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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철학에 있어서 정념과 자유의 문제
1)

이근세(경희대)

【주제분류】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주제어】정념, 자유, 지성, 의지, 코나투스
【요약문】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적 탐구 대상은 정념(patio)의 문제이다. 정념의 의미

를 조명하고, 정념이 객관적 체계와 갖는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정념을 해체하고
능동성(actio)과 존재의 관점에서 정념을 규명하는 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이성적 종합이 추구하는 것은 주관성의 개입 없이 세계 안에서
객관성이 확립되도록, 세계를 가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기획
은 인간의 자유와 형이상학적 초월성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
다. 본 논문은 특히 자유에 대한 스피노자의 관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감각과 정념의 문제를, 상상적 상징주의를 넘어서, 자연주의적 존재론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하며, 이러한 존재론은 자유를 파괴하는 필연의 결정론을 요청한다. 그의
윤리학은 정신에서 주관적이고 비연속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냄으로써, 정신을 보편
적 질서에 위치시키고, 이성적이고 연속적인 기제들을 통해 자신을 통제할 힘을 정
신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획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온전히 실행될 것인
가? 본 논문은 정념과 자유의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해결 방식을 비판적으로 진
단한다. 특히 본 논문은 프랑스의 스피노자 연구자인 빅토르 델보스, 그리고 그의
사상적 동반자이자 행동철학의 창시자인 모리스 블롱델의 관점에 의거하여, 스피노
자의 철학을 비판하고 자유의 개념을 복원하고자 한다.

I. 정념의 문제
철학적 질문이나 과학적 질문은 욕망과 의식에 나타나는 경험적 재료의
불충분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감각과 지각에 기초한 주관성은 절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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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으로 사변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생겨나게 한다. 세계 내에서의
자아의 즉각적 정립은 자연적 명증성에 속하지만,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지닌 비결정성도 마찬가지이다. 혼합적 의식은 욕망을 지배하며, 즉각적

主客)관계로 맞닥뜨리는 감각적 질서

경험은 감각주체와 감각대상이 주객(

와 관련된다.1)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물체에서 자극받는 방식의 모든 관
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동시에 외부의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2) 따라서 주체와 객체가 혼합된 감각적 인상은 원초적 실재론의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각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적 인상이 귀속되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으로
나는 나 자신이 감각하는 것 자체 같지만, 동시에 나는 존재하는 것을 감
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이 나타날 때마다 의심이 명백하게 생겨난다
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일말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감각
에 내포된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성이 감각에 개입하지
않는 한, 감각주체와 감각대상의 관계는 반드시 철학적 문제나 과학적 문

1)

여기서 “주객관계로 맞닥뜨리다”는 피에르 마슈레이(Pierre Macherey)가 상상
의 영역에서의 윤리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주 쓰는 용어인
“objectal”이나 “frontal”을 표현한 것이다. 에티카의 각 부의 증명 체계를 철
저하게 해석한 마슈레이의 5권의 에티카 입문 시리즈는 스피노자 철학의
이해를 위해 매우 유용한 필독서들이다. Introduction à l'Ethique de Spinoza La première partie - La nature des choses, PUF, 1998, Introduction à l'Ethique
de Spinoza - La seconde partie - La réalité mentale, PUF, 1997, Introduction à
l'Ethique de Spinoza - La troisième partie - La vie affective, PUF, 1995,
Introduction à l'Ethique de Spinoza - La quatrième partie - La condition humaine,
PUF, 1997, Introduction à l'Ethique de Spinoza - La cinquième partie - Les voies

2)

de la libération, PUF, 1994.
에티카, 1부, 정리16. 강영계 역, 서광사, 1990. 스피노자의 다른 저작들을
참조할 경우는 스피노자 전집 Spinoza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La
Pléiade, 1954)를 이용했다. 지성개선론은 TRE, 서한집은 “편지”라는 약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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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스피노자가 예시하듯이, 감각을 대상 자체로 간
주하는 시골농부는, 다른 관념이 그의 상태를 동요시키지 않는 한, 태양이
이 땅보다 작다는 자연적 인상을 고수할 것이다. 감각이 전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직 감각의 착각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도 없다.3) 감각주체와 감각대상의 관계가 의식
되지 않은 채, 이 관계의 조건으로서 감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감각
을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즉 실재적으로 경험된 종합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런데 차별화와 불일치는 어떤 소여에 대한 과거의 긍정을 천착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4) 이미 조직된 체계 없이는 갈등도 동의도 반대도 없다.
달리 말하면, 일말의 감각적 경험에도 자신이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을 고
수하려는 성향을 가진 근본적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신은 명
석 판명한 관념을 지닐 때나 혼란한 관념을 지닐 때나 자신의 존재 안에
무한한 시간 동안 지속하려고 하며 또한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의식한다

同化)는 욕망에 보편성과 개별성의 적어도

.”5) 따라서 감각적 소여의 동화(

함축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바로 이러한 양면성이 감각적
삶에 존재하는 문제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동물적인 감각의 순수한 이질성
에 안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무런 철학적 문제도 과학적 문제도 발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은 추상일 뿐이다.6)
게다가, 유한한 존재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은

3)

“영혼에, 참되건 거짓이건, 단 하나의 관념만 있다면, 의심은 없을 것이고, 또
한 확실성도 없을 것이며, 단지 감각만이 있을 것이다. 관념 그 자체는 특정

4)

한 감각에 다름 아니다.” TRE, 78절.
현존의 구성적 활동을 습관으로 보는 분석으로는 로랑 보브(Laurent Bove)의
저작 La stratégie du conatus(코나투스의 전략), Paris, Vrin, 1996. 특히 19-33쪽

5)

참조.
에티카, 3부, 정리9.
쇼펜하우어 같은 이는 이러한 감성적 직관을 “식물적 지각”으로 간주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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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를 단번에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개
별적인 우리의 욕망을 여러 소여들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지만, 이 소여들
의 무한정한 다양성은 고정적인 최종점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 안에서 전적으로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나를 둘러
싸고 있는 것의 불완전한 원인으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단지 부분적 원인
에 불과한 어떤 것이 우리의 내부에 생기거나 우리의 본성에서 생길 때,
나는 우리들이 작용을 받는다고 말한다.”7) 정념은 경험의 비충전성 속에서
계속되는 상상의 활동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감각과 지각에 종속된
다. 따라서 판단은 주관적 필연성의 해석적 방식 속에서 대략적으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각각의 경험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체
험들은 근원적인 이질성들로 나타나며, 각각의 경험적 종합은 제국 속의

場

제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감각과 지각의 장( )은 무한정한 다양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지각과 감정은 육체적 변용을 통해 형
성된 감각적 인상이 변용시키는 의식 상태를 표현한다.8) 개별적 지각들처
럼, 감정(정서)들은 무한정하게 다변화되며, 서로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나
타낸다. “어떤 개인의 각각의 정서는 마치 어떤 인간의 본질이 다른 인간의
본질과 다른 만큼 다른 사람의 정서와 다르다.”9) 그리고 감정들은 수많은
방식과 다양성에 따라 서로 조합될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의 끝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감각적 삶의 객관성의 문제는 불가피하므로, 감각적 인상
의 통일성은 문제들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념의 영역, 즉 감정들의
지배는 이질적인 경험적 양상들로부터 펼쳐지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철학
7)
8)
9)

에티카, 3부, 정의2.
에티카, 3부, 정의3 참조.
에티카, 3부, 정리59, 주석. 여기서 “감정”, “정서”로 표현되는 단어는
affectus의 번역어들이다. affectus는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용어이다. 최
근 들어 “정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쁨, 슬픔, 분노 등 개별적인 감
정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어색한 감이 있다. 필자는 일상적인 용어인 “감정”으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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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지주의적 일원론의 빛으로 원초적 실재론을 진단하고 영원의 관점 하
에(sub specie aeternitatis) 자연주의적 윤리학을 해결로 제시하려는 노력이다.
실제로, 스피노자에게는 두 질서를 안정적인 균형 관계에 놓는 것이 관
건이다. 첫 번째 질서는 사물들의 통상적 진행과정에 따라, 그리고 주관성
과 상관관계에 있는 비연속성에 따라, 감각적 소여들이 무한정하게 연쇄되
는 질서이다. 이는 현존의 인과성, 혹은 스피노자의 용어로 간접 무한 양태
들이다.10) 두 번째 질서는 동질적 요소들이 절대적 연속성 속에 정돈되어
있는 질서이다. 이는 본질의 인과성, 혹은 직접 무한 양태들이다.
달리 말하면, 주관적 요소들이나 경험적 사실들을 수학적 연역과 이성적
절차를 통해 제거하거나 객관적 질서로 환원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스피노
자는 주관성을 환상의 실체로 간주하고 제거하기 위해, “목적에 관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형의 본질과 성질에만 관계하는” 수학적 규범, 즉 자연 질서
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즉자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수학적
규범을 채택했다. 어떻게 질의 질서가 양의 질서와 통합될 것인가?11) 모든
문제는 감각적 혼란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정념의 조건을 구성하는 감
각적, 지각적 양상들에 어떤 방식으로 개념적 질서를 적용할 것인가?
10)

사실, 스피노자가 구상한 존재론 체계에서는 비연속성의 자리는 없다. 명확히
드러난 지성과 자연의 개념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 전체의 얼굴”(facies
totius universi)은 단절이 없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단계로
독자를 이끄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상상들이 비연속적
방식으로 다변화되는 영역에 있다. A. Rivaud, “La physique de Spinoza”, in
Chronicon Spinozanum 4(1924/26), 27-8쪽 참조. 그리고 에티카 자체에서, 특
히 5부에서 스피노자는 현존의 전체적 연속성의 향유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
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비연속성을 연속성으로 점진적으로 변형시켜가는

11)

과정이 에티카에 나타나는 윤리적 여정이다.
질과 양의 문제에 관해서는 Ch. Ramond, Qualité et quantité dans la philosophie
de Spinoza, Paris, PUF, 1995를 참조하라. 저자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작업은
신과 속성들만이 질의 질서에 속하고, 나머지, 즉 모든 양태들은 양의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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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념의 분석과 통일성의 조건
감각의 질적 다양성을 제거하거나 엄격한 정확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의 객관적 질서를 곧바로 정립함으로써, 그 동질적 특성을 통해 주
관성의 요청을 덧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스
피노자는 이러한 외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법으로 정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지 않는다. 동질화 작업이 경험의 이성적 확립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경험도 동질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즉, 스피노자는 경험적 사실들의
공통적 특성들을 파악하여, 지성에 의해 그 진행이 규정되는 질서에 이 특
성들을 통합시키고자 한다.12) 경험적 종합들을 동질적 요소들로 해체하고,
개념적으로 이해된 요소들의 구성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일원론적 체계
로 건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험은 이성적 절차가 진리로 확립할 대상들을 제공한다. 지각적, 감정
적 질서의 무한정한 비연속성에서 빠져나오고, 그러한 질서를 개념적 연쇄
의 질서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사실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
며, 어떻게 말하자면, 다르게 느껴야 한다.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전에,
일종의 심리학적 방법이 요청된다. “지속적인 성찰과 집요하고 확고한 의
도”13)와 함께하는 재조직 작업 후에 비로소 지성적 연쇄가 가능하다. 이러
한 잠정적 중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은 현상들의 몇몇 관계들
에 대한 이성적 처리를 위한 몇몇 출구를 확인하게 해준다. 절대적 가지성
을 갖춘 관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어떻게 그 세계가 모든
지식이 집결되는 중심으로서 의식의 표면에 출현하는지 아는 것은 다른 차
원의 문제이다. 새로운 질서는 현상들의 몇몇 감정적 조화로부터만 출현하
며, 무한정한 비연속성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화를 고려해야

12)

에티카, 5부, 정리10 참조. 5부의 첫 번째 절반은 감정들의 인식을 통한 대

13)

체 작업이 그 주요 내용이다.
편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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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심리학적 혹은 실험적 방법이 이성적 기계론을 표현하는 수학화로
인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보조물로 등장한다. 덜 보편적인 개념들이 더
보편적인 개념들을 우선 이끌어내야, 역으로 더 보편적인 개념들이 덜 보
편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긍정적 감정의 빛이 밝혀지지 않으
면, 정신과 육체가 평행적 관계 속에서 결합되는 단순 요소들의 세계에 의
거할 수가 없다. 이 평행적 관계에서는, 이미 개체화되어 현존하는 외부 원
인들로 인한 운동의 다양한 분산을 고려할 필요 없이, 육체적 요소들이 내
적으로 고찰된다.14) 안정성, 참의 느낌에 의거함으로써, 경험의 잡다한 습
격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때, 비로소 개념적 작업이 전개될 수 있는 것
이다.
경험적 관찰과 수학적 규범의 결합을 통해 결정론적 동질화를 실현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윤리 기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화와 수학화의 관계는

數

세심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수( )의 질서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에 따르면, 수는 그 자체로 연속성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실재적 운동을 수학적 기호들로 재단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수는 실재에
그 관념 대상을 갖지 못하는 상상적 보조물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15) 예를
14)

스피노자의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물체들과 복합적인 물체들의 구분
을 의미한다. 스피노자가 기계론적 법칙의 관념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가장 단
순한 물체들이다. 이 점에 대해 피에르 마슈레이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을, 그들의 본성과 관계들에 대해,
수학적 개체들에 탁월하게 적용되는 표현 유형의 추상적 표현을 제시하는 방
식으로, 동일한 차원에 놓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경험이 제시하는 모습 그
대로의, 사물들의 구체적 실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추론을 통해 대상들
을 완전히 선험적으로 구성하는 이성적 기계론의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들, 가장 단순한 물체들은 이성적 추상들이며, 종이 위에 그렇게 하는 것
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현존도 거기에 조응시킬 수 없는 순수 관념성들이
다.” Introduction à l'Ethique de Spinoza - La seconde partie - La réalité mentale,

15)

PUF, 1997, 141-2쪽.
편지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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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지속은 현존에 다름 아니며, 실제적으로 단절이 없는 흐름으로서, 수
적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속, 단위, 양을 결정하는 데 쓰
이며, 이는 우리가 이들을 가능한 한 쉽게 상상하기 위해서이다.”16) 물론,
무한의 현전을 가정할 경우, 상상적 보조물들의 분할은 무한정하게 전개되
지만, 결국 상상적 보조물들은 무한을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추상
적 구성물들은 사물들의 실재적 운동, 혹은 “자연의 진행”(progressum)을 표
현할 수 없는 상징주의에 속한다.17) 어떤 수를 많은 영(zero)들을 조합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 공상인 것처럼, 많은 원들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
어내려고 하는 것도 부조리한 것이다. 설령 무한히 작은 것이라도 실재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눈속임이다.18)

16)
17)

편지 12.
편지 12. 독일에 스피노자를 알린 주요 인물인 야코비(Jacobi)는 이 점에 대해,
마치 스피노자가 수적 규정을 강조한 것처럼 판단함으로써 혼란을 겪은 것
같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스피노자에게 “속임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Lettres à Moses Mendelssohn sur la doctrine de Spinoza in Les oeuvres
philosophiques de F.-H. Jacobi, trad. de J.-J. Ansetett, Paris, Aubier-Montaigne,
1946, 75-299쪽, 특히 282-3쪽을 볼 것. 야코비의 혼동에 대한 헤겔의 비판도
참조할 수 있다. G.W.F. Hegel, Philosophie de Jacobi in Foi et savoir, trad. de
M. Méry, Vrin, Paris, 1952, 228-270쪽, 특히 234-7쪽을 볼 것. 실뱅 자크
(Sylvain Zac)의 훌륭한 저작에서도 야코비의 혼란스러운 논쟁들을 다룬다.
Spinoza en Allemagne: Mendelssohn, Lessing et Jacobi, Paris, Méridiens
Klincksieck, 1989, 156-185쪽. 스피노자와 야코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 분석으
로는 졸고, 스피노자와 야코비 , 황문수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경희대학교

18)

철학과), 시학사 2003 281-310쪽을 참조하라.
편지 12 참조. 이 편지에 대한 연구로는 G. G. Granger, “L'usage philosophique
des mathématiques au XVIIè siècle” in Mathématiques et philosophie de l'Antiquité
à l'Age classique, Edité par R. Rashed, Ed. du CNRS, Paris, 1991, 287-301쪽을
참조하라. 유사한 관점이 모리스 블롱델에게서도 발견된다. 과학을 초월하며
과학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내적 원리는 “설정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와 도
달 불가능한 한계인 0 사이의 간극”에 위치한다. L'Action. Essai d'une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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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상의 보조물이 전적인 무용성에 빠진다고 말하자는 것
은 아니다. 상상의 보조물은, 지성에 의해 추상작용의 결과로 인정되고 통
제될 경우, 자연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19) 그럼에도 불
구하고, 경험적 대상들이 수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비록 사물들의 크기(양)의 차이가 파악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파악은
수적 질서, 즉 실재에 이르지 못하는 보조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피노자의 관점에 대한 레크리뱅의 요약을 옮겨보자:
“물리 수학은, 참된 연결이 운동하는 물체들 사이에 확립되는 연결이지, 물
체들의 운동을 표현할 뿐인 수들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de la vie et d'une science de la pratique (행동. 삶에 관한 비판과 실천에 관한
학의 시론), in Maurice Blondel. Oeuvres complètes I (모리스 블롱델 전집 1권),
Paris, PUF, 1995, t.I, 126쪽. (이 저작은 앞으로 A로 표기함) 다른 저작에서 블
롱델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계산에 대해서 유사한 지적을 한다: “이 계산은
라이프니츠 자신에게도 도박이나 속임수 같은 것이다. 비이성적인 동시에 실
재적인 이 계산은 자연과 행동의 법정에서는 성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지
만, 분석적이고 논리적 사유에 의해서는 정죄되지 않을 수 없는 허구이다. 이
계산에서는, 양을 설정가능한 모든 양보다 더 작은 양으로 정의하는 요술쟁이
의 수법 덕분에, 양이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19)

이다.” Une énigme historique, le Vinculum substantiale d'après Leibniz et
l'ébauche d'un réalisme supérieur, Paris, Beauchesne, 1930, 63쪽.
스피노자의 물리학에 대한 훌륭한 논문에서 레크리뱅(A. Lécriva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성만이 상상이 제공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연결시
키고 정돈하고 명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물리 수학이 대상들의
특정한 영역에 고유한 지엽적이거나 국부적인 법칙들의 표현이 되는 개념들
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자연 과학은 연장의 유한 양태
들을 그 상호 연결에 따라 사유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상당한 수의 유한 양태
들에 대한 참되고 적합한 인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
과,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개체들과 개별적 본질들의 가지성에 더욱 깊
이 파고들어가게 된다.” “Spinoza et la physique cartésienne” in Cahiers Spinoza
1, Paris, 1977. 235-265쪽, 2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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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타당하다. 우리가 지성을 통해 실체와 영원성이 무엇인지 인식한다
면, 우리는 시간을 지속과 혼동하지 않고, 수를 분류되고 정돈된 대상들과
혼동하지 않을 것이며, 단위를 크기(quantitas)와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더
욱이 우리는 추상적 영역, 데카르트철학의 기하학화된 연장의 영역, 혹은,
그 안에서 연산(
)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수적 관계들이 표상되는
수학의 형식적 공간을, 자연적 존재의 실재적이고,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영역, 즉 그 안에서 자연적 존재가 운동을 실행함으로써 자기의
본질을 표현하는 영역과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20)

물리 수학의 한계와 그 실천적 성공의 조건을 식별해내기 위해서는 보
다 내적인 이해의 영역으로 향해야 한다. 감각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사물들의 지성적 질서를 감각의 영역 안에 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재
의 의미는 우주의 연결을 그 자체로 파악하고 있는 진리, 즉 “한편으로는
인식과 행동의 주체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과 행동의 대상이 참
여하는 실체적 긍정”21)과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더 이
상 과학적 관점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내적인 이해가 필요한 형이상
학적 관점을 요청한다.

III. 자유의 문제와 스피노자의 변칙
감각과 정념의 문제는 수적 질서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원리를 통해 해
결되어야 한다면, 이 원리는 자연의 자발성 자체가 아니겠는가? 이미 베이
컨이 지적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위해, 자연적 물체들을 합쳐놓거

20)

같은 책, 257쪽. 스피노자의 물리학에 대한 다른 탁월한 논문으로는 D.R.
Lachterman의 “The physics of Spinoza's Ethics” in Spinoza: New perspectives, Ed.
Robert W. Shahan & J.I. Biro, Univ. of Oklahoma: Norman, 1978. 77-111쪽 참

21)

조.
스피노자와 도덕의 문제, 빅토르 델보스, 모리스 블롱델, 이근세역, 선학사,
2003, 124-125쪽. 이 저작은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약어 PM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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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떼어놓는 일밖에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자연이 내적으로 수행한다
(reliqua Natura intus transigit)”22)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모
든 것이 자연의 유일 원리에 종속된다고 보는 스피노자의 일원론으로 선회
하게 된다.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며, 신은 모든 것에 존재한다. “존재하
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23) 이
절대적으로 무한하고 분할 불가능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간주할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보게 된다. 목
적론적 환상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신인동형론은 정념의 근원이다. “인간의
판단의 동기들이 인간의 판단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
의 행동의 동기들이 인간의 행위를 효력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24) 비연
속적인 사실들과 부적합한 관념들의 대립을 넘어서, 모든 긍정들을 “의지
주체와 의지 대상의 살아 있는 결합”이며, “자연과 정신의 모든 단계에서
상대적인 형태들로 반복되고 있는 실체적 긍정”25)과 관계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보편적 원리와 어떻게 결합을 이루는지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된다. 질서의 존재를 긍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이 질서
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주지하듯이, 스
피노자의 체계에 따르면, 유한과 무한의 관계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결합을
근거로 영원의 관점 하에(sub specie aeternitatis) 이루어진다. 엄밀히 말하자
면, 결합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야 할 뿐이다. 이성이 영원
한 욕망 자체로서, 지성적 코나투스(conatus)로서, 즉 “자유로운 필연성”26)으
로서 재발견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절대존재의 외부에 자신을 설정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재 외부에 자신의 행동을 설정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가 쟁취한 지복을 통해 자신의 내부에
22)
23)
24)
25)
26)

Novum Organum, trad. de M. Malherbe et J.-M. Pousseur, PUF, 1986, 102쪽.
에티카, 1부, 정리15.
PM, 125쪽.
PM, 128쪽.
편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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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날 감정들만을 통해 지복의 쟁취 속에서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27)
존재론적 질서에서 지성은 자신의 영원한 위상을 발견하며, 우리는 존재
론적 질서를 통해 지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외부성을 내적 필연성에 종
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존재론적 질서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수동성(patio)이 능동성(actio)의 조건이 전혀 되지 않
은 채,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28) 스피노자
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독특한 변칙”29)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문제
가 드러난다.
스피노자가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이행에 관심을 쏟은 것은 사실이다. 이
미 살펴본 것처럼, 스피노자는 경험의 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경험은
질서의 설립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비연속적 경험에서 동질적 경험으로
의, 즉 지성의 영역으로의 이행은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는가? 물론 감각과
정념, 즉 상상의 영역이 그 자체로 유지될 수 없음을 알리는 몇몇 사건들
을 기초로, 우리는 내면화해야 할 외부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스피노자의 글에서 다양한 예시들을 찾을 수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며칠 전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손님방이 이웃집 닭장으로 날아갔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그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오
류를 범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30)

27)
28)

PM, 129쪽.
에티카, 5부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따르면, 능동성의 본성 자체, 즉 지성
(intellectus)은 제2종지의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성
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3종지는 제2종지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다. “세 번
째 종류의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려는 노력이나 욕망은 첫 번째 종류
의 인식에서는 생길 수 없지만, 두 번째 종류의 인식에서는 생길 수 있다.” 
에티카, 5부, 정리28. 그러나 제2종지의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려는 노

29)

력이나 욕망은 어디서 오는가?
PM,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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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식탁에 앉아 먹기보다 사냥감에 매달려, 더 편하게 살 수 있
다고 생각한다면, 목매달아 죽지 않는 것이 무분별한 짓일 것이다.”31)
“인간이 음식과 음료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완벽하게 증명한 후에야 마시고
먹기를 원한다면, 그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32)
“...상실된 선에 대한 슬픔은 그 선을 잃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도 그 선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벼워진다...”33)

경험은 우리에게 무한정하게 넓은 장을 제공하며,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일종의 깨달음을 준다.34) 즉, 경험은 일정한 방식으로 질서의 설립에 기여

30)
31)
32)
33)
34)

에티카, 2부, 정리47, 주석.
편지23.
편지 56.
에티카, 5부, 정리6, 주석.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빅토르 델보스
Victor Delbos는 이미 존재보존노력이 경험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되찾아나가
는 측면을 내재성의 이론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외부에서
보면 그토록 쉽게 순전히 추상적인 구성으로 나타나는 스피노자의 학설은 실
제로, 삶을 이해하기 전에 그리고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야 하며,
경험은 우리를 이성의 방향으로 안내하는 교훈들을 지닌다는 사유에 근거한
다. 이는 내재성 이론의 엄격한 적용이다.” Le problème moral dans la
philosophie de Spinoza et dans l'histoire du spinozisme, Paris, F. Alcan, 1893
(réimpression avec une introduction d'A. Matheron, PUPS, 1990), pp.134-135,
p.209. 델보스 이후에, 많은 위대한 주석가들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들뢰즈(Gilles Deleuze) 역시 같은 차원에서 “기쁜 정념들 속의 유효한 유도 원
리”를 논하며 경험을 강조한다. Spinoza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68, 267쪽. 경험은 “...우리를 적합 관념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59쪽). “우리가 사변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불가능하다”(260쪽). 심지어 들뢰즈는 “진정한
(saut)”가
있다고 말한다(262쪽). 마테롱(Alexandre Matheron)도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
기 위한 “경험적 조건들”을 말하며 유사한 논의를 펼친다. Individ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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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가지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실행되는가?
델보스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인과성의 관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의문을
제시한다.
“스피노자가 묘사한 그대로의 예속 상태는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외부에
있는 것이며, 예속 상태를 설명하는 필연성과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필연
성은 매우 인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 의해
서 존재하며, 또한 외부 원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두 존
재 양태들의 교류와 관계를 가지화하기 위해, 이 두 존재 양태들이 번갈아
가며 서로 종속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35)

간접무한양태들과 직접무한양태들의 연결성이 문제가 된다. 더 나아가
심신평행론에도 문제가 생긴다. 유한양태인 인간은 본질의 인과성과 현존
의 인과성에 속한다. 본질의 인과성에서 인간의 본질은 다른 본질들과 충
돌함 없이 병존한다. 육체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운동의 직선적 측면을
표현하는 이성적 기계론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의 차
원에서 고찰된다. 정신은 파괴불가능한 부분과 동일시되고, “지성으로 정의
되는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36)을 구성함으로써, 부적합한 관념의 습
communauté chez Spinoza,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69, 224-225쪽. “지식
의 발전은 경험적 조건들을 요청한다. 우리의 상상의 내용이 단 하나의 대상
이나 지나치게 소수의 대상들로 환원되면, 우리는 사물들의 공통 특성들을 사
유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한 소수의 대상들은 공통 특성들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 분명하게 분리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밑바탕이 결여되어 있
기 때문이다. 우리의 명석한 관념들이 방해 없이 전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각의 장이 균형 잡히고 풍성해야 한다. 즉 우리의 육체가 세계와 가
능한 한 최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53쪽. 최근에 이르러 마슈레이(Pierre
Macherey)도 “지각 활동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상상과 이성의 연속성을 말
한다. Introduction à l'Ethique de Spinoza - La deuxième partie - La réalité
35)
36)

mentale, Paris, PUF, 1997, p.293.
PM, 129-130쪽.
에티카, 4부, 부록, 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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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들에 저항할 뿐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움으로써 부적합한 관념들
을 보완하고 변형시키는 강력한 영역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현존의 인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바로 이 동질적인 세계의 파악에 달려 있는 것이

直覺) 자체인 무한지성(Intellectus infinitus)을 통해 우리는 현존

다. 신의 직각(

의 인과성을 상상적 착각들이 몰아치는 장소가 아니라, 단절 없는 연속의
세계로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질서와 그 장점들의 가치를 덧없는
세계와 비교하여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이 윤리주체가 어느 쪽에 속해있는
지를 규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의 체계가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정
념(수동성)이 정념인 한에서는 능동을 산출할 수 없듯이, 능동이 능동인 한
에서는 정념을 인식할 수 없다. 결국 스피노자의 체계에는 모호함이 존재
한다:
“본성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어떻게 어느 한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삶의 자발적 조직과 이성적 조
직 사이에 무슨 이유로 정념들에 의한 외형적인 혹은 실재적인 붕괴 활동
이 존재하는가? 정념들은 한 번 사라지게 되면 그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정념들은 순수 이성의 빛으로 영원히 일소된 환상들이며, 자유인
으로서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무에 불과한 것이다.”37)

물론 스피노자와 함께 존재보존노력(conatus)의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다.
즉, 현존을 참되게 파악하려면, 현존을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자연의 힘의
한 부분으로, 즉 코나투스로 규정해야 하며38), 코나투스가 진정 자기 자신
37)
38)

PM, 130쪽.
에티카, 2부, 정리45와 주석 참조. 결국, 세계의 질서는 코나투스 안에서 드
러난다. 정리4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물체나
개물의 관념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주석의
끝부분에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말한다: “비록 각 개물은 다른
개물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각 개물
이 존재에 견지하는 힘은 신의 본성의 영원한 필연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신에 취한 스피노자의 근본적 사유는 젊은 시절의 작품으로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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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지성(intellectus)과 동일시될 때이며, 이러한 동일성만이 실재적이고
정념을 해결해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뿐이다. “무슨 이유로 욕망과 이성의 실재적 동일성
은 즉각적으로 순수 지성의 명확한 형태 아래 나타나지 않고 정념의 혼란

場

한 형태 아래 나타나는가?”39) 정념들의 장( )을 확장시키고 곧바로 정념들
을 그렇게 확장된 만큼의 착각들로서 파괴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역할을
정념들에 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타율성의 법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병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한다면, 물론 이는 스피노자
의 학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일 것이다. 스피노자는 정념의 발생요인,
즉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명확히 부정하며, 자유의지에 대한 비판은 그
의 철학의 영혼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스피노자가 자유
의지의 부조리에 관한 그의 판단을 외부 충격에 의해 움직여진 돌멩이의
예를 통해 종합한 구절을 인용해보자.
“돌멩이가 움직이면서 자신이 계속하여 움직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분명 이 돌
멩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있고 무관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믿을 것이며, 오로지 자신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만의 자유이며, 이 자유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의
식하고 있으나 욕망을 규정하는 원인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리하여, 아기는 우유를 자유롭게 욕망한다고 믿으며, 화가 치민 청년은 화
가 났을 경우에는 복수를 원하며, 불안한 경우에는 도망친다고 믿는 것이
다. 술주정뱅이는 나중에 숨기고 싶을 이야기를 자유로운 결정으로 지껄이
고 있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사람, 수다쟁이, 그리고 이와 비
슷한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행동한다고

라간다. 그는 단논문, 1부의 “신의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5장에서 코
나투스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성개선론에서 “나의 철
학”(mea philosophia)이라고 명명한 에티카에서 “섭리”라는 용어는 완전히 사
39)

라진다.
PM,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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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뿐, 충동에 의해 행동한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
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
든 것이다.”40)

능동성과 존재는 착각과 환상으로 간주된 자유의 비판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적 원인들, 즉 인식되지 않은 결정론의 산물로 간
주된 의식의 부정은 과연 수긍할만한 것인가? 위의 예는 주의 깊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IV. 바람과 바람개비
스피노자는 정념이 함축하는 주체와 객체의 이원성을 넘어서, 모든 것을
보편적 원인으로 환원시키는 일원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보편적 원인은 개
별자들의 어떠한 자발적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 냉혹한 필연성을 통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따라서 자유라는 의식적 감정은 무의식적 원인들의 공상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소되어야 한다. 신만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인 없는 행동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 중에서도 최고의
환상이다.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이야기하거나 침묵하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눈을 뜨고 꿈꾸는 것이다.”41) 유일 실체, 즉 신
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인간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
해 움직이고 있지만, 자신의 고유한 자발성을 가지고 돌고 있다고 상상하
는 바람개비”42)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단순하고 이해가 가능할
40)

편지 58. 이 텍스트는 에티카에서 발견되는 자유의지의 비판과 관련된 중요

41)

한 구절들을 탁월하게 압축하고 있다.
에티카, 3부, 정리2, 주석.
모리스 블롱델(Maurice Blondel), L'Action (행동), t.I, Le problème des causes

42)

secondes et le pur agir(제2원인들의 문제와 순수 행동), Paris, Alcan, 1936;
Nouvelle édition PUF, 1963, 71쪽. 이 저작은 앞으로 AI로 표기한다. 제목이 같
다고 해서 블롱델의 박사논문이자 주저인 1893년의 L'Action. Essai d'une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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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이 예는 사실 자유의지라는 주관적 환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여기서 자유의지에 대한 의식은 부정되기 위해 가정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그 출현 이유를 통해 설명해야 할 자유에 대한 느낌을 아무 이유
없이 가정함으로써 분석의 명목으로 종합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블롱델
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감각적 인식이
나 지성적 인식의 기원과 발전이 아니라, 행동의 느낌과 관념을 생겨나게
하는 원천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순전히 경험론적인 이데올로기가 범하
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43)
물론, 이는 외관들에 대한 이성적 비판으로서, 외관들에서 공상적 의식
을 제거함으로써, 그것들을 보편적 연쇄의 객관적 질서로 환원시키는 것이
라고 말하는 것은 유혹적인 일이다. 그리하여 자유의지는 “그 유일한 설명
이, 실재의 모든 양상들에 내재적인 필연성의 상위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후험적 파생물”44)뿐일 것이다. 그러나 파생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
피노자의 철학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파생 작업을 수행하
는가? 의식적인 것은 어떻게 그 현존을 부정하는 무의식적인 것에 의해 설
명되는가?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적용됨으로써,
스스로 공허해지는 것은 아닌가? 스피노자의 변칙에 따라, 정념이 능동성
에 통합되지 못했다면, 이러한 변칙은 감각성에서 이성으로의 이행과 관련
하여 계속 질문들을 야기하게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이성이 비이성적인

反

것, 더 나아가 반( )이성적인 것을 그 어떠한 합리성에도 결부시킬 수 없
는 가운데, 그것들을 상정하는 데에 자신을 한정한다면, 그러한 이성이 과
연 이성인가?”45)
de la vie et d'une science de la pratique (행동. 삶에 관한 비판과 실천에 관한 학
의 시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바람개비의 예는 당연히 스피노자의 돌멩이의
43)
44)
45)

예를 가볍게 변형한 것이다. 돌멩이의 예는 델보스가 가장 선호하는 예이다.
AI, 71쪽. 이 텍스트에서 블롱델은 행동을 자유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AI, 71쪽.
AI,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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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청을 무로 환원시키려는 스피노자의 시도는 주관성을 확인하
는 심리학적 관점을, 모든 것을 객관적 통일성으로 환원시키는 존재론적
관점과 연결시키는 데에 있다. 블롱델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일원론에는
세 계기가 있다.
1. “경험적 공급들과 구체적 소여들에 대한” 고려: “인간적 정념들과
행동들의 경험과 이로부터 이성적 반성이 도출해내는 개념들.”
2. “일반화를 통해, 통일적 시각, 충전적 긍정, 절대적인 통일성 속에
서, 동시에 필연적, 전체적, 존재론적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말해지
는 진리로 건립되는 다른 본성의 인식”46)의 분출.
3. 결정적인 체계 속으로의 주관적 측면의 재통합: 익명적 비결정성
에 윤리적 여정을 함몰시키지 않으려는 차원.
그러나 이 계기들의 연결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설명되지도 않는다. 주관
성의 비판에 싹을 심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구체성에서 어떻게 보편성으로 이행할 것인가? 앞에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제1종지의 영역에서 제2종지의 영역으로의 이행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는
것을 보았다. 질서가 무질서에 출현하는 근거를 알아냄으로써, 무질서를
보편적 체계로 환원시키는 일이 관건이었다. 우리는 일말의 충전성의 예감
으로부터 자신을 다잡아가는 코나투스의 유연성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스
피노자의 내재성 개념의 적용을 강조할 수 있다.
“인간의 현존은 그의 현존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초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견고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존재보존성향이며, 이 성향은 외
부 사물들의 모순된 다양성 속으로 분산되었다가 스스로 자신을 다시 쟁
취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다.”47)

46)
47)

AI, 72쪽.
PM,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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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재발견하기 위해 코나투스가 동의만 하면
되는 질서가 왜 코나투스의 무의미한 부분을 구성하는 영역을 통해 나타나
는가?48) 이러한 후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역학은 주관성의 비판에
서 나타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제거하는가? 유일실체의 효능으로의 주
관성의 환원은 실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환원 절차에는 모호함이
존속한다. 혹시 환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는 환상을 우선 제거할 때 가
능한 일이다. 그런데 체계가 주관성을 무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환상은
일소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무가, 혹은 무화시켜야 할 항
이 존재의 체계에 나타나야 했는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는 의식도 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데, 바람의 작용을 통해서 바
람개비의 공상적 의식이 설명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49) 따라서, 자연신
(Deus sive Natura) 체계의 필연적 인과성을 원리로 삼는 스피노자의 일원론
적 세계관을 진단하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보존할 수도 없고(이는 일원
론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는(일원론적 체계의 주
요 동력이 적용될 대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처하게 된다.50)
이렇게 자유의 문제는 자유를 때로는 한 소여로서 긍정하고, 때로는 유
일객체의 작용의 이름으로 무로서 부정하는 스피노자의 일원론에서 만족
스러운 해답을 찾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자유의 문제는 체계의 최종적 통
합에 주관적 색채를 입힌다. 블롱델은 그의 스승 중 한명인 부트루(Emile
Boutroux)에 의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순수한 범신론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범신론이 존속하는 것은, 부트루
48)

49)
50)

에티카, 5부, 정리 39, 주석 참조. “정신의 기억이나 상상에 속하는 모든 것
은 지성과 비교해볼 때 거의 무의미할 것이다.”
AI, 74쪽.
블롱델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피노자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지성개선론에서 스피노자가 극단적 회의론자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
을 것이라고 비난한 것을 스피노자에게 되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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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했듯이, 오로지 범신론이 차별화들, 즉 그것들 없이는 아무런 의식
도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차별화들을 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고쳐지고 모순되는 한에서 가능하다. 범신론은 우선 우연,
인격, 능동을 배제한 후에, 동화(
)에서 차별화로, 그리고 생성에서 절대
로, 그리고 간섭 받은 절대에서 상대로 옮겨가면서, 그것들을 재통합하려
한다.”51)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 그 어떠한 특권도 부여되지 않은 채, 모든 개별적
존재들에 스며들어 있다고 인정해야 했던 익명적 필연성이 결국은 우리의
필연성으로 변형된다. 일원론은 총체적 인간주의가 된다. 정념과 상상과
무에 빠져있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로잡고, 사물들을 온전히 인
식하면, 그러한 인식이 절대존재의 인식이 된다. “우리의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 사유의 영원한 양태이고, 이것은 사유의 또 다른 영원한 양태에 의
해서 결정되며 그것은 다시금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처럼 무한히
계속되어 모든 양태는 동시에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지성을 이룬다.”52) 델
보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인간의 존재보존성향의 발전을 규정하는 필연성과 행성들의 운동을 규정
하는 필연성을 같은 종류의 필연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이성에
의해 긍정된 필연성이 인간의 필연성이며, 이러한 필연성이 인간 존재의
위치를 절대 속에 표현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 두
종류의 필연성의 동일성을 부정하게 된다.”53)

다시 한 번, 우리는 무한지성과 인간의 지성의 관계를 내세우며 스피노
자를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사물들을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대로 인
식하는 것은 오로지 무한지성이고, 우리의 정신은 유일실체의 한 부분으로
서 무한지성 안에서 객관화되며, 이러한 것이 바로 신적 산출(production)의

51)
52)
53)

AI, 75쪽.
에티카, 5부, 정리40, 주석.
PM,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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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적 재현(reproduc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결국
주관성은 무로 환원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 델보스의 신중한 판단은
깊이 새겨볼 가치가 있다:
“수학적 속성들의 필연적 연역에서 인간 지성의 고유한 작업을 지우려는
스피노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사실, 비록
극소로 주관적이고 극소로 인간적인 것일지라도, 점진적 파생 행위들을 통
해 이성적 진리의 모든 내용을 전개하는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사실을 신
안에 들여놓는 것 아니겠는가?”54)

스피노자 철학의 위대함은 윤리적 문제를 존재론과의 관계에서 고찰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덕분에 스피노자 철학은 과학주의적
해석의 남용에서 탈피하면서도 윤리학에 보편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 철학의 난점은 유한자의 고유한 활동을 체계에 통합시키지 못한
채, 무한과 유한의 즉각적 통일성을 긍정한 데에 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서, 정념의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의 해결불능성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자유의지의 부정이 정념에서 능동적 행동으로의 이행을 설명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자유의지를 정확히 복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V. 자유의 필연성
지금까지 우리는, 스피노자의 철학이 자유의지의 부정을 주장함으로써
정념과 능동성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정교한 예시
를 통해서도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54)

Victor Delbos, Le spinozisme (스피노자 철학), cours professé à la Sorbonne en
1912-1913, 3ème éd., Paris, Vrin, 1950, 175쪽. 델보스의 판단과 유사한 주저함
은 스피노자의 물리학을 탁월하게 풀어냈던 리보(A. Rivaud)의 다른 저작에서
도 발견된다. Les notions d'essence et d'existence dans la philosophie de Spinoza,
Paris, F. Alcan, 1906, 199-2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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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자유의지를 사실적 소여로 간주함으로써, 즉 이미 함축적으로
그것을 긍정함으로써,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했다면, 그는 질서의 구
축으로 선회하기 위해, 단지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의지를 계속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피노자가 끊임없이 반복하듯이, 절대적
원인으로 옹립된 자유의지의 믿음은 형식적이고 무능력하며, 마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의 효력이 우리 자신에게만 기인하는 듯이, 우리를 쉽사리 오
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피노자 자신도, 자유의지를
제거하려는 순간에, 즉 이질적인 현상들의 무한정한 연쇄에 다시 빠지기보
다는, 그 현상들 속에서 동질성의 서광처럼 출현되는 것을 보존하자고 제
안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자유의지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 같다.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에는 스피노자의 결정론이 이 믿음을 배제하려 할
때에 발견하는 진리의 한 부분이 존재한다. 인간이 자유의지의 실재를 믿
는 이유는 인간의 행동들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무한이 들어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무한으로 인해 인간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
위에서 조차도 무한정하게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다.”55)

정념에서 탈출할 출구들의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자유의 관념은 개별적
인 모든 표상과 동기를 초월하는 무한의 관념을 수반한다. 다수의 소여들
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반성이 개입되며, 여기서 무한의 관념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제공된 암시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동물성으로의 회귀에 만
족할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출현된 의식에 자족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서는, 이 ‘의식의 행위’를 소리 없이 작용한 수많은 힘들의 종합으로 간주
해야겠지만, 동시에 ‘행위의 의식’을 고려해야 한다. 행위의 의식은 “정신적
활동에서의 갈등, 분쟁, 중지, 적어도 부분적인 억제(inhibition)로부터”56) 유
래한다. 그런데 동기들의 대립은 이 모든 의욕들을, 그 자동적 매력을 마비
55)
56)

PM, 136-7쪽.
A,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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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그것들로 환원되지 않은 채, 그 의미를 헤아리는 능력과 관계
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의식 안에서 서로 간에, 그리고 전체와 대립되는 부분들의 관계, 이것이
바로 정확히 말해 반성이다. 반성은 대립적 상태들의 부분적 성격에서 유
래한다. 그러나 연대적이고 대립적인 상태들의 복수성은 다수의 대립물들
모두를 상위의 통일성 속에 포괄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으로 불려야 하
는 능력의 내재적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57)

이러한 억제 능력, 동기들을 서로 관계시키는 반성, 이것이 바로 자유의
관념의 초벌로서 “힘들의 힘”58)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
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 의식이 행동에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는 동기들 속에
는 이러한 동기들을 넘어서고 이것들에 내재하면서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도 고갈되지 않는 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힘이 바로 존
재의 근원적 의지, 즉 스피노자가 말하는 존재보존성향이다.”59)

스피노자의 이성론과 함께, 자유는 기계적 충동이나 자의적 재량에 의해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한 타당하다. “자
유는 단지 자의적 권력처럼 ... 이성의 매개를 항상 마음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지는 않다.”60) 그렇다면 자유는 마치 ‘극복 불가능한 은총에
의해서처럼’ 저항 불가능한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르치는 스피노자
철학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닌가? 자유는 그 동기에 흡수됨으로써 필연성에
자리를 내주지 않겠는가? 이성적 동기의 채택은 그것을 여러 근거들 가운
데 단지 하나의 근거가 아니라, 근거 자체로 간주하게 해주지 않겠는가? 우
57)
58)
59)
60)

A, 146쪽.
A, 153쪽.
PM, 117-8쪽.
A,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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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감각적 상상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정신적 자동기계”61)로
서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는 결정론의 다른 이름이 아니겠는가?
자유는 맹목적인 힘보다는, 관념, 즉 힘들 중 가장 강한 힘을 동력으로 하
는 단순한 정신적 자동성이 아니겠는가?”62) 블롱델은 이러한 질문들을 어
려운 관문으로 판단한다. 보다 정확히 말해, 무한의 관념과 함께하는 반성
과 심사숙고의 계기가 있다면, 코나투스 자신이 결국 자신의 특성들이자
존재론적 질서의 특성들에 다름 아닌 이성적 동기들과 동일시되도록, 무한
의 관념을 이성적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블롱델에 따르면, “자유의 결정론 혹은 소크라테스적 역설의 근대적 형
태”63)라고 그가 명명하는 이러한 성향의 자유 자체를 해방시켜야 한다. 물
론 자유로운 느낌은, 회의론자나 애호주의자의 경우처럼 사산아가 되지 않
기 위해서는, 특정한 동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자유는 원하기를 원하는 자유이며, 우선 자동적인 성향
들의 자연적 효력을 제거함으로써, 그들 중 한 성향에 자신의 결심의 근거
를 설정하는 한에서 비로소 그 동기를 따르는 데에 동의하는 자유이다.”64)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동기는, 그로부터 욕망주체와 욕망대상의 통일성
이 실현되는 것처럼, 그 자체로 진리로서 설명되는 것인가? 여기서 스피노
자의 변칙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다. 스피노자의 체계에 따라 모든 이성적
인 것은 객관적 힘의 표현이라고 할 때, 어떻게 어떤 동기가 다른 동기보
다 유효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 성향들 가운데 한 성향을 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모든 개별적 성향들에 개입되면서도, 그것들에서 고갈되지 않
은 항, 즉 코나투스를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에 현

61)
62)
63)
64)

TRE, 85절.
A, 161쪽.
A, 165쪽.
A,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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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있으며, 그의 모든 후행 의지들을 통해 전개시켜야 하는 선행 의지
가 그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65)고 말하는 것은 코나투스가 모든 동기들
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 동기는 코나투스를 수
단과 목적으로 분할함으로써 비로소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는 모든
개별적인 동기들을 넘어 설정됨으로써 전능해보일지라도, 실재로서는 공허
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실현해야할 개별적 목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한 성향을 자신의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동기를 채택하
는 것은 동시에 다른 동기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결코
한 번에 모두 원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행위의 이유는 가능한 모든 이유
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66) 따라서, 주체가 한 동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
다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을 뿐
이다. 모든 결정은 부정이다(omnis determinatio negatio est).67) 인간은 “의지로
부터 행하는 주체적 의지와 의지의 대상이 되는 대상적 의지”68)로 구분된
다. 블롱델의 철학에서 중추적인 개념이 되는 이 구분은 델보스의 스피노
자 비판에서 이미 나타난다:
“주체적 의지는 주체적 의지인 동시에 대상적 의지여야 하기 때문에 주체
적 의지가 단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중대한 사실이다. 그런데 대상적
의지는 주체적 의지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지 않는다. 주체적 의지에는
어떠한 유한에도 만족할 수 없는 무한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69)

卽自)를 위해 대자(對自)의 공헌을 무시하는 스피노자의

이로부터, 즉자(

변칙을 치유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변칙은 정념과 능동적 행동의 이행을
65)
66)
67)

68)
69)

PM, 118쪽.
A, 166쪽.
A, 166쪽. 물론 이 문구는 스피노자의 것이지만, 블롱델은 스피노자가 부정적
으로 본 것을 긍정적인 사실로 복원시키며 돌려치고 있다.
A, 166쪽.
PM,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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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없는 데 있다. 정념은 존재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 행동
은 정념을 있는 그대로 식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유를 수단-목적의 이원
성으로, 즉 주체적 의지와 대상적 의지의 불일치로서 인정하면, 우리는 그
이행을 일정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
는 자유, 희생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서 자신을 세계에 던지는 자유의 개
념을 복원해야 한다. 물론, 모든 개별적 존재들이 존재론적 원리의 필연성
에 의존되도록 하는 보편체계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철학적 이성이
사물들의 근본과 그들의 엄격한 연쇄를 파악하려 하는 한, 이성의 지도적
개념들을 통해 사물들을 주재하는 결정론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다. 그리고 우리는, 정념들을 전개하는 힘의 논리가 필연성의 인식을 통해
서 인도될 때 비로소 합법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스피노자의 진지한
노력을 알고 있다.70) 그리하여 코나투스는 정념을 평가하고, 이해된 유용
성에 따라 정념을 변환시키도록 해주는 이성적 도구들을 갖추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간존재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결정론이 비
결정성과 우연성 속에 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
“무슨 이유로 결정론은 실재적 원인들과 실재적 결과들을 즉각적으로 인간
의 지성 속에서 연결시키지 못한 채 가능의 무한한 복잡성 속에 분산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무슨 이유로 결정론은 목적들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늘려 가는가? 또한 무슨 이유로 결정론은 목적들의 개념으로부터
수단들의 실현으로 향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이유로 진리인 결
정론이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가?”71)

달리 말하면, 결정론의 진리가 우리의 생성의 굴절을 거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면, “삶에 관한 진리는 삶의 진리와 동일하지 않다”72)는 것을 인정

70)

에티카,4부, 정의1-2 참조. 스피노자는 3부 정리39의 주석에서 정의된 선과 악의 상

71)

상적 표상에 확실한 인식을 개입시킴으로써, 목적성과 함께 선과 악을 재정립한다.
PM, 136쪽.
PM, 139쪽.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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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리고 철학은 삶의 진리를 삶에 관한 진리 안에 재통합시켜야
한다. 스피노자의 용어로 말하자면, 현재적 코나투스(essentia actuale)는 영원
한 코나투스로 직선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영원한 코나투스로부터 직접
적으로 파생될 수도 없다. 코나투스는 모순과 불일치 속에서 표현되는 일
련의 중간항들을 겪어야 한다. 인간 삶의 종합은 구상된 자유를 의지적으
로 발휘할 때, 그리고 자유의 무한한 능력을 한정된 사물들 속으로 던질
때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체적 의지와
대상적 의지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데에 “삶의 모든 기술과 진정성의 모든
노력”73)이 있는 것이다. 자유 없는 삶의 실현은 없다.

VI. 결론
본 논문은 정념과 자유의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해결 방식을 비판적
으로 진단했다. 특히 본 논문은 프랑스의 스피노자 연구자인 빅토르 델보
스, 그리고 그의 사상적 동반자이자 행동철학의 창시자인 모리스 블롱델의
관점에 의거하여, 스피노자의 철학을 비판하고 자유의 개념을 복원하고자
했다. 스피노자에 있어서, 정념과 자유의 문제는 그의 존재론 체계와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철학을 전체적으로 진단하
려면, 그의 존재론에 대한 세밀한 탐구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
나 그러한 작업은 본 논문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스피노자 존재론의 비
판적 진단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한다.

73)

A,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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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 problème de la passion et de la liberté chez Spinoza
Lee, Keunse (Kyunghee Univ.)
La philosophie de Spinoza a pour matière principale le problème de la
passion. En expliciter le sens et la portée, déterminer les rapports qu'elle
entretient avec le système objectif, la dissoudre et la situer par rapport à
l'action et à l'ê̂tre, c'est la visée fondamentale de l'oeuvre spinozienne. C'est le
but de cette synthèse rationnelle que de rendre intelligible le monde, tel qu'en
lui l'objectivité est établie sans intervention du subjectif. Or le projet de
Spinoza ne peut se réaliser qu'en niant la liberté humaine et la transcendance.
Notre étude diagnostique surtout le point de vue de Spinoza sur la liberté.
Spinoza entreprend de résoudre le problème de la sensation et de la passion par
une ontologie naturaliste au lieu de se contenter de le résoudre par le
symbolisme imaginatif. Et cette ontologie exige le déterminisme nécessitariste.
L'éthique de Spinoza s'applique à poser l'esprit dans l'ordre universel en
éliminant ses éléments subjectifs et discontinus et à lui conférer le pouvoir de
se contrô̂ler par les éléments rationnels et continus. Cette entreprise est-elle
réalisable pleinement dans le spinozisme? Notre étude tente d'en relever le
problème et de réhabiliter la notion de liberté en recourant à l'historien français
de Spinoza, Victor Delbos, et à son ami Maurice Blondel, le fondateur de la
philosophie de l'action.

Key words: patio, liberté, entendement, volonté, con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