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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근  이후에는 과학주의의 위력으로 인해 생명이 철학적 사유의 진

지한 상이 되지 못했다. 세계를 의식과 기계로 양분한 데까르뜨에서 생명은 

기계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그 범주적 고유성을 잃는다. 19세기에는 꽁뜨의 실

증주의 생명관이 생기론을 제압하면서 생명과학은 물리화학적 패러다임에 종

속된다. 오늘날 이런 환원주의적 태도 역시 경계의 상이며 생명이 나타내는 

복잡성 앞에서 좀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철학은 생명에 

한 사유를 단지 물리화학의 일부로 취급되는 한에서의 생물학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화하고 확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베르그손과 깡길렘

의 공통적인 태도이다. 베르그손은 생명에 한 거 서사를 썼고 깡길렘은 그

를 이어받으면서도 거 서사로서의 생명 형이상학이 빠질 수 있는 아포리아들

을 피해가면서 생명의 세부적인 문제들에 천착하여 실증주의의 난점을 지적하

고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두 생명철학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

는 생명원리와 개체성, 정상과 병리, 생성과 로고스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거기서 그들이 관점이 수렴되는 지점들과 분기되는 지점들을 살펴본다.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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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근  이후 생명이 철학적 사유의 진지한 상이 된 적이 있는가를 묻는

다면 아주 한정된 시기 외에는 거의 그렇지 못하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이미 데까르뜨에서 방법적 정확성에 한 추구는 세계를 의식과 기계로 양

분하여 생명은 기계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그 범주적 고유성을 잃게 된다. 
이것은 생명 개념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은 수리물리학을 모범으로 하는 자연과학의 전형을 확립하고 이

에 직간접적으로 생명과학을 종속시키는 근 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생명 개념 자체의 독립성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생명에 한 연구

는 생명현상을 적극적으로 물질현상과 동일시하거나(하비의 심장의 혈액

순환 연구)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이런 태도에 맞서는 저항(생기론)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에 일

정한 성과를 낳은 생기론은 그러나 베르나르의 실험생리학의 출현과 더불

어 사라지는 운명을 맞는다. 결과적으로 환원주의자인 자콥은 “생물학자들

의 실험실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탐구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역설적으

로 생명과학이 놓치는 명백한 지점을 암시하기도 했다.1) 
철학은 생명에 한 경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확히 근 과학의 융성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점은 철학적 진리의 과학의존성이라는 근 적 특징의 

직접적 결과이다. 물론 근 철학의 다른 축을 수놓은 관념론적 반발을 생각

할 경우 철학이 정신성의 풍부한 영역을 열어놓은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
런데 이러한 정신성의 영역은 이미 데까르뜨의 이원론 안에 내포되어 있던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적 활동의 토 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사유

(pensée)는 의식에 직접 드러나는 것 속에서 감각, 상상, 의지를 포함하지만 

가장 명석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역시 지성이다. 왜일까? 감
각은 외래관념이고 상상은 조작적 관념으로서 이것들은 모두 신체를 관통

하기 때문이다. 이때 생겨나는 오류는 지성의 본유관념에 의해 교정된다.2) 

1) F. Jacob (1970), La logique du vivant, Gallimard, p. 320. 
2) Descartes, Principe de la philosophie in Oeuvres et lettres, Texte présenté par And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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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에서 제 1성질들이자 데까르뜨에서 물질적 사물의 실체에 해당하

는 연장적 성질들은 지성의 본유관념으로서 이는 감각에 의한 왜곡을 언제

나 바로잡아 줄 태세가 되어 있다. 이미 본유관념들만으로 물질세계를 완벽

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즉 의식은 합리적인 한에서 이

미 수학적 진리를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식과 물질의 일종의 동형

성의 구조가 전제되어 있다.3) 이 물질－정신 동형구조의 합리적 세계에서 

신체는 정신은커녕 물질만큼의 합리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 감각된 것, 상
상된 것, 체험된 것은 무언가 애매함을 나타내고 있다.4) 

생명에 한 이러한 극단적인 인식태도는 서양 근 철학의 두드러진 특

징이기는 하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경우, 혹은 당장 우리 동아시아의 전

통적 사유방식을 볼 때 그다지 자명한 것은 아니다. 비록 코기토와 같은 집

중된 지적 활동에서는 생명현상이 애매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일상적 삶

에서 생명은 물질적 상보다 더 우리에게 가깝고 친근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

루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느낌(sympathie)이라는 정서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 중 하나이다. 사실 부분의 원시사

회가 정령주의(animisme)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것은 이런 사실의 반영

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생명은 이와 같은 통속적인 삶의 양식 차원에 머

무는 현상일까. 그렇지 않다. 철학적 사유의 새벽을 알리는 고  그리스에

서도 생명을 지시하는 여러 단어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플라톤의 이데

아론에서 생명현상은 이데아의 기능적이고 목적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모범의 구실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영혼론은 그의 생

명론이라고 바꿔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생명현상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실 그리스에서 영혼(psyche)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과 그

렇게 다른 외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베르그손은 넓게 보아 그리스적 형상

Bridoux, Gallimard, p. 654.
3) 황수영, 근현  프랑스철학, 철학과 현실, 29쪽.
4) 앙드레 삐쇼(Pichot, A.)도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생명은 “물리적 수

준의 일반성도, 사유의 고결함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Histoire de 
la notion de vie (1993), Gallimar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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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생명현상을 본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 과학의 성과에 고무된 철학적 진영의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방

식을 일괄적으로 ‘목적론적’이라 특징짓고 생명현상에 해서조차 이른바 

‘인과론적’ 세계관으로 체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단순

명료한 만큼 손쉬운 일이기도 하여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이런 

이분법적 태도 역시 경계의 상이며 좀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요구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철학은 생명에 한 사유를 단지 물리화학의 일부

로 취급되는 한에서의 생물학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화하

고 확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새로이 두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미 베르그손

을 비롯한 20세기의 몇몇 생명철학자들이 이를 강조한 바 있고 깡길렘도 

이 정신을 따라 독창적인 생명철학을 제시하였다. 근 적 지성주의의 압박

을 뒤로 하고 생명에 한 철학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

는 일임에 틀림없다. 베르그손의 경우 일찍이 생명에 한 거 서사를 쓴 

매우 드문 사상가이며 바로 그런 이유만으로 상당한 비판의 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시서사는 거 서사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

에서 베르그손의 작업의 선구적 특징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본다. 
깡길렘은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베

르그손의 학문적 후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의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정

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1943)에서는 거 서사로서의 생명 형이상학이 

빠질 수 있는 아포리아들을 피해가면서 생명의 세부적인 문제들에 천착하

여 실증주의의 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제시한다. 나는 이 

글에서 두 생명철학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그들이 관점이 수렴되는 지점들

과 분기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주제들을 설정하고 해명을 시도하였다. 

Ⅱ. 생명적 활동의 원리와 개체성

베르그손과 깡길렘은 생명의 활동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보는 

데서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의 차이가 있다. 베르그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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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계 전체를 진화라는 시간적 운동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반면 깡길렘은 

생명적 개체들의 구체적인 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전자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과 역사로서의 생명적 진행과정인데 베르그손은 이를 설명하는 형이

상학적 원리로서 유명한 ‘생명의 약동’(élan vital)이라는 힘을 제시하고 있

다. 깡길렘은 개개의 유기체에 주목하는 만큼 생리적 활동의 능동적이고 규

범적인(normatif) 특징을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하지만 그에게서도 사건으

로서의 생명적 과정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철학자의 입장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발점의 차이로 인해 그들이 그려주는 생명 활동

의 원리와 생명계의 모습에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다.

1. 생명의 창조적 다양성

생명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론적 모형을 버린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무질서일까? 베르그손과 깡길렘이 묘사하는 생

명계는 무질서와 질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다른 종류의 모습이다. 우선 베르

그손의 창조적 진화에서 창조가 이에 해당한다. 베르그손의 창조 개념은 

일목요연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기는커녕 우발적(contingent) 사건들의 

탄생으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엄 한 인과론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에서 기계론적 질서를 벗어나지만 일정한 경향성의 원리와 나름의 역사적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질서가 아니다.5) 사실 무질서의 

개념은 질서의 상관항이어서 다른 세계에 한 상상가능성을 배제한다. 베
르그손에서 창조는 개체와 종들의 생명적 과정 모두에 해당하는데 공통적

으로 생명적 힘의 최초의 폭발 이후에 생겨난 특정한 경향들의 발달로 묘사

된다(EC, 99/160).6) 물론 개체의 삶과 전체 생명계의 과정에는 다음과 같

5) 이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황수영, ｢생성철학과 진화의 개념, 베르그손의 진화

론 해석의 현재성에 관하여｣, 동서철학연구, 2010.9, 84-85쪽

6) 베르그손의 저서 인용은 본문 안에서 인용된 문장 뒤의 괄호 안에 다음의 약호로 표시

하며 먼저 표기된 숫자가 원전의 쪽수이고 나중에 표시된 것이 번역본의 쪽수이다. 하
나만 표기된 것은 원전의 쪽수이다 : 물질과 기억(박종원 옮김, 아카넷, 2005) : 
MM, 창조적 진화(황수영 옮김, 아카넷, 2005) : EC,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MR. 
원전의 출판사는 모두 Press universitaire de France (P.U.F.)이다. 깡길렘의 저서는 다



논문104
은 차이가 있다. 전자가 풍부한 가능성에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

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거부로 운명지어지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을 가지고 있는 자연은 결코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자연은 성장하면서 분기된 다양한 경향들을 보존하고 있다. 
그것은 따로따로 진화하는 종들의 분기하는 계열들을 그 경향들과 함께 창

조한다.”(EC, 101/162)

여기서 자연이라 함은 물론 생명계를 의미한다. 모든 것을 보존하는 자

연은 일종의 관용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진화의 전진하는 다양한 

계열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이탈, 퇴행”(EC, 105/167), 심지

어 “투쟁과 부조화”(EC, 255/380)까지 포용한다. 이런 이유로 진화의 과정

을 우연(accident)을 제거하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생명의 과정은 가능성과 풍요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생명의 진화 앞에서 미래의 문은 크게 열려 있다. 그것은 최초의 운동 덕분

에 끝없이 계속되는 창조이다. 이 운동이 유기계의 무한히 풍요로운 통일성

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떤 지성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우월하다.”(EC, 
106/168)

한편 개체의 생명에 주목하는 깡길렘의 경우 생기론자 비샤(X. Bichat)
와 라이프니츠에 직접 조회한다. 조직학(histologie)의 창시자이기도 한 비

샤에서 각각의 유기체를 이루는 조직들(tissus)은 감수성(sensibilité)과 수

축성(contractilité)이라는 기본적 속성들을 갖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인 생기

적 힘들(forces vitales)에 해당한다.7) 기관들을 비롯하여 유기체를 이루는 

음과 같다 : Essai sur quelques problème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1943), réédité sous le titre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1966) (여기서는 1966년에 

보완을 거쳐 출판된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을 토 로 함) : NP ;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La connaissance de la vie, Vrin, 1952) : ‘NP’ ; “Le concept et la 
vie” (Étude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des sciences concernant les vivants et la vie, 
Paris: Vrin, 1968) : ‘CV’.

7) 황수영(2012), ｢자비에르 비샤의 의학사상, 프랑스 생기론의 맥락에서｣, 의사학
21-1, 15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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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들의 기능은 조직의 속성들의 일시적 균형으로 설명되고 따라서 

유기체의 기능들은 그 자체로 견고한 것이 아니라 생기적 힘의 활동에 따라 

가변적이다. 개체들이 보여주는 불규칙성, 변칙성(anomalie)은 여기서 유

래한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의[개체의] 존재 자체이다”(‘NP’, 
159). 라이프니츠의 ‘식별불가능자 동일성의 원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깡
길렘은 이를 “동일종의 개체들이 사실상 다른 것으로 남아 있고 상호교환

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그것들이 권리상 다른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NP’, 159). 이 관점에서 개체적 특이성을 오류나 이탈, 실패, 낭
비라고 규정할 수 없다. 기형이나 괴물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부

정적 판단은 “자연법칙을 영원한 형상들의 위계로 간주하는 자연관 속에

서” 이루어지는 가치평가이다. 그래서 깡길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 로 생명계를 가능한 형상들의 위계화의 시도로 간주한다면 성공한 형

상과 실패한 형상 사이에서 그 자체로, 선험적으로 차이는 없다. 엄 하게 

말하면 실패한 형상이란 것도 없다. 수천의 생존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면 하나의 생명체에는 아무런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다.”(‘NP’, 160)8)

이와 같이 개체 생명은 그 자체로 적극적 생존가치를 갖는다. 깡길렘이 

진화론을 언급하는 목에서는 진화가 전개됨에 따라 차후적으로 실패나 

성공같은 용어로 개체들에 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지

만 미래는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체들 자체는 그것들이 생존하는 시점

에서 볼 때는 가변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 존재자들이

다. 반면 베르그손은 비록 진화에서 우연과 마찬가지로 정지, 이탈, 퇴행을 

생명현상의 일부로 인정하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나타난 커다란 방향과 경

향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들은 여전히 부정적 가치들로 평가되고 있다. 
자연 자체는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체 생명들

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차이

는 깡길렘과 베르그손이 취하는 관점의 차이로부터 드러나는 것이고 근본

적인 차이라고는 할 수 없다.

8) ‘영원한 형상들‘과 ‘가능한 형상들’에 한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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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과 물질－이원성과 양극성

베르그손과 깡길렘에서 생명현상의 창조적 과정을 생명적 힘의 작용이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초월적 원리로서 규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

다. 실제로 관찰되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들이자 그것들이 시공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른 어떤 힘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순수한 우연(hasard)들
의 집적과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질적 변화나 창조적 과정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내재적 원리의 발현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는 생명계에서 

나타나는 능동적 특징들을 설명할 때 유효할 수 있다. 종과 개체들이 물질

적 환경 속에서 기계적 필연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수동적 적

응만으로 볼 수 없는 어떤 항구적인 갱신을 가정한다. 베르그손과 깡길렘은 

기계적 의미의 적응이 생명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

다. 베르그손에서는 생명종과 개체들에서 나타나는 변이들의 원인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생명의 경향에 내재하며 적응은 부적

응자를 제거하는 부정적 역할에 머문다. 깡길렘에서는 유기체들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름의 규범(norme)들을 설정함으로써 신체의 활동 능

력을 공고히 한다.
그런데 베르그손에서 생명의 능동성은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 의존한다. 

사실 생명의 약동은 생명의 분화를 가능하게 한 비물질적 힘으로 제시되지

만 그것은 유한한 것으로 단 한 번 주어졌으며 물질이라는 장애물을 완전히 

뛰어넘기는커녕 그것과 타협하는 가운데 개별적 유기체들을 낳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EC, 250/373, 254/379). 그러므로 생명은 절 적인 힘이 아

니다. 베르그손은 생명과 물질의 이원성을 좀 더 근원적 차원에서 창조적 

생성을 표현하는 잠재적 힘의 운동으로 해소하고 있다. 창조와 생성의 명

사인 초의식(supraconscience)이 자신의 운동을 ‘역전’시킨 결과, 즉 생성

에 등을 돌리고 그것을 고정화하는 순간이 물질의 탄생으로 가정된다. 그렇

다면 물질 그리고 그것과의 타협으로 생겨나는 생명적 세계는 최고의 능동

성 원리의 역전으로부터 일종의 분극(polarisation)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분극이라는 표현은 베르그손 자신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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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이원론이 절 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물질의 관계는 장켈레

비치에 따르면 “양극성”(polarité)의 관계이다.9)

이 양극성으로부터 생명체들과 물질의 독특한 관계가 설명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는 열역학 제 2법칙에 한 숙고에서 유래한다. 이 법칙은 에너

지의 사용가능성이 끊임없이 하락한다고 말해 준다. 베르그손은 이로부터 

물질의 운동을 하강운동, 해체되는 운동으로 묘사한다. 생명은 정신성 자체

는 아니고 “물질이 내려온 사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 혹은 “해체되

는 운동을 가로질러 생성되는 실재”로 묘사된다(EC, 246/367).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에

너지의 하락과 흩어짐을 일시적으로 막고 자신의 방식으로 고정하여 필요

할 때 소비하는 유기체의 고유한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필연성과 

자유를 조화시키는 일종의 ‘노력’이 있다. “이 노력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데까지 갈 수는 없으며 (...)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에너지를 최 로 잘 사용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작용한다(EC, 116/181). 즉 생명체는 그 

자신이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살아갈 필

연성에 종속되어 있는 반면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축적하고 소비할 때 주

저, 선택, 자유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거의 몰두하는 

식물과는 달리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물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진다. 동물은 

체내에 축적된 다량의 에너지를 필요할 때 폭발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육조직과 신경조직을 통해 특권적으로 이루

어진다. 근육조직이 포함하는 에너지의 양은 막 한 반면 신경조직의 그것

은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되는 순간 바로 재충전되어 

언제나 항구적으로 필요한 양을 유지한다. 이 특징은 신경계의 중요성과 관

련되어 있는데 신경계는 체내에 축적된 에너지를 비결정적인 방식으로 즉 

‘자유롭게’ 소비하게 해 주는 일종의 사령탑의 구실을 한다.
한편 깡길렘은 잠재성－물질성의 립이나 생명－물질의 립보다는 

개체의 물질적 생명성, 즉 신체의 활동에서 출발한다. 신체의 활동은 물질

적 법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순수한 물리화학적 힘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차

9) Jankélévitch, V. (1931), Bergson, PUF, 1958,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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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힘을 나타낸다. 개체 생명의 내재적 힘은 선호와 배제라는 “역동적인 

양극성(polarité dynamique)”으로서 구체적인 유기체의 활동 원리가 된다

(NP, 77). 비샤에 의하면 “생명은 죽음에 저항하는 모든 기능들의 총체”이

다.10) 비샤는 생명 원리를 외적 영향에 한 반응의 원리라고 본다. 영혼이

나 제 1원리와 같은 형이상학적 원리를 거부하는 그는 생명을 신체적 활동

에 국한한다. 특이하게도 비샤는 생기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죽음에 

맞서는 힘, 즉 물리화학적 해체에 저항하는 힘으로서 부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깡길렘의 생명철학은 신체적 활동을 주요한 상으로 연구하는 점에

서 베르그손보다는 비샤의 생기론과 같은 전통에 속한다. 그런데 깡길렘은 

비샤의 부정적 정의를 변형하여 생명의 긍정적 측면에 무게를 둔다. 무기적 

환경의 영향은 생명체에 이로울 수도 있고 치명적일 수도 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자극에 결코 무관하게 있을 수 없다. 생명체는 단지 해로운 영향

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이처

럼 생명의 양극성은 단순히 삶과 죽음의 이원론이 아니라 삶의 과정 내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개념이다.
역동적 양극성이라는 개념은 무의식적이나마 가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규범적 활동을 나타낸다. 생명은 영양섭

취, 소화, 배설이라는 가장 단순한 현상에서조차 선택과 배제의 기제를 작

동시킨다. 예를 들어 음식물의 찌꺼기가 배설되지 않아 내부환경에 독이 생

겨도 그것은 물리화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유

기체 자체의 활동인 규범에 따르는 것은 전혀 아니다”(NP, 79). 독을 제거

하는 것은 생명적 규범이다. 이처럼 깡길렘은 상반된 가치들 사이에서 선택

하고 조절하는 생명체의 활동이 내외적 자극에 처하는 나름의 규범을 설

정하는 데 이른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규범으로 간주되는 생명의 유지나 

발달에 장애물이 되는 것과 싸우기 위해 생명에 고유한 자연발생적 노력을 

명료한 방식으로 연장한다”(NP, 77). 여기서 인간주의적 관점을 피하고자 

10) Bichat, X., Recherches physiologiques sur la vie et la mort (1800) in Recherches 
physiologiques sur la vie et la mort, et autres textes, Présentation, notes, 
bibliographie et chronomogie par André Pichot, GF-Flammarion, 1994,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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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깡길렘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비록 가치와 규범은 인간에서 명료한 것

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은 이미 아메바와 같은 원시생명체에서도 그 싹을 볼 

수 있는 생명적 가치들을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을 피하고자 하

는 모든 유기체는 삶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생리적인 형태의 보호

막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규범적(normatif) 
과정들이다. 

깡길렘의 입장은 베르그손과 비샤의 비교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생명을 해체되는 물리화학적 힘을 거스르는 노력으로 보는 점에서 비

샤와 베르그손은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생명의 독특성을 주장하는 

생기론적 입장의 공통지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비샤에서는 이원론적 함의

가 강한 반면 베르그손에서는 개체 생명을 넘어서는 잠재적 힘을 가정하는 

점 그리고 물질과 생명을 그것의 양극성으로 보는 점에서 생기론을 넘어서

는 형이상학을 제시하고 있다. 깡길렘은 개체 생명 안에서 작용하는 적극적

인 힘을 가치와 관련하여 명백히 규정한 점에서 독자성을 보여준다.11) 개
체 생명에 한 중시가 비샤의 입장과의 친근성을 보여준다면 이와 같은 적

극적인 힘의 존재는 베르그손의 생명철학과의 친근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편 베르그손이 물질성과 정신성(잠재성)이라는 더 근원적인 원리의 관계

로부터 생명현상을 원거리에서 기술한다면 깡길렘은 개체들의 신체적, 생
리적 활동에 직접 조회함으로써 이를 근거리에서 기술하고 있다. 마치 사물

의 전경을 보는 것과 클로즈업으로 관찰하는 것 사이에 있는 차이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Ⅲ. 정상과 병리

생명 현상에서 정상과 병리의 문제는 깡길렘의 철학적 사유의 최초의 동

력을 이룬다. 깡길렘은 규범성의 개념에 의해 정상성과 병리성을 역동적으

11) 이 점에 해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황수영(2013), ｢캉길렘의 생명철학에서 개

체성과 내재적 규범의 문제｣, 의철학연구, 제 15집,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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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함으로써 이에 한 고정적 편견을 일소하는 데 기여했다. 병리학의 

전통은 의학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거기서는 질병 그 자체의 탐구가 목

적이며 정상이란 치료가 지향하는 자연스런 형태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정상성의 문제는 깡길렘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가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병리학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학적이고 철학적인 지평을 요구한다. 
한편 이 문제는 잘 주목되지는 않고 있으나 베르그손을 피해가지는 않았다. 
그의 두 번째 저서 물질과 기억은 19세기 말 리보(T. Ribot)와 자네(P. 
Janet) 등에서 나타나는 심리생리학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에 이들에게는 병리현상의 연구가 중요한 화두였다. 베르그손

은 심리적 병리현상의 연구로부터 정상인의 개념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베

르그손에서는 정상과 병리의 문제는 심신관계의 차원에서 주로 이야기된

다. 이 문제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윤리적 토 로 제시되기까지 한다. 한
편 깡길렘은 이 문제를 주로 생리학의 차원에서 다루지만 나중에 사회적 차

원으로 확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베르그손에서 정상인의 정신적, 신체적 조건

창조적 진화에서 생명은 시간, 역사, 진화, 기억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억이라는 표현의 사용에는 약간의 유보가 있다. 기억은 무엇보

다 의식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생명적 경향들이 원초적 약동의 기억으로 표

현될 때는 종종 심리적 상태들에 ‘비유’되곤 한다(EC, 119-120/186-187). 
하지만 다른 한편 진화의 운동을 초의식과 같은 잠재성의 전개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기억은 더 이상 비유만이 아닐 것이다(EC, 180-186/270-280). 베
르그손이 진화를 때로 자연주의적으로, 때로는 유심론적으로 설명하는 이

중적인 과정을 볼 때 기억이라는 말의 사용에도 역시 이중적 뉘앙스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운동기제(mécanisme)를 일종의 기억이라고 규정하

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질과 기억에서 기억은 신체와 정신의 양면에서 

사용됨으로써 인간의 정상적 활동의 조건을 규정한다.
신체적 기억은 외적 자극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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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 체계이다. 신체는 외적 환경으로부터 인

지된 문제를 행동으로 해결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유효성이 이미 입증

된 과거의 행동으로 처하게 된다. 우리의 생리적 과정이 이미 그러하며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도 이와 같다. 그런데 이 때 과거는 표상되는 것이 아

니라 ‘작동’된다. 신체적 기억이 기억인 이유는 “과거 이미지들을 보존해서

가 아니라 이 이미지들의 유용한 효과를 현재적 순간까지 연장하기 때문이

다”(MM, 87/143). 그래서 운동기제(mécanisme)의 형태로 보존되는 신체

적 기억은 생명체가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고 “적절한 반작용, 환
경과의 균형, 한 마디로 삶의 일반적 목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MM, 
89/147). 그러나 우선적으로 기억의 이름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이미지

기억, 즉 표상으로 보존되는 기억이다. 이미지기억은 반복되지 않고 매번 

새로워지기 때문에 “절 적으로 자족적이고 그것이 생겨난 모습 그 로 존

속하며 그것이 동반하는 모든 지각들과 함께 내 역사의 환원할 수 없는 순

간을 구성한다”(MM, 85/141). 이것은 베르그손이 발견한 시간의 존재방식 

즉 지속을 닮았다. 아마도 지속의 정신적 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이러한 이

유에서인 듯하다. 이미지기억이 의식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순수기억’으
로 보존된다. 순수기억은 베르그손에서 정신적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현상들로 구체화되지만 동시에 분명히 구분되는 어떤 것이다. 심리

적 현상은 아무래도 신체의 영향과 더불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기억은 양극단의 형태들이다. 이 양극단의 기억들은 식별

(reconnaissance) 현상의 다양한 병리적 사례들을 통해 정당화된다. 자동적 

식별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지각을 운동으로 연결해 주는 신체적 습관 체계

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또한 이미지기억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떠올릴 수 없는 기억상실증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구하는 지적 식별이 불가

능하다. 그러나 정상인에서 신체와 정신은 ‘삶에 한 주의’라는 공통의 목

적에 부응하여 상호작용한다. 삶에 한 주의는 현재에 한 의식이다. 순
수기억은 현재의 요구에 부응하여 심리적 삶 속에 구체화된다. 외관상으로 

이미지기억들은 관념연합의 법칙에 따라 연합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유기체의 현실적 요구이다. 유기체의 감각－운동적 반응 자체가 유사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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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지각 사이)과 인접성(지각과 운동 사이)을 따르기 때문이다(MM, 
186/281). 그래서 “정신의 정상적인 작업에서 모든 것은 꼭지점에 의해 거

꾸로 서 있는 피라미드처럼 감각과 운동의 응집력에 달려 있다”(MM, 
193/291). 현재를 표현하는 이 꼭지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의 움직

이는 평면” 속에서 활동하는 중이다. 이 지점에 신체적 기억과 이미지기억

이 동시에 삽입되어 있다. “잘 균형잡힌(bien équilibré)’ 정신들”, “행동인” 
(l’homme d’action)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에 관련된 기억들을 신속하게 불

러내어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상황의 윤곽들을 따르기

에 충분히 유연한, 그러나 다른 모든 [자극의] 호출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

한 힘을 가진 다행스러운 성향”의 소유자들이다. 베르그손은 이를 “양식

(bon sens) 또는 실천 감각(sens pratique)”이라 부른다(MM, 169-170/ 
260-262). 충동인과 몽상가는 현재 혹은 과거 중 하나에 매몰되어 있는 성

향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운동적 기억(습관기억)과 사변적 기억(이미

지기억)은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를 배척한다. 그러나 “정상적

인 삶(vie normale)에서 그것들은 각자가 자신의 원본적 순수성 속의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 내 하게 서로 침투한다”(MM, 173/265). 도덕과 종교

의 두 원천에서는 지적인 건강을 “행동에 한 취향, 환경에 적응하고 재

적응하는 능력, 유연함과 결합된 단호함,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한 

예견적 분별력, 복잡함을 이겨내는 단순함의 정신, 결국 탁월한 양식”에 의

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신비가 혹은 윤리적 성인들이 가진 태도로 제시하

고 있다(MR, 241). 결국 정상인의 심신의 조건은 윤리적 인간의 조건과 무

관하지 않다. 
두 기억의 내 한 상호작용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이 매순

간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기 때문에 혼란이나 심지어 병리적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병리적 현상은 두 기억의 균형의 파괴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기억의 상호작용에서 기본적인 것은 신체의 감각－운

동적 균형이다. 베르그손은 꿈을 주의가 신체의 감각－운동적 균형에 의해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한다. 정신이상(aliénation)에서 보이는 정신

적 균형의 파괴도 감각과 운동의 관계에 생긴 교란으로 인해 “기억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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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한” 데서 유래한다. 여기서 생긴 ‘낯설음’의 감정, 
‘비현실감’은 유기체가 자극에 응답하는 실제적 운동의 의식이 부재한 데

서 유래한다(MM, 195/294). 물론 정신이상의 다양한 형태들은 기억의 교

란과 관련된다. 이는 종종 인격분열 현상에 이른다. 자네는 몽유병에 한 

연구를 통해 잠재의식(le subconscient)과 의식의 분열을 주장하였다.12) 인
격분열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베르그손은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감수

성과 운동성의 분열 즉 감각－운동적 균형의 파괴에 기초한다고 본다

(MM, 195-196/294-295). 사실 베르그손의 두 기억의 구분은 자네의 인격

분열 이론과 관계가 깊다. 자네는 병리현상을 의지(volonté)의 약화로 규정

한다. 의지는 심리적 활동을 지탱하고 종합하는 힘으로서 인격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한다.13) 의지적 활동이 약화될 때는 잠재의식적인 자동적 활동만

이 남는다. 베르그손의 습관기억의 극한적, 병리적 형태가 자네의 자동적 

잠재의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지 역시 베르그손이 정신 활동

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의지는 순수기억을 불러내고 이미지기억을 

신체에 삽입시키면서 신체와 정신을 매개하는 주체의 역동적인 노력을 말

한다(EC, 128-129/202-203). 
창조적 진화와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정신의 의지적 노력과 신체의 

감각－운동적 활동에서 존재론적 이원론보다는 현재에 한 주의라는 공

통적 목적에 봉사하는 기능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창조

적 진화에서는 이 기능적 역동성은 개체적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 자체의 

노력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동물에서 신경계의 진보는 “자동적 활동과 의

지적 활동의 동시적 발달로 이루어진다”(EC, 252/376). 양자의 상호작용으

로 동물의 행동은 점점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되면서 외부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게 된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바

로 이 지점에 있다. 동물은 체로 유기체를 유지하는 종의 습관에 매몰되

어 있고 이미 만들어진 습관기제들을 변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인

간의 뇌는 다수의 운동기제들을 만들고 이들을 서로 경쟁시키며 개별적으

12) Janet, P. (1889), L’automatisme psychologique, Paris, Alcan, 1973, pp. 88-97.
13) Ibid., p. 440.



논문114
로 새로운 습관들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동주의를 누르고 

의식을 해방하기에 이른다”(EC, 185-186/277). 인간의 뇌에서 차지하는 

드넓은 언어영역이 이를 잘 보여주며 사회적 삶이 이를 촉진했음에 틀림없

다(EC, 265/394). 사실 생명의 진화 자체가 창조라면 동물이나 식물의 삶

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물질적 힘과 생명적 노력의 립이라는 도식에

서 볼 경우 인간에 이르러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노력이 다른 것

들과 비교할 때 예외적으로 탁월하게 실현되었다는 말이 된다.

2. 깡길렘에서 정상성과 병리성의 질적인 구분, 베르그손과

의 비교

깡길렘의 입장은 정상과 병리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한다. 병리현상의 특이성은 환자의 체험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

이다. 언뜻 보아 당연한 주장같지만 질병을 다루는 병리학이 과학으로 부상

한 19세기에 꽁뜨와 베르나르와 같은 실증주의자들에서는 이와 반 의 생

각이 지배적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즉 질병은 

정상상태의 양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사실 질병에서 증상보

다 원인에 집중한다면 이는 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꽁뜨는 

이를 자극의 과잉이나 결핍과 같은 강도의 문제로 설명했고 베르나르는 당

뇨병과 같은 구체적 사례에서 혈당치와 같은 양적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원주의가 질병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질병

에 한 전형적인 외부적 접근방법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체험

보다는 실험이다. 꽁뜨에서 질병은 유기체의 정상상태와 이상상태를 비교

하게 해 주는 일종의 ‘자연적 실험’의 구실을 한다(NP, 21). 그러나 비교는 

언제나 정상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의하면 양적 차이를 제외하

고 정상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 이상상태에서 나타나지는 않는

다. 한편 베르나르에서 정상상태는 실험실의 이상적 조건에서 세워진다. 그
런데 실험실의 조건은 측정을 위한 ‘조작적(opératoire) 규범’을 내포하며 

이것이 병리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N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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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길렘은 이러한 양적, 실험적 접근이 환자의 주관성, 개체성을 무시한

다고 주장한다. 환자에게 질병은 언제나 질적이고 전체적인 경험으로 나타

난다. 그것은 이전의 상태와 비교할 때 완전히 이질적이며 위협을 내포하는 

새로운 사건이다.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개체특이성과 주관성의 영역을 여

실히 보여준다. 앞서 깡길렘이 제시한 역동적 양극성의 차원에서 볼 때 질

병은 피해야 하는 부정적 가치이다. 또한 질병을 부정적 가치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규범적 행동이다. 사실 규범이란 자연적으로 주

어지는 것은 아니다. 꽁뜨가 정상성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그것이 순수하게 

양적 기준에 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를 결정하는 규범적 태도

가 있다. 왜냐하면 “과잉이나 결핍은 타당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척

도와의 관계에서－그러므로 규범과의 관계에서－존재하기” 때문이다

(NP, 25). 여기에는 자연적 차원에서 규범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어떤 애매

함이 있다. 한편 베르나르에서 실험실의 이상적 조건은 명백히 규범적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규범이 생명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인데 문

제는 그것이 인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 로 깡길렘은 생명적 개체 내

부에서 부정적 가치를 피하거나 수정하려는 경향으로부터 규범의 기원을 

찾는다. 깡길렘에서 생명체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역동적인 힘으로 정의되

기 때문에 스스로를 유지하고 문제에 한 해답을 찾기 위해 환경을 변형하

고 전유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이 일정지역에 터잡은 개체군

에서 마치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생리적 상수들(체온, 혈압, 맥박, 기초

사 등)을 산출한다. 그런데 경험론 전통에서는 통계적으로 얻어진 수치들

의 평균값을 정상성의 규범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히 자연주

의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깡길렘은 생리적 상수들의 수치가 

평균값 주위로 모이는 이유는 그것들이 이미 어떤 생활양식 속에서 규범적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들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이미 내적으

로 가치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규범은 평균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

라 평균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다”(NP, 103).
규범의 존재와 규범성(normativité)은 정상성과 병리성을 정의하는 핵심 

개념들이다. 규범성은 규범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건강한 사람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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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설정한다. 질병을 앓는 

환자에게 결핍된 것은 이러한 규범적 능력이다. 그렇다면 질병은 비정상인

가? 이는 외적이고 통계적인 규범에 비추어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환
자는 이전의 건강했던 상태로부터 고통스런 상태로 이행한다. 전자를 정상

이라 한다면 후자는 분명히 비정상적 상태로 느껴진다. 하지만 질병이 파국

으로 이행하지 않는 한 환자는 나름 로 그에 처하는 규범을 확립한다. 
그래서 “질병을 지닌 생명체는 일정한 생존조건에서 정상화(normalisation)
된다”(NP, 120). 일정 조건에서 자신의 상태를 제어하는 규범을 지닌다는 

의미에서는 병리상태도 나름 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규범은 건강

상태의 규범보다 열등한데 그것은 환자가 “다른 조건에서 다른 규범을 세

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NP, 120). 요컨  깡길렘은 질병에

서 환자의 주관적 차원을 존중하면서도 규범성의 능력과 관련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질병이 비록 하나의 생리적 차원에서 더 열등한 다른 생리적 차원으로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핍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생명적 차원

의 출현”이다(NP, 128). 깡길렘은 이런 주장이 골드슈타인(K. Goldstein)
과 르리슈(R. Leriche)의 사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베르그손의 무질서

에 관한 이론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무질서 혹은 

절 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한 질서나 존재의 부재를 생각한 순간 이

는 다른 질서 혹은 다른 존재의 출현으로 치될 뿐이다(EC, 233-234/ 
348-349). 치된 새로운 질서는 먼저의 것과 공통분모가 없는 질적 차이

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창조적 진화는 무에서 유의 탄생이 아니라 

이질적인 힘들의 작용에 의한 질적인 비약이다. 깡길렘은 생명계에서 나타

나는 이탈, 기형과 같은 것들을 정상적인 형상의 결핍으로 보지 않는 것처

럼 질병도 이상적인 건강의 결핍으로 보지 않는다. 그가 비록 생명현상에서 

부정적 가치들과 긍정적 가치들을 나누고는 있지만 부정적 가치들 역시 절

적 부정성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의 활동은 무수한 사건들 속에서 

일어난다. 생명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우연히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은 사건

의 형태로 일어난다”(NP, 131). 사건들은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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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명체는 파국에 맞서 자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다. 질병을 포함

한 생명의 부정적 가치들은 이런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들조

차 생명적 활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의 구분이 이미 생리적 차원에서부터 가치판

단의 문제라는 것은 깡길렘의 확고한 주장이다. 이로부터 환원주의적 입장

과 인간주의적 입장이 모두 거부된다. 이 입장의 장점은 생명 현상에서 외

부적 관점에 종속되지 않는 주관성과 개체성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깡길렘은 보편적 생리학이 병리학의 토 가 되고 병리학이 

질병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을 부정한다. 반 로 출발점은 환자의 경험을 

다루는 임상이며 이로부터 병리학이 그리고 병리학을 토 로 해서 생리학

이 확립된다. 일종의 실용주의적 입장이며 보편적 관점보다는 ‘역사적’ 접
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NP, 135). 생명과학에서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베르그손의 입장과 닮아 있다. 하지만 베르그손에서는 가치의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생명 진화를 창조인 동시에 물질적 장애

물의 극복으로 보는 그의 입장이 생명현상의 부정적 가치와 적극적 가치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생명현상에서, 
무엇보다도 생리적 차원에서 깡길렘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가치에 한 구

체적 설명은 부재한다. 심신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정상인과 건강의 조건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베르그손은 심리적 영역을 다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건강이나 정상성에 해 규범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연구는 두 기억의 균형이라는 정상성의 조건에 머문다. 윤리적 성인들

을 다룰 때조차 마찬가지다. 그에게 윤리적 가치는 온전히 생명의 약동을 

잇는 ‘사랑의 약동’의 몫이다(MR, 249-250). 이는 비록 생명에 내재적인 

창조이기는 하나 거의 초월에 비견할 수 있는 도약으로서 개별적 유기체들

의 불편함과 고통을 표현하는 부정적 가치들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베르그손에서 깡길렘의 규범성에 가까운 것을 찾는다면 습관을 창조하

는 능력이다. 물질과 기억에서 정신과 신체의 기능을 표하는 의지와 

습관은 창조적 진화에서 생명적 개체의 활동의 물질적 기초인 신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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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안에서 통합된다. 동물은 신경계를 토 로 행동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

응한다. 다양한 습관들은 환경에 한 적응기제들이다. 하나의 습관을 들이

고 이를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은 변화에 처하는 생물의 능동적 양태를 

보여준다. 물론 동물에서 습관의 유연성은 인간에서보다는 훨씬 제한되어 

있다. 베르그손은 여기서 인간의 뇌의 진화의 특징을 본다. 그러나 그의 관

심은 하나의 습관이 기계적 무의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깨어나 새로운 습관

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여정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 자체

에 한 규범적 이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깡길렘은 인간과 동물의 구분 이

전에 이미 생리적 차원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능력을 곧 새로운 생명적 

규범을 세울 수 있는 토 로 본다. 그에게는 비록 무의식 차원이라 해도 유

기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내외적 자극에 도전하는 생명의 근원적

인 역동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Ⅳ. 생성과 로고스

깡길렘은 의학박사 학위논문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1943)을 제

출한지 약 20년 후에 사회성과 인간의 규범 및 오류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 

1966년에 다시 출판한다. 추가된 내용의 서문에는 정상성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능동성에 한 자신의 최초의 입장이 잘못 제기되었다고는 생각하

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공언한다. 그런데 같은 해 출판된 논문 ｢개념과 생

명｣에서 그는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을 길게 논하면서 이에 한 심 한 비

판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 깡길렘이 베르그손의 입장에 동조하던 자신의 초

기 입장에 한 비판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14) 그는 학위논문에서 

실증주의와 기계론적 태도를 비판하고 생명의 역동적 힘과 노력, 생명현상

의 질적 특징을 주장할 때 베르그손에 조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기 

입장에 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 모순적 태도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14) Le Blanc, G. (2004), “Le problème de la création, chez Canguilhem et Bergson”, 
Annales bergsoniennes II, Paris: puf., 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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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우리는 여기서 깡길렘이 어떤 점에서 베르그손을 비판하고 이것이 어

떻게 그의 초기 입장과 관련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비판이 유효한지 그리

고 과연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깡길렘의 태도 변화는 1943년과 1966년 사이에 생물학의 역사에서 일어

난 사건과 관련된다. 바로 1954년에 있었던 왓슨(J. Wattson)과 크릭(F. 
Crick)의 DNA 이중나선의 발견이다. DNA 분자들은 세포핵 속에 들어있

는 생명의 정보로서 RNA에 의해 해석되어 아미노산 계열을 만들고 아미

노산 중합체는 단백질을 이룬다. 이러한 일방향의 과정은 정보로부터 생명

체가 만들어지고 복제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유전학의 확립은 생명체의 안

정성에 견고한 토 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멘델(G. Mendel)에서 

시작되고 바이스만(A. Weismann)이 공식화한 유전물질이라는 생각이 증

명된 것이다. 그래서 깡길렘은 현 생물학이 기하학에 바탕을 둔 물리화학

과 역학의 언어와 개념들을 벗어나 언어 이론, 소통(communication) 이론

의 모델 위에서 구축된다고 한다. 즉 “메시지, 정보, 프로그램, 코드, 명령, 
암호해독 등은 생명의 인식의 새로운 개념들이다”(CV, 360). 그런데 우리

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로부터 깡길렘이 이끌어내는 철학적 함축이다. 
그에 따르면, 

“생물학적 유전이 정보의 전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리스

토텔레스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체 속에 기입되고 보존되며 

전달되는 어떤 로고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말이다.”(CV, 362)

주지하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론은 사물의 질서를 보장하며 생

물학과 논리학을 동시에 기초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정의는 

생물학적 유개념과 종차로부터 가능하다. 생물분류학과 개념의 분류는 동

일한 실재적 근원을 갖는다. 결국 “우주 속에서 형상들의 자연적 위계가 논

리적 우주 속에서 정의들의 위계를 명령한다”(CV, 336). 형상이론은 또 생

물학에서 구조적 유형의 안정적 반복, 즉 생식과 물림(오늘날의 용어로 

유전)에 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생명체의 형상은 우시아(ousia)인 

동시에 로고스이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생명체의 개념은 결국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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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자체이다”(CV, 336). 깡길렘은 이러한 생각이 칸트와 헤겔에도 나타나

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칸트에 의하면 생명체는 “그것의 유기조직

(organisation)이 마치 개념의 순환적 활동인 것처럼” 생각할 때 이해될 수 

있다. 헤겔은 개념과 생명의 연관성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다. 정신현상학의 유명한 구절에 의하면 “생명은 개념과 그것의 실재성

의 직접적 통일성이다”(CV, 345) 혹은 “생명은 개념의 직접적인 실재성이

다”(CV, 347). 같은 맥락에서 깡길렘은 “생명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라

는 헤겔의 말조차 인용하고 있다. 생명의 역사성을 힘주어 강조한 자신의 

초기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단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의 변화는 베르그손에 한 평가에도 여실히 반영된다. 헤겔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깡길렘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매우 커다란 유사성을 보

여주는 헤겔의 생각이 현 생물학자들의 발견을 이해하는 데 베르그손보

다 더 충실한 해석의 도구를 주지 않는가 자문하고 있다(CV, 362). 그러므

로 깡길렘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합리주의와 베르그손의 생성철학을 정면으로 립시키면서 이제 전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사실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에서 이들은 

항구적인 비판의 상이다.15) 그는 플라톤에서 시작하는 수학주의적 학문

의 이상이 생명적 실재마저도 그와 같은 것으로 단정하는 데 이르는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생명현상에서 구조적 안정성은 외양이며 그 아래 감

추어진 생성이 더 근원적 실재이다. 또한 개념은 실재가 아니라 지성의 실

용적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깡길렘은 유전학을 “반(反)베르그손

적인 과학”이라고 선언하면서 베르그손이 드 프리스와 베이트슨을 참고하

면서도 그들이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다고 비판한다(CV, 338). 유전학의 발전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깡길렘

은 생성의 철학과 개념의 철학을 나누고 후자의 부상을 예견하는 것이다.
깡길렘의 지적 중에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넘어가자. 베르그손은 

유전학의 선구자들을 적잖이 인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바이스만은 엘랑 

15) 베르그손의 비판은 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를 겨냥하며 헤겔에 한 언급

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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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의 개념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적 자원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드 프리스의 돌연변이설은 진화의 연속성 속의 질적 도약을 설명하기 위해 

길게 인용되고 있다. 창조적 진화가 쓰여지기 1년 전인 1906년 베이트슨

은 유전학(la génétiqu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유전자(gène)
라는 말은 당시에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베르그손은 베이트슨의 작업도 

역시 인용하고 있으나 유전학에 해 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전학이 막 

떠오르는 학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베르그손이 그것을 주제적으로 이

야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다.16) 깡길렘의 지적 중

에서 핵심은 결국 베르그손이 멘델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멘델은 유전의 과정을 수학적 법칙으로 표현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하나

의 형질을 야기하는 유전의 요소(입자)적 단위가 있음을 가정했으며 이 생

각은 바이스만, 드 프리스, 베이트슨 등 유전학의 선구자들에게 전달되었

다. 이는 종종 생물학의 분자나 원자로 비유되곤 했다. 이런 생각이 생명의 

물리화학적 환원을 거부하는 베르그손의 철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베르그손은 물질계에서조차 원자적 불연속성보다는 에너지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물질의 원자적 특징을 부정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그것의 궁극적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말해 두자. 이와 똑

같은 이유로 베르그손은 멘델의 계승자들인 바이스만, 드 프리스 등을 수용

하면서도 유전물질의 원자적 실재성에 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신에 베

르그손은 ‘유전적 에너지(énergie génétique)의 연속성’에 해 말한다

(EC, 27/59).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전학에 한 깡길렘의 해석의 취약점 역시 간과

할 수 없을 것 같다. 유전학이 형상론으로의 회귀를 내포한다면 형상론의 

가장 고전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본질주의의 혐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

을까. 그것은 우선 개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을 갖는다. 깡길렘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개체의 존

16) 베르그손이 유전학을 논하지 않은 이유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황수영

(2010),｢생성철학과 진화의 개념, 베르그손의 진화론 해석의 현재성에 하여｣, 동

서철학연구 57호,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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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위상이다. 만약 유와 종으로 표현되는 분류가 실재

적인 것이라면 “영원한 형상들의 위계 속에서”(NP, 160) 개체들은 “개념의 

실현의 불완전함”을 나타낼 뿐이다(CV, 340). 이는 깡길렘이 앞서서 그토

록 열렬히 방어한 개체들의 적극적 실재성, 자연의 다양성에 한 정반 의 

관점에 이른다. 개체적 차이는 다시금 오류, 이탈, 실패, 낭비가 되고 괴물

은 다시 괴물이 된다. 깡길렘은 이런 극적인 입장전환을 수용하는 것일까? 
깡길렘은 학위논문에 차후에 추가한 ‘오류’라는 항목에서 질병을 생화학

적, 유전적 오류로 보는 관점을 수용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명의 오류와 

사고의 오류 간에 차이가 없다.” 깡길렘은 이것이 명백히 새로운 종류의 아

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말한다(NP, 209). 이와 같은 입장의 전환이 인정된

다면 깡길렘은 어떤 근거로 자신의 초기 연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

를 내놓은 것일까? 개체의 능동성, 역동적 규범성, 주관성은 개체존재의 적

극적 위상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병리적인 것도 규범을 세우는 한에서 

일종의 정상이라는 가치판단은 더 근본적 차원의 오류라는 평가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질병이 생화학적, 유전적 오류에 기인한다면 생리학은 

병리학을 근거로, 병리학은 임상을 근거로, 임상은 고통받는 환자의 경험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지지될 수 있을까? 
형상적 본질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변이에 한 설명이 원천적으로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멘델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유형적 반복의 불변성을 강조

한다. 그래서 드 프리스는 진화의 기작을 설명하기 위해 돌연변이에 의지한

다. 한편으로는 유전물질의 불변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거 돌연변이들이

라는 모순된 생각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이론은 고

생물학자들과 집단유전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시한 1930년 의 진화종

합설에서 비판되고 거부되는데 이 때 본질주의적 사고는 결정적으로 버려

진다. 진화종합설의 표자들은 종의 실체성 신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함

께 살아가는 다양한 개체들의 집합 즉 개체군(population)을 제시하고 진화

는 개체군 내의 점진적 변이와 자연선택에 따른 종분화(spéciation)에 의해 

일어남을 주장한다.17) 다만 이들에서도 멘델의 입자성 유전은 점진적 변이

17) 에른스트 마이어(1991), 진화론논쟁(1998), 신현철 옮김, 사이언스북스,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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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기 위해 유연한 방식으로 채택된다. 중요한 것은 진화는 분명 무

언가 물림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하지만 동시에 변이를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사가들에 의하면 초기의 유전학자들과 진화론자

들 사이에는 일종의 무관심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중나선구조의 발견 이후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이러한 무관심을 어떤 갈등으로 비화시켰다.18) 마이

어(E. Mayr)는 두 영역에 다리를 놓고자 하였으나 유전학자들이 진화를 분

자적 환원주의로 설명하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 진화는 무엇보다도 개체, 
집단, ‘역사적 사실들’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19) 즉 유전학의 발전은 

진화론과 어떤 식으로든 화해해야만 했던 것이다. 
분자생물학자들의 진화 이해는 아마 모노(J. Monod)의 우연과 필연

(1970)으로 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노는 과학이 언제나 플라톤적 

정신으로 작업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멘델의 요소적(입자적) 유전의 

개념과 유전적 실체로서의 DNA의 개념은 생명계 전체의 엄격한 통일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20) 원칙적으로 DNA 염기서열은 상응하는 아미노산 중

합체의 배열을 전적으로 규정하므로 “유전정보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해

석은 일의적이고 엄 하다.”21) 하지만 모노는 물리학에서도 미시계에는 

불확정성 원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생명현상도 미시적 수준에서는 우연과 

교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로써 복제의 오류와 우연적 변이들의 생

성을 설명한다. DNA 염기서열상의 결함이나 도치, 중복 등과 같은 것들이

다. 그래서 “생명계의 모든 새로움과 모든 창조의 근원에는 단지 우연만이 

있을 뿐이다. 진화라는 기적적인 구조물의 근원에도 역시 절 적이지만 맹

목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연, 단지 우연이 있을 뿐이다.”22) 유전정

보의 절 적 기능을 확신한다면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분자생물학

18) 미셸 모랑쥬(1994), 실험과 사유의 역사, 분자생물학, 강광희 외 옮김, 몸과 마음, 
2002, 355쪽. 

19) Mayr, “Cause and effect in biology”(1961), Science 134, pp. 1501-1506 ; This Is 
Biology, The Science of the Living World (1997),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p. 64-66.

20) Monod, J. (1970), Le hasard et la nécessité, Edition du Seuil, p. 136.
21) Ibid. 144.
22) Ibid.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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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다윈주의를 결합하여 오늘날 명성을 얻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
(1976)의 도킨스도 결국 변이의 원인에 해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

지 않다.23) 
깡길렘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 관한 초기 입장을 재검토하고 

생명을 개념으로 재정의한 시기는 모노와 같은 유전학의 극단적 신봉자들

이 이미 주요한 업적을 남긴 시기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을 피하기는 쉽

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변이와 진화에 한 당시 유전학자들의 생

각은 초기 깡길렘의 생명철학을 특징짓는 생명체의 능동성이라는 생각과

는 전혀 양립하지 않는다. 도킨스가 극적으로 표현하였듯이 생명을 단지 불

멸의 나선(유전자)과 생존기계(개체)로 보는 관점에서 개체는 단지 유전자

를 실어나르는 수동적 로봇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깡길렘

의 철학에서 재평가받는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규범성과 정상성에 관한 그

의 초기 연구이다.24) 이는 유전공학의 점증하는 성과로 인한 가치문제의 

두와 환자를 수동적 상으로만 취급하던 기계론적 의학에 한 비판이

라는 의학 내부의 철학적 반성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요구 외에 더 중요한 학문적 상황이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전학에서 모

노와 같은 극단적인 유전자중심주의는 더 이상 지지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유전자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현자의 돌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유전학 내부에서 ‘후성유전학’(épigénétique)이라는 

분야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후성유전학은 유전자만이 발생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발생과정 전체를 지배한다는 생각에 도전한다. 즉 DNA 염
기서열에 변화가 없어도 유전자 발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

는 후성적 물질들이 있고 그것들의 작용의 결과 또한 유전된다는 것이다. 

23) 도킨스는 “(...) 현재의 DNA 분자는 인간의 가장 정확한 복사기술에 비해 놀라울 정도

로 정확하기는 하나 그 DNA 분자도 때로는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진화를 가능케 하

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잘못에서 비롯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후에 실제로 

모노를 인용하고 있다. (이기적 유전자(1976), 홍영남 옮김, 을유문화사, 1994, 
44-45쪽).

24) 이 책의 현재성에 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Collectif (1998), Actualité de 
Georges Canguilhem.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Paris: Le Plessis-Robinson, 
Institut Synthélabo, collection « Les Empêcheurs de penser en ro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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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은 유전자의 물질적 기반인 세포질 내의 요소들이다. 한 예를 들면 

DNA를 나선모양으로 감고 있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특정 DNA의 활

성화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후성적 물질들은 DNA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고리’(boucle)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아뜰랑(H. Hatlan)에 

의하면 배아의 발생을 주도하는 것은 DNA 염기서열 속에 내장된 ‘유전 프

로그램’이라는 집중화된 체계가 아니며 오히려 “발생유전자들의 활동을 포

함하여 유전자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유기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

다”.25) 게다가 켈러(E. F. Keller)에 의하면 DNA는 본래 안정되어 있지 않

고 무수한 오류와 손상에 노출되어 있다.26) 복제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는 

DNA를 감싸는 단백질, 즉 후성물질에 의해 교정되고 수선된다. 그래서 

“세포의 유전 기구는 취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으면

서도 고도의 신뢰성을 보이는 역동적 체계의 가장 놀라운 사례”이다.27) 
21세기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이러한 연구들은 멘델의 입자적 유전이라

는 생각 자체를 의문시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그것들은 유전자의 실체

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감을 극도로 후퇴시킨다. 유전자를 포함

하는 세포내 물질들은 전체가 하나의 원환 속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

면서 무수한 오류가능성에 맞서서 생명체에 특징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낸

다. 게다가 이러한 안정성은 절 적인 것이 아니다. 켈러에 의하면 복제의 

신뢰성은 생명체가 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복제의 오류를 수선하는 기

제(mechanism)는 오류를 줄이는 신 염기서열에 활발한 변이를 일으키기

도 한다. 그래서 안정성과 가변성은 생명체의 두 가지 특징이며 필연과 우

연이 아니라 생명체에 의해 통제되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통제하는 기제는 

“미묘한 균형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균형 자체는 세포의 조절을 받고 있

25) Atlan, H. (1999), La fin du “tout génétique” vers de nouveaux paradigmes en 
biologie,, Paris, INRA., pp. 19, 44.

26) Keller, E. F.(2000), The Century of the Gen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pp. 26-31.

27) Haynes, J. R. (1988), “Biological context of DNA repair”n Mechanisms and 
Consequences of DNA Damage Processing, pp. 577-584. UCLA symposium held at 
Taos. N. M., January 24-30 New York: Alan R. Liss (위의 Keller의 책에서 재인용,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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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세포가 처한 특정한 환경에 반응하여 이동한다.”28) 혹자는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각 세포들로 하여금 돌연변이를 허용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집단의 ‘다양성’과 ‘적응가능성’을 강화하는 효소가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

다.29) 이로부터 사람들은 진화의 속도에 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진화가

능성의 진화”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30)

Ⅴ. 나가는 말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헤라클

레이토스에, 그리고 칸트나 헤겔보다는 베르그손과 초기의 깡길렘에 더 가

까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사실 유전자들이 본래 안정하지만 어쩌다 오류

가 일어난다는 모노의 생각과 그보다는 오류가 기본적인 것이며 수선기제

들의 활동에 의해 천신만고 끝에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생각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전자에 의하면 유전적 질병은 오류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에 의하면 질병은 오류가 아니라 수선능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전
자가 안정된 정상상태로부터 양적 변이에 의해 질병을 도출하는 꽁뜨의 태

도와 연장선상에 있다면 후자는 깡길렘의 초기 입장을 표하는 규범성의 

부재라는 생각에 가깝다. 베르그손에서도 병리 현상은 두 기억의 균형의 파

괴에서 유래한다. 베르그손과 깡길렘에서 공통적으로 정상상태란 생명체

의 역동적 균형에서 유래하는 불안정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은 진화현상의 

이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변이의 원인이 우연들의 집합(유전자 재조

합)만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포함하여 유전자와 세포질의 역동적인 상호작

용에서 유래한다면 이것은 진화가 로고스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 실수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끝없는 변화와 생성이라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진화는 생명적 활동의 역동적 균형에서 비롯하며 

28) Keller, E. F., ibid., 32-34.
29) Radman, M.(1999), “Mutation: enzymes of evolutionary change”, Nature 401, p. 

866-869 (위의 Keller의 책에서 재인용, 34쪽, 주 35).
30) Keller, E. F., ibid.,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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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균형은 시간과 역사, 우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시적인 우여곡절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형태가 개화하고 그것들

이 모여 생명계의 장관을 보여준다면 베르그손과 깡길렘이 강조한 창조는 

이와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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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ilosophy of Life by Bergson and 
Canguilhem:

The Point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principles of Life and 

Individuality, the Normal and the Pathological, Becoming and Logos

Hwang, Su-Young 

Since the modern age, the theme of life has often been omitted from 
philosophical thinking, under the influence of scienticism. Descartes, 
who divided the world into consciousness and machines, treated life as 
a part of a machine, which deprived life of its proper specificity. From 
the 19th century, where the positivism of Comte surpassed French 
vitalism, the life sciences submitted to the paradigm of physical 
chemistry.

Today, this type of reductionism is no longer certain. We need a 
more global and malleable perspective before the complexity that life 
phenomena show. The idea that philosophy should not leave life to 
biology, which works only in the paradigm of physical chemistry, and 
that it should instead deepen and widen the theme as such constitutes 
the common attitude of Bergson and Canguilhem. 

Bergson wrote a grand narrative of life, represented by the concept 
of élan vital. Canguilhem, although he inherited some Bergsonian ideas, 
avoids aporias left from his metaphysics of life. He concentrates on 
detailed problems that leaving individuals show and tries to solve them 
from his original perspective, which opposes Comtien’s vie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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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 these two philosophers, we will examine three subjects－ the 
principles of life and individuality, the normal and the pathological, and 
becoming and logos－ and we will see on which points these two 
authors converge and diverge. 

Keywords: life, individual, activity, normativity, becoming, logos, 
normality, genetics, evolution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