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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5. 있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이 없다면 아무 , 
것도 있을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증명. 실체 즉 정리 에 따라 자신에 속하고 자명한 것, ( 3 ) 
은 신을 제외하면 있을 수도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정리 (res) (

에 따라 반면에 양태들은 정의 에 의해 실체 없이는 있14 ). ( 5 ) 
을 수도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이것들은 오로지 신. 
의 본성 안에 있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
다 그런데 실체들과 양태들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 
다 공리 에 따라 그러므로 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 1 ). 
고 인식될 수도 없다 증명 끝. .

주석.5 신이 마치 인간처럼 신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이 신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는 
지금까지 증명된 것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밝혀진다 그러나 나. 
는 이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의 본성을 어떤 식으. 
로든 숙고해 본 사람이라면 그는 신이 신체를 지니고 있음(esse 

을 부정한다 이는 그들이 다음으로부터 매우 잘 증corporeus) . 
명한다 즉 우리는 신체를 통해 어떤 모양으로 한정된 갖가지 . 
양 즉 길이 너비 깊이를 이해한다 신 곧 절대적으(quantitas), , , . , 
로 무한한 존재자에 관하여 이보다 더 부조리하게 말할 수는 없

Propositio XV. Quicquid est, in Deo est ,et nihil sine 
Deo esse neque concipi potest.
D e m o n s t r a t i o . Praeter Deum nulla datur 
neque concipi potest substantia (per prop. 14.), hoc 
est (per defin. 3.) res, quae in se est et per se 
concipitur. Modi autem (per defin. 5.) sine substantia 
nec esse nec concipi possunt; quare hi in sola divina 
natura esse et per ipsam solam concipi possunt. Atqui 
| II32 praeter substantias et modos nil datur (per  
axiom. 1.). Ergo nihil sine Deo esse neque concipi 
potest. Q. e. d.
S c h o l i u m . Sunt, qui Deum instar hominis 
corpore et mente constantem atque passionibus 
obnoxium fingunt; sed, quam longe hi a vera Dei 
cognitione aberrent, satis ex jam demonstratis constat. 
Sed hos mitto; nam omnes, qui naturam divinam aliquo 
modo contemplati sunt, Deum esse corporeum negant. 
Quod etiam optime probant ex eo, quod per corpus 
intelligimus quamcunque quantitatem, longam, latam et 
profundam, certa aliqua figura terminatam, quo nihil 
absurdius de Deo, ente scilicet absolute infinito, dici 
potest. Attamen interim aliis rationibus, quibus 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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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들은 이 똑같은 결론을 증명하는 . 
데에 쓰이는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그들 자신이 바로 이 신체를 
지닌 또는, 6 공간상 펼쳐진 실체를 신적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 ] 
제거함을 명백히 밝히고 나아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여긴, 
다 하지만 어떤 신의 능력에 의해 그것이 창조될 수 있었는지. , 
그들은 전혀 모른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 
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적어도 내가 판단하는 바로는 나 . 
는 충분히 명백히 어떠한 실체도 다른 것에 의해 산출되거나 창
조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정리 의 따름정리와 정리 의 주석 ( 6 8
를 보라 나아가 우리는 정리 즉 신을 제외하면 어떠한 2 ). 14, 

실체도 있을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 
이로부터 우리는 공간에 펼쳐진 실체가 신의 무수한 속성들 [ ] 
가운데 하나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더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 
나는 논적들의 논거들을 반박할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이리로 , 
귀착한다.
첫째 신체를 가진 실체는 그것이 실체인 한에서 그들이 생각, 

하는 것처럼 부분들로 구성된다 또 그리하여 이것은 무한할 수 . 
있음을 따라서 신에 속할 수 있음을 부정한다 더하여 이것을 , . 
많은 사례들로 설명한다 나는 이것들 가운데 하나 내지 둘을 . 
말하겠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신체를 지닌 실체가 무한하다. , 

idem demonstrare conantur, clare ostendunt se 
substantiam ipsam corpoream sive extensam a natura 
divina omnino removere, atque ipsam a Deo creatam 
statuunt. Ex qua autem divina potentia creari potuerit, 
prorsus ignorant; quod clare ostendit illos id, quod 
ipsimet dicunt, non intelligere. Ego saltem satis clare, 
meo quidem judicio, demonstravi (vide coroll. prop. 6. 
et schol. 2. prop. 8.) nullam substantiam ab alio posse 
produci vel creari. Porro prop. 14. ostendimus praeter 
Deum nullam dari neque concipi posse substantiam; 
atque hinc conclusimus substantiam extensam unum ex 
infinitis Dei attributis esse. Verum, ad pleniorem 
explicationem adversariorum argumenta refutabo, quae 
omnia huc redeunt. 
Primo, quod substantia corporea, quatenus substantia, 
constat, ut putant, partibus; et ideo eandem infinitam 
posse esse et consequenter ad Deum pertinere posse 
negant. Atque hoc multis exemplis explicant, ex 
quibus unum aut alterum afferam. Si substantia 
corporea, ajunt, est infinita, concipia|tur in duas 
partes dividi; erit unaquaeque pars vel finita, vel 
infinita. Si illud, componitur ergo infinitum ex du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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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 . | 
각 부분은 유한하거나 아니면 무한한 할 것이다 앞의 경우라면 . 
무한한 것은 유한한 두 부분으로 합성된다 이는 부조리하다 뒤. . 
의 경우라면 다른 것보다 두 배 더 큰 무한한 것이 있다 이는 . 
부조리하다 나아가 무한량은 . 발 크기로 등분한 부분들로 측량 
된다면 그러한 무수한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들로 
등분한 부분들로 측량될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이 . 
때문에 어떤 무한수는 다른 무한수보다 열두 배가 더 클 것이
다 마지막으로 어떤 무한량의 한 점으로부터 애초에 특정한 거. , 
리를 지닌 두 직선 예컨대 가 무한하게 확장된다고 생, AB, AC
각해보자 그렇다면 와 사이의 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마침. B C 
내 정해진 것에서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됨에 틀림이 없다 그. 
리하여 무한량이 가정된 것으로부터는 그들이 믿는 바대로 이러
한 부조리한 것들이 귀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론내리기를 신, 
체를 지닌 실체는 유한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신의 본질에 , 
속하지 않는다.

  

이 주석의 두 번째 반박으로 이어짐[ ]

partibus finitis, quod est absurdum. Si hoc, datur ergo 
infinitum duplo majus alio infinito, quod etiam est 
absurdum. Porro, si quantitas infinita mensuratur 
partibus pedes aequantibus, infinitis talibus partibus 
constare debebit ut et, si partibus mensuretur digitos 
aequantibus; ac propterea unus numerus infinitus erit 
duodecies major alio infinito.* Denique, si ex uno 
puncto infinitae cujus|dam quantitatis concipiatur, duas 
lineas, ut AB, AC, certa ac determinata in initio 
distantia in infinitum protendi; certum est distantiam 
inter B et C continuo | augeri 
et tandem ex determinata 
indeterminabilem fore. Cum 
igitur haec absurda sequantur, 
ut putant, ex eo, quod quantitas 
infinita supponitur: inde concludunt substantiam 
corpoream debere esse finitam et consequenter ad Dei 
essentiam non pertinere.

Secundum argumentum petitur etiam a summa De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