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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들뢰즈가 화에 해 저술한 그의 후기 저작 <시네마>는 흔히 베르

그손 철학 개념을 바탕으로 화라는 상에 적용하여 화적 존재를 비롯 시

간에 한 들뢰즈의 존재론을 전개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통념적 인식에 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베르그손 철학

만으로 <시네마>를 독해하고자 시도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이다. 첫째, 
들뢰즈의 화에 한 논의는 철학 개념의 적용 및 해설이 아니다. 오히려 화

라는 새로운 사유 방식의 전개를 베르그손의 도움을 받아 전개된 것이라 보아

야 한다. 베르그손 개념들의 적용으로만 볼 경우 많은 중요한 개념들과 개념들

의 관계를 놓치게 된다. 둘째, 과연 베르그손의 향력이 들뢰즈 자신이 목차와 

제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절 적인가? 그렇다면 왜 시네마 2권의 후반

부(6장에서 결론)에서 베르그손은 사라지고 니체만 주로 등장하는가?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네마 2: 시간-이미지>의 구조를 재

독해하고자 한다. 특히 니체에게서 향을 받은 ‘거짓의 역량’ 개념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시네마에 내재되어 있는 베르그손과 니체 사이의 긴장 관계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화 매체가 과거 중심의 시간성에

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로 열려있음을 밝히고, 중심 시제의 이동이 

함축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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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뢰즈(Gilles Deleuze)의 후기 저작으로서, 화 탄생 이후 저술 당시의 

화에 이르기까지 방 한 양의 화 작품들을 다룬 두 권의 시네마 

Cinéma는 그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차

이와 반복 Différence et Répétition, 의미의 논리 Logique du Sens, 천 

개의 고원 Milles Plateaux 같은 저작들에 비해 상당히 부차적인 저작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들뢰즈의 형이상학이나 존재론 혹은 

실천철학적 논의들은 본격적인 철학적 저작들에서 확립되어 있고 - 물론 

시 의 변화나 들뢰즈 자신의 관심의 이동에 따라 저작들의 내용 역시 변화

하고 있으므로 ‘확립’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 예술 작품들에 해 

다루고 있는 몇몇의 저작들은 철학적 저술들에 비해 다소간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들뢰즈 자신의 이론이 예술 작품들에 한 그의 논의에 적

용되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들뢰즈는 자신의 저

작들 곳곳에서 사유의 측면에서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해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는 철학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들뢰즈는 철학

자임에도 이렇게 말한다. “철학, 그리고 철학의 모든 방법과 선의지는 예술 

작품의 비 스러운 압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1) 예술은 사유를 촉발

한다는 점에서는 철학보다도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예술들에 관한 저작들 

중에서도 시네마는 좀 다른 지위를 가진다. 다른 저작들의 경우 프루스

트(M. 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카프카(F. Kafka)의 작품들, 
베이컨(F. Bacon)의 작품들 등 개별 작품이나 작가에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저 개별 작품에만 한정된 해설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존

재론이나 형이상학을 펼쳐나가고는 있지만 어쨌건 회화나 문학 전반에 

한 논의로 자신의 논의를 일반화 혹은 확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네마의 경우 수천 편의 개별 화들에 한 논의도 있지만, 

이 저작은 화 매체 자체를 명백한 연구 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통념

1)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 이충민 역, 민음사, 1997, 146쪽 (Gilles 
Deleuze, Proust et les Signes, PUF, 1964,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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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생각하는 화에 한 견해들 - 킬링타임용 오락물 혹은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 과 달리 화란 “사유와 그 

작용 이외의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2)고 주장한다. 또한 “ 화 그 자신은 

이미지와 기호에 한 새로운 실천이며, 철학은 이를 개념의 실천으로서의 

이론으로 만든다.”(들뢰즈, 2005, 544/366/280)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는 

시네마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결국 ‘ 화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철
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게 되는 한 시간 혹은 반 시간이 항상 존재하

게 된다”고 말한다. 화와 화가 불러일으킨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에 

한 실천이 철학이라고 말하면서, 들뢰즈는 시네마라는 저작이 사실상 

화 이론이라는 특수한 상을 경유하여 전개되는 새로운 사유의 실천이

었음을 밝히고 있다.
시네마가 새로운 방식의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는 독창적인 철학책이

라면, 이 책이 함축하는 철학적 함축들에 한 이해는 당연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네마에 한 철학적 이해는 다른 저작들에 

한 연구들에 비해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

황에 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철학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화들과 화 이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에 

접근이 힘들다는 점 ( 화 이론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복잡한 철학적 논의

들이 얽혀 있어서 화만 안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도 독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들뢰즈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논의

와 실제로 시네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약간의 (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네마에 한 논의들이 이 저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교적 한정적이고 부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화 생산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화적 개념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고 화를 둘러싼 이론적, 생
산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많은 경우 시네마에서 제시된 개

2) 질 들뢰즈, 시네마 2: 시간-이미지, 이정하 역, 시각과 언어, 2005, 332-333쪽. 
219/168 (이후 시네마 2의 인용은 본문에서 괄호 안에 쪽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

를 신한다. 그리고 한글본/불어본/ 어본의 쪽수를 차례로 함께 병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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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을 단순히 해설하거나 혹은 화에 적용하여 들뢰즈의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재인(recognition)하는 것에 그치는 방식의 

연구가 한 편으로는 주를 이룬다. 국내 연구 뿐만 아니라 서구의 연구 경향

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2000년  중반 이후 들뢰즈의 논의 자체에 

한 비판적 검토3)라거나 들뢰즈 이후의 화 매체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

들 혹은 시간-이미지 이후의 새로운 이미지에 한 탐색 같은 시도들4)도 

있어왔지만, 이러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시도들

과 더불어 다른 화 이론들과의 접속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

지만 몇몇 시도들 이외에는 여전히 들뢰즈의 개념들을 개별 화에 적용하

여 해설하는 방식, 들뢰즈가 결코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던 ‘재인’의 방식에

서 논의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네마에 한 연구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시네마를 기반으로 더 발전되고 생성적인 

논의를 위한 토 에 해당될 수 있는 기초적인 논의를 일차적으로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시네마 텍스트에 한 엄 한 분석과 이해가 다시 이

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시네마 내에는 지금까지의 통념적 이해와는 

달리 이론적 긴장이 존재한다. 즉 시네마에 해 이루어진 부분의 2차 

3) David Martin-Jones는 자신의 저작 Deleuze, Cinema and National Identity : 
Narrative Time in National Contexts (2006)와 Deleuze and World Cinemas (2011)에
서 들뢰즈의 유럽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의 

엄 한 구분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1세계 국가들을 제외한 화들에서는 통

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화들에 한 분석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표

면적으로 시네마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와 국가 개념을 들뢰즈의 다른 저작들

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여 시네마에서 들뢰즈가 빠뜨린 부분에 한 확장 혹은 

이론적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4) 표적으로 David Rodowick과 Patricia Pisters의 논의들을 들 수 있다. D. Rodowick

의 경우 들뢰즈 이후의 화 철학 이후의 다양한 화 철학적 시도들을 Afterimages of 
Gilles Deleuze’s Film Philosophy (2002) 라는 제목으로 엮어 편집한 바 있으며, 보다 

본격적으로는 The Virtual Life of Film (2007)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등장 이후 변화하

는 화에 한 들뢰즈의 범위를 넘어서는 철학적- 화이론적 접근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P. Pisters의 경우 시간-이미지 이후의 새로운 화 이미지의 형태와 의미에 해 

‘신경-이미지(Neuro-Imag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현재의 복잡한 미디어 변

화 상황에 해 들뢰즈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들뢰즈의 <시네마 2>의 구조에 대한 연구 265
문헌들이 보여주고 있는 베르그손(H. Bergson) 철학 개념의 변형 및 확장 

혹은 적용이 들뢰즈의 이미지 존재론의 가장 중요한 토 라는 통념적 이해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1권에서 2권 5장까지 등장하는 논의와는 다

른 시네마 2의 후반부의 논의와 구조적 이질성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

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그 기초에 해당될 것이지만, 이 논

의는 들뢰즈 자신이 함축하고 있던 이론적 긴장을 전면화하고, 그 긴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경우 이어질 후속 논의의 전개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베르그손의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시네마를 

해석했을 경우와 후반부에 등장하는 니체(F. Nietzsche) 의 향력을 강조

하여 해석했을 경우, 각 논의들이 지향하는 시간성의 변화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시네마와 연결 접속이 가능한 상( 화 및 화 이론 모두)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들뢰즈의 

시네마 2권의 후반부 논의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시네마 전체의 논

의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들뢰즈의 텍스트 자체에 한 재독

해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Ⅱ. 전체 시네마의 논의의 흐름

시네마 두 권을 펼쳐 목차를 살펴보게 되면, ‘베르그손에 관한 주석’이
라는 부제가 붙은 장이 무려 네 장이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1권

에서는 베르그손의 이미지와 물질, 그리고 지각, 행위, 정감 등 감각-운동 

도식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들뢰즈는 마치 물질과 기억 Matière et 
Mémoire의 전반부의 논의를 따라가듯 베르그손의 개념들을 배치하여, 이
를 기반으로 화 이미지에 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1권에서도 베

르그손과는 다른 이질적인 논의들이 느닷없이 개입되어 이질적인 균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부분의 독자들은 텍스트의 균열

보다는 광범위하게 제시되는 들뢰즈의 화에 한 논의들과 베르그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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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결합에 한 이해의 큰 흐름에 치중하게 되어 이 균열 지점을 그다지 

예민하게 포착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점에 

한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로 충동-이미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충동-이미지에

서는 정신분석학의 페티쉬, 부분 상 등의 개념들이 거 등장하고 있으

나, 들뢰즈는 이를 정감-이미지와 행위-이미지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로 설

정하고서는 왜 여기에서 정신 분석학이 등장하는지, 또한 정신분석학적 개

념들이 베르그손의 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해 설명하지 않은 채 논

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1권의 경우 이러한 균열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기

에, 주된 논의의 흐름에서 볼 때 어쩌면 균열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전체의 흐름을 따라 사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독해의 방

식일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시네마 2권의 논지 전개도 1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마치 

물질과 기억에서 베르그손이 지각에 한 논의에서 기억에 한 논의로 

이행함을 암시라도 하듯이, 들뢰즈는 운동-이미지에서 시간-이미지로 이행

한다.5) 시네마 2의 1장에서는 한계에 부딪힌 운동-이미지가 어떻게 시

간-이미지로 이행하게 되는가라는 문제의 검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시간-
이미지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2권 전

체에 걸쳐 등장하게 될 주요 개념들이 1장에서 제기되고, 2장에서는 화 

이미지 분류학이라고 자신이 명명했던 이러한 개념적 작업이 어떻게 당시

에 가장 향력 있던 화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화 기호학과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론적 립 구도를 설명하면서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의 

차이, 고전 화와 현  화의 차이에 한 일반적 서술을 이어간다. 이후 

5) 현  화로의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들뢰즈는 운동-이미지 화 자체의 한계, 세계 

제 2차 전이라는 역사적 한계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들

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베르그손 철학에서 이론 내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각

에서 기억으로의 이행의 문제와는 맥락이 사뭇 다르다. 철학 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그로 인한 실존적인 상황의 변화를 운동-이미지와 시간-이
미지의 단절로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철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여

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있다. 그리고 만일 통념적 이해처럼 베르그손 철학만이 이 저작

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이론이라면, 이 역사적, 실존적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베르그

손 이론 내부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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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손에 관한 세번째 주석이라는 부제가 붙은 3장부터 베르그손에 관한 

네번째 주석인 5장에 이르기까지, 베르그손의 기억과 재인을 중심으로 하

는 시간 철학의 개념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재인, 회상, 꿈, 현실태와 잠재

태, 식별불가능성, 과거의 시트들 등 물질과 기억에서 제시되었던 베르

그손의 시간 철학의 개념들과 베르그손이 제시했던 도식들 (원뿔도식, 주
의도식) 에 기반한 화 이미지 분류 작업 (회상-이미지, 꿈-이미지, 결정체-
이미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지,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지) 은 시네마 1권의 감각-운동 도식에 따르는 이미지 

분류화 못지않게 차례 차례 단계적으로 분석된다.6) 특히 감각-운동 도식 

못지않게 베르그손의 8자형 주의도식과 원뿔도식의 경우 시네마 2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주의도식은 시간-이미지의 묘사와 운동-이미지

의 유기적 묘사를 구분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꿈-이미지, 회
상-이미지, 세계-이미지의 도출 과정의 근거와 이 이미지들이 잠재적 이미

지로서 불충분함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며, 왜 직접적 시간-이
미지로 가기 위해서는 잠재태와 현실태의 식별불가능한 지점으로서의 결

정체-이미지가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3장과 4장의 

논의들은 주의도식에 한 설명에 의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5장은 원뿔도식에 근거하여 과거와 현재의 직접적 시간-이미지를 제시

한다. 이처럼 베르그손의 향력은 시네마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까지 고찰할 경

우 시네마에서는 단연코 베르그손이 주인공이라는 주장에 이견을 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6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베르그손에 기반한 논

의는 커녕 베르그손의 이름조차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6) 흔히들 시네마 1의 이미지 분류는 감각-운동 도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만, 시네마 2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체계적이지 않다는 견해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5장까지의 논의는 운동-이미지에 한 논의와 거의 마찬가지 수준으로 

체계적이다. 이러한 오해의 바탕에는 6장부터 등장하는 니체의 논의가 베르그손적 체

계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네마 2에 한 전체적인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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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개별 화들을 특정 개념들에 따라 분류하던 들뢰즈의 논의는 마

치 급류를 따라 방향 전환을 하듯 화 매체 전반에 한 논의들로 변형 혹

은 확장된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개별 화 이미지들의 분류 작업이 어

느 정도 진행되었으니 매체 일반에 한 논의로 흐름을 마무리하는 것이라 

간주하여, 이 변화에 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주하고 논의의 이질적 흐름을 덮어버리

기에는 2권의 6장부터 결론까지의 논의는 시네마 2의 절반을 차지하며 

저작 전체를 놓고 본다면 1/4에 해당되는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이다. 분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나도 우 찬 목소리로 울려퍼지던 베르

그손은 어디로 체 왜 사라졌는가. 체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의

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Ⅲ. ‘이미지들의 두 체제’라는 문제 설정의 의미 : 
시네마의 전환점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6장의 논의 구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위의 물음들에 한 답변을 시도하고자 한다. ‘거짓의 역

량’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네마 2의 6장은 시네마 전체에서 중요한 분

기 지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부터 베르그손의 

시간 철학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이제 시간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식별

불가능한 공존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창조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들뢰

즈는 자신의 저작에 미친 베르그손의 향력을 전면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는 조적으로, 결정체적인 시간에 기반한 직접적 시간-이미지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falsifiant) 시간으로의 이행에 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다. 심지어 시간-이미지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니체의 향력을 숨기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조차 한다. 이런 이유로 부분의 연구자

들은 니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함을 알고는 있으나 그 이유와 베르그손

과 니체의 숨겨진 관계에 해 설명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들뢰즈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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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되지 않는 태도와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간과해 온 이 문제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6장의 구조분석을 통해 ‘거짓의 역량’ 개념이 지니고 있는 철

학적 함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짓의 역량은 니체로부터 

받아들인 개념이자 (단지 6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간-이
미지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 한 

논의는 시네마에서 가려져 있던 니체의 향력을 전면에 드러내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며, 베르그손의 향을 받은 전반부의 개념들과의 관계를 파

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 보았듯 시네마 2의 5장까지의 논의에서는 베르그손

의 향력이 지배적이지만, 6장에 들어서면서 논의의 흐름이 변화한다. 6
장의 첫부분에서 들뢰즈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묘사, 서사, 상상

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그리고 시간과 진리 사이의 문제라는 네가지 논점에

서 유기적인 이미지와 결정체적 이미지라는 이미지의 두 체제의 문제에 초

점을 맞추어 재정식화한다. 이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
째, 베르그손의 철학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던 모든 화 이미지 분류들이 결

국 두 가지의 주된 이미지 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왜
냐하면 이러한 재정식화는 결국 베르그손에 기반한 다양한 이미지 분류의 

논의들이 그보다 더 일반적인 관점하에서 다시 묶이고 분류되고 있음을 암

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들뢰즈가 네 가지 관점 중 네번째인 거짓의 

역량의 문제가 “보다 복잡하거나 더욱 보편적” (들뢰즈, 2005, 262/170/ 
130)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논점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는 점과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에서 관계들의 집합을 결정하는 가장 보편

적인 원칙”(들뢰즈, 2005, 265/172/131)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

된다. 거짓의 역량이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들뢰즈가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베르

그손의 개념들에 근거하여 분류되었던 다양한 화 이미지들은 니체 철학

에 기반한 거짓의 역량에 비해 덜 일반적이라는 함축을 가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6장 초반의 문제제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두 이미

지의 체제를 구분지어 주는 묘사, 서사, 상상적/실재적 관계 라는 논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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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짓의 역량이라는 문제로 귀결되며 거짓의 역량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시간-이미지 전반의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들뢰즈는 개별 이미지들의 분석에서 시간-이미지의 화 전반의 

특성에 한 논의로 이행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베르그손의 논의가 슬며시 

사라진다는 점은 시간-이미지 화의 일반적 특성은 베르그손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니체의 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거짓의 역량이 시간-이미지의 가장 보편적 원칙이라는 논의로 돌아

가보자. 베르그손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시간-이미지들이 니체에 근거한 

개념에 비해 덜 일반적이라는 주장은 니체적 시간이 분류의 기준으로 기능

했던 베르그손적 시간에 비해 시간-이미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베르그손에 기반한 개념들이 덜 일반적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짓의 역량에 비해 하부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화적 이미지들의 분류 사이에 일종의 위

계적인 관계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적인 지점이 될 수 있다.7) 하지

7) 들뢰즈가 시네마 1의 어본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는 화 작품들 사이에 어떠

한 위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시간-이미지의 현

 화가 운동-이미지의 고전 화에 비해 더 가치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저 어떠한 가치의 위계도 적용되지 않는 걸작들에 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Gilles Deleuze, Cinema 1: The Movement-Image, trans. Hugh Tomlinson & Barbara 
Haberja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2013, p. X.)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뢰즈 자신이 의거하고 있는 베르그손을 기반으로 한 철학적 

논증들 때문에 이미지들 사이의 철학적인 일종의 위계의 존재에 한 의심은 말끔히 해

소되지 않는다. 철학적 개념들 사이에는 분명히 특정한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위계라고 말할 수 없을런지 몰라도) 일종의 개념들 사이의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철학적 개념들 사이의 위계가 화들 사이의 위계를 

필연적으로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베르그손의 경우 물질과 기억
에서 지각의 문제에 비해 기억의 문제는 존재론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지각과 기억 사이에는 일종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이
미지의 화에 속하는 히치콕(A. Hitchcock)의 작품보다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의 거

장 데 시카(V. De Sica)의 작품이 더 상위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지각-이미지의 

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인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에 비해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지의 표적인 작가인 오손 웰즈(Orson Welles)가 더 가치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들은 그저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는 훌륭한 화들을 만들었을 뿐

이다. 따라서 화들에 해서는 위계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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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소한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들뢰즈가 베르그손과 니체의 철학적 

개념들 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 설사 그것을 위계질서라고 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들뢰즈

가 시네마에 등장하는 베르그손과 니체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또한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해 질문

해야 한다. 왜냐하면 들뢰즈는 여기에서 결코 베르그손과 니체의 관계나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철학적 개념이 베르그손의 시간 철학에 비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들뢰즈 자신의 다음의 언급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

다. “결정체적 묘사는 이미 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식별불가능성에 

도달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서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에서 참과 거짓 사이의 설명 불가능한 차이의 문제를, 또 과거에서 이

들 사이에 결정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제기한다.”(들뢰즈, 2005, 
264/171-172/131) 들뢰즈는 6장의 첫부분에서 이 지점까지의 논의들을 두 

이미지의 체제의 문제의 형태로 재정식화한 후에, 위의 인용문에서는 그 논

의의 흐름을 새로운 논의의 수준으로 더 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즉 거짓의 역량은 식별불가능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 역

량’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즉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지와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지라는 방식으로 

화에서 일종의 답으로 제시되는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능력을 거짓의 역

량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이 세번째 직접적인 시간-이
미지를 “발생기호(génésigne)”(들뢰즈, 2005, 536/360/275)라고 부르는 이

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는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지의] 공존성 혹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
미지의] 동시성의 질서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화 혹은 역량의 

계열로서의 생성 속에서 출현한다”(들뢰즈, 2005, 536/360/275). 더불어 

이 지점에서 들어서서 들뢰즈는 이러한 논의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니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위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6장에서 거



논문272
짓의 역량을 논의하는 이 지점은 시네마2의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점 이후로 베르그손은 논의의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니체의 목소리가 주로 울려퍼지기 때문이며, 논의가 개별 화들을 상으

로 분류하는 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 매체 자체의 본성에 관한 일

반적 논의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Ⅳ. 시네마와 차이와 반복에서 베르그손의 

상이한 위치: 니체와의 관계

만일 시네마에서 니체의 강력한 위치를 위의 논의를 통해 다소간 확인

할 수 있다면, 시네마 2의 후반부의 구조와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상 적으로 용이해진다. 이러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직접적인 세 개의 시간-이미지들과 차이와 반복의 세가지 시간의 

수동적 종합의 관계의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이 두 시간론 모두에서 니체와 

베르그손이 등장하고 있으며, 차이와 반복에서는 시네마에 비해 보다 

분명하게 이들의 관계를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시작하게 전에 

먼저 시네마 2에서 들뢰즈가 세 종류의 직접적 시간-이미지, 혹은 두 종

류의 시간 기호를 구분하는 목을 보면 베르그손에 기반한 개념들과 니체

에 기반한 개념이 어떻게 관계맺는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

아볼 수 있다. 

앞선 두 시간-이미지들은 실상 시간의 질서, 즉 관계의 공존, 혹은 시간의 

내재적인 요소들의 동시성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세 번째 이미지는 하나의 

생성 속에서 이전과 이후의 시간을 분리하는 신 이들을 결합하는 시간의 

계열에 관한 것이다. 그의 역설은 순간 그 자체에 지속하는 간격을 도입했

다는 것이다.(들뢰즈, 2005, 303/202/155) 

들뢰즈는 위의 인용문에서 각각의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와 관계하는 서

로 다른 시간의 측면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앞에서 베르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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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논의된 두 시간-이미지들은 시간의 내적인 질서와 연관되며, 
다른 한편으로 마지막 직접적 시간-이미지는 자신이 끌어들인 간격 그 자

체의 심연을 마주하면서 구분된 순간들을 창조적인 생성 안에서 결합한다. 
들뢰즈는 비록 이 세 직접적 시간-이미지들이 서로 소통하고 침투하며 연

관되어 있으면서 여러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세 기호가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의 둘을 하나의 시간기호

인 ‘시간의 질서’로 묶고, 마지막 하나를 ‘시간의 계열’로 구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베르그손 역시 생성과 창조 개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들뢰즈는 베르그손의 생성 개념에서 한계를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마치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의 2장 ‘ 자적 반복’에서 시간의 두

번째 수동적 종합이 베르그손의 과거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시간의 세 번째 종합을 향해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고 베르그손의 기억의 불

충분성을 지적하는 목을 연상시킨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들뢰즈가 

지적하는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이 지닌 애매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므네모시네는 자신의 순수 과거의 높이에서 재현의 세계를 넘어서고 지배

한다. 즉 그것은 근거, 즉자 존재, 현상 배후의 본체, 이데아이다. 하지만 그

것은 여전히 자신이 근거짓는 재현에 묶여 있다. [...] 므네모시네는 현재로 

환원될 수 없고 재현보다 우월하지만 현재들의 재현을 순환적이거나 무한

하게 만들뿐이다. [...] 근거의 불충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근거는 자신이 

근거짓는 것에 상 적이고, 자신이 근거짓는 것에서 특성들을 빌려오며, 
그 빌려온 특성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입증한다. 근거가 원환을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즉 근거는 사유 안으로 시간을 끌어들

인다기보다 혼 안으로 운동을 끌어들인다.8)

물론 시네마에서 들뢰즈는 베르그손을 기반으로 제시한 과거와 현재

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두번째 종합과 연결시

켜 논의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두 개의 직접적인 시간-이미

지는 베르그손 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가 

지적하고 있는 베르그손 시간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할 수

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207-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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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근거와 자신이 근거짓는 재현, 혹은 과거와 현재가 이루어내는 

순환적인 원환으로서의 과거를 중심으로 한 시간성은 직접적인 시간-이미

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빗장 풀린 시간’, ‘일탈적 운동’, ‘변화하는 것들

에 부동의 형태를 주면서 그 내부에서 변화가 생성되도록 하는 직접적 시간-
이미지’, ‘시간의 순수하고 텅빈 형식’ 등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베

르그손의 시간은 현재라는 재현의 상관항에 묶여 있어서 결국에는 고정점

을 가진 재현의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이와 반복에서 들

뢰즈는 강하게 주장한다. “최상의 반복은 바로 미래의 반복이다. 이 미래의 

반복을 통해 다른 두 반복은 종속적 지위에 놓이고 따라서 자율성을 상실한

다.[...] 두 번째 종합은 단지 시간의 근거에만 관련된다. 하지만 그 너머의 

세 번째 종합은 시간의 순서, 집합, 계열 그리고 최종목표를 마련해 준다.”9) 
그렇다면 분명 차이와 반복의 베르그손과 시네마의 베르그손은 질적

으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해, 차이와 반복에서의 베르

그손의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 종합은 극복되어야 하는 시간성인데 

반해서, 시네마에서 베르그손에 기반한 시간-이미지들은 결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

일까. 
이 차이의 핵심은 결국 시네마에서 들뢰즈가 끌어들인 니체의 향력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차이와 반복에서는 ‘현재 - 과거 - 미래’라는 순서

로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자신을 넘어서는 시간의 자적 반복의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면, 시네마에서는 현재 - 과거 - 미래 사이의 위계관계는 설

정되지 않는다.10) 오히려 차이와 반복의 니체적 세 번째 시간의 종합에

9) 같은 책, 216-217쪽.
10) 차이와 반복의 시간론과 시네마의 직접적 시간-이미지의 관계에 해 다양한 해

석의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avid Martin-Jones는 Deleuze, Cinema and 
National Identity (2006)에서 첫번째 수동적 종합을 베르그손의 습관과, 그리고 두번째 

종합을 회상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아쉽게도 세번째 종합은 미래에 속하며, 세번째 유

형의 기억이라고만 짧게 서술하고 있다. (61쪽 참조) 왜 각각이 응하는지, 그리고 ‘미
래의 기억’이라는 역설적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며 시네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은채 사례 연구로 이행한다. 또한 Patricia Pisters 역시 자신의 책 

The Neuro-Image: A Deleuzian Film-Philosophy of Digital Screen Culture에서 시네

마의 시간성과 차이와 반복의 세가지 수동적 종합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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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장하는 시간의 특성들이 각 시제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

지들의 ‘공통된’ 특징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각각의 시제는 변별적인 기호

들과 특징들을 생산해내는 상이한 직접적 시간-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시 설명하자면, 니체적 세 번째 시간의 수동적 종합에서 이루어진 논

의의 성과들이 시네마에서 전면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시네마 2권의 1장에서부터 등장하

는 시간-이미지의 특징들은 “빗장이 풀린 [...] 미친 시간, [...] 그것은 신이 

부여했던 만곡에서 벗어난 시간, 지나치게 단순한 원환적 형태로부터 풀려

난 시간, 자신의 내용을 이루던 사건들에서 해방된 시간, 운동과 맺었던 관

계를 전복하는 시간, 요컨데 자신이 텅빈 순수한 형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다. 이때는 결코 어떤 것도 시간 안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 

시간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펼쳐간다.”11) 마치 시간-이미지의 특징을 기술

하고 있는 듯한 이 인용은 시네마 2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차이와 반

복의 세번째 종합에 관한 구절들이다. 기시감을 느끼게 하듯 시네마 2
와 거의 동일한 표현과 문구들이 이어진다. 

Pisters는 Martin-Jones와 달리 첫번째 수동적 종합을 운동-이미지에, 두번째 수동적 종

합을 시간-이미지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니체의 거짓의 역량의 중요성과 들뢰즈가 니

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세번째 수동적 종합은 아직 시네마에

서 그 관련성을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세

번째 종합에 응할 새로운 이미지인 뉴로-이미지를 제안하게 된다. (138-140쪽 참조) 
위의 두 학자 모두 시네마의 미래적 계기의 니체적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세번째 시

간-이미지와 그 이전에 전개된 베르그손적인 시간-이미지의 관계에 해서는 전혀 밝

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시네마와 차이와 반복의 시간론을 연결하는 부분

에서도 자세한 논증이나 설명은 없다. 이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세 개의 수동적 종합

과 세 개의 직접적 시간-이미지가 일 일 응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동일한 시간론이 일 일 응관계로 전개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또한 이러한 

가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예술 작품인 화들 사이에 위계를 세우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들뢰즈는 머리말에서부터 이미지의 분류학을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들뢰즈는 이미지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제공한 베르그손은 전면화시

켰지만, 차이와 반복의 논의를 고려하여 해석하 을 때 그보다 상위의 원칙에 해당

되는 니체의 이름은 상 적으로 최소화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고 들뢰즈의 의도를 해

석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종합을 모두 포섭하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미래적 계기의 위계관계를 시네마에서 드러낼 경우, 분명 독자들은 그에 

해당되는 화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을 것이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같은 책,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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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간-이미지 논의의 구조적 재구성

위의 주장들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베르그손에 기

반한 현재와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시간-이미지들은 차이와 반복
의 세번째 종합에 등장하는 ‘시간의 순수한 순서’에 해당된다. 이는 시네

마 2에서 이 직접적 이미지들에 해당되는 기호를 ‘시간의 질서’라고 표현

한 것과 동일하다.12) 들뢰즈는 그 순서 상에서 현재와 과거 각각에 한 사

유를 중점적으로 전개한 화들을 통해 두 개의 시간-이미지들을 도출한 

것이다. 이 주장은 다음을 함축하고 있다. 두 직접적 시간-이미지들은 표면

적으로는 베르그손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

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니체적 시간의 향력 하에서 극복되고 포섭된 

시간-이미지들이라는 것이다. 즉 직접적 시간-이미지 전체의 골격은 니체

적 시간에서 유래했으나, 화 이미지 분류의 목적이 매우 중요한 시네마
에서는 시간-이미지의 성격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베르그손이 필

요했던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국 베르그손은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상 그 기준들은 그

보다 더 일반적이고 상위의 원칙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일반적 

원칙으로 들뢰즈가 제시한 것이 바로 니체적 시간의 핵심인 ‘거짓의 역량’
이다. 이제 앞서 질문했던 베르그손과 니체의 관계가 차이와 반복에서 

전개된 논의를 통해서 윤곽을 드러내었고,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인

가에 해서도 그 의미를 상당 부분 포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의 계열로서의 직접적 시간-이미지, 즉 시간의 발생기호인 ‘거

짓의 역량’이 나머지 두 직접적 시간-이미지들에게 문제들을 제기한다. 즉 

현재에게 참과 거짓 사이의 설명불가능한 차이의 문제를, 과거에서 이들 사

이의 결정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제기한다. 보다 일반적이고 근본적

인 기호로서의 시간의 발생기호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들을 그 질서 속에

서 뜯어내고 자신의 생성으로서의 계열에 ‘이전’과 ‘이후’로 포섭하게 된

12) 한국어 번역이 ‘질서’와 ‘순서’로 다르게 번역되었을 뿐, 실상은 동일한 개념인 ‘order’
의 번역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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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생성으로서의 계열은 ‘미래’라는 확정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 - 현재 - 미래라는 시간의 질서에서 현재의 다음 단계에 존재

할 것 같은 미래라는 명칭 신 들뢰즈는 생성, 변신, 창조, 그리고 사유라

는 이름으로 미래적 계기를 명명한다. 왜냐하면 미래는 구성되거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래할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

하고 과거와 현재를 자신의 잠재성의 계열 안에서 생성으로 이끄는 이 창조

적 역량이 바로 ‘거짓의 역량’이며 그것이 미래로의 역능인 것이다. 바로 이 

니체적 감이 시네마 2권 전체에 울려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말하려 했던 것,[...] 즉 화적인 변동은 운

동의 일탈이 독립성을 얻을 때, 다시 말하면, 동체와 운동이 불변항들을 상

실할 때 발생한다. 이때 운동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요구하기를 그치고, 동
시에 시간이 운동에 종속되기를 그치는 전복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이 둘은 

동시에 산출된다. 근본적으로 탈중심화된 운동은 거짓 운동이 되고, 근본

적으로 해방된 시간은 이제 거짓 운동 속에서 실행되는 거짓의 역량이 된

다. (들뢰즈, 2005, 283-284/186-187/142-143)

위 인용문에서 기술된 상황은 거짓의 역량이라는 표현의 등장만 제외한

다면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논의와 정확히 동일하다. 달리 말하자면, 독자

들은 시네마 2의 마지막 장들에서 거짓의 역량의 의미가 니체의 자장 하

에서 밝혀질 때까지, 즉 진정한 시간-이미지의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

려야만 했던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화적 변동, 즉 운동-이미지의 화에

서 시간-이미지의 화로의 변동은, 베르그손적인 지각에서 기억으로의 이

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네마 내에서 이루어진 들뢰즈의 니체적 전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들뢰즈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 진정한 화적 변동은 운동에의 종속으로부터 근본적

으로 해방된 시간이 거짓의 역량이 되는 바로 그 때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들뢰즈의 니체적 역량에 한 긍정은 결론 장까지 이어진다. 이
러한 이유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네마 2에 퍼져있는 니체의 향력은 

부분의 독자들이 기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시네마 2의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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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위에서 제시된 이해를 통해 다시 시네마 2를 회고적인 방식으로 

읽는다면, 니체적 시간이 모든 직접적 시간-이미지들을 감싸안고 있다고, 
심지어는 ‘베르그손에 관한 주석’이라는 부제가 붙은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 또한 니체적 시간의 향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1장과 2장에서 논의된 시간-이미지들의 공통적 특성들은 세번째 시간-
이미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직접적인 시간-이미지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화의 변동을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고 있

었던 시간성은 니체적인 거짓의 역량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베르그손적인 

지각에서 기억으로의 이행이 아니라 니체적인 계열적 시간의 측면에서 

화적 변동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네마 1과 시네마 2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던 베르그손에 기반한 

철학적인 논의 사이에 불쑥 외재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 던 세계 

제 2차 전의 실존적 의미가 니체를 중심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철학적으

로 내재적인 상황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와 반복에서 보다 풍

부하게 논의된 니체적 시간 논의에 의거해 시네마 2를 재구성한다면, 세
계 제 2차 전은 세번째 반복 논의에서 등장하는 “결정적인 어떤 한 순

간”, 즉 “각운의 중단”13)을 가져오는 사건에 해당된다. 세계 제 2차 전을 

화사의 흐름에 균열과 중단을 구성하고, 그 순간 이전과 이후로 시간의 

질서가 변형되는 결정적인 사건, 즉 각운의 중단이자 화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사건을 겪은 이후 현  화의 

시간-이미지의 등장이란 변신의 현재를 감당해낸 원회귀의 ‘이후’의 시

간일 것이다. 이렇게 화사적 변동을 니체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면 왜 

시간-이미지의 공통 특징들이 모두 니체적 반복의 시간과 상응하는 방식으

로 서술되어 있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네마 

2에서 니체의 향력은, 처음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

될 수조차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네마 구조 전반에 한 새로

운 방식의 재독해가 가능하다. 마치 베르그손의 ‘물질’에서 ‘기억’으로의 

이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 던 ‘운동-이미지’에서 ‘시간-이미지’

13) 같은 책, 209-2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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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이행은, ‘베르그손적 존재론’에서 ‘니체적 존재론’로의 이행으로 새롭

게 불릴 수 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시네마 2의 베르그손은 니

체 향 아래에서 극복된 베르그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이미지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끊임없이 여러 층위의 차원으로 증식되는 이

미지의 일차원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들뢰즈, 2005, 48/34/22)이라는 

들뢰즈의 표현을 빌자면, 베르그손의 논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끊

임없이 생성의 계열에서 변신하는 시간-이미지의 존재론적 일차원으로 존

재하게 되는 것이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새로운 영화 이미지 존재론: 영화매체의 본질과 사유 

들뢰즈는 6장 이후에서 니체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화 매체의 특성

과 본질에 관한 논의로 논지를 확장해 간다. 물론 계열적 화, 현  정치 

화, 뇌의 화, 신체의 화라는 새로운 이미지 분류 역시 시도하고 있지

만, 이전에 비해 화 자체의 본질에 한 논의의 비중이 커진다. 이러한 논

의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6장 3절의 ‘이야기 꾸며 기(fabulation)’이
다. ‘이야기 꾸며 기’란 유기적 체제의 이야기 방식과는 상이하게 주체와 

상, 혹은 주관과 객관 (sujet et objet)의 구분을 넘어서는 ‘자유간접 화법 

(discours indirect libre)으로 나아간다. 자유간접화법이란 진리의 모델을 

폐기하고 “거짓에 기억과 전설 그리고 괴물을 만들어낼 역량을 부여하는 

빈자들이 갖고 있는”(들뢰즈, 2005, 295/196/150) 역량이다. 여기에서 주

체 혹은 주관은 더 이상 어떠한 진리의 형태나 동일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떠한 종류의 동일성의 형식도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이야기 꾸

며 기는 결국 “‘나는 타자이다’라는 진실성의 이야기 형태를 폐위하는 모

방하는 이야기의 형태”(들뢰즈, 2005, 300/200/153)를 통해 도래할 민중의 

구성이라는 생성의 역량으로 상승한다. 과거에 존재했거나 혹은 이상적인 

모델에 따르는 민중의 재구성이 아니라 아직은 존재하지도 않는 부재하는 

민중의 창조를 이끌어내는 이야기 꾸며 기의 새로운 형식에서 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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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등장한다고 들뢰즈는 말한다. 
이러한 현  정치 화의 특성은 차이와 반복의 세번째 종합에서 예고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현  화란 변신의 시간을 견디어내며 그에 필적해

져서 결국 균열되고 분할된 이전의 그 어떤 과거와도 닮지 않은 화이기 

때문이다.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의 순서에 따

라 균열된 나와 시간의 계열에 따라 분할된 자아는 [...] 어떤 공통의 출구에 

이른다. 그 출구는 이름도, 가족도, 특질도, 자아나 나도 없는 인간, 어떤 비

을 간직한 평민에 있다”14) 자아의 동일성을 깨뜨려 ‘나는 타자이다’로 

이끄는 ‘자아의 분열’, 그리고 도래할 민중이란 어떠한 과거의 민중이라는 

이름이나 특질 혹은 유사한 집단조차 명명해낼 수 없는 어떤 비 을 간직한 

평민인 것이다. 다시 한번 직접적 시간-이미지의 니체의 목소리가 차이와 

반복의 세번째 시간의 수동적 종합에서 공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들뢰즈는 이 자유간접화법을 이야기의 새로운 방식의 차원

에서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 매체 일반의 차원에까지 확장하고 있고, 
이 자유간접화법 내부에 공존하는 동질화되지 않는 바깥의 목소리는 화

의 본질로서의 사유에 한 논의의 핵심에까지 닿아 있다. “ 화 전체가 현

실 속에서 작동하는 자유간접화법이 된 것이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와 그

의 역량, 시네아스트와 그의 인물, 혹은 그 역. 그것은 그들 자신이 ‘우리 진

리의 창조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들뢰즈, 2005, 302/202/155) 화 매체가 현실 안에서,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공동체로의 생성의 과

정 속에서, 세번째 직접적 시간-이미지가 도입한 간격에 의해 끊임없이 바

깥이 개입한다. 
바깥이란 그에 의하면 “사유 속에 존재하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의 현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든 독백을 깨뜨리는, 사유하는 인간 속에 

존재하는 한없이 많은 또 다른 사유자”(들뢰즈, 2005, 332/218-219/168)로
서, “우리는 아직 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에 한 사유의 

불가능성만큼 전체에 한 사유의 불가능성, 끊임없이 화석화되고 해체되

14) 같은 책,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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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너져 내리는 사유”(들뢰즈, 2005, 331-332/218/167)이다. 결국 분열

되고 해체되고 그 무엇도 사유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에 직면한, 달리 표현

하면 “인간과 세계의 관계의 단절”(들뢰즈, 2005, 334/220/169)에 직면한 

현  화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 견자(voyeur)가 된다. 이때 견자

에게 주어진 미세한 유일한 출구는 ‘믿음’이라고 들뢰즈는 주장한다. 
이 구절을 처음 접하게 되면 (종교인이 아닌 한)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어

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현 적 상황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뿐이고,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논리적 방법도 기존의 방법

들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희미하고 미세하지만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그 사태 자체를 직시하

고 받아들이는 것이다(affirmation).15) 다른 어떠한 거짓된 것으로 체하

지 않고 “사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유될 수만 있는, 이 사유할 수 없는 

것을 믿듯 그것들을 믿을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이 부조리의 이름으로, 부조

리에 의하여, 비사유를 사유의 고유한 역량으로 전화시킨다.” (들뢰즈, 
2005, 335/221/170) 어떠한 기존의 방법으로도 사유될 수 없기에 비사유는 

결국 사유의 새로운 창조를 강제하게 되고, “사유와 삶의 동일성”을 주장하

는 들뢰즈에게 “우리에게 다시 세계에 한 믿음을 주는” (들뢰즈, 2005, 
338/223/172) 현 화는 인간과 세계 전체에 한 새로운 사유방식이 된

다. 이런 맥락에서 “개별 화들의 보편성이 아닌 화 그 자체의 본질이란, 
더 고양된 목표로서 오로지 사유와 그 작용 이외의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 
(들뢰즈, 2005, 332-333/219/168)는 그의 언명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5) 데이비드 로더윅과 로널드 보그 모두 시네마에서 니체의 윤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믿음, 사유, 삶의 창조와 관련된 구절들에 한 해석은 크게 다르

지 않다. 로더윅은 “윤리적 관계는 우리와 사유의 관계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유와 윤리의 분리불가능한 관계를 강조했고, 보그는 이야기꾸며 기와 

거짓의 역량을 통해 니체적 윤리학이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집단의 차

원으로 확장되는 윤리학임을 주장하고 있다. 로널드 보그의 이러한 관점들을 문학 작

품들 속에서 찾아보려면, Deleuzian Fabulation and the Scars of History와, 윤리학과 

미학의 관계에 해서는 Deleuze’s Way: Essays in Transverse Ethics and Aesthetics
를 참고할 것. 특히 시네마 2에 주목하여 화에서의 윤리의 문제는 “To Choose to 
Choose - to Believe in This World” in ed. Rodowick, David, Afterimages of Gilles 
Deleuze’s Film Philosophy, 2002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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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꾸며 기에서 시작된 논의는 개별 화들을 넘어, 화 일반으

로, 그리고 더 나아가 화가 속해있는 공동체, 현실, 그리고 세계 전체에까

지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들뢰즈는 생성하고 창조하는 분출하

는 생의 역량에 한 찬가를 부르며, 그에게 이러한 생의 역량이란 결국 불

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는 현 인이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

록 바로 그 불가능을 면하고 감당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자아는 분열되고 

사지는 흩어지겠지만 불가능한 사유라는 생과 사유의 창조적 힘을 통해 변

신의 시간을 겪어내어 아직 누구에게도 포착되지 않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

를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이미지의 현  화가 주장

하는 니체적 시간이자 화의 새로운 존재론인 것이다.16)

시네마 1에서 변화와 운동으로서의 화 이미지 존재론에서 출발했던 

들뢰즈는 베르그손의 지각과 기억에 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다양한 이

미지들을 분류했고, 시네마 2의 후반부에서 그는 니체의 ‘거짓의 역량’
에 한 논의를 경유하여 시네마 1에서 전제로 제시되었던 이미지 존재

론보다 더욱 급진적인 생성과 창조의 화 존재론으로 마무리한다. 이 급진

적 화 존재론은 내재적인 원칙으로서 사유의 창조적 역량을 강조하며, 
화를 그 한계에까지 고 나간다. 현실과 자유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화의 한계 혹은 경계는 “ 화와 비- 화 사이, 그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경계는 먼 소실적인 지평으로서만 포착될 수 있다. 
화는 끊임없이 자신의 표지를 넘어서, ‘적절한 거리’와 단절을 고하고, 공

간과 시간 속에서 자신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유보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넘어서야 한다.” (들뢰즈, 2005, 301/201/154)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

하는 거짓의 역량을 자신의 특성으로 삼고 있으며, 사유 작용을 본질로 가

지고 있는 현  화에게는 미리 주어진 한계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16) 삶의 창조적 역량과 사유의 역량은 들뢰즈가 바라보는 니체적 관점에서는 분리되지 

않는 개념이다. 데이비드 로더윅은 “사유가 사유되지 않은 것을 면해야만 하는 것으

로 주어진 사유의 바깥은 시간에 한 우리의 실존적이고 윤리적인 관계이자, [...] 삶
과 사유가 분리되지 않는 존재론이기도 하다” (110쪽)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구절만이 아니라 자신의 논문 “The World, Time” in ed. Rodowick, David, Afterimages 
of Gilles Deleuze’s Film Philosophy, 2002 전체에서 사람의 창조성과 사유의 창조적 

역량이 거짓의 역량의 의미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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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바깥과 세계 속에서 새로운 경계 지점을 창조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이미지의 시제가 현재 다면, 시간-이미지 전반부는 과거에 향해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근거로 작동했던 베르그손은 니체의 미래 시

제에 의해 극복되었다. 하지만 시네마 2를 집필하던 1985년이라는 들뢰

즈의 시점에서의 미래는 그에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런 이유

로 현재나 과거에 비해 자세히 제 로 다루어질 수 없었다. 그에게 디지털 

화,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로 둘러싸인 지금의 세계와 화 환경

은 상상 속에서조차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들뢰즈 자신이 문제들을 던지

며, 베르그손적인 과거 시제를 극복하며 미래 시제로 자신을 투기하면서 결

론을 맺는 시네마는 결코 닫힌 저작일 수 없다. 들뢰즈는 단순히 화, 
화 이론이라는 상을 기술하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창조의 

화 존재론이라는 문제를 우리와 그리고 화 이론에게 제기한 철학자이

다. 그렇다면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자유간접적으로 작동하는 

화에게 들뢰즈가 던진 물음에 이제 새로운 답변의 창안을 제시해야 할 시

점인 것 같다. 만일 들뢰즈가 과거 시제에만 무게를 두면서 유럽 모더니즘 

화에 한 향수에 젖은 상태에서만 이 저작을 집필한 것이라면, 시네마
와 접속할 수 있는 상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시네마 내에서 니체적 변신을 거쳐내면서 결국 미래로의 미세한 출구를 

열어 놓았다. 이 출구를 믿을 것, 즉 새로운 사유의 창조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현재적 사태를 직면하고 사유의 불가능을 사유의 역량으로 전화시켜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만 그 미세한 출발점만을 제시하 을 뿐, 이 새로

운 미래적 사유는 이후의 연구들에서 성취되어야 할 몫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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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tructure of Cinema 2: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Power of the Force’

Lee, Jiyoung 

Deleuze’s two volumes on films, Cinéma, are known as Bergsonian 
philosophical application into films, which develop discussions on 
cinematic being and the ontology on time. This study wants aims to 
problematize this broadly accepted perception of Deleuze Cinema 
books. Because problems we face when we try to interpret Cinema 
books based solely on Bergsonian philosophy. Firstly, Deleuze’s 
discussions on Cinema are not a simple application or explanation of 
films. If we consider his works on cinema based solely on Begsonian 
philosophy, then we might miss the meaning and relations of concepts 
in Cinema books. Secondly, is the Begsonian influence in Cinema 
books so absolute that we identify his influence in the Table of 
Contents of Cinema? If so, we should ask the reason why Begson 
disappears in the last parts of Time-Image and Nietzsche appears mainly 
in those parts. This study therefore begins with these questions and 
examines the concept of ‘the power of the force’ in order to reveal the 
theoretical tension between Bergson and Nietzsche. In so doing, 
rereading the structure of Cinema 2 can also show the possibilities of 
Deleuze’s works, that can be open toward ‘futurity’ and connected with 
new kinds of objects that surround contemporary cinema.



Keywords: Deleuze, Cinema, The Power of the False, Free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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