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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최근까지도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를 비 하고 라이 니츠로 이어지

는, 근  유럽 륙에서 개된 이성론(rationalism, 합리론) 통에 

속하는 형이상학자로 이해되어 왔다.1) 하지만 1960년  유럽의 사상

 지형 내에서 랑스를 심으로 스피노자에 한 인 재평

가가 이 지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 진 니체에 한 재평가와 더불

어, 스피노자는 20세기 후반의 사상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핵심 인 치를 차지하게 된다.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는 ‘윤리학(Ethique)’을 그것과 동일한 어원인 

ethos( θο , 習性)에서 생된 ‘동물행동학’ 는 ‘행태학(éthologie)’2)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퀼(Jakob von Uexküll, 1864～1944)이다. 행태학에 한 최 의 

언 은 스피노자. 실천철학 의 (1970)에 등장한다.

 * 별도의 언 이 없을 때, 강조는 모두 원 자의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인용을 할 때는 개념과 번역을 히 수정하도록 한다. 본고에서 사용되
는 주요 약어는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1) 가령 한국에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서양근
철학회(2001)이나 서양근 철학회(2004) 같은 책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 
어권의 경우 Scruton(1995) 참조.

 2) 우리는 ‘행태학(行態學)’이라는 번역어를 애용할 텐데, 이는 ethology의 번
역어로 ‘동물행동학’ 는 ‘행동학’, 나아가 ‘비교행동학’이나 ‘일반행동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박시룡, 진태원, 박기순 등을 참조)과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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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개체(un individu),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별 본질, 말하

자면 역량의 정도(un degré de puissance)이다. 이 본질에 특징  

계가 상응한다. 이 역량의 정도에 어떤 변용권력(pouvoir d'etre 
affecté)이 상응한다. 끝으로 이 계는 부분들을 포섭하고 있으며, 
이 변용권력은 변용들에 의해 필연 으로 채워진다(rempli). 가령 

동물들은 유(類)와 종(種) 같은 추상  개념들에 의해 정의되기보

다는 변용권력에 의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capables)” 변용들

에 의해, 그들이 자기 역량의 한계 내에서 반응하게 되는 자극들

에 의해 정의된다. 유와 종에 한 고려는 여 히 “도덕”을 함축

한다. 반면에 윤리학 은, 인간과 동물에 해 각 경우마다 오직 변

용권력만을 고려하는 행태학이다.”(SPP 40)

동물행동학의 창시자 격에 해당하는 스퀼은 20세기 에 활동했

던 에스토니아의 생물학자로, 그에 한 연구  문헌은 서구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21세기에 와서야 본격 으로 연구되기 시

작했다고 도 과언이 아니다(Kull 2001).3) 그런데 들뢰즈는 이미 자

신의 철학  여정의 반에 해당하는 시 부터 스퀼의 행태학을 

통해 스피노자 해석을 이끌어간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들뢰즈의 스피노자 해석과 

월론  경험론의 형성 과정에서 스퀼이 수행한 역할이다. 스퀼

의 작업은, 특히 그의 ‘둘 세계(Umwelt)’ 개념은, 개체의 구성이 결

코 고립 일 수 없음을, 오히려 개체가 환경(Umgebung) 속에서 맺고 

있는 계와 더불어 구성한/구성된 둘 세계를 필수조건으로 요청한

다는 을 잘 보여 다. 아울러 둘 세계가 인간의 생물학  조건에 

가깝다면, 이에 한 생물학  연구 자체는 이 조건을 넘어서는 

월론  작업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스피노자가 하고자 했던 일을 

구체 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주 는 Uexküll, Jakob von & Kriszat, Georg, Streifzüge durch die Umwelten 
von Tieren und Menschen: Ein Bilderbuch unsichtbarer Welten. Bedeutungslehre, 
Hamburg: Rowohlt(1956). 우리는 이 책을 지칭할 때 생물이 본 세계 (본
문 내 약칭 U)로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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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들뢰즈를 통한 스피노자와 스퀼의 만남

들뢰즈가 스피노자에 해 쓴 첫 술은 스피노자와 표 의 문제

(1968)이다. 한편  책의 알짜는 고스란히 담으면서 이른바 ‘비철학

자’에게 스피노자를 알린다는 목 으로 쓴 일종의  소개서라는 

특징을 띤 스피노자 (1970)라는 소책자에는 조  더 자유로운 해석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 윤리학 과 도덕의 차이에 해｣에는 ‘행태

학’이 명시 으로 언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이 무렵에

는 들뢰즈의 스퀼에 한 독서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4) 
이후 스퀼은 스피노자를 언 하는 주요 맥락에서 항상 함께 거론

되게 된다.
다음으로, 들뢰즈는 안티-오이디푸스 (1972)의 출간 이후, 뱅센

(Vincennes) 학( 리 8 학)에서 ‘자본주의와 분열증’을 주제로 강

의를 진행하는데, 그  1974년 1월 14일, 21일과 1977년 2월 15일 

강의에서 스피노자를 언 한다. 특히 1977년 강의에서는 스피노자에

게 비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1974년 첫 강의에서는 “진드기는 

신이다”라는 발언이 ‘존재의 일의성’과 련해서 등장하는데, 사실 

진드기에 한 이런 언 은 스퀼에 한 지시이다.
클 르 르네와의 담 (1977)에는 ‘스피노자에 해’라는 작은 

항목이 있는데, 비록 짧지만 이 은 스피노자를 경험론의 맥락에 놓

고자 하는 의도를 아주 명백히 보여 다. 특히 이 에서는 스퀼을 

스피노자와 연결시키는 간  언 을 여겨볼 만하다.5) 이 무렵이 

되면, 들뢰즈는 스피노자와 스퀼의 연 성을  더 강조하게 되

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1978년 1월부터 1981년 3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  

 4) 스퀼이 랑스에 번역된 것은 1965년이지만, 들뢰즈가 요하게 인용하
는 Raymond Ruyer(1952), Néo-finalisme, Paris: P.U.F.에는 이미 스퀼이 언
되고 있다.

 5) 스퀼의 이름 신 “스피노자의 먼 계승자”(D 74)라고 지칭되지만, 훗날 
들뢰즈가 거듭 거론하게 될 ‘진드기’가 최 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진
드기는 세 정감에 의해 정의된다”(D 74) 운운.



철학논구 제36집194

뱅센 학에서 스피노자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어떻게 ‘행태학’으로 연장되는지가 잘 설명되고 있다. 그 

사이 출간된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2 (1980)에서는 스피노

자와 스퀼이 명시 으로 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곧 이어 스피노자. 실천철학 (1981)이 발간되는데, 이 책은 1970년 

서의 수정 증보 이다. 특히 마지막 장인 ｢스피노자와 우리｣는 

1978년 발표한 의 수정본인데, 흥미롭게도 추가된 두 문단  한 

문단 체를 스퀼로 할애한다. 들뢰즈가 스피노자와 스퀼의 계

를 얼마나 긴 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목이다.
이후에도 스피노자의 스퀼에 한 언 은 더 이어지지만(PLB, 

1988; QP, 1991), 사실상 이 무렵이 되면 본질 인 변화보다는 기왕

의 소개를 길고 짧게 변주하는 식의 발표로 보인다.

Ⅲ. 스퀼과 둘 세계의 형성

이번 에서는 국내에 거의 소개된 이 없는 스퀼 사상의 핵심 

내용을 주  생물이 본 세계 를 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환경에서 둘 세계로

생물이 본 세계 에는 이해를 돕기 한 59개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를 통해 스퀼의 핵심 개념인 ‘환경

(Umgebung)’과 ‘둘 세계(Umwelt)’6)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6) Umwelt는 스퀼 자신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어로는 subjective 
universe, phenomenal world, or the self-world로, 일본어로는 環世界로 번역한
다. 우리말로는 ‘둘 세계’ 는 ‘제 세계’ 정도가 좋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처럼 환경세계(環境世界)로 번역하곤 했으나, 일역자가 새 번역에서 지 한 

로 이 말은 스퀼이 강조하고 있는 ‘환경’ 는 ‘객  세계’와의 구별
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에서 불충분하다(일역본 163-6). 이 개념은 들뢰즈 
말고도 하이데거, 카시러, 메를로- 티 등에게 지 한 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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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이 두 개념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요컨  환경은 어떤 생명체에게나 무차별 으로 주

어지는 주변 조건인 반면, 둘 세계는 환경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특

정 생명체에게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환경이다.

“동물들의 둘 세계(Umwelt)는, 우리가 동물 주변에 펼쳐져 있

는 것으로 보는(sehen) 환경(Umgebung)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리

고 이 환경은, 우리 자신의 인간  둘 세계 그 자체이다.”(U 
30-1. 강조 인용자)

여기서 환경을 ‘인간의 둘 세계’라고 묘사한 것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더 넓은 둘 세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가장 단순한 사례를 통해 이런 들을 보겠다.

[그림 1] 짚신벌 의 환경   [그림 2] 짚신벌 의 둘 세계

그림은 짚신벌 의 환경[그림 1]과 둘 세계[그림 2]를 나타내는데

(U 49), [그림 1]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짚신벌  주변인 반면 [그림 

2]는 짚신벌  자신이 지각하는 세계이다. 말하자면 짚신벌  주

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짚신벌 에게 단 

두 가지 의미로만 해석된다. 일단 짚신벌 는 그 어떤 것을 만나더라

도 도피운동이라는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 [그림 2]에서 ‘−’ 표시를 

한 지 이 그것들이다. 인간인 우리가 보기엔 [그림 1]처럼 짚신벌

 주 에는 다양한 존재가 있다. 하지만 짚신벌 에겐 그 모든 것이 

동일한 벽처럼 느껴지며, 그 어떤 것과 만나더라도 우선 후방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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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고 다음에 방향을 바꾸어 다시 진운동을 시작하는 도피운동을 

야기한다(U 49-50). 짚신벌 의 둘 세계에서 단 하나 외가 있는

데, 그것은 “먹이가 되는 부패 박테리아”이며 오직 이것과 마주쳤을 

때에만 자신의 운동을 멈춘다. 그림2에서 입이 치한 곳에 있는 ‘+’ 
표시를 한 지 이 그것이다. 이처럼 짚신벌 의 둘 세계는 단 두 

개의 변별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차이는 모두 무의미하

다. 그것이 유의미해지는 것은, 인간이나 다른 생물의 에서 짚신

벌 의 환경을 보았을 때뿐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인간의 둘 세계도 

다른 어떤 생물체가 볼 경우 더 거칠거나 더 섬세한 것들로 이루어

져 있다. 인간은 나비가 보는 자외선을 못 보며, 박쥐가 듣는 음

를 못 듣는다. 인간 역시도 자연  지각 아래에서는 자신만의 둘 세

계에 갇  있는 존재라 하겠다.
흥미로운 를 하나만 더 보자면, 리의 지각 구조는 단히 엉

성하여, 마치 우리가 얼마간 거리를 두고 구멍이 뚫린 체를 통해 사

물을 볼 때 그 사물의 윤곽이 렷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

치로, 거미집의 가는 은 지각 상에서 제외된다. “거미는 그 사냥

감에게는 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펴고 있다”(U 39)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체들은 제각기 다른 둘 세계

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단 으로 말해, 단 하나의 동일한 환경에서

도 종(種)의 수만큼 다른 둘 세계가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같은 

종 내에서도 이런 차이는 후천  경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같은 인간이라도 서로 다른 둘 세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느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형성한 상이한 세계 속에서 나름 로 살아가는 것이 

더 진실일지도 모른다. 이 을 스퀼은 책의 결론에서 말하고 있다

(U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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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세계의 형성 과정

그런데 스퀼의 찰과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간다. 바로 이 형성 과정에 한 

악은 우리에게 인간의 둘 세계에 갇히지 않고 그것 자체를 고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다. 이런 에서 둘 세계 자체에 한 

악도 요하지만, 생물이 둘 세계 속에서 산다는 에 한 앎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더 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퀼은 둘 세계의 형성 과정에 해 이 게 말한다.

“우리의 감각기 이 우리의 지각행 (Merken)에, 우리의 운동

기 이 우리의 작용행 (Wirken)에 기여한다(dienen)고 여기는 사

람은, 동물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계  배치(ein maschinelles 
Gefüge)를 볼 뿐 아니라 기계공(Maschinist)도 발견하게 될 텐데, 
이 기계공은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몸 안에 장착되어(eingebaut, 
짜 넣어져) 있는 것처럼 그 기  안에 장착되어 있다. 그 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동물을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지각행 와 작용행

를 그 본질 인 활동으로 지니고 있는 주체로 보게(ansprechen) 
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둘 세계(Umwelt)로 통하는 문은 이미 열린 셈

이다. 왜냐하면 주체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그의 지각세계

(Merkwelt)로 되고, 주체가 작용하는 모든 것은 그의 작용세계

(Wrikwelt)로 되기 때문이다. 지각세계와 작용세계는 공동으로 닫

힌 통일체(eine geschlossene Einheit), 즉 둘 세계를 형성한다.”(U 
21-2)

이 목에서 요한 것은, 어떤 동물의 둘 세계라는 것이 하나의 

닫힌 통일체를 이루며, 이 통일체는 지각세계와 작용세계로 순환한다

는 이다. 여기서 기계  배치뿐 아니라 기계공도 본다는 표 은, 
지각세계와 작용세계의 통일체가 기계론 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

라 내부의 조율 과정을 통해 조정된다는 을 가리키기 해 쓰 다. 
즉, 동물 내부에 일종의 ‘주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스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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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설명하기 해 ‘기능고리(Funktionskreis)’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 다(U 27).

[그림 3] 기능고리

이 기능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스퀼의 사상 말을 이해하기 

해서도 꼭 필요하다. 둘 세계와 련해서 요한 것은 그것이 동물 

주체에게 일방 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 주체가 일방 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닌, 일종의 회로와 같은 과정 속에서 상호 성립된

다는 이다. 스퀼은 기능고리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유 으로 말하면, 각각의 동물 주체는 집게의 두 팔로, 즉 지각

의 팔과 작용의 팔로 자신의 객체를 잡는다(angreifen). 동물 주체는 

한 팔로는 지각표지(Merkmal)를, 다른 팔로는 작용표지(Wirkmal)를 

객체에 부여한다(erteilt). 이를 통해 객체의 특정 성질들은 지각표지

의 담당자(Träger)가 되고, 다른 성질들은 작용표지의 담당자가 된다. 
한 객체의 모든 성질들은 객체의 구조(Bau)를 통해 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작용표지에 의해 만들어진(getroffenen) 성질들은 객체를 통

과하면서 지각표지를 담당하는(tragen) 성질들에 자신의 향을 반드

시 행사하며,  지각표지 그 자체를 바꾸도록 작용한다. 이것은 짧

게 다음과 같이 가장 잘 표 할 수 있다. 즉, 작용표지는 지각표지

를 지워버린다(auslöschen).
수용기(Rezeptor)가 통과시킨 자극의 선택 이외에, 한 실행기

(Effektor)에 특정한 활동 가능성을 주는 근육의 배열(Anordnu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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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모든 동물 주체의 각 행동의 진행(Ablauf)에 있어 결정 인 

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각기호(Merkzeichen)의 도움으로 둘 세계의 

객체에 지각표지들을 표시하는(auszeichnen) 지각세포(Merkzelle)의 수

와 배열이며,  자신의 작용기호(Wrikzeichen)로 같은 객체에 작용

표지들을 장착하는(versehen) 작용세포(Wirkzelle)의 수와 배열이다.
객체는, 한편으로는 지각표지의 담당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작용

표지의 담당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성질들을 반드시 지니고 

있는 한에서만 행동에 계한다. 이 두 담당자는 필경 어떤 객체 배

치(Gegengefüge)에 의해 서로 결합하고 있을 것이다.”(U 26-7)7)

기능고리에 한 이러한 설명에서 요한 것은, 이 기능고리가 하

나의 회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회로가 작동하면서 주체-객체 사이

에 상호 형성이 진행된다는 이다. 말하자면, 서로 독립 으로 존재

하는 주체와 객체가 있어 주체가 객체에 작용하거나 객체가 주체를 

규정하는 식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회로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써 

서로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주체와 객체는 계 속에

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며, 어떤 에서는 자석의 양 극처럼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성격을 지닌다. 이런 

측면은 객체와 주체에 한 근  틀을 벗어나고 있으며, 생물 일반 

 인간의 앎과 련하여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방  든 사례를 더 잘 이해하기 해 진드기를 주체로 놓고 기능

고리 과정을 살피는 를 들여다보도록 하자. 스퀼은 책 체에 걸

쳐 진드기 사례를 이모 모 활용하는데, 이를 놓고 들뢰즈는 자주 경

탄을 표 한다.8) 하나의 만 거론하자면 철학  동물은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아니라 스퀼의 진드기라는 식이다.

“가령 거미와 거미 , 벼룩과 머리, 진드기와 포유류의 피부 약

 7) 나 에 이 주제는 천 개의 고원 의 제3고원에서 이  분 을 행하는 가

재의 양 발을 통해 확장된다. 
 8) 련된 내용은 최소한 다음 목에서 언 되고 있다. D 74-77; MP 66-9; 

MP 313-4; MP 384-8; SPP 167-8; SPP 170; PLB 122-3; PLB 184-6; QP 
175-6.  뱅센 학에서의 일련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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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런 것들이 철학  짐승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아니다. 
정감을 발시키는 것, 변용할 수 있는 권력을 실 하게 하는 것

을 신호(signal)라고 부른다. 가령 거미 은 흔들리고, 머리는 주름

지고, 피부는 노출된다. 막한 검은 밤의 별들처럼 오직 몇몇 기

호(signe)들만이 있다. 거미-되기, 벼룩-되기, 진드기-되기, 강하고 

모호하고 완고한 하나의 미지의 삶.”(D 75)

우리는 뒤에서 이 사례를 들뢰즈의 해석과 연 해서 살펴볼 텐데, 
스퀼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포유류의 몸의 성질에서 생기는 몇 백 가지나 되는 작용 에

서 단 세 가지만이 진드기에게 지각표지의 담당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째서 이 세 가지만이 작용하고 다른 것은 그 지 않은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두 객체 사이의 힘의 교환이 아니다. 
요한 것은 살아 있는 주체와 그의 객체 사이의 계이며, 한 

이 계는  하나의  다른 평면에서, 즉 주체의 지각기호와 

객체의 자극 사이에서 펼쳐진다.
진드기는 숲 속의 빈 땅에 있는 나뭇가지 끝에 꼼짝 않고 붙어 

있다. 그런 치에 있는 덕분에 진드기는 거기를 지나가는 포유류 

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全) 환경으로부터 

진드기에게 어떤 자극도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포유류가 

가까이 온다. 그 동물의 피는 진드기가 자손을 낳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즉 포유류의 몸에서 

생기는 모든 작용 에서 세 가지만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일

정한 차례로 자극이 되는 것이다. 진드기를 둘러싼(umgibt) 거

한 세계로부터 세 가지 자극이 마치 어둠 속 횃불처럼 빛나

서, 진드기를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는 길잡이 노릇을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해, 진드기에게는 수용기와 실행기를 갖춘 

자신의 몸 외에 자신이 지각표지로 쓸 수 있는 세 가지 지각기호

가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진드기의 행동의 진행은 이 지각표지에 

의해 단단히 정되어 있으므로, 진드기는 완 히 정해진 작용표

지만을 산출해 낼(hervorbringen)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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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를 둘러싼 풍요한  세계는 축소되어 세 가지 지각표지

와 세 가지 작용표지로 이루어진 빈곤한 모습으로, 즉 진드기의 

둘 세계로 변화한다. 하지만 둘 세계의 빈곤함은 곧 행동의 확

실성을 보증한다. 그리고 확실성이 풍요로움보다 더 요하다.”(U 
28-9. 강조 인용자)

3. 둘 세계 머로

스퀼의 설명은 철학에서 칸트의 방식을 연상  한다. 실제로 

스퀼은 칸트  명을 생물학 연구에 도입했다고 공언하기도 한다(U 
30). 이미 이론 생물학 (1920)에서부터 칸트  유산은 공공연히 언

된다.

“모든 실재는 주  상이다. 이 은 심지어 생물학에서도 

하고 근본 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세계 안에서 주체와 독

립된 원인들을 찾는 것은 완 히 소용없는 짓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체에 자신의 구성을 내맡기는 객체와 만나게 될 뿐이다.
객체들이란 주체에 자신의 구성을 내맡기는 상들이라는 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자연과학 체 체계를 만들기 해 특별히 

칸트가 비한 확고하고 오래된 토  에 있게 된다. 칸트는 객

체 에 주체를, 즉 인간을 놓았으며, 객체들이 마음에 의해 구성

되는 근본 원리들을 발견했다.”(Bains 2001: 141 재인용)

이런 입장에 따라 칸트 식으로 둘 세계 이론을 다시 서술하면 이

게 된다. 둘 세계는 환경이라는 사물 자체(Ding an sich)에서 주

체가 개입하여 만든 자신만의 상계(Phänomena)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칸트와 유사한 이지만, 바로 그 상계가 성립하는 과

정이 일방 으로 주체가 환경에 자신의 도식(Schema)을 덧 우는 방

식이 아니라 진화  상호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 속에서 성립된다는 

이 칸트와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들뢰즈의 철학에서 시되는 도 바로 이런 상호 형성 과정이다. 

어  보자면 스퀼은 비의도 , 비자발 으로 칸트를 극복했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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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도식의 상을 선험 인 것에서 경험 인 

것으로, 즉 진화 이고 발생 인 것으로 재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 과정에서 스퀼의 작업은 칸트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기보다는 그의 월론  비 철학을 심화시키고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에서 본 기능고리 그림이 바

로 이러한 과정을 보여 다.
이와 련해서 일역자 하다카 도시다카는 자신이 쓴 동물이 보는 

세계, 인간이 보는 세계 에서 둘 세계(일본어로 ‘環世界’)를 ‘일루

(illusion)’이라고 말하면서 사유를 펼치는데,9) 이 ‘일루 ’이라는 말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흥미롭게도 실제로 인간의 

앎에 있어 ‘가상(illusion, Schein)’이 생겨나는 불가피하면서도 근 할 

수 없는 조건  ‘가상’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한 통찰을 제

공하고 있다.

“둘 세계는 객 이지 않고 매우 주 이며, 동물마다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그 다면 우리 인간의 경우는 어떨

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객 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서 객

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일까? [……] 인간에게도 ‘지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자외선과 외선을 보

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실 세계에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보지

도 느끼지도 못한다. 다만 그 작용을 받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

외선과 외선을 연구함으로써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 인
간에게도 지각의 틀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인간은 지각과 별도로 

논리를 세워서 한꺼번에 여러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인간

은 자나 자외선처럼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어떤 방법

으로든 기술 으로 인간의 지각 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갖가지 

기계와 기술을 사용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고 성질을 탐구하여 그

것을 이해한다.”(하다카 2005: 11-2, 189, 172. 강조 인용자)

 9) 다른 많은 사례가 주디스 콜, 허버트 콜의 떡갈나무 바라보기 (2002)에 
소개된다. 하다카의 책과 이 책 모두 스퀼의 책에서 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스퀼의 책에 소개된 많은 사례를 그 로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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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인간은 자연  지각 상태에서는 필연 으로 가상에 사

로잡히게 되지만, 지각과는 별도로 연구를 통해 그 가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  경험 조건의 가능성에 한 이러한 

연구의 기반을 스퀼이 마련했다고 본다.

Ⅳ. 스피노자의 독특한 용어법: 변용과 정감, 능동과 수동, 
역량과 힘과 권력

논의를 이어가기 에 몇 가지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 두고 갈 필

요가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스피노자의 말에서 시작해 보자. 

“나는 정감을 몸의 작용역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는 

북돋우거나 제한하는 몸의 변용으로,  동시에 이 변용의 념으

로 이해한다. 설명. 만약 우리가 이런 변용의 합한 원인일 수 있

다면, 나는 그 정감을 능동으로 이해하고, 아니라면 수동으로 이

해한다.”(E III D3)10)

여기서 자세히 이해해야 할 개념은 서로 을 이루는 affection- 
affect와 action-passion, 그리고 puissance이다. 이 개념들은 우리의 통

념을 벗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이해해야 한다.

10) ‘정감(情感)’은 affectus, affect를 옮긴 말이다. 이 말은 일본의 향을 받아 
‘정동(情動)’으로 많이 옮기며, 더 일반 인 최근 경향 속에서는 ‘정서(情
緖)’나 ‘감정(感情)’으로 옮긴다. affection의 번역어로는 ‘변용(變容)’이 가장 
리 쓰이며 에는 ‘ 발(觸發)’이 많이 쓰 다. ‘감응(感應)’이나 ‘ 발’
보다 ‘변용’이 나은 까닭은, 어도 스피노자 맥락에서 변용은 물체와 물

체의 만남에서 생기는 변화 일반을 가리키는 반면 ‘감응’이나 ‘ 발’은 
인간 심  냄새가 짙기 때문이다. 한편 ‘변용’은 한국어에서 그 자체로 
피동의 뜻이 강하기에, 불어 affecter는 ‘변용시키다’로, etre affecté는 ‘변용
하다’로 옮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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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용과 정감

우리는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는 실체 는 그 속성들의 

변용들(affectio)이다. 이 경우 변용들은 일차 으로 양태들 자체이다

(E I P25c; I P30D). “이 변용들은 필연 으로 능동 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합한 원인으로서의 신의 본성에 의해 설명되며, 신은 수

동을 겪을 수 없기(ne peut pas patir) 때문이다.”(SPP 68) 
둘째로, 우리와 련된 변용들이 있다. 즉 양태에 일어나는 일, 양

태의 변양들(modifications)이 요하며, 이런 의미의 변용은 어떤 양

태에 다른 양태들이 미친 결과들을 지시한다(SPP 68). 따라서 이 변

용들은 무엇보다 몸11)의 이미지들 는 흔 들이다(E Ⅱ p5; Ⅱ 
P17s; Ⅲ p2). 그 변용들의 념은 변용하는 몸의 본성과 변용시키는 

외부 몸의 본성을 동시에 감싸고 있다(E Ⅱ P16). 나아가 “그 념이 

외부 몸을 우리에게 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인간 몸의 변용들을 

[……] 우리는 실재의 이미지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음이 몸들을 

이 계 아래서 조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상한다고 말할 것이

다.”(E II 17s) 이런 의미에서 변용은 몸의 상태(constitutio), 이미지, 
는 념이며, 한 지각이기도 하다(SPP 70, 108).
셋째, 이 변용들은 정지한 채로 있지 않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한 이미지나 념에서 다른 이미지나 념으로의 이들(transitions), 체

험된 이행들, 지속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크거

나 은 완 성으로 이행한다.”(SPP 69) 정감 즉 느낌(affects ou 
sentiments)은 바로 이 지속들 는 완 성의 “연속  변주들(variations 
continues)”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일반 으로 변용을 몸에, 정감을 마음에 련시키지만, 
이는 잘못이다. 변용과 정감은 서로 본성의 차이가 있다. 

11) corpus, corps의 번역어로 주로 ‘몸’을 쓰되 꼭 필요한 경우 ‘물체’를 쓴다. 
하지만 스피노자에게는 인간의 몸과 외부 물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마도 몸과 물체가 꽤나 다르다는 식의, 한국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통념은 스피노자가 가장 강하게 비 하려 했던 우리의 가상(illusion, 
Sche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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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차이는 한편으로 몸의 변용  외부 몸의 본성을 감싸는 

이 변용의 념과, 다른 한편 마음과 몸 양자에 있어 작용역량의 

증감을 감싸는 정감 사이에 있다. 변용은 변용하는 몸의 한 상태

에 련되고 변용시키는 몸의 존을 내포하는 반면, 정감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그리고 변용시키는 몸들의 상  

변주에 한 고려와 연 된다.”(SPP 69)

들뢰즈가 스피노자의 다음과 같은 정의와 설명을 인용하면서 “정
감은 순수하게 이행 (transitif)이기에 [변용과] 아주 다른 본성을 지

니며, 두 상태 사이의 차이를 감싸는 체험된 지속 안에서 경험되기에

(éprouvé) 지시 이거나 표상 이지 않다”(SPP 70)고 말하는 것은 그

런 까닭이다.

“ 혼의 정념이라 불리는 정감은 혼동된 념으로, 마음은 이

것을 통해 자신의 몸이나 그 몸의 일부의 실존하는 힘이 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정한다. [……] 내가 ‘이 보다 더 크거나 작

은 실존하는 힘’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이해하는 바는, 마음이 몸의 

재 상태와 과거 상태를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감의 형상을 

구성하는 념이 몸에 해 실제로 이 보다 더 크거나 작은 실재

성을 감싸고 있는 어떤 것을 정한다는 뜻이다.”(E III ｢정감들에 

한 일반  정의｣  설명)12)

이상의 내용을 들뢰즈는 강의에서 이 게 정리한다(1978년 1월 24
일). 한편으로 두 념의 이어짐, 즉 피에르의 념과 폴의 념이 

있다면(이것이 각각 변용이다), 다른 한편으로 내 안에서는 변주가 

벌어지며 이 변주들은 계속된다(이것이 정감이다).

12) 앞의 두 강조 인용자. 진태원(2006: 332-40)은 이 정의가 윤리학  3부 정
의3과 “상이한 내용”(332)을 보인다고 지 하면서, 논의 끝에 “이 때의 정
의는 [……] 곧 수동 인 정서에 한 ‘유 (類的)인’ 정의라고 할 수 있
다”(340)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정감들에 한 일반  정

의｣에 들어가기  바로 앞 문장에서 “정신에만 계하는 정감들(affectus, 
quatenus ad solam Mentem referuntur)”만을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 정
의의 차이는 논란의 여지없이 쉽게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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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에 따르면(SPP 92), 스피노자가 말하는 마음(mens, esprit)13)

은 념으로 구성되어 있다(E II a3, P11).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인식 

는 앎(cognitio)이란 바로 이 혼 는 마음과 련되어 있다. “앎
은 주체의 작업이 아니라, 혼 속에서의 념의 정이다.”(SPP 79) 
인식 는 앎에 한 이런 규정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인식 는 앎을 주체의 작업과 분리시켰다는 이다. 통상 으로는 

인식을 말할 때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제로 한 후, 주체가 객체에 

한 앎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다. 그러나 이런 분리가 일단 설정되고 나면, 넘을 수 없는 간격 때

문에 인식은 객체에 한 불가지론에 빠지거나 주체 안의 념론에 

갇히고 만다. 스피노자의 규정은 처음부터 이런 난  바깥에 있게 된

다. 둘째로, 인식은 “ 혼 속에서의 념의 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혼 는 마음의 본성상 그것은 바로 념이므로, 더 정확히 말해 

마음 자체가 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앎이란 결국 념 자체의 

문제로 여겨지게 된다.14) 따라서 스피노자가 앎의 종류를 분류한다

면, 그것은 념의 분류와 같은 작업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2. 능동과 수동

다음으로 action-passion을 보자. 이 개념들은 윤리학  3부 정의1과 

정의 2에 등장한다.

“그 결과가 그 원인 자신에 의해 명석 명하게 지각될 수 있는 

13) 우리는 ‘정신’이라는 말보다 포 으로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말을 mens, 
esprit의 번역어로 쓴다.

14) 유사한 견해가 흄 연구에서도 발견된다(ES 3-4/22-4). 흄에게서 마음(mind)
은 “상상, 념들”과 동일하며, 념들이 바로 “경험”이다. 정신은 념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며(즉 통상 인 의미의 ‘주체’가 아니다), 오히
려 미리 정해진 어떤 테두리가 없는 “ 념들의 모음(collection)”이자 “집합
(ensemble)”, 는 “지각들의 흐름”이다.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에서 스퀼의 상 207

원인을 나는 합한 원인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원인 

자신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원인을 나는 부 합한 원인, 곧 부

분  원인이라 부른다.”(E Ⅲ D1)

“우리가 그것의 합한 원인인 어떤 것이 우리 안이나 우리 밖

에서 생겨날 때, 곧 (앞의 정의1에 따라)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 

안이나 우리 밖에서 우리 본성만으로 명석 명하게 이해될 수 있

는 어떤 것이 따라 나올 때, 나는 우리가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

리고 반 로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생겨날 때, 는 우리의 본성

에서, 우리가 그것의 부분 인 원인에 불과한 어떤 것이 따라 나

올 때, 나는 우리가 겪는다고 말한다.”(E Ⅲ D2)

이 정의에서 언 되는 ‘작용한다(agere)’는 말의 명사형이 actio 
(action)이고, ‘겪는다(pati)’는 말의 명사형이 passio(passion)이다. 여

기서 actio는 우리가 합한, 즉 면 인 원인이 되어 어떤 것이 생

겨나는 경우를 가리키며, passio는 우리가 부 합한, 즉 부분 인 원

인이 되어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결국 스피노자는 

actio와 passio를 단지 립 으로 이해하는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을 비 하며, 교정을 가하고 있다. 즉 actio-passio는 모두 변용의 방

식인데, 그 원인이 합하며 면 인지 아니면 부 합하며 부분 인

지에 따른 구분이어서, 단순히 능동-수동의 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양자에 공통된 이런 ‘작용’의 의미가 ‘동(動)’ 
안에 내포된다는 을 유념하면서, 부분의 맥락에서 action과 

passion을 각각 ‘능동 는 작용’과 ‘수동’으로 옮기면서, 간혹 인간

학  측면에서 passion을 ‘정념(情念)’으로도 옮기겠다. 이 개념들은 

스피노자와 들뢰즈에서 일차 으로 심리학이 아닌 물리학이나 생리

학 차원에서 언 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 passion은 작용을 겪는다(etre pati)는 측면에서 일단 무력함

(단순한 수동)을 의미하지만, 스피노자에서는 passion도 특수한 의미

에서 일종의 작용(‘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작용역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합한 원

인이 아닐 경우, 가령 부분  원인에 불과할 경우, 우리는 작용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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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agir) 수동(passion)으로 머무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게 

되면 passion은 agir의 명사형 action과 등하게 립되지 않으며, 
action을 기 으로 우리가 합한 원인으로서 그 기 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두 passion이 되고 만다. 이럴 경우 합함의 정도나 등

(degrés)에 따라 passion의 정도나 등 도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 
passion에도 정도나 등 이 있을 수 있다는 은 요한 함의를 지

니는데, 이 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역량, 권력, 힘

스피노자는 역량을 실존의 원리로 만든다(Hardt 1993: 71). 실존은 

역량이고 본질이다.15) “가능  실존(existence)이건 필연  실존이건 

간에, 실존은 그 자체로 역량이다. 역량은 본질 그 자체와 동일하

다.”(SPE 78) 그리고 그 역량은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행 역량

이다. 

“역량과 본질의 동일성은, 역량이 언제나 실태(acte)임을, 
는 어도 재 실행 (en acte)임을 뜻한다. 스피노자주의에서 

모든 역량은 그와 상응하며 분리할 수 없는 변용권력(pouvoir d'e
tre affecté)을 동반한다. 그런데 이 변용권력은 언제나 그리고 필연

으로 채워진다. 역량에는 소질(aptitudo) 는 권력(potestas)이 

상응한다. 하지만 구 되지 않는 소질이나 권력은 없으며, 따라서 

행 이지 않은 역량은 없다.”(SPE 82;  SPP 134 참조)

이처럼 역량은 실존역량이자 동시에 변용권력으로 규정된다.
물론 스피노자는 폭군과 같은 권력(potestas, pouvoir), 즉 자신의 

의지 로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력을 비 하기 

해 역량 개념을 도입했다. 그 지만 권력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

15) 실존=역량=본질이라는 들뢰즈의 해석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가령 
박기순(2006: 116-22). 그러나 이 문제는 ‘힘’과 ‘몸’과 ‘ 원’에 한 들뢰
즈의 니체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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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가령 “신의 권력 안에(in potestate) 있는 것은 그 무엇이건, 그

것이 신의 본질에서 필연 으로 도출되도록 신의 본질 속에 포함되

어 있어야만 한다”(E I P35D)고 스피노자가 말할 때, 여기서 ‘권력’
은 법한 용법으로 쓰 다. 이 경우 “본질로서의 potentia에 변용권

력으로서의 potestas가 상응하며, 이 변용권력은 신이 필연 으로 생

산하는 변용들 는 양태들에 의해서 채워지는데, 왜냐하면 신은 수

동을 겪을 수 없으며, 이 변용들의 능동  원인이기 때문이다.” (SPP 
134)16)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유한한 존재에 실존역량과 작용역량 는 

인식역량과 이해역량을 귀속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유한 존재가 

체의 부분으로, 속성의 양태로, 실체의 변양으로 고려되는 한에서

이다(SPE 78-9). 인간의 역량은 “신 즉 자연의 무한한 역량의 부분”이다

(E IV P4d). 여기서 부분이라는 것, 즉 “분유(分有)한다(participation)는 

것은 스피노자에게는 항상 역량들의 분유로 생각된다.”(SPE 81) 그래

서 들뢰즈는 실체의 역량과 권력에 응하는 실존 양태의 코나투스

와 소질을 말한다.

“변용권력(potestas)이 역량(potentia)으로서의 신의 본질에 상응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용 소질(aptus)은 역량의 정도(conatus)로
서의 실존 양태의 본질에 상응한다. 코나투스가, 그 이차  규정 

속에서, 변용 소질을 유지하고 그것을 최 한으로 펼치려는 경향

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E Ⅳ P38). 이 소질 개념에 해

서는 윤리학  2부 명제13 주석  3부 공 1과2, 5부 명제39를 참

조하라. 차이는 다음과 같은 에 있다. 즉 실체의 경우, 변용권력

은 능동 인 변용들에 의해 필연 으로 채워지는데, 왜냐하면 실

체는 그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양태들 자체). 실존 양태의 경

우, 그것의 변용 소질 한 매 순간 필연 으로 채워지기는 하지

만, 무엇보다 양태를 합한 원인으로 갖지 않는, 즉 다른 실존 양

태들에 의해 자신 속에 생산되는 변용들(affectio)과 정감들

(affectus)에 의해 채워진다. 따라서 이 변용들과 정감들은 상상들

과 수동들이다.”(SPP 136)

16) 이런 이해가 일반 으로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 진태원(2005: 3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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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용어 체계에서 변용은 내  원인에서 결과된 것이냐 

아니면 외  원인에서 결과된 것이냐에 따라서 능동 일 수도 수동

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 양태의 실존역량은 언제나 변용권력에 

상응하며, 이 이 변용권력은 “언제나, 때로는 외부 실재들에 의해 생

산된 변용들(이른바 수동  변용들)에 의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본질에 의해 풀이되는 변용들(이른바 능동  변용들)에 의해서 채워

진다.”(SPE 82) 이것을 도식화하면 ‘역량 = 실존역량 = 변용권력’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능동과 수동의 구분은 더 세분된다. 
즉 수동은 기쁜 수동  변용과 슬  수동  변용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쁜 수동의 도움을 받아 기쁜 능동으로 가는 것이 윤리  과제로 

제시된다는 것이 들뢰즈의 스피노자 해석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나아가 실존역량(=작용역량) 는 변용권력이 이번에는 실존의 

힘(vis existendi)으로 이해된다. 스피노자는 “작용역량 즉 실존의 힘

(agendi potentia sive existendi vis)”17)이라는 표 을 쓰는데, 들뢰즈

는 이 표 에 주목하면서 라이 니츠의 해석을 빌려 힘에 한 논의

를 개진한다.18) 라이 니츠에 따르면, 한 몸의 힘은 “작용하는 힘과 

겪는 힘, 능동  힘과 수동  힘”(SPE 203)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능

동  힘만이 권리상 실재 이고, 실정 이고, 정 이다. 수동  힘

은 자율 인 힘이 아니라 능동  힘의 단순한 제한에 불과하다. 그래

서 수동  힘은 “궁극 으로는 더 깊은 힘의 제한, 즉 능동  힘 자

체 안에서만 정되고 표 되는 본질의 제한을 뜻한다.”(SPE 203) 
이런 맥락에서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수동  변용에는 실재 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

17) 박기순(2006a)은, 스피노자가 역량(potentia, puissance)과 힘(vis, force)을 구
별하고 있으며, 특히 “‘힘’을 물리  의미로 제한 으로 사용”(129)한다는 
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핵심 논의를 펼친다.

18) 실제로 들뢰즈는 니체와 철학 (1962)에서 힘(force, Kraft)과 권력의지
(volonté de puissance, Wille zur Macht)를 다루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논
의를 이어간다. 한 ‘본질’과 ‘몸’에 한 논의, 그리고 스피노자의 ‘가장 
단순한 몸들(corpora simplicissima)’과 원자론의 극복으로서의 니체의 ‘힘’ 
개념에 한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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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상상 인 것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 함에 근거해서만, 
우리의 불완 함 자체에 의해서만 수동 이고 정념 이다. [……]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구별되는 외부 실재로부터 수동을 겪는다. 따
라서 우리 자신은 수동의 힘(force de patir)과 능동의 힘(force 
d'agir)이라는 별개의 힘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수동의 힘은 우

리의 능동  힘 자체의 불완 함, 유한성, 는 제한에 불과하다. 
우리의 수동의 힘은 아무 것도 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무력함

(impuissance)만을, 즉 우리의 작용역량의 제한만을 “감싸고 있다”. 
실로 우리의 수동역량은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속, 즉 우리의 

작용역량의 가장 낮은 정도(degré)이다.”(SPE 204)19)

이로써 우리는 스피노자의 주요 개념에 한 들뢰즈의 해석을 살

펴보았다. 이 해석은 들뢰즈 자신의 개념을 벼리는 데 있어서도 요

한 역할을 하거니와, 특성상 니체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십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스피노자-들뢰즈를 이해하기 한 개념  도구를 

정비했으니, 원래의 논의로 돌아가도록 하자.

19) 진태원은 이 목을 놓고 이 게 비 한다. “들뢰즈가 사용하는 “force de 
patir”와 “force d'agir”라는 용어가 매우 애매하다는 사실은 차치해둔다 하
더라도, [다섯째와 여섯째 문장은 “변용과 수동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SPE 198)라는] 앞에 인용한 들뢰즈 자신의 주장과 거의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동의 힘은 능동  힘 자체의 유한성이나 제한

에 불과하며 아무 것도 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수동을 순수한 수용으

로, 아무런 원인으로서의 작용도 없이 외부 원인의 작용을 순 히 받

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에만 가능한 주장이기 때문이다.”(진태원 
2006: 353)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 했지만, 들뢰즈는 힘에 있어 능동만
을 인정할 뿐 수동은 능동의 가장 낮은 정도나 등 , 말하자면 부족한 능
동으로 이해한다. 수동이 부 합하거나 부분 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스피노자의 정의를 감안해도, 들뢰즈의 해석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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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피노자의 문제

스피노자가 거듭 제기하는 문제  하나는 “사람들은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E III P3s)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몸에 

해 강조할 때 그것은 사유를 폄하하기 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에 해 우리의 앎이 무도 빈약함을 강조하기 

함이다.

“몸은 우리가 그것에 해서 가진 앎을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사유 역시도 우리가 그것에 해 가진 의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이다. 몸에 우리의 앎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는 

것 못지않게, 마음에는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는 것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의 앎의 주어진 조건들을 넘어 몸의 역량을 악하고, 
우리의 의식의 주어진 조건들을 넘어 마음의 역량을 악하기에 

이르는 것은 하나의 같은 운동을 통해서이다. [……] 요컨  스피

노자에 따르면 몸이라는 모델은 연장과 련하여 사유에 한 평

가 하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요한 것은 사유와 

련하여 의식의 평가 하이다. 이것은 무의식의 발견이며, 그리

고 몸의 미지(未知)(l'inconnu du corps)에 못지않게 심오한 사유

의 무의식(un inconscient de la pensée)의 발견이다.”(SPP 29;  

SPP 97-8 참조)

스피노자의 에서, 몸 는 개체(individu)20)는 한편으로는 사회

의 구성 원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부분들(parties)로 구성되

어 있다. 부분들 역시도 나름 로는 개체들이다.21) 이처럼 개인보다 

20) “같은 크기를 지니고 있거나 크기가 서로 다른 일정한 수의 몸들이 다른 
몸들에 의해 제약되어(coercentur) 서로 의지할 때, 는 그것들이 같은 속

도나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계에 따라 자신들의 운동을 서로 달할 때, 우리는 이 몸들이 서로 연합
되어 있으며, 이것들 모두가 단 하나의 몸 는 개체를 합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개체는 몸들 사이의 이러한 연합에 의해 다른 모든 개
체들과 구분된다.”(E II P13 이하 ｢자연학 소론｣. 강조 인용자) 물론 개체
는 몸에 상응하는 마음 차원에서도 동시에 형성된다.

21) 몸 는 개체의 문제와 련해서 박기순(2006a: 122-7)의 상세한 논의 참조.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에서 스퀼의 상 213

작거나 큰  다른 개체들이 만들어지거나 소멸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은 각각 나름으로는 개체인 다수 부분들의 합성과 분해라는 문

제이다. 스피노자가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론을 구축한 것은 이

런 까닭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 개체들, 는 몸들 간의 만남

(rencontres)에 한 연구는 경험 , 실험 , 구체 , 실증  탐구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는 선험 으로 제시되는 도덕(morale) 는 

도덕률(도덕법칙)과는 아무 상 이 없다(SPP 2장). 차라리 그 연구는 

철 히 물리 화학 , 는 생리 의학  작업으로 보인다. 가령 음식과

의 만남은 몸의 구성(constitution)을 강화해 역량을 증 시키기에 기쁨

의 정감을 낳고, 독(毒)과의 만남은 몸의 구성 상태(constitution)를 분해

해 역량을 감소시키므로 슬픔의 정감을 낳는다. 이런 만남의 문제는 

철 히 존재론의 문제지만, 바로 이 존재론  법칙이 기쁨을 증 시

키고 슬픔을 감소시키라는 행  규범이 된다는 에서 윤리학은 존

재론  기반을 갖는다. 여기서 당 는 사실과 일치하며, 자연법칙은 

도덕법칙이 된다. 행  규범은 선험 인 도덕의 문제에서 경험 인 

윤리의 문제로 바 다. 자유와 속의 문제는 이런 존재론  앎과 그

에 따른 만남의 조성(composition)에 의거하며, 이런 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은 존재론  바탕 아래 재구축될 수 있게 된다.
앎의 문제와 련해 스피노자는 합한 념(idées adequates)을 갖

기를 바란다. 합한 념을 갖는다는 것은 원인(cause)을 안다는 뜻

이며 한 본질(essence)을 안다는 뜻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체로 결과(effet)뿐이라는 에서 우리는 일반 으로 부 합한 념

만을 갖게 되며, 이 상황은 극복해야 할 인간 조건이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2권 정리40 주석2에서 앎을 세 종류로 분류하

고, 다시 제1종의 앎을 둘로 분류한다. 이는 스피노자에서 진리 는 

합한 념에 이르는 방법에 한 논의에 해당한다. 스피노자가 제1
종의 앎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견 는 상상”이며, 이는 “모호한 경

험에 의한 앎”과 “기호”에 의한 앎으로 세분된다. 제2종의 앎은 “이
성”인데, 이는 “공통지(共通知)22)  합한 념”을 갖는 데서 형성

22) 흔히 ‘공통개념’으로 옮기는 이 notio communis, notions communes는 no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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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제3종의 앎은 “직  지식”이며, 이는 “신의 어떤 속성들의 

형상  본질에 한 합한 념에서 실재들의 본질에 한 합한 

앎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들뢰즈의 해석에 한 몇 가지 비 을 검토하면서, 들뢰즈

가 이들 비 을 어떻게 견뎌내면서 자신의 스피노자 해석을 개하

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스피노자 해석에 있어 경험론  근

의 도입이 필수 이며 들뢰즈 자신이 스퀼을 통해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경험  탐구 는 자연과학의 뒷받

침이 없을 경우 스피노자에서 부 합한 념에서 합한 념으로의 

이행이란 불가능한 시도로 남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스피노자를 미

신 인 희망이나 품었던 한낱 몽상가로 락시키고 말 것이다. 자연

과학의 작업이야말로 스피노자에게 그토록 요했던 제2종의 앎 즉 

‘공통지’ 는 ‘이성’을 형성하는 실천인 것이다.

Ⅵ. 들뢰즈의 스피노자 해석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

1. 기호로 둘러싸인 인간의 둘 세계(Umwelt)

스피노자 해석과 련해서 들뢰즈의 기 입장과 후기 입장 사이

에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다는 주장을 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23) 
이 주장에 따르면,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기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기의 부정  입장을 마지막에 가서야 정 인 입장으로 바꾼다. 

“[ 스피노자. 실천철학 (1981)까지만 해도] 기호는 여 히, 일의

인 표 과 립하는 다의 이고 애매한 ‘부 합 념으로만’ 기
술된다(SPP 143-5 참조). […… 하지만] ｢스피노자와 세 가지 에티

카｣(1993)에 와서 들뢰즈는 변용을 일으키는 것을 기호라는 용

는 notio communis가 ‘앎’의 일종으로 이해된다는 에서 ‘공통지’로 옮
겼다.

23) 서동욱, ｢들뢰즈의 마지막 스피노자주의｣, in 서동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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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명시하며, 기호의 부정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것을 

‘표 ’에 근 시킨다.”(서동욱 2002: 235-6. 강조 인용자)

들뢰즈에 한 이 비  주장은 한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이 착오는 들뢰즈의 스피노자 해석을 시도했던 여러 연구자

들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에서 검해 볼 만한 의

의가 있다.
사실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기호 개념이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스피노자와 표 의 문제 (1968) 이래로 거듭 주장하며, 이를 스피노자. 
실천철학  (1970)에서부터도 잘 요약해 놓고 있다(SPP 143-5). 가령 

서동욱의 주장과는 달리, 들뢰즈가 아니라 스피노자 자신에 따르면, 
그 어떤 기호이건 간에 그것이 단지 기호로 머무는 한에서는 “상상

의 해석을 부추킨다”는 에서 “부 합한 념”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제1종의 앎은 무엇보다도 다의 인 기호에 의해 정의된다.”(SPP 80) 
즉, 기호가 지닌 부정  특성을 강조한 것은 들뢰즈 이 에 스피노자 

자신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만약 앎에 있어 그 어떤 기호이건 부 합한 념일 수밖에 

없다면 인간은 결국 앎에 이르지 못하고 가상의 세계를 방황할 수밖

에 없는 운명 아니겠는가? 이런 물음이 제기되자마자, 들뢰즈는 다

시 스피노자를 따라, 비록 부 합한 념의 바다에서 떠도는 것이 

인간 실존의 자연  조건24)일지라도, 인간은 다시 그로부터 합한 

념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1종의 앎에서 제2종의 앎으로, 비록 단 이 있긴 해도, 자

에서 후자로의 도약(saut)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어떤 유인(誘因)  

계(rapport occational)가 여 히 있다.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부합하는(conviennent) 몸들을 만날 때, 아직 우리는 이 다른 

몸들  우리 몸 자체에 한 합한 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24) “제1종의 앎은 우리가 합한 념을 갖고 있지 않은 한에서 우리 실존

의 자연  조건을 표 한다. 그것은 부 합한 념들의 사슬  이로부터 

나오는 수동-정감들(affects-passions)의 사슬에 의해 구성된다.”(SPP 80. 강
조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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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쁜 수동들(passions joyeuses)을 체험하며(우리의 작용역

량의 증가), 이것들은 아직은 제1종의 앎에 속하지만, 이 몸들과 

우리 몸 사이에 공통된 것에 한 합한 념을 형성하도록 우리

를 유도한다. 다른 한편, 공통지는 그 자체로 제1종의 앎의 혼동된 

이미지들과 복합 조화(harmonies complexes)를 이루며, 한 상상

의 어떤 성격들에 기 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지 이론의 본질

인 논 을 이룬다.”(SPP 81-2; 한 SPE 261 참조)

여기에서 핵심 쟁 은 ‘공통지의 형성’이라는 문제이다. 사실 들뢰

즈는 스퀼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결국 “결과에서 원인으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 최소한 몇몇 기호들이 우리에게 도약  역할을 해

야 하며, 몇몇 정감들은 우리가 필수 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

어야 한다”(CC 179-80)는 들뢰즈의 발언이 마치 ‘들뢰즈의 마지막 

스피노자주의’로의 회를 보여주는 듯 암시하는 것(서동욱 2002: 
229-30)은 연  착오 이다. 이미 들뢰즈는 처음부터 그러한 ‘도약’ 

는 ‘이행’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목

(SPP 81)에서도 그러한 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다. 이처럼 기호 

는 부 합한 념은 인간의 둘 세계(Umwelt)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간 조건을 극복하고 마침내 합

한 념에 이를 수 있는가.

2. 기쁜 수동(passions joueuses)의 문제

우리는 ‘공통지’의 정확한 뜻을 아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

도 앞에서(SPP 81) 들뢰즈가 말하는 방식은 뭔가 모를 모호함을 담

고 있다. 가령 ‘도약’, ‘유인  계’, ‘유도한다’, ‘복합 조화’, ‘상상

의 어떤 성격’ 같은 표 들은 여 히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말하자면 제1종의 앎에서 제2종의 앎으로 가기 해서는 모종의 신

비한 작용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와 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비 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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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부 합한 념 는 기호에서 합한 념 는 공통지

로의 도약 는 이행이 신비한 채로 남게 된다면, 진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지 는 혼란한 념에만 머물

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인용에서는 ‘기쁜 수동’이 건이었는데, 그 이  작인 스

피노자와 표 의 문제 에서도 이미 비슷한 표 이 나온다(SPE 225). 
‘기쁜 수동’은 외부 물체들과의 우연  만남에서 생겨나며 상상의 법

칙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무엇인가를 겪는다는 의미에서 ‘수동’으로 

남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작용역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쁘다’. 
그것은 자유와 속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 매개  치를 차지하며 

따라서 속에서 자유로 이행하는 틀을 제공해 다. 말하자면 최 의 

기쁜 수동은 능동  변용의 생산을 한 도약의 발 을 마련해 다

는 것이다. 심지어 다음 목은 많은 부분 앞서 살펴본 목(SPP 81)
과 문장 표 마 도 유사해 보인다.

“우리는 기쁜 수동의 도움을 받아(à la faveur des passions 
joyeuses) 외부 물체와 우리 몸 사이에 공통된 것에 한 념을 

형성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념만이, 즉 이 공통지가 합하

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성의 두 번째 계기이다. 그 때, 그리고 그 

때에만, 우리는 이해하고 작용하며 이성 이다. 수동으로서의 기

쁜 수동의 축 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축 의 도움으로 우리에

게 합한 념을 소유하게 해주는 진정한 “도약”에 의해서 우리

는 그 게 된다.”(SPE 262. 뒤의 강조 인용자)

이 목에서도 ‘도움을 받아’라는 표 이나 ‘도약’이라는 표 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걸린다. 이제 본격 인 비 을 들어 보

자. 마슈 가 들뢰즈에게 가하는 비 의 핵은 이 문제를 축으로 제기

되고 있다. 마슈 는 우리 스스로 앞에서 살펴봤던 모호함과 의혹을 

신랄하게 지 한다(Macherey 1996: 153). 결국 이 비 은 들뢰즈의 

논변은 “변증법의 윤곽”을 지니며 생성의 논리는 “부정의 부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 한다. 마슈 가 보기에, 들뢰즈가 이런 낯

선 방식으로 논변을 펼치는 것이 놀랍고 의아하기까지 하다. 들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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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최고의 으로 삼는 변증법에 사로잡  “이성의 간지”까
지 부리다니!

실제로 들뢰즈가 이런 지 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성 는 자유의 두 계기를 구분해야만 하는 것처럼 모든 일

이 일어난다. 첫째 계기: 기쁜 수동 변용의 최 치를 체험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작용역량을 증 시키기. 그리고 둘째 계기: 작용역

량이 매우 증 되어 능동 인 변용 그 자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

는 최종 단계로 이행하기. 사실 그 두 시 (temps)의 연결은 아직 

우리에게 신비한 채로 남아있다.”(SPE 241. 강조 인용자)

와 같은 구 에서 말하는 ‘신비함’이 그런 빌미를 다. 들뢰즈가 

종종 말하는 도약의 신비함은 늘 ‘증명’의 범 를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 문제는 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마슈 의 비

을 더 따라가 보자.
기쁨(laetitia)과 슬픔(tristitia)이라는 정감은 수동(=정념)의 개념을 

명시 으로 지시하면서 도입된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기쁨이라는 

말을 마음이 더 큰 완 함으로 이행하게 되는 수동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말을 마음이 더 은 완 함으로 이행

하게 되는 수동이라고 이해할 것이다.”(E III P11s) 그리고 스피노자

는 뒤에서 수동인 기쁨과 욕망 말고도 수동  질서와 별개로 진정 

능동  성격을 지니는 기쁨과 욕망을 말한다. “수동인 기쁨과 욕망 

말고도, 우리가 작용하는(agimus) 한에서 우리와 연 되는 다른 기쁨

과 욕망의 정감이 있다.”(E III P58)
여기서 마슈 가 행하는 비 의 논 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수동

 기쁨”이 들뢰즈가 말하는 “기쁜 수동”과 동일한 것이냐 하는 

이다. 즉, “‘기쁜 수동’의 바로 그 수동성이 더 큰 능동성으로 이행

하는 길을 견하고 비”(Macherey 1996: 153. 강조 인용자)하느냐 

여부가 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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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에게 모든 수동은 외 없이 슬 다. 기쁨인, 는 기

쁨인 것처럼 보이는 수동까지도 말이다. 는 다르게 말해, 모든 

수동은 궁극 으로 슬 다. [……] 우리는 수동인 기쁨을 포함해

서, 수동의 슬  운명, 모든 수동작용의 외 없는 슬  운명에 

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기쁜 수동작용’은 용어 모순이

며, 기껏해야 우리 몸상태(constitution)의 덧없고 불안정하고 말 

그 로 존속 불가능한 상태에 응할 뿐이다.”(Macherey 1996: 
153-4. 강조 인용자)

결론 으로 ‘수동 는 정념’은 로 능동 인 것으로 환될 수 

없으며, 능동-작용의 발 이 될 수 없는 것 같다. 그 어떤 마술도 그

런 일을 해낼 수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마슈 의 들뢰즈 비 의 핵

심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환이 오히려 물리-화학 , 생리 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합

한 념을 갖고 있고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

다.

3. 상상의 지 와 역할

다음으로 제기되는  다른 쟁 은 상상의 지 와 역할이라는 문

제이다. 진태원은 “스피노자에서 상상은 마음의 한 가지 인지 능력

(facultas)이나 단순한 가상의 힘을 가리키기에 앞서 인간의 세계 

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피노자는 

이를 인식론 자체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의 

이행의 문제, 곧 윤리의 문제와 결부시켜 다루고 있”는데 이 이 스

피노자 인식론의 요한 특징을 이룬다고 지 한 후, 들뢰즈의 해석

은 공통지가 “상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을 얼마간 간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통지에 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능동성

으로의 이행이라는 문제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여 다고 비 한

다(진태원 2006: 25-7).25)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비 은 들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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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해석에 한 부분  독해에 기인하며, 따라서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들뢰즈는 공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오류의 험을 피해

야 한다고 지 한다. “그것들의 수학  의미를 선호하는 나머지 그것

들의 생물학 인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 첫째 오류이고 “그것들의 

사색 인 내용을 선호하는 나머지 그것들의 실천 인 기능을 간과하

는 것”이 둘째 오류이다(SPE 260). 진태원은 이 지 을 “가장 빼어

난 구 들  하나”라면서, 공통지가 “과연 생물학 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 실재  기 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들뢰즈의 지 에 충분히 찬동할 수 있다”고 말한 

후, 뒤이어 공통지의 “실천  기능”에 한 지 에 찬사를 보낸다(진
태원 2006: 308).

하지만 이런 탁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의 애매한 태도”는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가령 스피노자와 표 의 문제 에 있는 두 진

술(SPE 258-9) 사이에서 보이는 “거의 모순에 가까운 주장”이 그러

하다(진태원 2006: 309). 진태원의 단으로는 “들뢰즈는 문제의 차

원을 약간 혼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공통지를 형성하게 되는

가’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선 우리가 실존 속에서는 부

합한 념들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수동 인 변용은 순 히 부

정 인 것에 불과하다는 제 자체를 포기하거나 어도 변형시켜

야 하기 때문이다.”(진태원 2006: 310. 강조 인용자)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비 은 들뢰즈의 원래 문맥을 벗어

나 있다.26) 즉, 우리의 한계인 동시에 출발 으로서 변용들의 념

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들뢰즈는 진태원의 비  지 을 정확

히 인식하면서 논의를 개하고 있던 셈이며, 따라서 이 비 은 과하

25) 이른바 ‘상상의 자연성과 가상성’에 해서는 진태원(2006) 5장에서 자세
히 논의되고 있다.

26) 따로 떼어 지 한 두 구 은 사실은 한 문단 안에서 바로 이어진다(“[
……] 념들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바로 [……]”). 진태원이 번역한 
“바로 이러한 결과로부터”라는 구 의 원문은 “à partir de cet effet”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이 결과로부터 출발해서”로 바꿔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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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불필요한 셈이다. 그 다면 오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

은 계속되는 진술 속에서 확인된다.

“공통지는 [……] 상상과 긴 하게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어떻

게 비실재 이고 부정 인 인식으로서의 상상이, 실재 이고 

정 이며 정신의 능동 인 역량을 표 하는 합한 인식으로서의 

공통지들과 결부될 수 있을까? 들뢰즈는 [……] 양자 사이에 어떤 

계가 있는가에 해서는 구체 인 지 을 하지 않고 있다. 실존

과 수동성, 상상을 순수하게 부정 인 것으로 간주하는 들뢰즈

로서는 여기에 해 구체 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들뢰즈는 상상  인식이 지니고 있는 자연성과 실정성을 

얼마간 간과하고 그 부정성과 가상성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

에 [……] 어떻게 제2종의 앎이 상상  인식 내지 자연의 통상  

질서에 따른 인식을 개조할 수 있는지에 해서도 정확하게 악

하기 어려워진다.”(진태원 2006: 310-3. 강조 인용자)

이상에서 나타난 지 을 종합해 보면, 진태원은 들뢰즈가 인간 실

존 속에서 발생한 수동의 산물인 상상에 해 부정성과 가상성에만 

주목했다고 제하면서, 그런 부정성에서 어떻게 제2종의 앎인 공통

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정합 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지 은 앞서 마슈 의 지 과도 상통한다.
진태원이 지 하는 들뢰즈의  다른 모호성은 ‘변용’과 ‘수동’을 

혼동했다는 이다. 들뢰즈 자신이 “변용과 수동을 혼동하는 것은 잘

못일 것이다”(SPE 198)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 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진태원 2006: 163-4).
우리는 다음 에서 우선 스퀼을 직  언 하며 생물학  연구

의 의의를 밝힌다는 을 지 하려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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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공통지 는 이성의 형성: 스피노자의 스퀼-되기

우선 들뢰즈가 스퀼과 진드기를 동시에 거론하는 목 하나를 

보자. 

“스피노자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생물학자들과 박물학

자들은 정감들(affects)  변용권력들(les pouvoirs d'affecter ou d'e
tre affecté)에 의해 정의되는 동물 세계를 기술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가령 스퀼은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동물인 진드기

에 해 그런 기술을 한다.”(SPP 167. 강조 인용자)

이처럼 들뢰즈는 정감들  변용권력들을 언 하는 맥락에서 스

퀼의 진드기 사례를 인용한다. 들뢰즈가 이 사례를 서술하는 방식과 

내용은 체로 비슷하다. 앞서 잠시 인용했던 부분을 들뢰즈가 어떻

게 활용하는지 보기 해, 그  비교  자세하게 활용한 목 하나를 

보자.

“동물의 세계를 규정하면서 폰 스퀼은 동물이 한 부분을 구

성하고 있는 개체화된 배치체 속에서 짐승이 취할 수 있는 능동  

정감들과 수동  정감들을 찾아내려 했다. 컨  ‘진드기’는 빛

에 이끌려 나뭇가지 끝까지 오르고, 포유동물의 냄새를 맡으면 포

유동물이 가지 을 지날 때 자신을 떨어뜨리고, 가능한 한 털이 

게 난 곳을 골라 피부 으로 고 들어간다. 세 개의 정감, 이
것이 부이다. 나머지 시간에 진드기는 잠을 잔다. 때로는 수년

간이나, 한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 심한 채. 진드기

의 역량의 정도는 두 가지 극한 사이에, 즉 죽기 에 행하는 포식

이라는 최상의 극한과 굶으면서 보내는 기다림이라는 최악의 극

한 사이에 놓여 있다. 진드기의 세 개의 정감은 이미 종과 속의 특

성들을, 다리와 주둥이 같은 기 들과 기능들을 제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리학의 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 
그와는 반 로 윤리학 의 에서 보면, 기 의 특성들은 경도와 

그 계들로부터  도와 그 정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

이다. 우리는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만큼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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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르고 있다. 즉 몸의 정감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것

들이 다른 정감들과, 다른 몸의 정감들과 어떻게 조합되거나 

조합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결과 다른 몸을 괴하는지 아니

면 그것에 의해 괴되는지 는 다른 몸과 능동들과 수동들을 

교환하는지 는 다른 몸과 함께 더 강력한 몸을 합성하는지 

등을  모르는 것이다.”(MP 313-314. 강조 인용자)27)

우리가 강조한 마지막 목이 들뢰즈가 스퀼을 빌어 스피노자주

의를 화하는 목이다. 말하자면 스퀼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몸들의 계에 한 구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들뢰즈

는 그것을 정감(affect)이라고 부른다. 이는 스퀼이 기능고리라 부

른 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앞에서 우리는 들뢰즈의 스피노자 해석과 련해 제기된 몇 가지 

비 을 살펴보았다. 그 쟁 은 부 합한 념인 기호나 상상에서 

합한 념인 공통지 는 이성의 형성으로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문

제이다. 들뢰즈는 이 과정에서 기호나 상상을 온통 부정 인 것으로

만 보았거나 아니면 어도 그 성격과 상을 모호하게 설정했다고 

비 을 받았다. 특히 기쁜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

한지는, 들뢰즈뿐 아니라 많은 스피노자 연구자에게도 요한 문제이

다. 우리는 논의의 출발 으로서 스피노자 자신의 앎의 분류에 이어 

행한 설명을 참조하려 한다.
스피노자는 앎의 종류에 한 분류를 마친 후에, 곧바로 하나의 

를 통해 앎의 각 종류를 직  설명한다(E II P40s2). 이 에서 설

명되는 것은 일종의 비례식이다. ‘a : b = c : x’에서 x값을 구하는 

문제인 것이다. x값을 구할 때, ‘x=(b × c) / a’의 형태로 값을 구하

는데, 제1종의 앎은 ‘ 에 증명 없이 들은 것을 기억해서’ 는 ‘자
주 계산해서’ 구하는 것이며(상상 는 기호), 제2종의 앎은 ‘비례수

의 공통 특성에서 시작하는 법을 알아서’ 구하는 것이며(공통지 는 

이성), 제3종의 앎은 ‘단번에 직 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27)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다음 술들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고 있다. D 
74-77; SPP 167-168; PLB 122-123; Q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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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구해진 x값이 모두 합하겠지만, 문제는 그 합한 

념에 이르는 과정이다. 제1종의 앎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이다. 따라서 설사 합하다 할

지라도 그것은 자기 원인에 의해 합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합한 것이 된다. 이는 언제든지 다시 쉽게 오류에 빠질 험이 있

다. 따라서 그 오류 가능성은 증명의 힘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즉 원리를 모른 채라면, 는 원인을 모르는 상태라면, 
그것은 여 히 부 합한 념이요 부분 인 앎일 뿐이다. 따라서 여

기서 요한 것은 원인에서 출발해서 결과를 아는 것이다. 즉, 어떤 

실재의 발생과 생성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합한 념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찰과 조사, 그리고 

실험을 통해 자연이 운행되는 과정의 목록들을 작성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자연에 해, 그리고 일차 으로는 자연에 존재하는 

각각의 실재에 해 선험  앎을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들에 

한 지각(perception) 는 이미지(Bild)만을 지닐 뿐이다. 스피노자는 

이를 기호라 불 다. 이것들은 원인에 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원인에 해 부분 으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필연 으로 부 합한 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결과로부터 출발해서(à partir de cet effet)” 그 안에서 실정 인 것을 

뽑아낼 수 있다. 태양이 200보 거리에 있다는 것은 거짓이지만, 내가 

태양을 200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참이다(E II P35s). 
부 합한 념 안에 있는 바로 이 실정 인 핵에서 우리는 공통지를 

형성하는 재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SPP 84; 108).
인간은, 아니 그 이 에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나름 로 기능고리

의 과정을 통해 단편 인 지각 는 이미지를 종합하며 자신의 둘

세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둘 세계는 앎의 원천인 동시에 오류의 

원천이다. 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으로 수동에 내맡겨져 있는 

것 같다. 앞서 살펴본 마슈 의 비 은 이 지 을 향해 있었다. 모든 

수동은 결국은 슬  것이며 비록 기쁜 수동의 도움을 받아서일지라

도 그것은 기쁜 능동으로의 도약과 변모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

다. 오히려 마슈 는 ‘상상’만이 그 변모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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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상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슈 는 도약의 신비를 질

타하지만 그 자신도 ‘상상’을 통한 변모 속에서 모종의 도약을 말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마슈 는 이 도약의 신비를 받아들이

고 있는 셈이다.28) 사실 들뢰즈는 이 도약(베르그손  의미의)과 변

모(니체  의미의)를 존재의 본질, 생명의 원리로 보고 있다. 생성은 

그 게 이루어진다. 도약과 변모를 통해서.
이제 들뢰즈가 ‘상상’의 지 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느냐 하는 을 

살펴보면 마슈  그리고 진태원의 비 이 오히려 사소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미 스피노자는 앎의 종류를 구분한 바 있는데, 들뢰

즈의 심은 공통지 는 이성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데 있었

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상상에서 발생한다. “그 기원에 있어서 

볼 때 공통지는 상상 안에서 그것의 형성 조건 자체를 발견한

다.”(SPE 273) 공통지는 상상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식론

에 있어서 스피노자가 보여주는 명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성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구성되고 형성된다는 것이다. 
들뢰즈가 주목했던 것도 바로 이 이었던 것이다. 생성의 신비, 생

성의 논리. 그리고 기쁜 수동이 차지하는 자리는 마슈 가 정확히 지

했던 것처럼 상상의 자리이다.29) 그리고 들뢰즈는 상상과 기쁜 수동

에서 정 인 부분, 다시 말해 우리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모

으고 결합하는 데서 이성과 기쁜 능동의 생성이 일어난다고 본다.
들뢰즈는 스피노자가 지성교정론 을 쓰다가 단한 이유를 ‘공통

지’의 발견에서 찾고 있다.30) 그러나 여기서도 이미 스피노자의 방법

론, 즉 ‘발생  인식론’이라 부를 만한 것이 어느 정도는 개진되고 

있다(TI 30-31). 처음에 아주 간단한 도구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이용

해 더 나은 도구를 만들어서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28) 그리고 스피노자를 ‘소외의 이론가’라고 본다거나 ‘수동  요소를 차

으로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변모가 일어난다고 본다는 에서(Macherey 
1996: 155-6) 들뢰즈보다는 마슈  자신의 해석이 오히려 변증법 이다.

29) 마이클 하트는 이 계를 두 가지 흥미로운 도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Hardt 1993: 100, 103).
30) 그 과정과 이유는 특히 SPP 5장 ‘스피노자의 진 ’에 잘 나타나 있다.



철학논구 제36집226

지성의 작업도 그 게 자신의 지  도구를 발 시켜 나가면서 역량

을 키워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역량을 알고  증 시키

기 해서 합한 념을 얻어야 한다. 스피노자의 평행론에 의거해

서 우리는 합한 념이 단지 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사유역

량(=인식역량)과 작용역량(=생산역량)의 평행성과 평등성과 통일성이 

평행론의 핵심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인식론은 인식론으로 머무르지 

않고 존재론화된다.31)

우리가 ‘공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하는 도 바로 이

것이다. “공통지, 이것은 정확히 여러 사물들 사이의 계들의 결합

에 한 념이다. [……] 그것은 모든 몸들의 조성의 통일성을 지시

한다.”(SPP 170-1. 앞의 강조 인용자) 공통지는 마음의 역에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물의 역에 존재한다. “공통지들은 이러

러한 계 아래서 서로 합하며, 이 계는 보다 많거나 은 몸들 

사이에서 실행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 왜

냐하면 어떤 계가 다른 아무 계와 결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 사실 공통지들은 기하학 이기보다는 물리-화학 이거나 

생물학 이다. 그것들은 다양한 측면 아래서 자연이 갖는 조성의 통

일성을 제시한다.”(SPP 171-2. 강조 인용자) 공통지는 단지 념의 문

제가 아니라 우선 으로 자연 사물의 문제인 것이다. 공통지가 형성되

는 과정은, 논리  수학  선험  과정이 아닌 물리 , 화학 , 생리

, 경험  과정인 것이다. 거기에 신비가 있다. 들뢰즈가 흄의 공헌이

라고, 경험론의 성취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런 발견의 과정이다.
들뢰즈는 스퀼을 경유해서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공통지의 발생

과 형성을 온 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나아가 인간과 

모든 자연물을 포함하는 자연이라는 거 한 평면이 그런 식으로 작

동하기 때문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 스퀼은 말한다. 

“자연과학자의 여러 가지 둘 세계에 있어서 객체로서의 자연

이 맡고 있는 구실은 매우 모순에 차 있는 것이다. 그 객  성질

31) 하트는 이를 “인식론의 존재론화”(pp. 89-90)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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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로 정리하려고 하면 혼돈이 생길 따름이다. 그러나 더욱이 

이들 여러 가지 둘 세계는 모든 둘 세계에 하여 원히 닫힌 

하나의 사실에 의하여 길러지고 맡겨지고 있다. 그것에 의하여 생

기는 모든 세계의 배후에는 원히 인식할 수 없는 주체 ― 자연

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U 101) 

바로 이 발언은 스피노자 그리고 들뢰즈의 술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다. 한 흄에 한 들뢰즈의 연구에서 이와 유

사한 목을 목격할 수 있다.32) 이런 입장을 우리는 ‘자연주의’라 칭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통지는 무엇을 매로 하여 형성되는가? 다른 물체와의 

만남에서 오는 역량의 증가, 즉 기쁨이 매제가 된다. “이 기쁨(우
리의 작용역량의 증가)은 두 몸의 공통지를 형성하도록, 즉 그것들의 

계들을 결합하고 그것들이 갖는 조성의 통일성을 사유하도록 우리

를 이끈다.”(SPP 176) 반 로 슬픔은 역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조

건 나쁘다(SPP 42-7 참조). 기쁨을 주는 만남에서는, 비록 그 기쁨이 

수동일지라도, 우리의 역량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의 실마

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슬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발  만남 속에서 기쁨을 주는 만남들의 목록

을 작성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기쁨을 낳는 원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원인일 때 그것은 능동이라 불린다. 그래서 

들뢰즈는 앞서 말했던 신비, 도약과 변모의 신비를 다음과 같은 말로 

풀어서 표 한다. “공통지들은 술, 윤리학  그 자체의 술이다. 그 

술은 좋은 만남들을 조직하는 것, 체험된 계들을 결합시키는 것, 
역량들을 형성하는 것, 실험하는 것이다.”(SPP 177)33)

32) 합목 성(finalité, purposiveness)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본성(nature)의 원
리들과 자연(Nature) 그 자체의 일치”(ES 6/138n)를 뜻한다. “자연이 된 정
신은 이제 하나의 경향성을 갖는다.”(ES 7/25)

33) 하지만 하트는 평행론을 잘 설명했으면서도 ‘이론’ 역과 ‘실천’ 역을 

구분해야 할 일종의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Hardt 1993: 85-7 참조). 이는 
네그리의 해석을 따르는 것인데, 들뢰즈보다 이들이 ‘실천’에 더 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피노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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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론에 의거해서 들뢰즈는 합한 념과 공통지의 이론을 합

하며 공통된 몸 계의 이론과 평등한 것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은 

다음 구 에 가장 잘 표 되어 있다.

“ 윤리학 이 제기하는 3 의 실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연 

속에서의 우리의 처지로 인해 우리는 나쁜 만남들과 슬픔들을 가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쁜 수동의 극한에 도달해서, 그로부

터 자유롭고 능동 인 정감으로 이행할 것인가? (우리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물

들에 한 부 합한 념들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능동 인 정

감들을 가능  하는 합한 념들을 형성하는 데까지 어떻게 

이를 것인가? (우리의 의식은 가상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

이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 신, 그리고 사물들을 어떤 원한 필

연성에 따라 의식할 것인가?”(SPP 46-7)

들뢰즈가 이 문제를 “3 의 실천  문제”라고 표 한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에게는 이론과 실천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변  

실천(이를 통해 정이 나온다)과 행  실천(이를 통해 기쁨이 나

온다)의 통일체인 실천철학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철학은 어떻게 구 되는가? 삶을 통해, 유한을 딛고 

무한을 창조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은 가상들에 만족한다. 그러나 삶

은, 진리와 자유는, 원리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험 으로 주어지

는 것도 아니며, 단지 우리의 오랜 활동의 결과물, 오랜 싸움의 결과

물일 뿐이다. “스피노자에게 진리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원리상 주어

지는 것이 아니라, 외  필연성의 연쇄를 피해가면서 합한 념들

을 생산하는 우리의 오랜 활동의 결과물로서 나타난다.”(SPE 134) 
그것이 실천철학이고 정과 기쁨의 생성을 한 여정이다. 과학이나 

술 등의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이 과제는 순수 사변 철학  

맥락에서는 결코 풀 수가 없는 것이다.

들뢰즈에서 ‘이론’과 ‘실천’은 별개의 구별되는 역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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