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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칸트와 베르그손은 그 시대적인 구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합

리주의, 비합리주의로 일컬어지는 거친 구분으로 인해 상당히 거리가 먼 두 
철학적 경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철학의 완성자
로 알려져 있는 칸트는 현대철학자인 베르그손의 철학적 반성의 초기부터 

보이지 않는 대화 상대자로 등장한다. 칸트가 근대과학적 인식의 본성을 문
제삼고 인식론적 작업에 의해 이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 반면 베르그손 

역시 과학적 인식의 본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화를 넘어선 

비판적 작업에 착수한다. 역설적이게도 베르그손의 비판적 작업은 칸트의 
비판철학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진다. 칸트 인식론의 전체계는 공간과 함
께 시작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반성이야말로 칸트철학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다. 베르그손의 관점에서 볼 때 칸트의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공간은 감성
만이 아니라 지성의 형식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 형식이다. 칸트가 시공과 
범주라는 정신의 형식을 규정하고 이의 한계를 명시한 반면 베르그손은 정

신의 형식 자체의 발생적이고 실용적 기원을 추적하여 그것이 우리 행위의 

도식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칸트는 시간을 공간에 종속시켜 이
해한 결과 모든 인식의 상대성과 형이상학의 불가능성에 대한 단언을 하게 

되는데 베르그손은 시간 자체는 형식이 아니라 공간과 전혀 다른 본성에 

속하며 실재의 진정한 모습은 시간적 본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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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베르그손이 철학적 반성을 시작한 시기에 칸트가 기도한 인식론적 

혁명이 별다른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은 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1) 스펜서가 제시한 새로운 과학철학에 경도된 젊은 베르그
손의 초상은 오로지 자신이 피부로 감지할 수 있는 생생한 문제들에 

열정을 기울이는 무사심한 과학자의 그것과 유사하다. 거기에는 자신
이 몰두하는 문제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낙관이 있고 자신의 태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나 그를 이 무관심의 잠에서 깨어나게 한 사
건, 한 새로운 철학 정신의 탄생을 예고하는 사건과 더불어 베르그손
은 점차로 이 근대의 거인에게 보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다가가기 시

작한다. 스펜서의 과학주의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만큼 베르그손을 
베르그손주의자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진화론철학자에서 벗

어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다.2) 게다가 그 순간은 다행히도 
일찍 도래한 편이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일거에 펼치면서 그
에게 다가온 감은 그 자신이 확고하게 말한 바 있듯, “직관의 노력
에 의해 구체적 실재의 내부에 자리잡는” 것이다.3) 어쩌면 베르그손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이 인용되어 그 
생생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이 문구는 실재의 인

식에 대한 칸트의 입장과 비교할 때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 우리의 생각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모든 인식을 감성적 인식과 지성적 인식의 

두 종류로 나누었고 각각에 선험적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인식이 구

 1) Jean de La Harpe, “souvenirs personnels d’un entretien avec Bergson”, H. 
Bergson, La Baconnière, 1941, p. 358-9.

 2) “Lettre à William James”, 9 mai 1908, Mélanges, p. 765-766.
 3) “Introduction à la métaphysique”, La pensée et le mouvant, P.U.F.,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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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양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론 체계를 제공했다. 우리의 지
성을 매료시키는 그의 건축술은 그러나 이 두 종류를 벗어나는 인식

을 합법적인 인식의 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간 능력의 한계를 제

시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역을 축소시키기에 이르

다. 여기서 과학의 상대성과 형이상학의 불가능성이 유래한다. 고대
의 그것처럼 파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입법가의 권위와 더

불어 일종의 불가지론과 인식회의주의가 부과된다. 실천이성의 역

을 보호하기 위해 이론이성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 이 
보호주의의 장벽 아래 각각의 인식능력은 제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

는 데 머물러야 하고 실재의 꿈틀거림은 길을 잃는다. 
베르그손은 인식의 절대성을 확신하는 철학자다. 그러나 그에게 인

식은 개념화작업을 거쳐 명제로 표현된 잘 구성된 이론 체계를 말하

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규정적인 다양성도 아니고 선험적으로 주
어진 형식도 아니며 그런 한에서 이 형식이 다양성이라는 질료로 구

성한 제작물도 아니다. 칸트가 뉴튼물리학을 모범으로 삼아 이를 정
당화하는 방식으로 인식의 형성을 고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어떤 
철학이든 당대의 확립된 인식을 모범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철학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주문한다. 철
학은 확립된 인식의 정당화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 근원으로 거슬

러 올라가야 한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을 외면할 수 없
다. 베르그손에서 근대과학은 실재를 그대로 재현하는 인식이 아니라 
추상의 극한에서 성립한다. 이 극한에서 빗겨나간 실재는 사심없는 
내적 관찰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실
재적 시간이다. 시간은 예측불가능한 창조적 흐름으로서의 실재의 모
습 자체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인식의 의미는 새롭게 드러난
다. 인식은 가장 심층적인 의미에서 실재와의 직접적 접촉 즉 직관이
다. 모든 지성적 인식은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 구성되는 한에서 절대
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지성적 인식은 실재를 
고정화하는 작업이고 이 작업의 동력은 실용적 동기이다. 따라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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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그손의 인식론은 지성의 실용적 기원을 파헤치는 발생학적이고 생

물학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근본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본성에 

대한 해명에서 출발하는 점에서 베르그손과 칸트는 동일한 입지점을 

갖는다. 둘 다 이 문제가 과학적 인식의 본성을 구명하는 데 본질적
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이후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인식론적인 문제들은 직간접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데까르뜨와 칸트는 그 대표적인 경우이고 국경험론자들과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같은 합리론자들도 마찬가지이며 프랑스의 꽁
디약, 멘 드 비랑 같은 철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베르그손의 경우
에도 외면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그의 기본적인 문제는 과학적 인

식의 본성을 해명하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그가 플
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까르뜨, 칸트의 문제들에 합류한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의 진면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형이상학
의 가능성 및 윤리학의 근본 전제들을 조명하는 태도까지 좌우하는 

점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칸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조명되는 베르그
손은 무엇보다도 인식론자이다. 그러나 베르그손의 인식론은 그의 형
이상학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우리 논문의 마지막 절은 존재론적 논

의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베르그손은 근본적인 점에서 칸트를 비판
하고 수정하지만 비판이 겨냥하는 내용은 18세기의 과학적 소여들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대한 구축물에서는 불가피한 단계

다고 할 수 있다.4) 이런 점에서 후대인의 유리한 입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두 철학자가 다루는 주제들을 동

일선상에 놓고 논의하고자 한다.

 4) M. Barthélemy-Madaule, Bergson, Adversaire de Kant, P.U.F.,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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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칸트인식론에서 감성적 인식과 공간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논의들과 전제들에 대한 충분한 사색을 

통해 각각의 태도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을 강조하는데, 그 결과는 인
식 능력의 이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입장을 종합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의 소명으로 본 점에서 그는 시대의 아들이기도 하

다. 그가 감성적 인식과 지성적 인식을 나누었을 때 실제로 전자는 
경험론의 주장들을 수용한 것이고 후자는 합리론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물론 칸트의 독창성은 두 입장의 단순한 합성이나 전체의 논
리적 구성의 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감성적 인식의 형성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

적 형식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데서 출발하려 한다. 칸트적 전환의 
특징은 무엇보다 공간을 지성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과 관련하여 논

의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서 칸트는 합리론보다는 경험론을 더 의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 문제의 해명은 데까르뜨에서부터 철학의 핵심 주제로 등장하

지만 감각적 지각에 대해서 학적인 의미를 거의 부여하지 않고 지성

의 선험적 인식을 주장하는 점에서 데까르뜨는 어디까지나 플라톤주

의자이다. 이원론자인 데까르뜨에서 세계는 수학적 법칙들로 움직이
는 연장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은 지성의 본유관

념이 담당한다. 감각적 인식은 정신이 신체와 결합된 데 기인하는데 
여기서 외적 사물은 감각을 야기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어서 감각

은 사물을 그대로 반 하지 않는다. 이처럼 연장에 대한 인식과 감각
적 인식이 분리된 인식론에서 감각들과 공간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

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지성과 감각이라는 능력들 간의 관계
가 될 것이다. 반면 본유관념을 부정하는 경험론자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데까르뜨의 향 아래 물체의 제1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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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제2성질을 구분하고 전자를 물체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본 로
크에서는 연장의 인식과 감각적 인식은 여전히 필연적 관계 속에 있

지 않다. 우리는 두 성질의 본성 차이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실재론
의 전제에 일격을 가한 버클리에서 이 문제가 새로운 의미로 부상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버클리에게 실재는 오로지 지각된 것이며 지각
은 주관의 성질이다. 그렇다면 연장의 인식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감각적 인식은 오관이라는 특정기관들에서 유래하는데, 흔히 생각하
듯이 시각에서 공간지각은 가능하지 않다. 버클리는 입체지각이나 거
리지각 등의 공간지각은 촉각에 의해서 가능하며 나머지 기관들은 

촉각과의 연합습관에 의해서 이차적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이렇게 볼 때 공간지각은 감각들 상호간의 외적인 관계에 불
과하다. 프랑스유물론자인 디드로와 꽁디약의 경우 공간지각에 있어
서 촉각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만 시각에도 모호하게나마 공간지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 체즐든(Cheselden)의 사례에서 선천적 시각장
애인이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로 나타나는 시각인상으로부터 거리지

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버클리 관점의 증거가 된다고 하지만, 디드로
에 의하면 이것은 시각 자체가 정돈되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시각 자체
에 공간적 질서를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질서가 감각적으로 인식되

는 것인지도 증명해야 한다. 
칸트는 시각과 촉각을 넘어서서 모든 감각이 인식으로 되기 위해

서는 공간적 질서를 가져야 하며 이 때 공간은 감각적 인식이 아니

라 감성의 형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서 감각과 공간의 관계에 대

한 오랜 논의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초월적 감
성론>에서 진행되는 공간 관념의 ‘형이상학적 구명’에서 칸트는 버클
리류의 심리적 관점을 제일 먼저 비판하고 있다. 

공간은 외적 경험에서 이끌어낸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이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즉 내가 있는 장소와는 다른 공간
의 지점에 위치한 어떤 것)에 관계하기 위해서, 즉 내가 사물들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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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외부에 (그리고 나란히) 있는 것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 따라
서 그것들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 내

가 표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공간의 표상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의 표상은 외적 현상의 관계들로부터 경
험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고 외적 경험 자체가 무엇보다도 공간 표상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5) 

감각들은 어떻게 지각되는가?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어떤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특정한 위치에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혼란된 느낌만을 가질 뿐인데, 시각이나 촉각과 
같이 일정한 정보를 주는 감각들은 단순한 느낌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경험론자들과 멘 드 비랑이 잘 분석한 바와 같다. 즉 
감각은 인식의 기초 작용인 지각에 이르기 위해 서로 간에 구별되고 

정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칸트는 감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어떤 
‘형식’ 속에 포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각일 수는 없다고 한다. 따
라서 그는 공간을 감각들이 서로 구별되는 원리로 제시한다. 어떤 감
각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 내용의 상이성에 일차적으로 관계하

지만, 이러한 내용의 상이성에 대한 지각 이전에 논리적으로 그것들
이 공간의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들 간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정만을 고려하더라도 구별의 원리로서
의 공간의 힘은 필연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이론적으로 공간
은 경험에 선행해야 한다. 공간의 선험성은 이렇게 해서 주장된다.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근저에 있는 필연적인 선험적 표상이다. 
공간 안에 대상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간

이 없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 공간은 [외적] 현상에 의존하
는 규정이 아니라 현상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여겨진다. 즉 그것은 외
적 현상의 근저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선험적 표상이다.6)

 5) Critique de la raison pure, P.U.F., p. 55-56(이후부터는 Critique으로 줄임) 
/ KdrV. B 38.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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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선험적 표상일 뿐만 아니라 현상의 가능 조건이다. 이것이 
‘초월적(transzendental) 감성론’의 의미를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공
간은 버클리의 감각들 간의 관계로서의 공간과도 다르고 데까르뜨의 

외적 실체로서의 공간과도 다른 주관의 형식으로 규정된다.7) 한편 
그것은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사물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개념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칸트는 공간이 ‘순수직관(reine 
Anschauung)’임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개념은 일정한 개별적 대상들 
전체에 적용되고 그것들을 “자기 아래(unter sich) 포괄”하지만, 공간
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은 단 하나의 동일한 공간에 귀속

되며, 공간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 안에(in sich) 포함”하기 때문이
다.8) 개념이 대상들을 자기 아래 포괄하는 것은 종적 분류를 수행하
기 때문이며 이것은 지성에 고유한 특성이다.9) 그러나 공간은 이런 

 7) 형식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쓰인 1770년의 논문 에는 forma로 되어 있고 
“감각적인 것들의 종species”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다. 라틴어의 forma와 
species는 둘 다 그리스어 eidos의 번역어이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로 쓰
다. 그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철학에서 감각이 대상의 형상을 그
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러나 칸트는 위의 논문에서 forma 
혹은 species가 감각 안에 포함되는 것은 정신의 “자연적 법칙 또는 원리
(Principio)”에 따라 질료로서의 감각이 정돈되는 한에서라고 말한다. 여기
서 시간과 공간은 아직 형식forma이 아니라 원리나 법칙으로 표현된다. 그
것들은 순수이성비판 에 와서 주체의 형식이라는 말로 자리잡는다(La 
dissertation de 1770, Vrin, p. 37). 오늘날 우리는 form이라는 용어로 대상
의 종적 특질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추상적 형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
로 칸트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8) Critique,, p. 57 / KdrV. B 40.
 9) 바로 이 점이 합리론의 입장에 대한 칸트의 톡창성을 구성한다. 공간이 개
념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성이 아니라 감성과 관련된다는 것

이다. 합리론의 본유관념에 해당하는 연장의 관념은 지적인 대상에 관련되
는 반면 칸트의 공간은 감성적 대상에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무이의 지
적을 참고할 수 있다. Kant, La dissertation de 1770 (Vrin), Introduction du 
traducteur (P. Mouy), p, 10, 물론 데까르뜨는 기하학적 문제를 풀 때 도형
을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상
상력은 불완전한 능력이고 공간의 규정을 탐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지성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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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는다. 공간이 부분들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는 말은 공간
이 그 부분들과 내적으로 하나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유일한 공간의 
직관이 가능할 뿐 여러 부분들을 포괄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불가

능하다. 개념과 직관의 차이는 1770년의 논문 과 프롤레고메나 에
서 제시하는 대칭적 대상의 역설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거울 속의 
왼손과 실제의 오른손은 양쪽 다 비슷하지만 같은 경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 한 손의 장갑은 다른 손에 사용될 수 없다. 왼쪽으로 감긴 
나사와 오른쪽으로 감긴 나사는 서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사정들을 
개념은 판별하기 어렵지만 공간적 직관은 곧바로 판별한다.”10) 이런 
일은 순수한 공간이 감각적(경험적) 직관과는 다르면서도 그 자체로 
규정을 갖는 순수(선험적) 직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을 
탐구하는 것이 순수기하학의 분야이고 그것은 칸트의 용어로는 선험

적 종합판단의 역이다. 
이와 같이 공간은 그 자체 순수직관이면서 감성적 직관의 형식으

로 작용한다. 이러한 양면성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경험론의 
입장을 존중하여 감각들의 적극적 존재를 인정하나 그것들의 질서와 

정돈에서 비롯하는 지각적 인식이 선험적 직관형식인 공간을 전제한

다는 것은 합리론의 선험주의를 받아들일 때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이 선험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칸트
는 공간이 감각적 현상들에 관해서는 “경험적 실재성”을 물자체에 
관해서는 “선험적 관념성”을 가짐을 주장한다.11) 만약 우리가 주어지
는 것의 전부가 현상임을 인정하고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공간

은 실재적인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실체로서의 물질세계를 표상한다
면 공간은 관념적인 것에 머물 것이다. 합리론이 주장하는 선험성이 
외부의 실체에 대한 명석판명한 객관적 표상을 의미한다면 칸트는 

외부 실체에 대한 불가지성을 전제하고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인간

10) La dissertation de 1770, p. 67. Prolègomène à toute métaphysique future, 
Vrin, ph. 13.

11) Critique, p. 59 / KdrV. B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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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의 보편적 형식으로서의 선험성을 주장하는 데 차이가 있다. 이
처럼 공간이 가진 이중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물자체와 현상계를 구분하는 그의 전 철학에 연루된다. 

II. 칸트인식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동형성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직관의 형식이다. 시간 관념의 규정은 
공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시간이 공간과 동형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시간은 내감의 형식이다. 그것은 모든 내적 
직관의 기초에 있는 선험적 직관표상으로서 동시적 존재나 잇따름과 

같은 지각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표상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내적 직관은 아무런 형태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칸트는 
다음과 같은 유비로 설명한다.

우리는 시간의 계속을 무한히 연장되는 선(線)이라고 표상하며 이 
선의 다양한 부분들은 일차원만을 갖는 계열을 구성한다. 이러한 선
의 속성들로부터 우리는 시간의 모든 속성들을 이끌어낸다. 단지 선
의 부분들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시간의 부분들은 연달아 일어

나는 것(successive)이라는 사실만을 예외로 한다.12)

공간이 개념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것은 우선 시간의 부분들이 공

간과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시간에 귀속된다는 데서 유래한다. 또한 
칸트는 공간의 직관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대칭적 대상의 역설을 

예로 들었는데 시간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칸트
는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직선으로 형상화
된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진행이라는 것이다. 
공간 안에서 우리는 동일 대상을 자유자재로 위치변경할 수 있지만 

대칭적 대상에 대해서만은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는 시간이 일직선으

12) Critique, p. 63 / KdrV. 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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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상된다고 해도 상상에서가 아니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자
재로 넘나들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칸트는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
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로부터 시간표상의 종합적이고 직관
적인 성격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시간의 자체적 
규정으로 인해 그것은 개념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점은 시간과 공간의 동형성 또는 동질성과 무관하

게 시간의 독특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칭적 대상의 역설은 공간의 
속성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에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차이를 크게 강조하
지는 않는다. 베르그손의 비판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칸트에서 공간과 시간 관념의 동형성은 <원칙의 분석론>에서 진행

되는 연장적 크기(extensive Größe) 및 강도적 크기(intensive Größe)
의 개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절에서 고찰할 베르그
손의 주장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성과 감성을 매개하는 의도
로 창안된 <도식론>은 지성의 범주가 어떻게 감성적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작업의 주요한 단계로 제시된 것이 ‘원칙
의 체계’이다. 여기서 칸트는 순수지성의 원칙을 수학적 원칙과 역학
적 원칙으로 분류하는데, 수학적 원칙이 현상에 적용될 가능성을 보
여주는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의 양적 규정이 등장한다. 이 부분은 양
과 질의 범주에 의해 성립하는 순수지성의 원칙, 즉 ‘직관의 공리’와 
‘지각의 예취(Antizipation)’라는 표제 하에 논의된다. 전자는 시간과 
공간의 선험적 형식 아래 나타나는 양적 규정을 고찰하는 것이고 후

자는 감각이라는 경험 내용이 가지는 양적 규정을 선취하는 것이다. 
우선 직관의 공리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직관의 관점에서는 연장

적 크기이다”라는 원리가 도출된다. 연장적 크기란 “부분의 표상이 
전체의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부분을 차례로 더함으로써 
전체의 표상이 완성된다. 이러한 종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분들은 모두 동질적인 것(l’homogène)이어야 한다. 이 내용은 직관
의 모든 대상에 대해 적용된다. 왜냐하면 직관의 대상은 공간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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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상에 의해 정돈되고 시공적 표상은 부분의 표상이 전체를 가능

하게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경험적 의식에 있어
서 다양성의 통일은 곧 시공적 직관의 통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아무리 작은 선이라 하더라도 사유 속에서 그어보지 않고서는, 즉 
한 점에서 출발하여 차례로 모든 부분을 산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

의 직관을 그려보지 않고서는 나는 선을 표상할 수 없다. 모든 시간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사정은 정확히 동
일하다. 나는 시간 속에서 단지 한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가는 순차
적 진행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가된 전체 시간의 부
분들은 일정한 시간의 양을 산출한다. 모든 현상에서 단순한 직관은 
시간이거나 공간이므로 직관인 한에서의 모든 현상은 연장적 크기이

다.13)

결국 시간과 공간은 연장적 크기로 모든 현상을 재단하는 형식인 

셈이다. 시간과 공간이 왜 반드시 연장적 크기와 관련되는가 하는 것
은 <초월적 감성론>에서 경험적 직관과는 다른 ‘순수직관’으로서의 
공간의 규정으로부터 수학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학적 원칙이 현상
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상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여
전히 공간과 동일한 본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
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것인데, 시간은 이러한 이미지를 단
지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지각의 예취’의 원칙은 “모든 현상에서 감각의 대상인 

실재적인 것은 강도적 크기 즉 도(Grad)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원
칙은 현상의 내용적이고 질적인 측면에 내재하는 선험적 인식을 미

리 규정하는 것이다. 실로 수학적 인식이 현상에 적용됨을 밝히는 작
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각내용 자체가 갖는 양적 본성을 찾아내

는 일이 될 것이다. 연장적 크기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의 직관이 감

13) Critique, p. 165 / KdrV. B 202-204.



칸트와 베르그손의 인식론 비교 195

각내용을 정돈하기 위해서는 감각들에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무언

가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에 의해 정돈되기 이전
의 감각 자체는 객관적 표상이 아니므로 감각은 연장적 크기를 갖지

는 않는다. 칸트는 경험의 질료에 관한 것을 경험에 앞서서 취한다는 
것은 얼핏 모순되는 일이라고 스스로 언급하면서도 예의 비범한 독

창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이끌어낸다. 
 

경험적 의식에서 실재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서 다양의 형식적인(선험적) 의식만 남게 되는 경우 경험적 의식에서 
순수의식에 이르는 단계적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순수직관인 (0)
에서부터 원하는 만큼의 양에까지 감각의 양을 산출하는 종합 역시 

가능하다. (...) 따라서 감각은 강도적 크기를 가질 것이다.14)

감각이 겪는 점진적 변화는 순수의식의 부정성과 경험적 의식의 

실재성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의 감각들의 연속적 연관으로 나

타난다. 이 중간 단계들은 강도적 크기, 즉 도를 갖는다. 강도적 크기
는 “단일성으로서만 포착되는 양이자 부정성 즉 (0)에 접근함으로
써만 다수성을 표상할 수 있는 양”이다. 경험적 의식의 다양성의 통
일에도 점진적으로 약화되거나 강화되는 크기가 있으며 그것이 도로 

표상된다. 가령 색이나 열, 운동량 등은 각각 단일하면서도 다소간 
강하거나 약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강도적 크기이다. 그
러나 감각은 더 낮은 강도의 감각들을 더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들로부터 전체로 나아갈 수 있는” 연장적 크기가 아니
다.
그런데 도는 질의 범주의 선험적 도식이기도 하다.15) 선험적 도식

은 공간보다는 시간과 관련하여 성립한다. 내감의 형식으로서의 시간
은 공간적 직관을 포함한 모든 현상에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갖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강도적 크기는 시간의 내용을 채우는 감각의 

14) Critique, p. 168 / KdrV. B 208.
15) Critique, p. 154 / KdrV. B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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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의 정도를 의미한다. 도는 시간 속에서 동질적인 것을 부가하는 
작용의 척도이다. 비록 일정한 도의 감각은 “순간적으로” 포착되지
만, 그 내용은 시간 속에서 채워진다. 그런데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 
모든 현상을 연장적 크기로 파악하는 직관이다. 결국 강도적 크기는 
질을 양화하는 개념이다. 프롤레고메나 에서 도를 “질의 양
(Quantitas qualitatis)”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16) 그렇다면 
강도적 크기와 연장적 크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강도적 크기는 분명 
어떤 종류의 양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는데 대체 그것은 어떤 종류

의 양인가? 베르그손의 강도 비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III. 베르그손의 강도량 개념 비판

공간과 시간에 대한 베르그손의 분석은 그의 첫 주저인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의 기본 주제이다. 이 책은 여러 부분
에서 칸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나타난 내용은 

첫째 칸트가 공간을 양적 도식으로만 파악했다는 점, 따라서 구체적
이고 질적인 연장에 대한 지각을 도외시했다는 점, 둘째로 이와 같이 
이해된 공간의 개념 아래 시간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
제는 순수직관으로서의 공간의 본성과 발생을 해명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 시간과 공간의 평행성 혹은 동형성이 잘못된 근거 위에 설

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순수한 시간의 경험인 지속의 발견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칸트가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공간의 본성을 드러낸 후 우리에게 

경험과 인식은 현상으로 한정되었다. 공간의 문제는 칸트의 전 철학
이 구성되는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철학의 구성은 공간 
문제의 해명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감각의 문제를 분석하
는 데서 시작하여 일상적인 감각이해의 오류의 근원을 파헤침으로써 

16) Prolègomène à toute métaphysique future, Ph. 26, note, Vrin,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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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간의 표상에 도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비록 그의 첫 저
서가 전적으로 칸트만을 의식하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칸트와의 대결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감각에 대한 분석이 칸트와

의 대면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감각의 문제를 베르그손의 칸트 비판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한다.
칸트는 <연장적 크기>와 <강도적 크기>를 구분하면서 두 종류의 

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전자는 선험적 직관형식인 공간과 시

간에 의해 정돈되는 순수 수학적 양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감각의 

질료적 특성이 갖는 강약의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베르그손
의 의문은 후자의 경우에서 양(quantité)이라는 말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연장적 크기는 말 그대로 풀이해서 일정한 공간
을 점유하는 크기이다. 따라서 그것의 대소는 ‘포함하는 것(le 
contenant)’과 ‘포함된 것(le contenu)’의 관계가 된다.17) 즉 어떤 양
이 다른 것의 두 배라고 하면 그것은 후자보다 갑절의 공간을 차지

하고 있는 이미지로 표상된다. 오직 이 경우에만 정확한 수학적 계산
이 가능하다. 그런데 강도량(quantité intensive)이라는 것은 이와 같
은 방식으로는 표상할 수 없다. 칸트 자신도 말했듯이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과 유사하게 요소 감각들의 합으로부터 하나의 완결

된 감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각의 강도
량은 엄 한 의미에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장적 양과 비
연장적인 감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

리는 둘 다 동일하게 크기 혹은 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공통된 무언

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양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 연장적 크기는 공간을 차지하는 만큼 가분성은 그

17)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P.U.F., p. 2. (이후부터 
이 책은 DI로, Matière et mémoire는 MM으로, L’évolution créatrice는 EC
로, La pensée et le mouvant은 PM으로 줄이고 본문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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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필연적 속성이다. 그런데 물리적 존재자들도 사실상 무한히 나
누어질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적 가분성과 수
학적 가분성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한분할 가능성은 엄 히 

말해 수학적 관점에서만 타당한 것이다. 수학은 대상의 추상적 형식
에 관한 학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칸트가 경험이 가진 질료적 특성에 
충실하기 위해 공간적 직관 이전에 감각 자체가 현시하는 방식을 탐

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감각은 본래 나누어질 수 없지만 강도라는 관
점에서는 크고 작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누어질 수 
없는 강도의 크고 작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
해 연장적 크기를 위장한 것이 아닐까. 베르그손의 강도량 비판은 이
러한 전제 위에 성립한다.

이제 그러한 관념(강도적 크기)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문해 
보면 의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의 이미지이다. 우리는 가령 더 큰 강도의 노력을 더욱 길게 감긴 
실이나 풀리면 더 큰 공간을 차지할 태엽으로 표상한다. 강도라는 관
념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번역하는 단어 속에서도 현재의 응축, 따
라서 장래의 이완이라는 이미지, 잠재적 연장성과 이를테면 압축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발견될 것이다. (DI, 3)

사실 이와 같이 강도량이 연장적 양으로 환원된다는 명시적 전제

에서 출발하는 것은 칸트가 아니라 정신물리학자들이고 베르그손의 

직접적 공격 대상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칸트가 설정해 놓
은 인식론 위에서 작업하면서 칸트의 전제를 끝까지 고나갔다.18) 

18) 칸트연구가인 필로넨꼬에 의하면 19세기말 독일 정신물리학자들의 시도는 
칸트의 강도적 크기 개념을 의식의 역에 적용한 것이다. 당대에 이미 코
헨과 나토르프같은 마르부르크학파는 칸트가 이 점에서 충분히 멀리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신물리학에 대한 베르
그손의 비판이 칸트의 강도적 크기 개념에 대한 비판의 시작이라고 간주한

다(A. Philonenko, Bergson, ou de la philosophie comme science rigoureuse, 
Cerf, p. 23-24. 동저자의 L’Ecole de Marbourg 및 Cohen, Kant Theorie 
der Erfahrung, Berlin 참조). 다른 한편 이미 베르그손의 시대에 칸트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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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을 경청할 때 우리는 칸트의 분류 안에 

이미 두 종류의 양을 동질화하는 숨은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물리학자들이 감각의 강도를 측정가능한 양으로 표현할 수 있

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각을 외적 원인의 크기에 연루시키기 때문이

다. 가령 색의 감각은 빛의 강도와 분리되지 않는데, 빛의 강도는 광
원의 수의 증감으로 측정할 수 있다. 델뵈프(Delboef)의 정신물리학
은 빛의 양을 연속적으로 증가시킬 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색의 차

이는 지각가능한 최소의 증가량 즉 일정한 차이역(différence 
threshold)에 의하며 우리의 감각은 “ 으로부터 이전 단계의 감각들

을 서로 구별하는 차이들의 합계와 동일한 크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DI, 45). 페히너(Fechner)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감각들
에서 질적 요소를 제거하고 동등한 크기로 설정하여 감각 자체의 측

정을 시도한다. 자극이 연속적으로 증가함에 비해 감각은 갑작스런 
도약에 의해 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특정 감각이 나타날 때의 자극

의 양에 따른 두 감각의 차이를 최소 차이로 놓고 이 차이역 안에 

있는 감각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감각으로 
간주된 상태 내의 질적 차이들은 무시된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이러
한 질적 차이를 제거한 후에 무엇이 남아있을지를 묻는다. 물리학에
서 현상의 질적 측면을 제거하는 것은 양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만 심리학에서 감각의 측정이란 바로 이 질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열의 감각을 온도로 측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협약(convention)일 뿐이며 정신물리학은 바로 그러한 
협약적 특성을 버리고 온도가 변할 때 어떻게 열의 감각이 변하는가

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DI, 47-48)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칸트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칸

지주의에 물든 사상가들 특히 레비 브륄(Lévy-Brühl)과 빠로디(Parodi)같은 
이들이 ‘지각의 예취’에서 전개되는 강도 개념에 대한 고찰에서 베르그손에 
맞서 칸트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 Heidsieck, Henri Bergson et la 
notion d’espace, Le cercle du livre, 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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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모든 감각들은 더 작은 감각들의 총합으로 표상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감각들이 연장적 크기가 아니라는 그의 지적
은 감각들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는 단언이다. 그러
나 그는 감각의 경험적, 질료적 특성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예취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감각이 도를 가진다
는 것은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19) 이 때 선험적 인식이
란 무엇인가? 그것은 감각으로부터 질적 특성을 제거한 후에 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러한 도의 관념이야말
로 정신물리학자들로 하여금 감각 자체를 측정하게 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선험적 도식론에서 칸트의 입장은 좀 더 명백하다. 강도적 크기 즉 

도는 질의 범주의 도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말
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일정한 도의 감각을 포착하는 것은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혹은 그 반대로) 시간을 따라 점
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감각 자체
의 존재방식(현상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감각은 동일한 시간을, 즉 한 대상의 동일한 표상에 대한 내감을 
무(  즉 부정)에 이르기까지 다소간에 채울 수 있다. (...) 그리고 어
떤 것이 시간을 채우는 한에서 그 어떤 것의 양으로서의 실재성의 도

식은 바로 시간에 있어서의 그 실재성의 연속적이고 균일한 산출이다. 
거기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일정한 도를 가지는 감각에서 그것의 완

전한 소멸에까지 내려가거나 도의 부정에서 감각의 어느 양에까지 점

차로 올라가는 것이다.20)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감각은 부정성에서 

실재성에 이르기까지 미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균일

하게 채우고 있으며 우리의 지각은 그 중 하나의 두드러진 차이만을 

19) KdrV. B 217-218 / Critique, p. 173.
20) KdrV. B 182-183 / Critique,,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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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라이프니츠의 
미소지각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다. 감각내용을 미분적 양과 같은 것
으로 보는 점에서 이미 그것의 양적 측정은 예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페히너의 비판자인 따느리(Tannery)는 그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가령 50도의 감각은 감각이 없는 상태
에서 50도의 감각까지 계속되는 미분적 감각들의 수에 의해 표현된
다고 말할 것이다. … 나는 거기서 합법적인 만큼 자의적이기도 한 
정의(定義)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리라 보지 않는다.”(DI, 50)
감각이 시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다는 칸트의 설명에서 시간은 

여전히 일직선적인 공간적 이미지로 드러난다. 칸트는 공간을 지성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합리론의 관점을 

벗어나지만 감성계 내부에서 공간이라는 직관형식과 경험적 직관내

용을 구분함으로써 버클리식의 지각주의를 벗어난다. 전통적으로 제1
성질에 해당하는 물체의 연장적 특성은 공간적 직관(형식)의 대상으
로 보고 제2성질에 해당하는 감각은 질료적인 것과 관련시킨 점에서 
칸트도 두 성질은 명백히 구분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감각을 공간
적 구도에 종속되는 것으로 고려하는 점에서 칸트는 감성론 내부에

서도 주지주의를 견지한다. 에직(Heidsieck)의 지적대로 의식
(conscience)과 과학(science)의 일치는 데까르뜨나 스피노자에서처럼 
더 이상 신에 의해 보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으로 하여금 오직 
과학의 대상만을 타당한 것으로 사유하게 한 칸트의 초월적 논리학

에 의해 다시금 보호받는다고 할 수 있다.21) 결과적으로 칸트에서 
시간과 공간의 동형성은 선험적 형식에 대한 규정만이 아니라 경험

적 내용에 대한 고찰에서조차 견지되고 있는 것이다. 강도량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은 감각을 양화하는 작업 혹은 양적 도식으로 파악

하는 태도가 의식상태의 진정한 존재방식을 왜곡한다는 주장으로 이

어진다. 강도량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고 시간이 공간과 마찬가지로 
균일한 장이라면 진정한 시간의식은 실종된다. 베르그손에서 시간은 

21) Henri Bergson et la notion d’espace,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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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상태의 질적 존재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칸트의 강도량 개념은 

재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연장의 지각과 순수공간의 개념

강도량과 달리 공간 개념에 대해서는 베르그손은 직접적으로 칸트

를 겨냥한다. 공간이 감각들 간의 관계라는 경험주의자들의 입론에 
대한 칸트의 논박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공간에 감각
들과 독립적인 존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사실상 분
리하고 있는 것을 권리상(en droit) 고립될 수 있는 것으로 선언”한 
데 있다(DI, 69).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공간은 감각들로부터 분리되
어 감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관념성’을 갖는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이러한 칸트적 전환이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칸트는 공간의 실재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키
는커녕,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했으며 그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
여하기까지 했다.”(Ibid) 공간의 초월적 관념성은 그것의 실재성에 대
한 상식의 믿음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칸트의 공간 개념은 이중성을 지닌다. 공간은 초월적 관념성만
이 아니라 감각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경험적 실재성’을 가진다. 주
어진 현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간은 우리에게 실재적인 

것이다. 상식은 물자체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주어진 경험에 만족한
다고 하면 칸트의 공간 개념은 상식과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칸트의 순수공간은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의 형식이라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더구나 이 점에서 베르그손
은 칸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DI, 177). 공간은 “동시적인 여러 동일
한 감각들을 서로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질적인 구
별(différenciation)과는 다른 구별의 원리, 즉 질 없는 실재이다.”(DI, 
70-71) 질적인 구별과 다른 구별의 원리란 감각들 간의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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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분간하게 해주는 원리다. 경험론의 입장인 국부기호(signes 
locaux)의 이론가들은 특정 감각이 다른 감각들과 구분되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거기에 존재하게 하는 유기적이고 질

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베르그손은 그러한 질적 차이는 감각
이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반문한다. 
그렇다면 감각들의 질적 차이는 바로 위치 차이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위치 차이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동질적 장소에 대한 명확한 
관념, 즉 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구
별되는 항들의 동시성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DI, 71) 이와 같이 질적인 실재가 존재하기 전에, 마치 공간상
의 점들이 그러하듯이 동질적이고 동시적인 대상들을 가정하고 그것

들의 위치 관계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감각 경험 이전에 존

재하는 일종의 형식 또는 도식(schème)에 의해서 가능할 뿐이다.22) 
더구나 이러한 형식은 “정신의 능동적 개입” 또는 “정신의 활동
(activité)”을 요구한다(DI, 70, 71). 그러한 “정신의 행위(acte)”는 한 
마디로 말해서 “칸트가 감성의 선험적 형식이라고 부른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DI, 70) 
우리는 칸트의 선험적 형식이 베르그손에 이르러 정신의 행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의만으로는 아직 두 철학자를 가르
는 커다란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다. 베르그손에 있어서 칸트적 공간의 초월적 혹은 선험적 의미
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공간의 실재성 문제도 그다지 핵

심적인 물음은 아니다. 베르그손이 칸트에 동의하는 것은 감각들을 
서로 구분하는 원리인 한에서의 공간의 순수 형식성 혹은 관념성이

다. 그렇다고 해서 베르그손이 감각들 간의 질적 차이를 부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 텅 빈 동질적 공간의 표상은 정신의 행위 또는 “지성의 

22) 베르그손은 공간에 대해 지성의 도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칸
트가 도식론에서 말하는 지성 범주의 도식화와는 관계없이 일상적인 의미

만을 갖는다.



논문204

노력”에 기인하지만 “거꾸로 두 감각을 구별하는 질 자체 속에 그것
들이 공간에서의 이러저러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DI, 71). 즉 베르그손은 감각들 간의 질적 차이
와 그것들을 동질적 공간상에서 병렬된 것으로서 동시에 표상하는 

지성의 행위를 둘 다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 두 측면은 서로 반비
례한다. 주어진 인상들이 서로 이질적일수록 그것들을 동질화하는 정
신의 활동은 더욱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베르그손은 동질적 공간과 차별화되는 연장

(l’étendue)의 지각을 주장한다. 연장은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구체적 
실재라는 면에서 순수공간과 구분된다. 감각들의 질적 특성은 공간에
는 간접적으로 관계할 뿐이지만 연장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

으로 관련되어 있다.23) 따라서 감각들이 비연장적 질들로서 공간 안
에 배열된다는 것은 설명을 요하는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들이 

연장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질과 기억 에서 베르그
손은 감각들이 그 자체로 연장되어 있다는 것, 즉 특정한 위치와 부
피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연장적 특성이 감각의 질적 특성에 

본질적이라는 것을 제임스(W. James)와 같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따라 전폭적으로 인정한다(MM 243-244). 버클리는 촉각에 연장의 
독점권을 부여했지만 좀 더 세 한 심리학적 탐구는 모든 감각들에 

연장의 특성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4) 이렇게 볼 때 연

23) 물질을 연장 실체로 보는 데까르뜨에 있어서 연장의 개념은 공간과 동일시
된다. 게다가 데까르뜨의 공간은 수학적 공간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도 수
학화된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수학적 공간과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연장을 
구분한다. 연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 혹은 그것들 간의 관계에서 직
접 지각되는 것이다.

24) 베르그손은 연장이 촉각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에 속한다는 제임스의 주장
이 칸트의 관점과 유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는 두 학
자 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즉 제임스같은 심리학자에 
있어서는 가령 시각에 있어서도 ‘부피감(sentiment de volume)’이 없는 감각
은 없다는 실제적 사실에 조회하는 반면 칸트는 감각들을 ‘순수공간’에 위
치시키는 지각의 형식을 강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MM, 244, note 2.(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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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지각은 지성과는 다른 기능에 속한다. 베르그손은 인간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공간지각을 가진 동물의 예를 든다. 어떤 동물
의 뛰어난 방향감각은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공간지각을 가지고 있

음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방향이 인간만큼 동질적이지 않
고 “그 뉘앙스와 더불어 즉 고유한 질과 더불어” 나타날 것이다. 흥
미로운 것은 인간에 있어서도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은 자연적인 것

이며 “질적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DI, 72).25) 그런데 이것이야
말로 칸트가 공간에서 나타나는 대칭적 대상의 역설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칸트는 대칭적 대상의 역설을 공간이 개념이 아니라 직관임을 주

장하기 위해 예로 들었다. 베르그손에서 그것은 공간의 질적 특성 즉 
연장의 지각을 증명해준다. 이제 창조적 진화 에서의 지성과 본능의 
구분에 의하면 연장의 지각은 지성이 아니라 본능 쪽에 가깝다. 반면 
공간은 지성에 의한 고정화 작업과 “무한분할 가능성의 상징”이다. 
“구체적 연장, 즉 감각적 성질들의 다양성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
니다. 우리가 이 감각적 성질들의 다양성 안에 놓는 것이 바로 공간
이다.”(MM, 244) 이러한 공간은 우리가 경험에 앞서 그 배후에 던져 
놓는 일종의 “그물망”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선험적(apriori)’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칸트적 의미에서 경험의 가능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MM, 260) 왜냐하면 경험은 본래 우리의 지성과 공간적 

그손이 인용한 윌리암 제임스의 저서는 Principles of Psychology, t. II, p. 
134 et suiv.)

25) 에직은 현대의 이른 바 질적인 공간에 관한 수학, 즉 위상학(topologie)의 
존재가 이와 같은 베르그손의 질적 연장의 존재를 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을까 자문한다. 칸트와 베르그손이 말하는 순수공간은 유클리
드기하학의 공간인데, 수학의 역이 확대됨에 따라 유클리드기하학이 포

괄하지 못한 질적 공간까지 다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베르그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질과 양의 구
분이고 수학이 비록 질적 공간을 다룬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양의 도식에 

의해 진행하며 문제가 되는 질의 역은 이 도식을 벗어난다는 것이 핵심

이기 때문이다. Heidsieck, 앞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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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르그손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선험성은 지성의 실용적 성격과 관련될 뿐이다. 
이처럼 순수공간과 구체적 연장을 구분함으로써 베르그손은 칸트

의 범공간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관점에서 벗어난다. 이 구분에
서 유래하는 중요한 결과 하나는 순수공간이 칸트에서와 달리 감성

적 형식일 뿐 아니라 지성에 고유한 추상적 활동의 도식이라는 것이

다. 추상작용이 개념들 간의 명백한 구별과 상호외재성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은 그것이 이미 양적 구별의 원리인 공간의 직관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DI, 72-73).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공간의 부분들
은 무한한 공간과 일체를 이루지만, 그것들 간의 관계는 상호외재적
이기 때문에 개념들을 통한 추상적 활동의 도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개념적 작업은 개념들 간의 상호외재성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왜
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적 구별로 상징되는 개념들 간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인위적이고 협약적인 방식으로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념들은 사실상 공간 속의 대상들처럼 서로 간에 외재적이다. 그
리고 그것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질 때 원본의 구실을 한 대상들과 동

일한 안정성을 가진다. 개념들이 결합하여 ‘가지적 세계(intelligible 
world)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성격상 고체들의 세계와 유사
하지만 그 요소들은 구체적 사물들의 순수하고 단순한 이미지보다 더

욱 더 가볍고 투명하며 지성에게는 더 조작하기 쉽다. 그것들은 실제
로 더 이상 사물들의 지각 자체가 아니라 지성을 사물들에 고정시키

는 행위의 표상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니라 기호
(signe)들이다. 우리의 논리는 기호들을 조작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
들의 총체이다. 이 기호들은 고체들을 조작할 때 나오는 것이고 기호
들 상호간의 결합규칙들은 고체들 사이의 가장 일반적인 관계들을 표

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는 물체들의 고체성을 대상으로 삼는 학문, 
즉 기하학에서 승승장구한다. (EC, 161-162) 

물질과 기억 에서 베르그손은 개념들이 일반관념에서 유래하며 

일반관념은 지각의 유사성(ressemblance)이라는 실재에 바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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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MM, 174-180).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개념들을 
조작할 때 실재 자체보다는 지성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드러내

고 있다. 나중에 볼 기회가 있지만, 개념의 무차별적 조작은 대상의 
유적(générique) 성질을 무시하고 균일하게 수학적 법칙으로 취급하
는 근대의 학문적 태도에서 유래한다. 물론 칸트에 있어서 오성의 선
험적 개념은 조작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몇 가
지이든 지성이 세계를 보는 선험적 범주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칸트에서 범주들은 현상들의 관계를 포괄하는 법
칙을 정초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선험적 범주 이외의 “일반
관념들을 가능성의 형식 안에서 사유되는” 것으로 다루었을 때 실재
적 유사성을 지성화하고 유적 성질들을 법칙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26) 

V. 시공의 동형성 비판과 공간의 실용적 기원

칸트에서 감성의 순수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은 동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더 근본적인 것은 공간이다. 베르그손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순수공간, 즉 동질적 공간(espace 
homogène)은 “모든 질의 부재”로 이루어진다(DI, 73).27)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동질적인 것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26) Philonenko의 중요한 지적. Bergson, p. 318-319. 칸트는 초월적 도식론의 
양상 범주의 도식에서 가능성의 도식을 서로 다른 표상들을 시간 일반의 

조건들과 합치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베르그손의 관점에서는 실
재적 사물들의 유사성에 근거한 표상들을 인위적으로 범주화하여 법칙 안

에 포괄하는 것이다. (KdrV. B 184 / Critique, p. 154)
27) 동질적이라는 말이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질을 가진 것인가, 질이 없는 것
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이 맥락에서는 베르그손 자신이 그
것을 질이 없는 상태 즉 순수공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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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적 장은 그것을 채우는 대상이 공존하는가,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가에 따라 두 가지 형태 즉 공간과 시간으로 말해진다. 이에 따라 칸
트는 시간을 감각들이 그 안에서 순차적으로(successivement) 전개되
는 동질적 장(場, milieu)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이렇게 
이해된 시간은 “순수의식의 역에 공간의 관념이 침입한 데 기인한 
사생아적 개념”이 아닌가 묻는다(DI, 73). 시간과 공간이 둘 다 동질
적인 장이라면 그 중의 하나가 더 근본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하

나는 그것의 적용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간은 그 부분
들의 외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적 구별의 원리이고 시간도 결국 의

식사실들이 균일한 방식으로 잇따라 전개되는 것이라면 시간은 공간

의 외재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순차적으로 풀어낸 것뿐이다. 이
렇게 볼 때 동질적 시간의 비 은 바로 공간 속에 있다.

칸트의 잘못은 시간을 동질적 장소로 간주한 것이었다. 그는 실재
적 지속이 서로에게 내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지속이 동
질적 전체라는 형태를 띨 때 그것은 지속이 공간에서 표현되기 때문

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공간과 시
간 사이에 확립한 구분 자체는 사실상 시간을 공간과 그리고 자아의 

상징적 표상을 자아 자체와 혼동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174) 

실재적 지속을 이루는 의식 상태들의 존재방식은 비록 순차적으로 전

개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내적이며 즉 ‘상호침투하며(s’entrepénètrent)’ 
“그것들 중 가장 단순한 것에도 혼 전체가 반 된다.”(DI, 73) 거
기서는 과거 전체가 기억의 형태로 현재에 살아남아 현재와 하나를 

이룬다. 바로 이러한 실제적 사실로 인해 의식 상태들은 감각이건, 
감정이건, 의지이건, 공간에서 점들이 공존하듯이 시간 속에서 잇따
라 병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은 바로 상호
침투하는 상태들이지 분석에 적합한 요소들로서의 원자적 감각이 아

니다. 밖에서 주어진 것을 단순요소인 감각으로 보는 점에서 합리론
과 경험론, 칸트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주지주의적 관점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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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런 입장이 의식 상태를 과학적 분석과 재구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참으로 지속하는 실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르그손이 칸트의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의

식상태의 지속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배제한 점이다. 칸트가 
물자체의 역을 설정하고 인식을 감성과 지성능력의 대상인 현상계

에 국한했을 때 그는 경험의 가능 근거를 제시한다는 원대한 기획을 

수립했지만 그렇게 형성된 경험은 감성형식에 의해 가공된 학적 인

식의 재료일 뿐, 실제적 경험과는 무관하다. 우리의 지성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상을 고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순수 지속 
속에 다시 자리잡을 수 있다.”(DI, 175) 게다가 순수지속의 경험은 
절대적 인식에 속하며 칸트에서 물자체라는 불가지의 역과 현상계

의 상대적인 인식으로 이분화된 체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형이상학의 

가능성까지 엿보게 해준다. 
이와 같이 실재를 보는 관점을 전환시킬 때 공간의 본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된다. 특히 공간이 실재적인
가, 감각들 간의 관계인가, 감성형식인가 하는 것은 그것의 기원에 
마주할 때 본질적인 문제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진다. 공간의 기원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로 무거워진 저울의 한쪽을 삶과 행동이라는 다

른 쪽으로 균형잡을 때 비로소 조명된다. 베르그손이 인식의 기초에
서 지성의 어떤 범주들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동질적 공간

은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실용적 목적 이외에 다른 기원을 갖지 않는

다. 동질적 공간과 구체적 연장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연장은 질적 차이들의 연속이며 물질이 그러하듯이 

불가분적인 지속의 일부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와 같은 이질성 속에
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텅 빈 순수공간의 개념은 “우리 경험의 배경 
자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이질성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réaction)을 요
구한다.”(DI, 72) 이 반작용은 지각으로 하여금 물질을 독립적 대상
들로 분할하게 하고 기억으로 하여금 사물의 연속된 흐름을 감각적 

성질들로 응결시키게 한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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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적 공간과 동질적 시간은 사물의 속성들도 아니고 이 속성들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능력의 본질적 조건들도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
가 실재의 움직이는 연속성에 받침점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 (…) 실재
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응결(solidification)과 분할
이라는 이중적 작업을 나타낸다. 즉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행동
의 도식들이다. (MM, 237)

그렇다면 칸트가 지성의 형식으로 말하는 선험적 개념 혹은 범주

들은 어떠한가? 베르그손은 순수공간이 개념작용의 배경에 있다고 
함으로써 지성의 도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만약 공간이 
행동의 실용적 기원을 갖는다면 지성과 그 형식도 결국 같은 기원을 

갖게 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질료없는 형식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
은 어떤 방식이든 인정되고 있다. “선생님이 분수를 받아쓰라고 할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은 분자와 분모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줄부터 

긋는다.”(EC, 149)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형식적 인식이 “소유된 사
물이기보다는 길들여진 습관이고 상태이기보다는 경향이라는 조건에

서 그러하다.”(Ibid) 습관 혹은 경향이라는 말은 베르그손의 발생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들이다. 그것은 개체의 삶을 통해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나긴 도정을 의미한다. 
개체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재적 차원에서 볼 때 “지성은, 마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자신의 형식을 가지고 하
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EC, 154). 이와 같이 지성이 
절대적인 것으로 주어지면 인식은 불가피하게 지성 형식에 상대적인 

것이 된다. 베르그손은 이 점을 칸트 인식론의 가장 큰 난점으로 본
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지성의 개념들(범주들)이 실재
의 본질을 보여주기보다는 지성이 구성하는 현상에 관계한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러한 지성의 형식 자체는 절대적인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베르그손에 의하면 지성의 형식은 사물의 실재에도 현상에

도 관계하지 않고 단지 행동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행동을 놓아 보
라(Posez l’action). 지성의 형식 자체가 거기서 도출된다.”(EC,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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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놀라운 공식은 베르그손의 진화론적 인식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주장이다. 베르그손은 갈등과 투쟁으로 묘사되는 다윈의 어두운 자연
관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에 있어서 삶은 위험의 
연속이다. 미지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물은 다양한 종류의 본능
에 의존한다. 그러나 적절한 본능이 결핍된 존재인 인간에 있어서 결
핍을 보완하는 것은 바로 지성이다.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의 수와 힘
의 정도, 그것의 공격가능성 등을 숙고하는 일은 지성의 본성에 속한
다. 철학자들이 분류한 지성에 고유한 몇 몇 형식은 진화적 기원에서
는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성이 사변적 능력을 갖는다는 오랜 입장 역시 단호히 부

정된다. “자연의 손에서 갓 나온 지성”은 유기적 도구라 할 수 있는 
본능을 대신하는 무기적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을 주요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EC, 154). 도구 제작의 능력은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이
다. 이런 능력은 대상의 유동적 특성을 피해 그것을 고정된 도식 안
에서 표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성은 사물의 질적 특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요소들을 동질적인 도식 안에 병렬하여 결국 자신의 방

식으로 인공물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이 조작의 기교가 지성의 놀라
운 능력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변적 위치로까지 올라가게 

해준다. 이러한 사변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지성의 실용적 기원
을 망각한다. 그러나 지성은 어디까지나 행동의 필요에서 유래하며 
따라서 그것은 행동에 상대적이고 그 형식은 환원불가능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철학자들은 행동을 위해 만든 사고방식을 사변
의 역에 옮겨 놓을 때 오판하는 것이다.” 사변을 본성으로 하는 지
성의 특징은 플라톤이 말한 “좋은 변증론자, 즉 뼈를 부러뜨리지 않
고 자연적으로 그려진 관절(articulation)에 따라 고기를 자르는 숙련
된 요리사”에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른다(EC, 156). 그러나 지성이 존
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관한다는 플라톤의 입장은 칸트에 의해 

결정적인 방식으로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에서 지성은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를 떠맡고 있다. 반대로 베



논문212

르그손에서 실재의 인식은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지성은 자
연적 관절을 따르기는커녕 “대상의 내적 구조”를 제거하기를 바라고 
물질 전체를 “인공적이고 잠정적인” 재료와 같이 간주하여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분석과 재구성을 행한다. 순수공간의 무한분할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물질을 우리 마
음대로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은 “실재적 연장 뒤에서 그것을 떠
받치고 있는 무차별적이고 동질적 공간”을 거기에 “투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행동의 도식으로서의 순수공간은 이와 같이 지성의 개념
들에 우선한다. 
베르그손은 플라톤의 지적 직관의 능력만이 아니라 칸트에 의해 

현상계로 축소된 지성능력조차도 결국 인식을 위한 인식을 목표로 

하는 사변적 기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성에서 실재에 도달하는 
능력을 제거한 점에 있어서 칸트는 베르그손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베르그손에서 지속하는 흐름으로서의 실재는 지성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는 지성의 무능함에서 곧바로 실재에 대한 불가
지론을 이끌어냈다. 마치 우리에게 지성 이외에는 어떤 능력도 없다
는 듯이. 따라서 지성의 거대한 구축물로서의 인식 체계는 오직 지성
능력에 상대적인 것으로 된다. 베르그손의 철학은 실재의 직관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극적 측면과 칸트식의 상대적 인식은 행

동을 목표로 하는 지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극적이고 비

판적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분리되지 않는 상
보적 작업이다. 실재의 직관은 근본적으로 실재가 고정되고 원한 

지적 본성이 아니라 유동적 흐름으로서의 심리적 본성에 가깝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지적 직관에 비교될 수 없다. 플라
톤에서 지적 직관과 분석능력으로 혼합되어 있던 인식능력은 칸트에 

와서 후자로 축소되면서 여기에 보편적 의식의 통일과 구성적 능력

이 부가된다. 베르그손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통일성 혹은 구성 능력
의 인위성과 모호함을 비판하면서 지성은 통일보다는 분할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주장한다(EC, 153). 이것은 지성의 개념 범주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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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베르그손에게는 자연스런 결과다. 지
성이 오직 수학적 능력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직관은 실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혹은 실재와 하나가 되는 적극적인 능력으로 재탄생

하여 지성의 불구성을 보완하고 인도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 때 
“인식은 지성의 산물이기를 멈추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재를 이루는 
부분이 될 것이다.”(Ibid) 이처럼 베르그손의 직관 개념은 그의 지속
의 존재론을 전제하고 그것의 인식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칸트로 인해 빈약해진 세계인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베르그손 

자신이 축소시킨 지성의 의미를 보완하는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기도 

하다. 베르그손은 직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의 숙련된 요
리사의 비유를 인용하며 직관이야말로 ‘사실의 선’을 따르는 탐구임
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지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실재의 인식을 의미
하는 것이며, 결국 그 이념에 있어서는 플라톤의 독단론과 칸트의 불
가지론을 극복하는 이중적 목표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철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직관이라는 말은 불가해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VI. 과학적 인식의 가치와 공간의 형이상학적 기원

그러나 실용적 기원에 관한 탐구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

다. 칸트에서 지성의 형식이 인식의 상대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듯이 
베르그손에서 지성과 공간의 실용적 기원은 과학적 인식의 자의성과 

상대성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적 필요성에 따라 실재를 분
해하고 재구성하는 지성과 그 도식인 공간은 완벽한 인위적 조작의 

도구들로 보인다. 인식은 행동에 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
상은 이와 반대이다. 베르그손은 과학적 인식의 객관성과 절대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 
우리의 행동은 외부 사물에서 삶의 필요들(besoins, 욕구)을 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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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향하지만 그 대상들 자체는 실재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즉 그것들 자체는 절대(l’absolu)에 속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에 덧씌우는 공간적 형식은 대상의 존재방식을 

반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물질인 한에서. 왜냐하면 생명은 전혀 
반대의 질서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성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작용하는 
기능이다. 이런 이유로 생명과 정신에 관한 지성의 학문들은 극도의 
인위성과 상징성으로 실재를 빗나간다. 그러나 물질에 관한 한, 과학
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지각은 질적으로 연속된 
물질을 생명적 필요성에 의해 고정적 대상들로 구분하는데, 과학은 
이러한 경향을 끝까지 고 나간다. 그런데,

물질은 이러한 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물질을 상호 

외재적인 부분들로 쪼갤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때 우리가 실재를 충

분히 대변하는 과학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완
벽하게 고립된 체계는 없다 하더라도 과학은 우주를 비교적 상호독립

적인 체계들로 분할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저한 오류를 범하지도 않는다. (…) 즉 물질은 공간 속에 절대적으
로 연장된(étendue)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펼쳐져 있다(s’étend). 
(EC, 204) 

여기서 베르그손의 형이상학은 물질과 공간 간에 고도의 상상력을 

요하는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물질은 수학적 본성의 연장실체가 
아니라 지속하는 실재의 일부이면서도 의식이나 생명의 지속과는 달

리 순수공간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과학
이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물질과 지성이 둘 다 순수공간을 이상적 

극한(limite idéale)으로 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물
질에 대한 인식은 “근사적인(approximative)”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
적인 것은 아니다(EC, 207). 과학적 인식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
만 절대에 접촉한다. 그것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
로는 실재가 운동, 변화하는 것이고 과학의 이론들은 고정된 형태를 
가짐으로 해서 실재 전체를 완벽하게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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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문제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 하나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주어
진 해답은 이어지는 해답에 의해 끝없이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인식이 절대에 접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재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대라는 말은 전체라
는 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과학의 객관성은 그것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부

분적 진리라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수학적 형식 속에서 물질의 공간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철학

이 이와 같은 과학의 작업가설을 형이상학으로 확장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칸트가 제시한 이율배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
들이다. 베르그손은 이율배반의 근원이 물질 자체가 공간성을 띠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과 기하학은 일치시킨 데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인식론을 위해 선택해야 할 세 가지, 오직 세 가지의 대안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신이 사물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사물이 
정신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사물과 정신 사이에 신비한 일치를 가
정해야 한다. (EC, 207)

실재론과 관념론 그리고 예정조화설 혹은 평행론과 같은 근대철학

의 다양한 입장들은 칸트가 제시한 이율배반의 배경을 이루는 형이

상학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피하고자 했던 칸트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칸트는 정신의 초월적 형
식을 가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칸트의 공간 관념
이 아무리 천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성 형식으로서의 

공간을 완결된 것으로 전제하는 데서 중요한 난점을 노출한다. 베르
그손에 의하면 순수공간에서 질적인 연장까지는 무수한 “정도들
(degrés)”이 있으며 감각은 연장과 더불어 존재한다(EC, 206). 칸트는 
공간성(spatialité)의 정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적 다양성이 
순수공간에 일거에 배열되는 것으로 간주하 으며 이것이 <감성론>
의 근본적인 난점을 야기한다. 오로지 형식일 뿐인 순수공간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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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즉 감각적 다양성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물자체를 가정하지 않

을 수 없는데, 물자체는 말하자면 칸트적 관념론의 희생양이기 때문
이다.28) 결국 공간에 종속된 현상과 불가지한 실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베르그손에 있어
서 실재는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배경을 이루는 베르그손의 

실재관은 무엇일까. 이제 베르그손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실재는 정확하게 우리의 사고를 만족시키는 한에서 정

돈된다. 따라서 질서는 주체와 대상 간의 일종의 일치이다. 그것은 사
물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은 대립
되는 두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자신의 자연적 방향을 좇는다. 그 때 그것은 긴장의 형태를 띤 과정이
며 연속적 창조이자 자유로운 활동성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자
연적 방향을 역전시키는데 이 역전을 끝까지 고 가면 연장에 도달

하고, 상호 외재적인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상호결정하기에 이르며, 결
국에는 기하학적 작동기제(mécanisme)에 도달한다. (EC, 224)

첫 번째 질서는 자유행위나 생명으로 대표되는 순수지속에 속하고 

두 번째 질서는 기하학에 의해 정의된다. 베르그손의 실재론에 있어
서 질서가 사물 속에서의 정신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자체

가 정신의 질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때 사물의 질서
가 정신의 질서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둘 다 순

수지속이라는 동일한 존재방식에 속하기 때문이지 둘 중의 하나가 

다른 것을 표상하거나 지배하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기하학의 질
서는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신(esprit)이 자신
의 자연적 방향을 역전시킴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순수 지성

28) 칸트는 경험의 역할을 최대한 인정하려고 했으나 버클리와는 달리 현상의 
객관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의 형식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

하 으니 물자체는 불가지한 것으로 남게 된다. 불가지한 한에서만 존재를 
인정받는 모순을 내포하는 물자체야말로 칸트적 관념론의 희생양이라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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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의 질서이다. 따라서 “생명적인 것(le vital)의 질서” 혹
은 “의지된 것(le voulu)의 질서”는 “타성적인 것(l’inerte)의 질서” 혹
은 “자동적인 것(l’automatique)의 질서”와 대립되지만 두 다른 실재
의 자격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EC, 225).
이러한 두 종류의 질서는 정확하게 고대인들과 근대인들의 차이를 

보여준다. 고대인들에 있어서 실재는 생명적 유(類, le genre)를 모범
으로 한다. 따라서 무기물을 포함하는 자연 전체가 유적 질서에 의해 
표상되고 정돈된다. 반면 근대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가 아니
라 물질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파악하는 법칙적 질서이다. 여기서는 
생명과 정신을 포함하는 실재 전체가 법칙에 의해 정돈된다. 양자는 
각각 실재가 드러내는 한 측면을 절대시하여 일반화한 나머지 다른 

측면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혼동하고 있다. 그런데 유적 질서는 
생명 현상을 직접 재현하는 반면 물질적 현상과 수학적 법칙 사이에

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법칙은 선택된 변수들에 의존하며 이 선택은 
자의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학적 법칙의 질서는 인
간 지성에 상대적이다. 데까르뜨는 사물 자체가 지성이 표상하는 합
리적 질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선한 신에 

의뢰했지만 칸트는 질서의 역을 현상에 국한하는 것으로 문제의 

위상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지성이 절대적인 것으로 격상되고 과
학은 지성에 상대적인 것으로 된다. 이런 이유로 베르그손은 고대인
들과 근대인들의 입장이 각각 실재의 절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

도 그 근거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고대인들의 손을 들어 준다.29) 

29) 베르그손에 의하면 유적 형상은 적어도 생명의 역에서는 “유전”이라는 
사실에 의해 “객관적 실재”에 대응한다(EC, 228). 그러나 오늘날 유전자가 
과연 플라톤적 의미의 형상인지 하는 것은 논쟁거리다[켈러(E.F. Keller),  
유전자의 세기는 끝났다 (지호)를 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현상
적으로 볼 때 특정한 패턴에 의해 반복된다는 것과 물질은 현상들 간의 관

계법칙들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고대인들과 근대인들의 관점을 구분하는 것

은 여전히 타당하다. 흥미로운 것은 켈러가 주장하듯이 “유전적 안정성의 
근원은 정적인 실체의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역동적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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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질에 대한 인식도 사물 자체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생명

적 질서와의 연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것이 반대쪽 질서[생명적 
질서]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EC, 231) 그러
나 고대인들에서처럼 유적 질서가 물질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베르그손에게는 물질과 수학 사이에 있는 거리와 수학과 

생명 사이에 있는 거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이중의 부담이 

주어진다. 베르그손은 수학의 질서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다소 
논쟁적인 주장으로부터 시작한다.30) “공간은 마치 두 항이 주어지면 
뺄셈으로부터 그 나머지가 나오듯이 자동으로 생겨난다.”(EC, 211) 
만약 수학의 질서가 적극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사물 안에 함축되어 

있든, 정신의 형식 안에 함축되어 있든 간에 정신과 사물의 일치는 
기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사물의 법칙을 파악하는 정

산물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견해가 오히려 베르그손의 생성의 철학
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켈러, 위의 책, 101쪽). 

30) 베르그손의 이러한 태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바슐라르이다. 
그에 따르면 과학 정신의 첫째 임무는 표상을 기하학화하는 것인데 위상학

적 관계들로 넘어가면서 친근한 기하학적 표상들의 관계가 아니라 더욱 심

층적인 본질적 관계들을 함축한다. 그래서 과학적 사유는 실재적이기보다
는 비유적인(métaphorique) 구성을, 형태를 만드는 공간(espace de 
configura-tion)을 향한다. 결국 수학적 작업에서 중요한 ‘추상’을 과학 정신
의 정상적이고 풍부한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수학과 
과학을 이성의 창조적 작업으로 보는 바슐라르는 베르그손의 관점과 극단

적으로 대립하는 듯하다(G. Bachelard,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Vrin, p. 5-6). 그러나 베르그손의 주장은 우선 기하학의 존재 근거와 관련
된 것이다. 또한 그는 모든 수학과 과학적 작업의 선봉에 직관의 노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지성은 일단 직관에 의해 획득된 감을 개념적으

로 구성하는 작업이어서 거기에 창조적 역할을 부여할 수는 없다(PM, p. 
132). 베르그손은 존재론적 이유로 창조라는 말을 생명과 의식의 과정이나 
예술적 작업에 국한하고 지성의 작업은 제작(fabrication)으로 보기 때문에 
바슐라르가 말하는 수학적 작업도 제작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존재
론적 이유를 제외한다면 단지 두 철학자 간에 언어적 차이가 아닐까 생각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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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에 후자에서는 정신의 형식을 적용하는 대상 안에서 각각 놀라

운 질서를 증명해야 한다. 데까르뜨가 양자의 일치를 위해 신에 의뢰
한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학이 창조적 지속을 본
성으로 하는 정신과 생명의 운동의 중단이나 역전 운동의 끝지점에

서 성립하는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를 위해 베르그손이 도입
하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긴장(la tension)과 이완(la détente)이다. 
의식의 긴장을 모범으로 하는 생명적 “상승운동”은 스스로 역전될 
때 주의의 흩어짐이 그러하듯 연장을 향해 간다. 물질의 “하강운동”
은 이 방향 속에 있고 그 극한에서 공간이 성립한다. “물질은 기하학
이라는 추를 달고 있다.”(EC, 221) 이 공간은 지성으로 축소된 정신
이 물질의 운동으로부터 형성한 도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슬의 양
끝을 쥐고 있다. 비록 사슬의 나머지 고리들을 파악하는 데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EC, 209) 이처럼 순수지속과 기하학은 긴장과 
이완이 정신 안에서 그 극단의 형태를 취할 때 나타나는 두 존재방

식이다.31) 결과적으로 기하학의 질서는 생명적 혹은 정신적 질서의 
역전인 한에서 양자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또한 전자는 물질의 방향
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물질에 적용될 수 있고 그런 한에서 물질에 

대한 인식은 근사적으로 수학적 법칙의 형태를 띤다.
정신을 단지 지성으로 정의하는 합리주의 철학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른다. 근대 이후의 철학은 과학의 성
과에 깊이 경도되었고 이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야말로 철

학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합리론이나 경험론 그

31) 베르그손은 이완과 역전을 동일한 의미로 혹은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의
미로 사용한다. 이완이라는 말만으로는 사실 역전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물질은 잠자는 정신”이라는 라이프니츠의 가설이나 이를 이어받아 
“물질은 정신의 하락(dégradation)”이라고 보는 라베송의 생명철학도 유사한 
논리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르그손에 있어서 긴장이 생명적 
힘의 집중이라면 이완은 생명적 힘의 흩어짐이고 집중이나 흩어짐은 동일

한 기작의 정도차가 아니라 동일한 힘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전이라는 말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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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칸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작업은 인식론의 주된 과제 다. 베
르그손은 이 철학들이 학적 인식을 정초하는 일에 몰두하여 놓쳐버

린 것, 바로 학적 인식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실재의 본래적 과정을 
우리 정신에 되살리고자 한다. 그것은 지성으로 정의된 정신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잃어버린 상상력을 
되찾아야만 한다. 우리의 정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풍부한가 하는 것은 바로 기하학적 지성조차도 그러한 정신의 산물

이라는 것(비록 본질은 아니지만)을 생각할 때 더욱 더 잘 드러난다. 
따라서 공간과 정신의 관계에 관한 베르그손의 묘사를 인용하고 설

명하면서 이 을 끝맺기로 하자. 

정신은 공간을 사물들 속에서 재발견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상상력
이 있어서 자신의 자연적 운동의 역전을 끝까지 고 갈 수만 있다면, 
사물 없이도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물질은 처음부터 정
신이 자신의 사면을 거슬러 내려오도록 도왔으며, 정신에 [내려오도
록] 충동을 주었다. 그러나 일단 던져진 후에 정신은 [자신의 운동을] 
계속한다. 정신이 순수공간에 대해 형성하는 표상은 이 운동[정신의 
역전운동]이 도달할지도 모르는 끝지점의 도식이다. (EC, 203) 

물질의 자극에 의해 자신의 경로를 거슬러 내려오는 정신의 운동

은 곧 지성을 의미한다. 지성은 물질에 적응하는 기능이고 물질은 생
명의 “생성하는 운동”과 반대 방향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성이 물
질의 방향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공간은 이러한 물질적 운동에 고
무된 지성이 물질 없이도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관념적, idéale) 극
한의 도식이다. 따라서 순수공간은, 원한다면, 물질의 운동방향에 그 
표상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질이 생명의 지속과 
반대 방향 즉 기하학적 공간을 향해 “스스로 해체되는 운동”을 한다
는 것을 강조할 경우 그러하다.(EC, 246)32) 그러나 반대로 물질이 

32) 공간의 본성에 관한 베르그손의 논의가 상당히 다층적인 구도에서 전개되
고 있는 만큼 그 실재성에 관해 성급한 해석은 유보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면 물질에 공간성의 방향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공간이 외부에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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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는 실재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순수공간은 어디까지나 정신의 

관념 안에서 자신의 완벽한 형태를 그린다. 

로 실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 최화 옮김, 아카넷, 옮긴이 주 47, 48, 50). 대부분의 
연구가들은 베르그손이 칸트의 형식으로서의 공간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 

후 점차로 자신의 진화론과 지속의 철학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수정하기는 

하나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칸트적 의미의 관념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바르뗄르미-마돌과 필로넨꼬 그리고 
에직과 같은 입장이 그러하며 모쎄-바스띠드(R.-M. Mossé-Bastide)의 경우 
아예 베르그손이 공간에 관해서만큼은 칸트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고 지속과 관련해서만 내용을 수정한다고 공언한다. 그녀에 따르면 의식
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은 “‘초월적 감성론’의 개작”이지만 “공
간의 관념론이 지속의 실재론을 방해하지는 않는다.”(Les Etudes 
bergsonniennes, t. II, 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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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Kant’s and Bergson’s Theory of 
Knowledge: From the Standpoint of Notion of Space

Hwang Suyoung

In the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Kant and Bergson have 
been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s of two different philosophical 
tendencies especially regarding scientific knowledge. Both thinkers 
are commonly interested in elucidating th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However, their points of view seem to be entire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For Kant, theoretical knowledg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our practice, is grounded on several a 
priori forms of mind, including space. On the contrary, Bergson 
emphasizes practical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suggests 
that fundamental forms of knowledge are our schema of action. 
From the Bergsonian perspective, the whole system of Kantian 
theory of knowledge begins with the problem of space. Kant 
explains time in the same way as space. Focussing his critique on 
this point, Bergson demonstrates that time is not a form that has 
the same nature as space and that reality belongs to time.

Keywords: space, time, intensive quantity, qualitative extension, 
schema of action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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