 스피노자 철학을 철저한 반목적론의 체계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제시하였다.
B1) 표상 내용은 작용적 인과 관계에서 어떤 효율성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래 사건에 대한 표상을 매개로한 목적론적 설명은 스피노자 철학
안에서 성립할 수 없다.
B2) 인간 행위의 목적론은 신의 목적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B3)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원리를 반목적론적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B4) 그러나 스피노자가 제시하고 있는 코나투스 개념은 실제로는 목적
론적 해석과 반목적론적 해석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비정합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 해석에 반대했던 컬리나 가렛과 같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
(counterargument)을 제시하였다.
C1) 표상 내용은 인과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의
식적 목적론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C2)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은 신의 목적론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인
간 행위의 의식적 목적론이나 무의식적 목적론이 스피노자 철학체계에서
성립될 수 있다.
C3)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은 목적론적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C4) 따라서 베넷이 제기하였던 비정합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베넷의 비판자들과 더불어 B1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의식적 목적론의 성립을 논증하는 것은 아니
다. 그것은 단지 그 ‘가능성’만을 증명할 뿐이기 때문이다. 의식적 목적론이
나 무의식적 목적론이 스피노자에게서 성립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나머지
논점들(B2, B3, B4)에 대한 입장에 의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베
넷의 비판자들과는 다르게 B2와 B3를 긍정하면서 B4를 부정하는 방식의
반론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할 것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

101

1. 인간의 목적론과 신의 목적론 사이의 관계 문제
인간의 목적론과 신의 목적론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스피노자가 목적론
을 비판하고 있는 뺷윤리학뺸1부의 부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로 나타난다.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은 제한적인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유형
의 목적론을 겨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가 배
경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컬리와 가렛과 같은 연구자들이 요청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고찰이
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스피노자가 뺷윤리학뺸1부의 부록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아니라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목
적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두 목적론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가렛이 전제하고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목적론과 기계론은 모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물들의 작용적 인과 작용들은 목적인을 배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요청한다. 사물들의 작용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
다면, 그것은 사물들의 작용을 규제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바로 자연 사물들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리스토텔
레스는 ‘형상’(forma) 혹은 ‘형상인(causa formalis)’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형상적 본질은 각 사물이 실현해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하
다. 따라서 사물들의 작용은 이 목적인이 없이는 사유될 수 없다. 아리스토
텔레스의 주석가인 아퀴나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목적인은 작용인의 원인이다. 목적인이 작용인을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에
서가 아니라 목적인이 작용인이 갖는 인과성의 근거인 한에서 그러하다. 왜
냐하면 작용인은 그것이 작용하는 한에서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오직 목적
인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용인은 자신의 인과성을 목적인으
로부터 가져온다.”24)

24) Aquinas(1961), p. 308 (Carriero, 2005, p. 1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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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필연성과 목적론은 대립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
레스와 아퀴나스의 경우에 필연성은 목적인에서 그 근거를 갖는다. 아리스
토텔레스의 목적론에서 이 목적인은 모든 존재들에 ‘내재하는’ 보편적 원
리이다. 따라서 가렛이 언급하고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의식적 목
적론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목적론이 존재한다.
반면에 신학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목적론은, 사물의 작용 원리
즉 목적인이 그 사물의 외부에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변별적 특징을 갖는
다. 이 점에서 이 목적론은 인간 행위의 목적론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목적론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첫째, 좋음에 대한 인식, 둘째, 목적을 구성하는 그 좋음에 의해 행
위자가 유인됨, 셋째, 이 목적인을 통한 작용인의 규제.25)
그런데 자연 사물들의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것들은
좋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충
족될 수 있다. 어떤 지적 존재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좋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적 존재자는 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목적론에서 신
은 사물들에게 좋음을 부여하는 외재적 원리가 된다.26)
이로부터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이중화된 목적론의 초
상’(two-tiered picture of teleology)27)을 구성하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스
스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지적 존재
자들의 목적론(신과 인간의 목적론)과, 다른 한편으로 신에 의해서 부여된
좋음을 자연적으로 욕구하는 비지성적 존재들의 목적론이 그것이다.
자연 사물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이 신의 목적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 이중화된 목적론은 베넷의 비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스피노
자가 뺷윤리학뺸1부의 부록에서 비판하고 있는 목적론에 합치하는 것으로
25) Cf. Sangiacomo(2015), p. 14. 세 번째의 요소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McDonough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 주의주의자들은 목적인을 ‘원인들의 원인’
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좋음을 인식하더라도 그 객관적 좋음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Cf. McDonough(2011), pp. 185-89.
26)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의식적 목적론이 신의 목적론과 결합되는 이러한 변형은 이미 아
퀴나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Cf. Carriero(2005), p. 118.
27) McDonough(2011),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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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신의 목적론이 인
간의 목적론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컬리는 스피노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
고 있는 목적론의 17세기 버전이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목적론
인 점을 고려할 때, 부록에서의 목적론 비판은 제한적이며 인간의 목적론까
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스피노자에게서 인간
의 목적론과 신의 목적론은 논리적으로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다.28) 그러나 컬리가 주장하는 바로 그
역사적 맥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세의 신학적 목적론은 인간과 신 사이의 유비적 관계에 기초해서 구
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려는 두 목적론의 관계에 대한 스피
노자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없다. 그것
은 결국 부록의 텍스트 안에서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모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자명한 인간학적 사실로서 제시되고 있는 ‘인
간의 욕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요컨대, 인간의 목적론과 신
의 목적론 사이의 관계 문제는 코나투스 개념에 대한 해석에 의존한다.

2.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이 의미하는 것
베넷의 비판자들은 스피노자가 목적론적 편견이라고 불렀던 것의 요체
는 인간이 목적을 위해서 행위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
당하게 자연 사물들에 투영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스피노자가 주장한 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1부의 부록으로 되돌아가 보자. 스피노자는 인간이 욕망을 하고 그것을
28) 조현진(2013)은 스피노자의 목적론 비판이 신의 목적론에 국한된다는 컬리와 가렛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스피노자가 1부의 부록에서 비판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
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는 예외적 입장을 개진한다. 여기에서 논점을 구성하는 것
은 의식적 목적론이 원인과 결과의 도치라는 목적론의 오류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점
이다. 우리는 뒤에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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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고 있지만 원인을 모른다는 전제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이끌어낸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욕구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유롭다
고 생각한다. 둘째, 인간들은 목적을 위해 행위한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귀
결로부터 ‘인간들은 목적인을 찾는다’는 사실을 이끌어낸다. 많은 주석가
들은 인간 행위의 목적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목적을 위해 행위한
다’는 구절만을 주목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스피노자가 인간 행위의 목
적론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은 목적을 위해 행위한다’는 사실은
설명되어야 할 하나의 현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며, 이 결과를 어떤 종류의 원인을 통해 설명하는가에 따라 이 현상은
목적론적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목적론적 방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베넷이 코나투스 개념과 관련하여 스피노자가 비정합성을 보여주고 있
다고 주장할 때, 그는 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노력한
다’(conatur)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코나투스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이끌
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신은 할 수 있는 한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
가시키거나 돕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E, III, pr. 12)는 정리는, ‘f가
x의 존재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x는 f를 행하려는 경향을 갖는다’의 목적론
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9)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목적론적 구
조는 뺷윤리학뺸4부와 5부에서 전개되는 윤리적 성찰을 이끌고 있는 것이기
도 하다.
베넷은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서 코나투스 개념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정
합성을 주장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비정합성이 발생하는 최초의 장소
는 코나투스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 3부, 정리 6의 증명이다. 스피노자는 여
기에서 정리 5에서 제시된 ‘논리적’ 상반성(contrariety)으로부터 ‘인과적’
대립(opposition)으로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스피노자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리 5를 인과적 대립의 관점
에서 서술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30)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정리 5를 순수
29) Bennett(1983), p. 10.
30) Bennett(1983),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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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논리적 관점에서 읽고 있는 것은 베넷 자신으로 보인다. 스피노자가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한, 이 사물들은 상반된 본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들은 동일한 기체 안에 있을 수 없다”(E, III, pr. 5)
고 말할 때, 상반성은 논리적 상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
량에 의해 규정되는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상충관계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사물들이 전체의 부분으로 공존할 수 없다
는 사실은, 그 본성적 상반성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파괴하거나 동화
시키든, 아니면 둘 모두가 특정한 방식으로 전화되든 그 상반성이 소멸되기
전까지 두 사물은 인과적 대립과 투쟁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지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리 5의 상반성은 필연적으로 정리 6의 증명에서
등장하는 ‘대립’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반성을 순수하
게 논리적인 것으로만 읽는 것은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스피노자
존재론의 기본 성격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베넷에 따르면 코나투스 개념의 비정합성은 여기에서만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뺷윤리학뺸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코나투스를 현행적 본
질로 동일화하는 관점, 목적을 욕구로 간주하는 언급들, 선악의 판단에서
욕구가 갖는 선차성 등은 코나투스에 대한 반목적론적 해석을 가능케 하지
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리 6을 포함해서 조건절의 구조를 함축하고 있는
정리들은 코나투스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정당화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 비정합성은 정리 5와 정리 6 사이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엄밀성
의 결여에서 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비정합성은 목적지향적 행위
(노력한다)라는 하나의 인간학적 사실로부터 곧바로 목적론적 해석을 이끌
어내는 베넷 자신의 오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 오류는 베넷의 비판자들이 코나투스를 목적론적 방식으로 독해하면
서 범하고 있는 오류이기도 하다.
스피노자는 1부의 부록에서 이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오류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적 행위의 원
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는 첫 번째 전제로
부터 발생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발생시킨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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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인을 찾는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한다. 그는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욕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그 욕구의 대상 즉 목적이 자신의 행위
의 원인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그 목적의 선택은, 자신이 어떤 원인에 의
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목적적 행위의 주체로 이해하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은 가렛이 코나투스를 목적
론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렛은 본질을 ‘목적론적 선택 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각 사물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가능한 귀결들을 추정하고 그로
부터 어떤 것을 선택하는 목적론적 과정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목적론적 설명은 홉스의 코나투스 개념이 함
축하고 있는 목적론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홉스에게서 코나투스는 생명의
보존이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동물 운동(animal movement)으로서,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추정하고 선택하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두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은, 이 목적론적 형식에서 각 사물은 존
재의 보존 혹은 생명의 보존이라는 독립된 목적을 가지며, 그것의 모든 작
용은 바로 이 목적에 종속되고 그것에 의해 규제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서, 즉 목적인이 작용인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코나투스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록이 비판적으로 겨냥한 것은 단지 신학적 목
적론만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포함
한 모든 유형의 목적론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목적론은, 아
리스토텔레스에서 제시되었던 그 원형적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인을
작용인의 원인으로서 설정한다는 공통적 특징을 갖는다. 스피노자가 뺷윤리
학뺸1부에서 필연성의 형이상학을 정립하면서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목적론적 설정이다. 스피노자가 신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행위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것은 정확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발견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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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즉 목적인에 의해 규제되고 규정되는 필연성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함
축한다. 반대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필연성은 어떤 목적인에도 종속되지 않
은 순수한 작용인과적 필연성, 혹은 어떤 원리나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맹
목적’ 필연성이다.31)
모든 목적론은 이 필연성에 만족하지 않고 ‘필연성의 원리’ 혹은 ‘필연성
의 필연성’을 정초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목적
론적 욕구’는 코나투스를 사물과 구별하는 관점에서도 발견된다.
“모든 관계를 벗어난 형이상학적 좋음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의
효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그들은 이성적 구별을 실제적 혹은 양태
적 구별과 혼동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물 자체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
려는 코나투스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정작 코나투스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둘 사이에는 이
성의 구별이나 언어적 구별(무엇보다도 이것이 오류를 불러일으켰다)은 있
어도 실제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32)

스피노자 말하고 있듯이 어떤 절대적 좋음을 설정하는 목적론적 편견은
사물과 그 코나투스를 구별하는 것에서 온다. 사람들은 사물의 어떤 행위를
필연적 인과관계 하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행위를 온전하게(adequately) 이
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계의 기계적 작동을 파악했다고 해서 시계를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계
적 작동들이 왜,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계의 작용들과 그것들의 이유 혹은 근거를 분리해서 생
각하도록 이끈다. 이 이유와 근거는 작용들과 구별되는 것이면서 그 작용들
이 귀속되어야 하는 담지체로서의 사물,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물의 ‘실
체적 형상’(forma substantialis)에서 찾아질 수 있다.
스피노자는 바로 실체적 형상 개념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 거
부는 목적론의 부정을 의미한다. 코나투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즉 스피노자
3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목적론자 라이프니츠에게 스피노자의 신의 행위가 ‘맹목적인’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Cf. 라이프니츠(2010), 30-33면.
32) Cogitata metaphysica, I, cap. VI, Spinoza(1925), I,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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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실체적 형상을 거부하면서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확립했
던 데카르트의 자연학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33) 데카르트에서 자
연은, 실체적 형상과 같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물체들의 운동을
통해서 설명된다. 따라서 이 운동들은 어떤 자연적 목적(예를 들면, 정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코나투스에서 어떤 형이상학적 목적(예를 들면,
존재보존)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 코나투스는 운동의 본성과 법칙들을 지
시할 뿐이기 때문이다.34)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전유하면서 마찬가지로 물체들을 운동
에 의해서 설명한다. 뺷윤리학뺸2부의 정리 13 뒤에 제시된 ｢자연학 소론｣에
서 개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운동들이라는 점이 논증된다. 여기에서
운동들을 설명해줄 이유와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은 오직 다른 운동
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결정될 뿐이다(lem. 3). 이 각각의 운동이 코나투스
로 규정될 수 있는 한에서(lem. 3, cor.), 개체는 상이한 욕구들로 구성된 복
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자연학적 성찰의 귀결을 스피노자는 코나투
스 원리를 제시한 후에 바로 뒤이어 3부 정리 7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
다.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코나투스는 그 사물 자체
의 현행적 본질(essentia actualis)에 다름 아니다”. 각 사물은 코나투스를 가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코나투스와 사물
을 구별하는 것이 되며 그것을 통해 은밀하게 코나투스 개념에 목적론을 도
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코나투스는 그 사물 자체이고 그것의 본질이다.
스피노자는 앞에서 인용한 정리에서 어떤 사물의 주어진 본질로부터 필
연적으로 어떤 것들이 따라 나올 때 이 ‘따라 나옴’(sequitur)은 욕구 혹은
코나투스의 형태를 띤다고 말하고 있다. 코나투스가 반목적론적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코나투스는 우리의 무지 때문
에 가능성의 지평 속에서 목적지향적 행위로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어떤 오
33) 이러한 관점에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기계론의 관점에서 읽을 것은 제안하는 연구
들에는 Rice(1985), Gillot(2004), Carriero(2005) 등이 있다. 홍영미(2006)는 코나투
스를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나누고, 관성의 원리로서의 코나투스는 전자의
측면에만 국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4) Cf. Cogitata metaphysica, I, cap. VI, Spinoza(1925),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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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지와 그로 인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는 필
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류는 이 사실을 해석하
는 데서 발생한다. 목적지향성을 욕구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설정함으
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 본질을 그러한 목적론적 선택과정으로 해석함으로
써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전도할 때 오류는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은 가렛이 주장하
듯 데카르트 기계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대 목적론을 복원하고자 하였던
스피노자의 독창적인 기획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계론이
라는 근대 자연학의 성과에 기대어 전통의 유산인 코나투스 개념을 전유하
고자 했던 철저하게 근대적인 기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35) 바로 이 기획을 통해 스피노자는 철저한 반목적론의 철학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Ⅵ. 결론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의 문제’는 현대 스피노자 연구에서
중요한 해석적 쟁점을 구성하고 있다. 베넷의 문제제기로부터 촉발된 이 논
쟁은 30여년 동안 다양한 논의들을 산출하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그 주요
논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논쟁이 제기하였던 주요 문제들에 답하
고자 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이 논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스피노자 철학체계에 대
35) 코나투스에 대한 Carriero의 반목적론적 해석에 동조하면서도 Viljanen은 코나투스를
순수하게 기계론의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나
투스에 대한 관성론적 해석(inertial reading)이 개체의 동일성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코나투스는 형이상학적 본질 개념의 도입 없이
는 온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코나투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의 스피노
자 독해를 특징짓는 ‘수학적 본질주의’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지고 있다. Cf.
Viljanen(2011), pp. 109-112. 두 연구자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차이는 우리의 논의의 본질적인 방향(반목적론적 해석)
의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인 것은 아님으로 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10 논문

한 이해가 어떻게 코나투스 개념의 해석에 의존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는 점에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세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스피노자
가 코나투스 개념에 대한 규정에서 비정합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베넷
은 스피노자 철학체계를 둘로 쪼개진 체계로 규정한다. 2) 코나투스를 목적
론적 방식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는 베넷의 비판자들 특히 가렛은 목적론을
도입함으로써 근대 기계론을 넘어서려는 전통의 계승자 스피노자를 그의
코나투스 개념에서 발견한다. 3) 위의 두 입장을 비판하면서 이 글에서 옹호
하고자 했던 제3의 입장은 코나투스에 대한 반목적론적 해석이다. 이 해석
은, 전통의 유산인 코나투스 개념을 데카르트의 기계론의 유산 속에서 재해
석함으로써 철저한 반목적론의 철학체계를 구성한 스피노자를 그려냄으로
써, 그의 형이상학이 근대 자연학의 성과 위에서 구축된 것임을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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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inoza’s Concept of Conatus and
the Problem of Teleology

Park, Ki-Soon
“Spinoza’s concept of conatus and the problem of teleology”
constitutes one of the core issues in contemporary studies on Spinoza.
This issue, first raised by J. Bennett, has generated diverse discussions
by many Spinozist scholars.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ir
major arguments and to respond to them.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polemics on conatus and
teleology consist in demonstrating how the philosophical system of
Spinoza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conatus. Thus,
this article will review three approaches: 1) J. Bennett, who argues that
Spinoza is inconsistent in defining his concept of conatus, claims that
the philosophical system of Spinoza is broken backed. The opponents
to Bennett’s argument propose the teleological reading of conatus;
especially by introducing teleology in the philosophy of Spinoza, D.
Garrett brings a new insight to Spinoza’s understanding, which is
Spinoza overcoming modern mechanism. 3) The third position, which
the article takes, holds the anti-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conatus,
and argues that such a reading is consistent with the philosophical
system of Spinoza. This article argues that Spinoza reinterpreted the
traditional notion of conatus in the perspective of the Cartesian
mechanism; thus, he constituted the thoroughly anti-teleolog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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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hilosophy. In so doing,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Spinoza’s
metaphysics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modern physics.

Keywords: Spinoza, J. Bennet, conatus, teleology, mecha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