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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6 신의 본성이 지닌 필연성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것. 
들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양태로 즉 어떤 무한한 지성 [ ?] (
아래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 .

증명 이 정리는 다음에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밝혀. 
질 수밖에 없다 즉 어떤 사물 의 정의가 있을 경우 지성. (res)
은 이 정의로부터 많은 특성들을 추론한다는 점 이러한 특성, 
들은 정말이지 이로부터 곧 사물 자체의 본질로부터 필연적( ) 
으로 귀결되며 또 이 특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물의 , [ ] 
정의는 더 많은 실재성을 표현한다 즉 정의된 사물의 본질은 , 
더 많은 실재성을 함의한다는 점 그러나 신의 본성이 정의 . (
에 따라 비할 바 없이 무수히 많은 속성들을 지6 ) (absolute) 

니고 있고 이러한 속성들 각각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원에, 
서 볼 때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의 필연, 
성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양태[
로 즉 어떤 무한한 지성 아래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이?] ( )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증명 끝. .

따름정리 1 이로부터 귀결되는바 신은 무한 지성 아래에 .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작용인이다.

따름정리 2 귀결되는바 신은 자신에 의한 원인이며 결. 2. , 

P r o p o s i t i o XVI. Ex necessitate divinae 
naturae infinita infinitis modis (hoc est omnia, quae 
sub intellectum infinitum cadere possunt) sequi 
debent. 
Demonstratio. Haec propositio unicuique manifesta 
esse debet, si modo ad hoc attendat, quod ex data 
cujuscunque rei definitione plures proprietates 
intellectus concludit, quae revera ex eadem (hoc est 
ipsa rei essentia) necessario sequuntur, et eo plures, 
quo plus realitatis rei definitio exprimit, hoc est, quo 
plus realitatis rei definitae essentia involvit. Cum 
autem natura divina infinita absolute attributa habeat 
(per defin. 6.), quorum etiam unumquodque infinitam 
essentiam in suo genere exprimit, ex ejusdem ergo 
necessitate infinita infinitis modis (hoc est omnia, 
quae sub intellectum infinitum cadere possunt) 
necessario sequi debent. Q. e. d. 

Corollarium I. Hinc sequitur Deum omnium rerum, 
quae sub intellectum infinitum cadere possunt, esse 
causam efficientem. 
Corollarium II. Sequitur II. Deum causam esse per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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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우연에 의한 원인이 아니다.
따름정리 3 귀결되는바 신은 완전히 제일 원인이다. 3. . [II 

42]

정리 17. 신은 오직 자기 본성의 법칙들에 따라 행위하며 , 
어떤 것에 강제되어 행위하지 않는다.

증명 오직 신의 본성이 지닌 필연성으로부터 또는 같은 . , (
말이다 오직 그의 본성이 지닌 법칙들로부터만 비할 바 없이 ) 
무수히 많은 것들이 귀결된다는 것을 방금 우리는 정리 에16
서 보였다 또 정리 에서 우리는 신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 15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신에 속
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그 바깥에는 신을 행위하도. 
록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 
신은 자기 본성의 법칙들로부터만 행위하며 어떤 것에 의해 , 
강제되어 행위하지 않는다 증명 끝. .

따름정리 1. 이로부터 귀결되는바 신 바깥에서든 안에서1. 
든 그의 본성의 완전성을 제외하고는 행위하도록 부추기는 원
인은 아무것도 없다.

따름정리 2 귀결되는 바 신만이 자유로운 원인이다 다. 2. . 

non vero per accidens. 
Corollarium III. Sequitur III. Deum esse absolute 
causam primam. 

P r o p o s i t i o XVII. Deus ex solis suae naturae 
legibus et a nemine coactus agit.
Demonstratio. Ex sola divinae naturae necessitate vel 
(quod idem est) ex solis ejusdem naturae legibus 
infinita absolute sequi, modo prop. 16. ostendimus; et 
prop. 15. demonstravimus nihil sine Deo esse nec 
concipi posse, sed omnia in Deo esse; quare nihil 
extra ipsum esse potest, a quo ad agendum 
determinetur vel cogatur, atque adeo Deus ex solis 
suae naturae legibus et a nemine coactus agit. Q. e. d. 

Corollarium I. Hinc sequitur I. nullam dari causam, 
quae Deum extrinsece vel intrinsece, praeter ipsius 
naturae perfectionem, incitet ad agendum. 
Corollarium II. Sequitur II. solum Deum esse causam 
liberam. Deus enim solus ex sola suae naturae 
necessitate existit (per prop. 11. et coroll. 1.* p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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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신만이 유일하게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실존하
며 정리 및 정리 의 따름정리에 따라 오직 자기 본성( 11 14 ), 
의 필연성에 따라 행위한다 정리 에 따라 그러므로 정의 ( 17 ). (
에 따라 신만이 자유로운 원인이다 증명 끝7 ) . .
주석 어떤 사람들은. 중세철학적 배경[* ]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신이 자유로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그의 본성에. 
서 귀결되는 것들 즉 그의 권능 에 속한 것들이 일, (potestas)
어나지 않도록 혹은 그에 의해 생산되지 않도록 그가 그들이 —
생각하는 바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 —
이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다는 것 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어떤 결과, 
가 귀결된다는 것이 주어진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따라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셈인데 이는 부조리, 
하다 나아가 나는 아래에서 이 정리의 도움 없이 신의 본성. 
에 지성도 의지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사실 . 
내가 알기로 신의 본성에 지고 막대한 지성과 자유로운 의지/
가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많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 [II45] 
것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 안의 최고 완전성보다 더 완전하
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들은 . 
신이 현실적으로 최고의 지성이라는 점을 파악하면서도(actu) , 

14.) et ex sola suae naturae necessitate agit (per 
prop. praeced.). Adeoque (per defin. 7.) solus est 
causa libera. Q. e. d. 
S c h o l i u m . Alii putant Deum esse causam 

liberam, propterea quod potest, ut putant, efficere, ut 

ea, quae ex ejus natura sequi diximus, hoc est quae in 

ejus potestate sunt, non fiant sive ut ab ipso non 

producantur. Sed hoc idem est, ac si dicerent, quod 

Deus potest efficere, ut ex natura trianguli non 

sequatur ejus tres angulos aequales esse duobus 

rectis; sive ut ex data causa non sequatur  effectus, 
quod est absurdum. Porro infra absque ope hujus 

propositionis ostendam ad Dei naturam neque 

intellectum neque voluntatem pertinere. Scio equidem 

plures esse, qui putant se posse demonstrare ad Dei 

naturam summum intellectum et liberam voluntatem | 

II45 pertinere; nihil enim perfectius cognoscere sese 

ajunt, quod Deo tribuere possunt, quam id, quod in 

nobis summa est perfectio. Porro, tametsi Deum actu 

summe intelligentem concipiant, non tamen credunt 

eum posse omnia, quae actu intelligit, efficere, ut 



34

그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실존하도록 작용(actu)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 
신의 능력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만일 신이 . 
자기 지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는 더는 아무것
도 창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신의 전능성과 , 
모순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이 모든 것에 대해 차. 
별을 두지 않는다고 또한 어떤 절대적 의지를 따(indifferens), 
라 창조하기로 결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을 충분히 명백하. 
게 밝혀왔다고 생각한다 정리 을 보라 즉 신의 막대한 능( 16 ). 
력 곧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무수한 것들이 무수한 방식, 
으로 즉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흘러나왔다는 점 혹은 세 각, , 
의 합은 두 직각과 같다는 것이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영원
에서 영원까지 귀결되는 것 영원에서 영원까지 귀결되는 것과 
똑같은 필연성에 따라 똑같은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말, 
이다 따라서 신의 전능은 영원에서부터 현실적이었고 영원에 . 
이르기까지 똑같은 현실성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또 이런 . 
식으로 신의 전능은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훨씬 더 완전하게 — —
확립된다 심지어 이 논적들은 신의 전능함을 숨김없이 말해. (
도 좋다면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이 ) . 
창조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existant; nam se eo modo Dei potentiam destruere 

putant. Si omnia, inquiunt, quae in ejus intellectu sunt, 

creavisset, nihil tum amplius creare potuisset, quod 

credunt Dei omnipotentiae repugnare; ideoque 

maluerunt Deum ad omnia indifferentem statuere nec 

aliud creantem praeter id, quod absoluta quadam 
voluntate decrevit creare. Verum* ego me satis clare 

ostendisse puto (vid. prop. 16.) a summa Dei potentia 

sive infinita natura infinita infinitis modis, hoc est 

omnia, necessario effluxisse vel semper eadem 

necessitate sequi, eodem modo ac ex natura trianguli 

ab aeterno et in aeternum sequitur ejus tres angulos 

aequari duobus rectis. Quare Dei omnipotentia actu ab 

aeterno fuit et in aeternum in eadem actualitate 

manebit. Et hoc modo Dei omnipotentia longe, meo 

quidem judicio, perfectior statuitur. Imo adversarii Dei 
omnipotentiam (liceat aperte loqui) negare videntur. 

Coguntur enim fateri Deum infinita creabilia intelligere, 

quae tamen nunquam creare poterit. Nam alias, si 

scilicet omnia, quae intelligit, crearet, suam, juxta 

ipsos, exhauriret omnipotentiam et se imperfe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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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언제든지 창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과연 그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는 . 
자신의 전능을 소모시켜서 자신을 불완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이 완전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 
해 동시에 신은 자기 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
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보다 더 부조리한 . 
것 또는 신의 전능과 이보다 더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꾸며
내질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아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 
신에게 귀속시키는 지성과 의지에 관하여 여기서 또 한마디 
하고자 한다 만일 지성은 물론이고 의지가 . [II46] 신의 영원
한 본질에 속한다면 이 두 속성들은 사람들이 보통 인식해왔, 
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 
신의 본질을 이룬다고들 하는 지성과 의지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름 말, 
고는 다른 어떤 점에서도 합치할 수 없다 즉 별자리 개와 짖. 
는 동물 개가 이름에서 서로 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 
이것을 나는 이렇게 증명해 보겠다 만일 지성이 신의 본성에 . 
속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성처럼 본성상 대부분이 흡족해 , (
하듯이 인식된 사물들보다 뒤서있을 수 없고 인식된 사물) [ ] , 
들과 함께 동시에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신은 인과성에서 . 
볼 때 모든 사물에 앞서있기 때문이다 정리 의 따름정리 ( 16 1

redderet. Ut igitur Deum perfectum statuant, eo 

rediguntur, ut simul statuere debeant ipsum non posse 

omnia efficere, ad quae ejus potentia se extendit, quo 

absurdius aut Dei omnipotentiae magis repugnans non 

video, quid fingi possit. ---

-- Porro,* ut de intellectu et voluntate, quos Deo 

communiter tribuimus, hic etiam aliquid dicam; si ad 

aeternam Dei essen|tiam II46 intellectus scilicet et 

voluntas pertinent, aliud sane per utrumque hoc 

attributum intelligendum est, quam quod vulgo solent 

homines. Nam intellectus et voluntas, qui Dei 

essentiam constituerent, a nostro intellectu et 

volunta|te toto coelo differre deberent nec in ulla re 

praeterquam in nomine convenire possent; non aliter 

scilicet quam inter se conveniunt canis, signum 
coeleste, et canis, animal latrans. Quod sic 

demonstrabo. Si intellectus ad divinam naturam 

pertinet, non poterit uti noster intellectus posterior (ut 

plerisque placet) vel simul natura esse cum rebus 

intellectis, quandoquidem Deus omnibus rebus prior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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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하지만 거꾸로 사물들의 진리와 형상적 본질). , 
이 바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formalis essentia) . 

신의 지성 안에 표상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이다 따(objective) . 
라서 신의 지성은 이것이 신의 본질을 이룬다고 파악되는 한
에서 참으로 사물들의 원인 그것들의 본질의 원인이자 그것, 
들의 실존의 원인이다 이는 신의 지성과 의지와 능력이 하나. 
이자 똑같은 것이라고 확언했던 사람들 또한 주목했던 듯하
다 그리하여 신의 지성이 사물들의 유일한 원인이고 말할 것. , 
도 없이 우리가 보인 대로 그것들의 본질의 원인이자 그것( ) 
들의 실존의 원인이기 때문에 신은 본질에서 보나 실존에서 , 
보나 사물들과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원인 받은 것. [=
생산된 것 은 정확히 말해서 그것이 원인으로부터 causatum]
지니고 있는 그것에서 볼 때 자신의 원인과 다르다 예컨대 .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존의 원인이지 본질의 원인은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본질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리하여 본질에 . . 
따르자면 이것들은 완전히 합치할 수 있지만 실존하는 동안, 
에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실존이 사라질 . 
경우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 
지만 한 사람의 본질이 파괴될 수 있고 그릇된 것으로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본질 또한 파괴될 것이다 이 때문에 어, . 
떤 결과의 본질의 원인이지 실존의 원인인 사물 은 실존(res)

causalitate (per coroll. 1. prop. 16.); sed contra, 

veritas et formalis rerum essentia ideo talis est, quia 

talis in Dei intellectu existit objective. Quare Dei 

intellectus, quatenus Dei essentiam constituere 

concipitur, est revera causa rerum tam earum 

essentiae quam earum existentiae; quod ab iis videtur 
etiam fuisse animadversum, qui Dei intellectum, 

voluntatem et potentiam unum et idem esse 

asseruerunt. Cum itaque Dei intellectus sit unica 

rerum causa, videlicet (ut ostendimus) tam earum 

essentiae quam earum existentiae, debet ipse 

necessario ab iisdem differre tam ratione essentiae 

quam ratione existentiae. Nam causatum differt a sua 

causa praecise in eo, quod a causa habet.* Ex. gr. 

homo est causa existentiae, non vero essentiae 

alterius hominis; est enim haec aeterna veritas; et 
ideo secundum essentiam prorsus convenire possunt, 

in existendo autem differre debent; et propterea, si 

unius existentia pereat, non ideo alterius peribit; sed, 

si unius essentia destrui posset et fieri falsa, 

destrueretur etiam alterius essentia. Quapropter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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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나 실존에서 보나 그러한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다. 
[II48] 그런데 신의 지성은 우리 지성의 본질의 원인이자 실존 
의 원인이다 따라서 신의 지성은 이것이 신의 본질을 이룬다. 
고 인식하는 한에서 본질에서 보나 실존에서 보나 우리의 지
성과 다르며 이름 말고는 다른 어떤 점에서도 그것과 합치할 , 
수 없다 이는 우리가 바라던 바이다 의지의 경우도 똑같은 . .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다. . 

정리 로 이어짐[ 18 ]

quae et essentiae et existentiae alicujus effectus est 

causa, a tali effectu differre debet tam ratione 

essentiae quam ratione existen|tiae. II48 Atqui Dei 

intellectus est et essentiae et existentiae nostri 

intellectus causa: ergo Dei intellectus, quatenus 

divinam essentiam constituere concipitur, a nostro 
intellectu tam ratione essentiae quam ratione 

existentiae differt nec in ulla re praeterquam in 

nomine cum eo convenire potest, ut volebamus. Circa 

voluntatem eodem modo proceditur, ut facile 

unusquisque videre po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