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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의 물질론*†

1)

김 성 환‡

이 논문의 주된 목표는 라이프니츠의 동력학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 기초라

는 뜻에서 그의 물질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나는 라이프니츠의 물질론의.

핵심 내용이 물체에 내재하는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을 인정하고 수동적 힘

조차 비록 소극적이지만 능동성을 띤다고 보는 능동적 물체론이라고 논증할

것이다 또 나는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의 진화를 살펴보면서 그의 형이상.

학에서 동력학의 흔적을 찾아볼 것이다 나는 물체의 힘과 방향의 보존이라.

는 동력학 원리가 영혼과 신체의 통일이라는 형이상학 원리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동력학 원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논증할 것

이다.

주요어 라이프니츠 동력학 기계론 물체 실체 힘 모나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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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라이프니츠 는 철학 체계를 처음 정식화한 형(G. Leibniz, 1646-1716) 

이상학 서설 Discourse de Metaphysique 에서 결정을 회피한(1686)
문제가 하나 있었다 물체가 실체냐 아니냐는 문제다 형이상학 서설 의. .  
절은 초기 원고에 들어 있다가 최종 원고에서는 사라진 괄호 안의 문34

장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물체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엄밀한 뜻에서 실체들인지 아니면 마“(

치 무지개처럼 참인 현상들일 뿐인지에 관해 따라서 지적이지 않은‘ ’ ,

실체들 영혼들 또는 실체 형상들이 있는지에 관해 결정을 내리려 하,

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사람처럼 그 자체로 단일체. ) ‘ (unum per se)’

를 구성하는 물체들이 실체들이고 실체 형상들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

들이 영혼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 영혼들과 실체 형상

들이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1)

왜 라이프니츠가 첫 문장을 최종 원고에서 삭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려 물체를 실체가 아니라 현상으로 보았기 때.

문이라고 현상론 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해석(phenomenalism)

에 반대할 수도 있다.2) 또 이 글만으로는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이글은 물체 형이상학 실체 현상 영혼 실체형상 단일. ‘ ’,‘ ’,‘ ’,‘ ’,‘ ’,‘ ’,‘

체 소멸 등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계 안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 ’

있는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체의 실체성 문제가 이 개념들과

얽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라이프니츠가 형이상학을 완성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모나드
이론 Monadologia 에서 물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1714) ?
1) G.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절, p. 86. (34 )

2)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현상론으로 해석하는 대표 연구자는 M. Furth, R.

등이며 이 해석에 반대하는 대표 연구자는Adams N. Jolley, D.

등이다Rutherford . M. Furth (1967); R. Adams (1994); N. Jolley

(1986); D. Rutherfor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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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드 이론 에서 물체가 실체인지 아닌지에 대해 한 마디도 직접 말하 
지 않는다 그러나 라이프니츠 연구자들은 모나드 이론 이 물체의 실체.  
성을 부정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핵심 근거는 라이프니츠가.

비물질적 모나드만을 실체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물체가 실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또 물체의 실체성 문제는 물체의 본성과.

힘을 대상으로 삼는 동력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충실하게 논의할 수 없

다 나는 라이프니츠의 동력학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 기초라는 뜻에서.

그의 물질론을 재구성할 것이며 이 물질론의 핵심 내용이 능동적 물체론

이라고 논증할 것이다.3) 또 나는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의 진화를 살펴

보면서 그의 형이상학 속에서 동력학의 흔적을 찾아볼 것이다 이 작업은.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계 속에서 동력학의 성립 요인과 지위를 밝혀줄 것

이고 물체의 실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능동적 물체론2.
동력학의 탄생2.1.

라이프니츠는 년대에 스콜라 철학의 전통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1650

3) 근대 철학자들의 개념 사용법에서 물질 과 물체 의 의미를‘ (mattter)’ ‘ (body)’

엄밀하게 구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맥멀린은 물질 개념이 근대에는 자.

연학자들이 다루는 대상을 애매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근대 철학자들이 자연학의 대상을 좀더E. McMullin (1978), p. 3.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 물질 개념 대신 물체 개념을 선호했다고 생각한

다 그렇다면 물질은 자연학의 대상 전체이고 물체는 그 부분이라고 구분.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그러나 이 구분도 라이프니츠처럼 수동적 물질.

을 능동적 완성태와 함께 물체의 구성 요소로 도입하면 거꾸로 물질이 물

체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 이 글에서 물질과 물체 개념은.

라이프니츠 데카르트 등 근대 철학자들의 원전에 충실히 따라 사용한다, .

또 물질론 은 과학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 이론 물체론 은 물체의 존재와‘ ’ , ‘ ’

본성에 관한 형이상학 이론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물질론은 물체론 외에.

운동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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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자연학을 공부했지만 년대 초 새 기계론 철학으로 전향했다 그1660 .

는 기계론 철학을 계속 옹호했지만 년대 말부터 이 철학의 원리와1660

차이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연학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라이프니츠가.

두 물체의 충돌을 데카르트처럼 물체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코나투스‘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conatus)’ .4) 여기서 코나투스는 물체의 순간 속

도다.5)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물체 자체는 운동에 저항하지 않으므로 물체

의 크기는 충돌의 결과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물체에서 모든 힘은

속도에 달려 있다 이 시기에 라이프니츠의 자연학 원리는 나중에 그의.

표현을 빌면 충돌의 결과가 코나투스들의 기하학적 합성만으로 결정된다

는 것이었다.6)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곧 이 원리가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체가 그 자체로 운동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체가 실제.

로 운동에 저항하는 현실 세계와 어긋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무리

작은 물체도 속력을 잃지 않고 아주 큰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틀린

귀결을 낳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자연학 원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

다.

이 수정 작업은 이미 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한 가지 견해1660

를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견해는 데카르트. (R. Descartes,

의 보존 원리를 자신의 새 보존 원리로 대체하는 것이었다1596-1650) .

이미 호이겐스 는 운동의 상대성 원리(Chrystian Huygens, 1629-1695) 7)

4) 가버에 따르면 이 설명이 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논문1671 ,

추상 운동 이론 의 핵심이다Theoria Motus Abstracti . D. Garber｢ ｣
(1995), pp. 274-275.

5) 코나투스는 라이프니츠의 후기 철학에서 물체에 내재하는 힘 물체가 스스,

로 작용하려는 능동이라는 확장된 의미를 지니고 따라서 라이프니츠 연구

자들은 코나투스를 힘 개념의 선구자로 평가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년대에 사용한 코나투스는 관측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시간과 공간에1660

서의 운동이라는 홉스 의 코나투스와 거의 똑같은 기하학적 의(T. Hobbes)

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라이프니츠의 코나투스는 방향까지 고려한 개념이.

므로 순간 속도라 할 수 있다.

6)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절, p. 161. (18 )

7) 운동의 상대성 원리는 충돌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관측하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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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데카르트의 충돌 규칙이 지닌 오류를 밝혔을 뿐 아니라 복

잡한 기하학 계산을 통해 새 충돌 규칙과 새 보존 원리를 대안으로 제시

했다.8) 새 보존 원리에 따르면 충돌에서 보존되는 양은 크기와 속력의

곱이 아니라 크기와 속력의 제곱의 곱이다 이 양은 호이겐스에게는 데카.

르트의 운동의 양을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지만 라이프

니츠에게는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동력학의 기초가 되었다.

라이프니츠는 년 호이겐스의 논문에서 데카르트의 운동의 양이 충1669

돌에서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년 새. 1671 ｢
자연학 가설 에서 제시한 데카르트의 충돌Hypothesis Physica Nova｣
규칙에 대한 비판은 호이겐스처럼 운동의 상대성 원리가 아니라 독특한

연속성 원리 에 기초하고 있었다 연속성 원리란(principle of continuity) .

자연에서 어떤 변화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사물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중간에 있는 무한히 많은 상태를 아무리 짧은 시

간 동안이더라도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충돌 규칙 는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같은 속2

력으로 충돌하면 두 물체가 함께 큰 물체의 방향으로 같은 속력을 가지

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연속성 원리에 따르면 충돌 규칙. 2

에서 나타난 충돌의 결과는 큰 물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작은 물체의

크기에 접근함에 따라 두 물체의 크기가 같은 경우 즉 충돌 규칙 에서, 1

나타난 결과에 접근해야 한다 충돌 규칙 에 따르면 두 물체의 크기가. 1

같고 운동 방향이 반대일 경우 충돌 후 두 물체는 같은 속력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난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충돌 규칙에서는 큰 물체가.

작은 물체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두 물체는 계속 함께 큰 물체의 방향으

로 운동하다가 두 물체의 크기가 같아진 순간 갑자기 두 물체가 반대 방

향으로 튕겨나게 된다 이는 연속성 원리를 위배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

충돌 규칙 과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1 2 .9)

라이프니츠는 년 자연 법칙에 관해 데카르트와 그 밖의 사람들이1686 

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하건 똑같은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8) R. Westfall (1971), pp. 149-152.

9) 김영식 (2001), p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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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중대한 오류에 대한 간략한 논증 Brevis Demonstratio Erroris

Memorabilis Cartesii et Aliorum Circa Legem Naturae에서 운동‘

의 양 과 힘 을 동일시한 것이 데카르트의 중대한 오류라고 논증했다 데’ ‘ ’ .

카르트에 따르면 운동의 일반 원인은 모든 물체의 모든 운동의 일차 원

인으로서 신이고 신의 작용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운동의 양도 신이 처

음 물질을 창조하고 운동과 정지를 부여한 때와 똑같이 보존된다 데카르.

트의 운동의 양은 물체의 크기와 속도의 곱으로 결정된다.10) 그러나 라이

프니츠는 년대 중반부터 년 모나드 이론 을 발표할 때까지 일1670 1714  
관해서 데카르트의 이 견해를 비판했다.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만일 그 방향이 바뀌거나 외부의 간

섭이 없다면 진자처럼 원래의 높이로 다시 올라갈 만큼 힘을 얻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정은 예를 들어 파운드짜리 물체 를 패덤의 높. 1 A 4

이 만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파운드짜리 물체 를 패덤CD 4 B 1

의 높이 만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과 같다는 것이다 이 가정EF .

은 세기 자연 철학에서 기본적인 것이고 기계론자들도 동의하는 것17

이다 그렇다면 높이 에서 떨어진 물체 는 높이 에서 떨어진. CD A EF

물체 와 같은 힘을 얻는다 이제 두 물체에서 데카르트의 운동의 양B .

이 같은지 살펴보자 갈릴레오의 자유 낙하 원리에 따르면 물체 가. A

의 낙하에서 얻는 속력은 물체 가 의 낙하에서 얻는 속력의CD B EF

두 배다 그러므로 물체 의 크기 과 속력 를 곱해서 나오는 운동. A 1 2

의 양은 이고 물체 의 크기 와 속력 을 곱해서 나오는 운동의 양2 B 4 1

은 다 에서 물체 의 운동의 양은 에서 물체 의 운동의 양의4 . D A F B

반이므로 두 물체의 운동의 양은 다르다 그러나 두 물체의 힘은 같다. .

따라서 운동의 양과 힘은 다르다 힘은 어떤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라는 결과로 측정해야 한다.11)

라이프니츠의 동력학이 탄생한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유명한 논증이다.

이 논증에서 라이프니츠의 주장은 엄밀하게는 운동의 양과 힘이 다르다는

것이지 운동의 양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에 따.

르면 운동의 양과 힘의 구분은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물질 현상.

10) 김성환 (1996), pp. 73-75.

11) G.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절, pp. 69-7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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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장과 다른 형이상학 사

유 즉 힘의 형이상학 근거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질 현상, .

을 연장의 양태들인 크기 운동의 양 등에만 의존해서 이해할 경우 그릇,

된 충돌 규칙을 도출하거나 힘의 보존 원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질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힘의 형이상학 근거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사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또 라이프니츠에게 데카?

르트의 운동의 양 더 나아가 데카르트가 물체의 본성으로 여긴 연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힘2.2.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운동의 양과 구분한 힘은 그 뒤 약 년 동50

안 유럽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논쟁에서 살아있는 힘‘ (vis

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가 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한viva)’ .

동력학 요약 Specimen Dynamicum 에 따르면 살아있는 힘은(1695)
파생적 능동적 힘 에 속한다 동력학 요약 에‘ (derivative active force)’ .  

서 힘들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근원적 힘과 파생적

힘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의 구분과 조합으로 성립하는 네 가지 힘이,

다.12)

첫째 근원적 능동적 힘 은 모든 실체에 내재, ‘ (primitive active force)’

하는 작용의 원리로서 영혼 또는 실체 형상이다 실체 형상은 라이프니츠.

가 이미 형이상학 서설 에서 개별 실체의 본성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신에 의해 창조된 실체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작용과 수용이 속하는 것은

개별 실체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전통에 따라 개별 실체란 여러 술

어가 속하는 주어이며 이 주어는 다른 것의 술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곧 이 정의가 명목적일 뿐이므로 불충분.

하다고 말하고 개별 실체의 본성은 주어의 모든 속성을 연역할 수 있는

완전 개념 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complete notion)’ .13)

12)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절, pp. 155-157. (6-9 )

13) G.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절, pp. 59-6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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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의 논법대로 만일 물체가 실체라면 물체의 본성이 크기 모,

양 운동만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체가 지닌 개념이 불완전하,

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완전 개념에는 연장의 양태들과 다른 비물질적.

인 것 즉 영혼도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끌어들인, .

것이 실체 형상이다 스콜라 철학에서 실체의 감각 지각할 수 없는 본질.

적 속성으로 규정된 실체 형상은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완성태 영혼 근, ,

원적 능동적 힘의 다른 이름이다.

둘째 근원적 수동적 힘 은 작용을 받고 저, ‘ (primitive passive force)’

항하는 힘이며 스콜라 철학자들이 제일 질료 라고 부른 것이다 토마스‘ ’ .

아퀴나스 에 따르면 제일 질료는 실체의(Thomas Aquinas, 1225-1274)

변화의 바탕에 있는 규정되지 않은 요소다 예를 들어 소가 풀을 먹고 살.

이 찌는 경우 풀과 살에 모두 있는 요소와 그 요소를 처음에는 풀 나중,

에는 살이라고 규정하는 요소가 다르다 두 번째 요소는 실체를 특수한.

유와 종에 속하게 규정하는 형상이며 첫 번째 요소가 규정되지 않은 제

일 질료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제일 질료는 형상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시간 면에서 형상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함께 창조된

다 제일 질료는 실체 형상과 함께 실체를 구성한다. .

셋째 파생적 능동적 힘 은 근원적 능동적 힘의 제약 이며, ‘ ’ ‘ (limitation)’

이 제약은 물체의 충돌에 의해 일어난다고 규정된다 실제로 운동을 수반.

하는 살아있는 힘과 아직 운동이 없고 운동하려는 충동만 가진 죽은 힘

이 파생적 능동적 힘에 속한다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죽은 힘의 예는 원.

심력 무거움의 힘 구심력 굽은 탄성 물체가 회복하려는 힘 등이며 살아, , ,

있는 힘의 예는 얼마 동안 낙하한 물체의 충격 얼마 동안 자기 모양을,

회복한 활의 충격 등이다 그에 따르면 살아있는 힘은 죽은 힘의 무한히.

연속되는 더함에서 생긴다 예를 들어 무거움의 힘 즉 중력 자체는 죽은. ,

힘이지만 이 힘이 얼마 동안 작용하여 낙하한 물체가 지닌 충격은 살아

있는 힘이다 이 얼마 동안에도 시간의 점인 순간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힘은 죽은 힘의 무한히 연속되는 더함에서 생긴다.

넷째 파생적 수동적 힘 은 운동의 부가에, ‘ (derivative passive force)’

저항하는 힘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제이 질료에서 나타난다 토마스 아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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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에 따르면 제일 질료는 규정되지 않은 질료이므로 형상을 개별화하

는 원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제이 질료는 형상을 개별화하는 원리로서.

양적으로 한정된 질료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가 제이 질료에서 나타난다.

고 말한 파생적 수동적 힘은 질량이라고 볼 수 있다.14) 물체가 운동의

부가에 저항하는 힘은 관성에서 비롯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며

이 힘은 물체의 고유한 값으로 계산되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근원적 힘과 파생적 힘의 구분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의 구분이 지닌,

의의는 무엇일까 근원적 힘은 실체의 궁극적 작용과 수용의 원리를 가?

리키며 능동적인 실체 형상과 수동적인 제일 질료로 구성된다 파생적 힘.

은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제약을 받을 때 나타나는 능동적인 살

아있는 힘이나 수동적인 질량으로 표현된다 실체 형상과 제일 질료는 실.

체를 연구하는 형이상학의 원리이고 살아있는 힘과 질량은 물체의 운동

원리를 탐구하는 동력학의 관심사다 따라서 근원적 힘과 파생적 힘의 구.

분은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계에서 형이상학과 동력학의 관계를 보여준다.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의 전통적 근본 문제인 실체 개념을 설명할 때

그토록 호소한 실체 형상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실체.

형상은 형이상학에서는 중요하지만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동력학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는 기하학자가 형상으로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고 우.

리가 경험하는 사물의 특수한 개별 원인을 설명할 때 형상에 호소할 필

요가 없다고 주장한다.15) 이 주장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는 형상에 호

소하지 않는 기계론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비판한다 이 기계론은 실체.

의 힘을 부정하는 형이상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실체는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을 모두 가진다 실체의 근원적 능.

동적 힘은 실체 형상이며 물리적으로 죽은 힘 살아있는 힘과 대응하는,

파생적 능동적 힘을 통해 물체의 작용의 원인이 된다 실체의 근원적 수.

동적 힘은 제일 질료이며 물리적으로 질량과 대응하는 파생적 수동적 힘

14) R. Westfall (1971), p. 318.

15) G.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절, pp. 61-62 (10 );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절, p. 15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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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물체의 저항의 원인이 된다 라이프니츠의 눈으로 보면 기계론은.

실체의 근원적 힘에서 비롯한 물체의 파생적 힘을 형이상학 기초로 전제

할 때 달리 말해서 자신의 동력학을 형이상학 기초로 받아들일 때 자연,

현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버. (D.

는 라이프니츠의 동력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형상과 제일Garber) “

질료의 형이상학과 기계론자들의 자연학을 연결하는 힘의 과학 이라고 규”

정한다.16)

그렇다면 물체가 실체일까 얼핏 보면 이 물음에 관해 동력학 요약?  
이 시사하는 대답의 기준은 근원적 힘과 파생적 힘의 구분이다 이 구분.

에 따르면 물체는 파생적 힘의 주어이고 근원적 힘의 주어는 실체다 근.

원적 힘이 실체에 속하고 파생적 힘이 물체에 속하며 파생적 힘이 근원

적 힘의 제약이라면 물체는 실체의 제약 곧 실체의 현실적 양태 또는 현,

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력학 요약 에서 물체의 실체성 문제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관점이 이처럼 간결한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완전히 정지한 물체가 있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물질 실체 자체에 내재하는 근원적 능동적(corporeal substance)

힘이 있다 또 물질 실체에 대한 미숙한 관념이 비록 거짓은 아니. …

더라도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물체의 본성

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미숙한 관념은 오로지 감각적.

상상 에서 나온 것이며 그 자체로는 매우 탁월(sensory imagination)

하고 참된 입자론 철학에 몇 해 전 부주의하게 잘못 도입되었다 이는.

입자론 철학이 물질의 완전한 비활성이나 정지를 배제할 수 없고 또

파생적 힘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증명

된다.”17)

라이프니츠가 물질 실체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물체를 실체로‘ ’

인정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표현은 물체를 실체로 가정하는 관점.

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감각적 상상이 물.

질 실체에 대한 미숙한 관념의 원천이라고 해서 라이프니츠가 물체를 실

16) D. Garber (1995), p. 293.

17)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절, p. 15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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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니라 현상으로 본다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 주장은 물체가 실.

체냐 아니냐는 문제보다 물질 실체에 대한 미숙한 관념이 어떻게 생기느

냐는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 실체에 대한.

미숙한 관념이 감각적 상상에서 나온다면 성숙한 관념은 이성에서 나오

고 물체의 본성이 힘이라고 알려준다 물체의 실체성 문제는 동력학 요. 
약 에서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다.
한편 물질 실체에 대한 미숙한 관념이 거짓은 아니더라도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미숙한 관념의 불완전성은 물질의?

완전한 비활성이나 정지를 허용하고 파생적 힘에 관한 법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불완전성을 가진 입자론 철학은 데카르트의.

자연학이 대표한다 이제 라이프니츠가 관성 연장 등에 대한 데카르트의. ,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자.

관성 침투 불가능성 연장2.3. , ,

물체의 관성에 대한 갈릴레오 의 고전적 정의는(G. Galilei, 1564-1642)

물체가 운동과 정지에 무관하다 는 것이다 물체가 운동과 정(indifferent) .

지에 무관하다면 물체의 운동이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아리

스토텔레스처럼 외부의 운동인 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외(mover) .

부의 운동 원인은 물체의 운동이나 정지 상태를 바꾸는 데 필요하다 따.

라서 외부의 작용이 없는 한 물체가 운동이든 정지든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관성 원리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 뿐만 아니라 새 자연학 가설 을 쓴 젊은 시절｢ ｣
의 자신도 관성을 운동에 대한 무관함으로 이해했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

의 자연학적 근거는 만일 관성을 운동에 대한 무관함으로 이해하면 현실

과 어긋나는 논리적 귀결18)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라이프니츠의 대안.

은 관성을 근원적 수동적 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18) 이 귀결은 충돌하는 물체가 아무리 작더라도 충돌되는 아주 큰 물체를 함

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p. 161.

절(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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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근원적 수동적 힘 글쓴이 은 왜 물체들이 서로 침투할 수 없고“ ( - )

서로에 대해 장애물이 되는지 또 왜 물체들이 운동에 대해 일종의 게,

으름 말하자면 혐오 를 지니고 자신에게 작용하(laziness), (repugnance)

는 물체의 힘을 어느 정도 줄이지 않고서는 자신이 운동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지 설명해 준다.”19)

라이프니츠가 관성을 게으름 혐오 등 감정이 섞인 낱말을 사용해서‘ ’, ‘ ’

설명하는 것은 신비주의 전통의 영향을 보여주지만(occultism) l ,20) 게으‘

름 혐오 는 모두 저항 의 다른 표현이다 만일 물체가 운동하거나 정지’, ‘ ’ ‘ ’ .

하는 것에 무관하면 자신의 운동이나 정지 상태를 바꾸는 데 저항하지

않지만 운동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싫어하면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데 저

항한다 라이프니츠에게 관성은 물체가 자신에게 작용하는 다른 물체의.

힘을 줄이는 저항의 힘이다 따라서 작용을 받고 저항하는 힘이라고 정의.

된 근원적 수동적 힘이 관성의 원인이다.21)

근원적 수동적 힘은 물체의 침투 불가능성 도 설명해(impenetrability)

준다 울하우스 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침투 불가능성 또. (R. Woolhouse)

는 강체성 은 단단함 과 구별해야 한다(solidity) (hardness) .22) 단단함이 물

체에 압력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면 침투 불가능성

은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물체.

가 다른 물체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면 충돌할 때 장소를 바꾸지 않고

19)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절, p. 156. (7 )

20)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신플라톤주의 르네상스 자연 마술 카발, ,

라 중국 철학 등에서 많은 신비주의 전통을 흡수했다 라이프니츠와 신비, .

주의 전통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 Coudert, R. Popkin, G.

김성환Weiner, eds. (1998); (2004).

21) 관성 침투 불가능성 연장 등이 근원적 수동적 힘과 파생적 수동적 힘 가운, ,

데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웨스트폴은 관성 침투 불가능성 연장 등이 근원적 수동적 힘의 파생. , ,

현상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파생적 수동적 힘에 속한 것으로 보지만 울하

우스와 가버는 이런 속성들이 제일 질료 즉 근원적 수동적 힘에 속한다고,

본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인용한 원전에 근거해 울하우스와 가버의 견해를.

따른다. R. Westfall (1971), pp. 18-19; D. Garber (1995), pp. 290-291.

22) R. Woolhouse (1998),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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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도 있다 물체의 침투 불가능성은 다른 물체가 내.

부로 침투하는 데 저항하는 힘이며 따라서 관성과 마찬가지로 근원적 수

동적 힘을 원인으로 삼는다.

물체의 연장도 물체가 다른 물체의 침투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직접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연장을 길이 너. ,

비 깊이 등 기하학으로 다룰 수 있는 차원 을 하나 이상 가, (dimension)

진 것이라고 정의한다.23)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연장을 기하학 관념들로만

정의하면 물체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

르면 연장은 근원적 수동적 힘의 확산 또는 연속적 반복‘ (diffusion)’ ‘

이다(continuous repetition)’ .24) 연장이란 마치 풍선 속의 공기처럼 저항

의 힘이 동시에 외부로 확산되어 있거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기계론의 주요 개념들인 연장 침투 불가능성 관성 등을, ,

모두 수동적 힘 개념으로 환원한다 그는 갈릴레오가 운동에 대한 무관함.

으로 정의한 관성을 운동에 대한 게으름 혐오 저항으로 해석하고 데카, ,

르트가 기하학의 차원으로 정의한 연장을 저항의 확산 또는 반복으로 해

석한다 라이프니츠가 연장 침투 불가능성 관성 등의 개념이 무의미하고. , ,

이 개념들에 기초한 기계론이 쓸모없다고 평가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

개념들과 기계론은 힘 개념에 대한 형이상학 사유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

에 미숙하고 불완전하다 이것 힘 글쓴이 과 관련된 형이상학 법칙들을. “ ( - )

연장의 법칙들에 보태야 내가 운동의 체계적 법칙들이라 부르는 것이 성

립한다.”25)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관성 개념을 운동에 대한 물체의 무관함으로

평가한 것은 그의 자연학을 조금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데카.

르트의 자연학도 물체의 저항 힘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카, .

르트는 가지 충돌 규칙을 도출하는 전제로 삼은 운동의 특수한 제 법칙7 3

을 설명할 때 이 개념들을 도입하고 특히 관성을 힘 개념으로 규정한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만일 그 물체가 직선으로 계속 운“

23) R. Descartes, Rules for the Direction of the Mind, pp. 62-65.

24)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절, p. 168. (36 )

25) G. Leibniz, Specimen Dynamicum 절, p. 16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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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려는 힘이 다른 물체의 저항보다 작으면 그 물체는 방향을 바꾸지만

운동의 양을 유지한다.”26)

그러나 데카르트의 힘이나 저항은 물체를 능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 아니다 이 힘과 저항은 모두 운동의 특수한 제 법칙이 규정한. 1

똑같은 상태를 지속하려는 물체의 경향 에서 유래하고 따라서 물체에서‘ ’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원인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힘은 물체.

의 상태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그 상태를 지속하려는 힘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물체는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원인을 내부에 가질 수 없고

언제나 다른 물체의 운동에 의해서만 변화할 수 있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이다.27)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힘은 근원적이든 파생적이든 또 능동적이든 수동

적이든 모두 실체 또는 물체에 내재한다 만일 물체가 실체라면 물체의. “(

본성은 크기 모양 운동만일 수 없다, , .)”28) 물체가 실체라면 물체의 본성

은 힘이다 물론 힘이 물체의 본성이더라도 논리적으로 물체는 실체가 아.

닐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체가 실체이든 현상이든 힘을 내장하.

고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활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뜻에서 능동성을 지닌다

는 점이다.

웨스트폴 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동력학에서 물체의 수(R. Westfall)

동적 힘 또는 저항 개념은 실체를 능동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의 일부다.

라이프니츠는 운동에 무관한 물체를 거부하고 작용받는 물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관성에 의해 반드시 반작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관성을 물체의

자기 활동성 속으로 용해하기 때문이다(self-activity) .29)

26) R. Descartes, Principles of Philosophy, 운동의 특수한 제 법칙p. 242. 3

은 만일 어떤 물체가 자기보다 더 강한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을 잃지 않고 운동의 방향만을 바꾸며 만일 어떤 물체가 더 약

한 물체와 충돌하면 그 물체는 일정한 운동의 양을 잃고 그 운동의 양을

다른 물체에 나누어 준다 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가지 충돌 규칙은 이 제” . 7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운동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3 .

27) 김성환 (2003), pp. 320-323.

28) G.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절, p. 6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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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의 물체는 설사 현상 차원이더라도 스스로 작용하고 저항하

는 힘을 내장하고 있다는 뜻에서 능동적 물체다 저항의 힘은 주로 외부.

의 작용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동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이런 힘조차 없으면 물체가 외부의 작용에 저항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

하자면 작용의 적극적 능동성에 비해 소극적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라이.

프니츠는 물체의 내재적 능동성을 인정하는 능동적 물체론을 동력학의

형이상학 기초로 확립한다.

실체 개념의 진화3.
물질과 물체의 구분3.1.

라이프니츠의 독자적 형이상학은 년쯤 처음 나타나기 시작1668-1669

했다 이 형이상학의 핵심인 실체 개념은 그 뒤 모나드 이론 이 나올 때.  
까지 약 년 동안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첫째 단계는 최초의50 .

형이상학이 성립한 년대 말부터 년 형이상학 서설 이 나올 때1660 1686  
까지이고 둘째 단계는 참된 형이상학의 진보와 특히 힘에 의해 설명된, 
실체의 본성에 관한 고찰 De Primae Philosophiae Emendatione et

de Notione Substantiae 아래서는 참된 형이상학의 진보(1694. ),  
실체들의 본성과 상호 작용 그리고 영혼과 신체의 통일에 관한 새 체계,

Système Nouveau de la Nature et de la Communication des
Substances, aussi bien que de l'Union qu'il y a entre L'âme et le
Corps 아래서는 새 체계 등이 나온 년대이며 셋째 단계(1695. ) 1690 ,  
는 모나드 이론 의 시기다. 
머서 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초기 실체 개념은 기계론을(C. Mercer)

유지하면서도 물체를 진정한 실체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탄생했다 그의.

실체 개념은 첫째 실체가 그 속성들에 대한 완전한 이유를 자신의 본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자기 충족적 이어야 하(self-sufficient)

29) R. Westfall (1971), p. 311, pp.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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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둘째 기계론에 따라 실체가 운동하는 연장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라 실체가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을 지,

녀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이런 실체.

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체 개념을 얻었을까?

머서에 따르면 결정적 요소는 물질 과 물체 를 구별한 것(matter) (body)

이었다.30) 물질은 침투 불가능성과 연장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능동성

원리가 없고 운동하지 않는 관성적인 것이다 반면 물체는 수동적 물질과.

운동을 일으키는 능동성 원리를 결합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비물질적인.

것만이 능동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는 자기 충족 원

리에 따라 비물질적 원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든.

아니든 정신 이 실체의 능동성 원리이고 이 원리가 아리스토텔레스(mind)

의 실체 형상처럼 물질에 운동을 부여함으로써 물질을 물질 실체로 만든

다 사람이 아닌 실체의 경우 보편 정신 인 신이 능동성 원리다. ‘ ’ .

머서는 라이프니츠가 년대에 쓴 노트 편지 짧은 에세이를 근거로1660 , ,

이 시기에 그가 물질과 물체를 구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

가 이 구분을 철저하게 유지하지는 않았다 머서가 밝히듯이 라이프니츠.

는 이 시기에도 물질과 물체를 모두 라틴어 로 표현하여 스스로‘corpus’

이 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31) 또 라이프니츠는 년대와 모나드1690 
이론 의시기에 운동의궁극원인으로서힘 무한분할가능성 영혼이‘ ’, ‘ ’, ‘
나 정신과 분리 불가능성 등의 표현을 물질과 물체 모두에 대해 사용했’

다.32)

한편 물체의 운동 원인이 보편 정신인 신이라는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물체의 운동 원인이 물체 밖에 있다는 뜻이다 라이프니츠는 년대 초. 1670

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과 물체 사이에 창조된 정신을 삽입하여

물질 실체의 운동 원인이 신이라는 주장을 철회했다 신은 정신을 창조하.

30) C. Mercer and R. Sleigh (1995), pp. 74-75.

31) 주C. Mercer and R. Sleigh (1995), p. 118, 19.

32) G. Leibniz, Reflections on the Advancement of True Metaphysics and

Particularly on the Nature of Substances Explained by Force, p. 142

절(4 ); Monadology 절 절 절, p. 273 (36 ), p. 277 (65 ), p. 278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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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구로 사용하고 창조된 정신은 물질과 더불어 물질 실체를 구성하며

물체 속에서 능동성 원리가 된다.33) 각 실체는 자체의 능동성 원리 또는

실체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리가 물질 원리와 함께 실체의 단일한

본성을 이룬다.

형이상학 서설 에서 라이프니츠는 실체가 자기 충족적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계승하여 실체를 완전 개념 이론으로 설명했다 개별 실체의 본성.

은 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이 속한 주어에서 모든 술어를

연역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실체의 주어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그.

주어에 속한 모든 술어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력학 프로젝트3.2.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이 진화한 두 번째 단계에서 완전 개념 이론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실체 개념이 년대에 지닌 특징은 실체의. 1690

능동성 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새 체계 에서 라이프니츠는 아리(activity) .  
스토텔레스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처음에는 원자와 진공을 인정하는

기계론을 선호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수동적이기만 한 물질에서 진정한

단일체 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물질(unity) .

사물은 분할 가능하므로 다수 를 구성하는 진정한 단일체라(multiplicity)

고 할 수 없다.

라이프니츠는 이미 많은 비난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형상 개

념에서 올바른 용법과 그릇된 용법을 구분하여 이 개념을 소생하고 재‘ ’, ‘

건하는’34)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실체 형상 개념의 그릇된.

용법으로 본 것은 일반 원리를 다루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자연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는 자연학에 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며 실체 형상 개념에서,

소생하고 재건한 요소는 그 본성이 능동적 힘이라는 것이다.

33) C. Mercer and R. Sleigh (1995), pp. 76-79.

34) G. Leibniz, New System of the Nature of Substances and their

Communication, and of the Union Which Exists between the Soul

and the Body 절, p. 14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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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 실체 형상들 글쓴이 을 제일 완성태들“ ( - ) ‘ (first

이라 부른다 나는 좀더 이해하기 쉽게 그들을 일차 힘들entelechies)’ . ‘

이라 부를 것이다 이 힘들은 현실성 즉(primary forces)’ . ‘ (actualitiy)’,

가능성의 단순한 충족 뿐 아니라 원천적인 능동성 도 포함한‘ (activity)’

다.”35)

왜 년대에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은 완전 개념 이론을 버리고 실1690

체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을까 러더포드? (D. Rutherford)

에 따르면 라이프니츠가 이 시기에 동력학 즉 물질 사물의 힘과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36) 완전 개념은

실체의 상태들의 질서와 관계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실.

체의 본성이 힘이라면 실체의 본성을 표상하는 가장 적합한 장치는 완전

개념이 아니라 실체의 작용에 관한 법칙이다 라이프니츠의 관심은. 1680

년대의 전통 논리학과 형이상학에서 년대에는 실체의 작용 법칙을1690

밝히는 동력학 프로젝트로 초점이 옮겨갔다.

내가 동력학 이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과학을 배정한 힘 에 대한 고“ ‘ ’ ‘ ’

찰은 실체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능동적 힘은 스.

콜라 철학의 능력 과 다르다 능력은 작용의 근접한 가능성일‘ (faculty)’ .

뿐이며 그 자체로는 말하자면 죽은 것이고 만일 외부의 어떤 것이 자

극하지 않으면 비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나 능동적 힘은 완성태 또는.

능동성을 포함한다 이 힘은 능력과 작용의 중간이며 자체 안에 어떤.

노력 또는 코나투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힘은 방해하는 것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작용한다.”37)

참된 형이상학의 진보 에 나오는 이 글은 스콜라 철학의 능력 이 작‘ ’ 
용의 가능태라면 힘은 작용의 완성태나 현실태를 향한 중간의 능동성이

35) G. Leibniz, New System of the Nature of Substances and their

Communication, and of the Union Which Exists between the Soul

and the Body 절, p. 146. (3 )

36) D. Rutherford (1995), pp. 126-127.

37) G. Leibniz, Reflections on the Advancement of True Metaphysics and

Particularly on the Nature of Substances Explained by Force, p. 141.

절(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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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체의 본성은 스스로 작용하는 힘이고 따라서 실체.

는 자기 상태의 생산을 다른 어떤 창조된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자발적 이다(spontaneous) .

한편 라이프니츠는 물체의 힘을 다루는 동력학이 실체를 다루는 형이

상학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그가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물체의 운동.

을 다루는 자연학이 힘에 대한 형이상학 사유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이 글은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

계에서 동력학과 형이상학의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힘에 관한 동력학 고찰이 그의 형이상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까 모나드 이론 에서 실체 개념의 진화를 살펴본 뒤 이 문제에도 접근?  
해 보자.

모나드 이론에서 동력학의 흔적3.3.

모나드 이론 에서 실체 개념의 진화가 보여주는 매우 뚜렷한 변이들 
가운데 하나는 지각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perception) .

그리고 이 변이의 현대식 표현형은 라이프니츠가 모나드 이론 에서 물 
체의 실체성을 부정한다고 해석하는 현상론이다 현상론은 물체에 대한.

주장을 실체의 지각에 대한 주장의 번역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관점이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물체는 모나드의 지각의 산물일.

뿐이다 또 우주의 예정 조화나 영혼과 신체의 통일 또는 일치. (union)

도 같은 우주를 표상하는 모나드의 지각들 사이의 조화나(conformity)

일치로 설명된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나드는 창이 없으므로 모나드들 사이에는 직접

적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신이 모나드들 사이에 최선의 가능.

한 조합을 선택했다는 라이프니츠의 우주 조화 이론에 따르면 모나드들

은 서로 작용하고 일치한다 서로 모순인 듯한 이 두 가지 주장이 양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모나드의 지각 개념이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가 분명한 지각을 가지고 있을 때 능동적이고 혼

란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수동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어떤 모나.

드가 능동적이고 다른 모나드는 수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 모나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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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모나드가.

분명한 지각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모나드의 변화를 설명하는 충분한 이

유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38) 예를 들어 모나드 은 모나드1

의 변화를 설명하는 충분한 이유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2

모나드 의 변화를 설명하는 충분한 이유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을3

수 있고 오히려 모나드 의 변화가 모나드 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1 3 .

그렇다면 각 모나드는 다른 모든 모나드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분명하

거나 혼란된 지각으로 표현하고 이런 뜻에서 우주 전체를 반영한다.39)

그러나 각 모나드는 우주를 서로 다르게 반영한다 이는 모나드 이. 1

모나드 와의 관계를 분명한 지각으로 표현하고 모나드 과의 관계를 혼2 3

란된 지각으로 표현하지만 모나드 는 모나드 과의 관계를 혼란된 지각2 1

으로 표현하고 모나드 과의 관계를 분명한 지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3

뜻이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 모든 모나드의 지각들 사이에는 분명한 지.

각과 혼란된 지각의 상대적 관계 전체가 하나만 성립한다 이런 뜻에서.

모든 모나드의 지각들은 일치한다.

라이프니츠의 지각 개념이 각 모나드가 다른 모든 모나드와 맺는 관계

를 표현한다면 영혼과 신체의 통일 또는 일치도 지각들의 함수로 환원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영혼과 신체의 통일 또는 일치는 둘이 서로 주고받.

는 영향 때문이 아니라 제각기 전우주를 표상하게 창조한 신 때문에 가

능하다 영혼은 자신의 목적인 법칙에 따라 우주를 표상하고 신체도 자신.

의 기능인 법칙에 따라 우주를 표상한다 그러나 신이 창조한 우주는 똑.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과 신체의 우주 표상은 일치한다.40)

한편 라이프니츠는 각 모나드가 자신을 영혼으로 가지는 신체를 더 분

명하게 지각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그 신체가 플레눔 안에서 모든 물질의 상호 연관을 통해 전“ (plenum)

우주를 표현하듯이 영혼도 특별히 자신에게 속한 신체를 표상함으로써

전우주를 표상한다.”41)

38) G. Leibniz, Monadology 절, p. 274. (50 )

39) G. Leibniz, Monadology 절, p. 275. (56 )

40) G. Leibniz, Monadology 절, p. 279. (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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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된 모나드가 자신에게 속한 신체를 더 분명하게 지각하는 이유는

첫째 신체가 전우주를 표현하고 둘째 영혼은 자신의 신체를 표상함으로, ,

써 전우주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전우주가 영혼에 표상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신체이므로 먼저 신체가 전우주를 표현해야 한다.

신체가 전우주를 표현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할까 플레눔은 진공?

없이 거시 물체와 미시 입자로 꽉 찬 공간이기 때문에 플레눔 안에서 모

든 물체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서로 접촉하고 있고 한 물체가 움직이면

다른 모든 물체도 움직인다 신체는 영혼과 따로 전우주를 플레눔 안에서.

물체들의 접촉 관계로 표상한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에게 속한 신체의 전.

우주 표상을 다시 표상함으로써 전우주를 지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공.

을 부정하고 플레눔 안에서 물체들의 상호 연관을 주장하는 라이프니츠

의 동력학 원리가 영혼의 지각에 대한 형이상학 원리의 전제가 된다.

나는 앞에서 라이프니츠가 동력학이라 부른 힘에 대한 고찰이 실체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 글을 인용하면서 그의 형

이상학과 동력학의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고 시사했다 모. 
나드 이론 에는 플레눔에 관한 동력학 원리 외에도 라이프니츠의 동력학
원리가 형이상학 원리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글이 있다.

데카르트는 물질에서 힘의 양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영혼이 물체에“

힘을 가할 수 없다고 인정했지만 영혼이 물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물질에서 총방향이 똑같이 보존된다는 자.

연 법칙이 그 시절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법칙.

을 알았다면 그도 나의 예정 조화 체계를 결론으로 얻었을 것이다.”42)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도 영혼과 신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데카르트는 물체에서 힘의 양. 43)이 보

존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오류는 예를 들어 의지.

41) G. Leibniz, Monadology 절, pp. 276-277. (62 )

42) G. Leibniz, Monadology 절, p. 279. (80 )

43) 데카르트가 보존된다고 주장한 양은 힘의 양이 아니라 운동의 양이지만 라

이프니츠는 운동의 양이 아니라 힘이 보존된다는 자신의 원리를 데카르트

의 보존 원리와 결합해서 운동의 양 대신 힘의 양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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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행위처럼 영혼이 신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데 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물체에서 힘의 총량 뿐 아니라 운동 방향의 총량도

보존되기 때문에 영혼은 신체의 운동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운동 방향의 보존까지 알았다면 영혼과 신체가

제각기 따로 우주를 표상하지만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과 신체의

우주 표상이 일치한다는 예정 조화 원리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

쉬워한다.

라이프니츠는 물체에서 힘과 방향의 보존 원리를 신체가 자신의 법칙

에 따라 영혼과 따로 우주를 표상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모. 
나드 이론 에서 형이상학의 예정 조화 원리는 힘과 방향의 보존이라는
동력학 원리에 의존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혼과 예정 조화를.

이루는 신체는 이미 모든 물체로 확장되어 있다.

모든 것은 꽉 차 있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서로 얽혀 있다 이런 플“ .

레눔 안에서 모든 운동은 떨어져 있는 물체들에게 거리에 비례해서 효

과를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물체는 접촉하고 있는 다른 물체들로.

부터 영향을 받고 이런 소통은 얼마든지 뻗어 나간다 그 결과 모.…

든 물체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효과를 감지한다.”44)

동력학 요약 에서 라이프니츠의 동력학은 물체에 내재하는 능동적 힘 
을 인정하는 능동적 물체론 위에 서 있었다 이 능동적 물체론은 모나드. 
이론 에서 물체가 영혼과 따로 자신의 법칙에 따라 다른 모든 물체와 영
향을 주고받고 다른 모든 물체와의 관계를 표상한다는 주장에 흔적을 남

기고 있다 모든 물체가 다른 모든 물체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주장은.

동력학 요약 에서 물체들이 파생적 능동적 힘인 살아있는 힘과 파생적 
수동적 힘인 저항의 힘을 가지고 서로 충돌한다는 주장을 계승한다 모. 
나드 이론 은 동력학 이론 의 이 주장에 물체가 다른 모든 물체와 주고  
받는 영향을 영혼과 따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더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 이론 에서 형이상학 원리와 실체 개념의 주도권 
을 강하게 확립한다 모나드 이론 은 모나드만이 실체이고 모나드의 지.  
44) G. Leibniz, Monadology 절, p. 276.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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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우주의 예정 조화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강력한 환원주의 형

이상학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나드 이론 에서 동력학 원리가 형이상학.  
원리의 전제로 나타나는 몇몇 대목은 형이상학에 대한 동력학의 자율성

도 조금이나마 보여준다(automony) .

맺음말4.
물체는 실체일까 나는 형이상학과 과학의 성격이 함께 섞여 있는 라?

이프니츠의 동력학에서 과학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 기초라는 뜻에서 그

의 물질론을 능동적 물체론으로 재구성했다 또 나는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의 진화를 살펴보면서 그의 형이상학이 성장하는 데 동력학이 미친

영향을 추적했다 나는 이 두 가지 작업이 물체의 실체성 문제에 대해서.

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라이프니츠가 물체의 실체성 문제를 적어도 처음 형이상학을 정

식화한 년대 또는 동력학을 체계화한 년대까지 정말로 회피했다1680 1690

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라이프니츠에게 물체가 실체냐?

아니냐는 문제보다 물체의 본성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는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물체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물체의 실체.

성을 분명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철학에는 데카르트의 증명.

과 비슷한 물체의 존재 증명이 없다.45) 라이프니츠는 물체의 본성에 대한

45) 데카르트가 물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는 자연학. ,

을 기하학과 구분하기 위해 물체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는 물체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기하학의 대상인 가능한 물체들 사이의 필연적 관계와는 달

리 존재하는 물체들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자연학의 대상으로 확립한다.

둘째 데카르트는 물체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자연학을 수학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가 물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전제한 정신과 물체.

의 구분은 자연학이 물체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이 연장의 양태들인 물체의

크기 모양 운동 등 기하학으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 .

나는 데카르트가 물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두 가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라

이프니츠의 동력학에서는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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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견해를 끊임없이 비판했다 라이프니츠는 물체에 대한 데카르.

트의 수동적 관점을 능동적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물체의 존재를 증명하

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한편 모나드 이론 에 남아 있는 동력학 원리의 흔적은 물체의 실체성 
문제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 동력학은 물체 개념을 통해 형이상학의?

실체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형이상학에 대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서 영혼과 신체의 예정 조화 원리도 물체.

의 힘과 방향의 보존이라는 동력학 원리에 기초한 측면이 있다 물체는.

힘과 방향이 보존되기 때문에 자기 상태의 생산을 다른 존재 특히 다른,

영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자발성을 가진다 동력학의 자율성은.

물체의 자발성을 함축할 수 있다.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능동적 물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물체의 본성이 능.

동적이냐 수동적이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물체가 가능한 것이냐 존재

하는 것이냐는 문제는 부차적이다 김성환. (1996),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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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53

Leibniz's Matter Theory

Seonghwan Kim

This paper attempts to reconstruct the matter theory of Leibniz

as the metaphysical foundation of his dynamics. I argue that the

main content of his matter theory is the theory of active body

which admits the forces inherent in bodies. And I review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substance and detect the role of his

dynamics in it. I also show some autonomy of his dynamics in

that his metaphysical principle of unity and conformity of soul

and body presupposes the dynamical law of conservation of force

and direction in bodies.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Leibniz, dynamics, mechanism, body, substance,

force, mon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