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ǅUș ʽ ǠʛȜ ɊƱ2C@3Ț ŽĻƲ ɨʼǭơ ˃ǉȱ ȐƜȖ
ɜɊʻe ë d dȕ ŽĻƲǭe ȻȬʽÓÊ dȕ r ɊƱʽÓÊ
dȚp Ćʽ ǢʽÓÊ dȚ āţȚÓ ɊƱʻɊ ǕÊ ǡă ƸUȖ
ǡă ȻȬĽ ĂǹŁ ƶ ȣÊS ȆĿÊ Śö ȻȬS ůôǅ ǅUș ȝ
ȶ UiȖ ȴȑʻe ëÓÊ ƗǈȖ ǡħɊ Ǖe ˗ȜʽÓ Țǭ ÜʻǮ
MɊƱv éǅƩNǭơ ŽĻƲȕ ƌĭ ȆĿǼ \Ț ɊƱȖ șǆȱȔ
Ĭ ɭˊʻp ȣÊ ȶǇȱ ȻȬS ǒÏÜďå ɊƱʻÊ Śö dǭơ 
Ǣș ŜȖ åȡ˂Ǟ ʿȖ Óȗș UÕʽ Ɨpǈˊv ʿ ȷǅʻp ȣ
ÓJ
우주의 풀림의 어떠한 순간, 말하자면 모든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
재할지도 모르는 순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
에 가능한 한 가까운 다른 한 순간을 동시에 상기하고 이로써 기
억의 가장 허약한 미광도 그것과 함께 지나도록 남겨두지 않은 채
로 최소의 시간을 세계 속에 넣으려 애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두 순간들을 서로 연결시
키는 최소한의 기억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만이, 따라서 유일한
순간만이 있을 것이며,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 잇따름, 시간은 없
을 것이다. 이러한 기억을 단지 연결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승
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기억은 원한다면 이러한 연결 자체이고,
바로 앞선 순간이었던 것에 대한 영원히 갱신되는 망각과 함께 앞
선 것의 바로 뒤따르는 것 속으로의 단순한 연장일 것이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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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억을 도입시킬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리 짧더라도
두 순간들을 분리하는 지속과 그것들 각각을 다시 연결할 기억을
구분할 수는 없는데 , 왜냐하면 지속은 본질적으로 현재 있는 것 속
으로의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의 연속이기 때문이다.1)

ŽĻƲș Ƹƶ ɊƱȕ šǪƂÓå ƸUø ˒ȕ ȦȅøȖ Țǡ¨S
Ê ǅUȱȜ ǰƱȚŖ Ǯơ Ǣȕ ˃ǉȱ ǯʾȖ ȴʽÓ ŽĻƲ
ȕ Mșǆǭ ɋȵ ȾǡɌ døǭ xʽ ǅĮN ǭơƆʞ ɊƱȖ Sȫ
Ƹƶʽ ƜʛĬ pɠ˅Ȗ ā űkêÊ dȕ ˍȬ ƜʛǼ ȚȲ Ɯʛ U
ș ‘ȢÿľAC113AA7=<’Țďp ŉʽ Ŭ ȣÓ  Ț Ȣÿľ ˒ȕ ǰƱ ǩ
Ț ȆĿÊ ȻȬ ȥɭǭ Û˂ơ ȚǞʾ ƶ ǩÊã ȆĿS ƜƜʾ ƶ
ȣÊ ǡă ȻȬöɊ ʺǰȱȔĬ ʧȶʽ ǅUȱ îĽ ȴȑʽÓÊ ȴ
ȕ µšå ȥŘʽ ƗǈȚ āţȚÓ Țā Ȑș Ȝȅţǭơ ƥŘêp
ȣÊ ŬǼ \Ț ǅUș Ȣÿľȕ ʺǰȱȔĬ ǢȖ ȃɬʻÊ Ŭ v_
Ľ ˍȬǭ

ȠǩȚ ȵˀǅʑÊ Ȧȅ ǩȚÊ ơĬ Óļ ƸUøŇȚ ȣ

e ì ƕȚ āţȚÓ ȃʈÛ Śö ȻȬÊ v_Ľ ˍȬĬ ǰȫǅʑÊ
Ǣv ʿ ɊƱʽÓp ŉʾ ƶ ȣȔŖ ȚĬǋ ȻȬǼ ɊƱ Ŀp
Ǣș uȂǰƩȚ ˗ŃëÓ
ȚɦĜ ŽĻƲǭeơ ɊƱv Ǣ;;=7@3ȚďÊ î ]¾ȕ ơ
ĬĽ ũʻe ʿɵʽÓ Ǣ ǯǅ Óļ ƆƶȱȜ ÍøȖ ɜɿʽÓ
ŗ Sȫ ƄɍȱȔĬÊ ˍȬ ƱȔĬș v_ș ʣˀȚÓ ȆĿS ǜȔĬ
Ƃe ì ɢȺ ˒ȕ ȥȑ ü ɊƱv Ǣș Óļ Śö űȲë ƱƩøȕ
ȚĬƆʞ åɷì ƶ ȣȔŖ Ȣÿľǭ ÄȚe ì ʧȶʽ ɍ ˒ȕ Ɯʛ
øȕ ÕɊ Ȇǰȱȝ ƕȚÓ ¨ǒS ŽĻƲȚ Ƃǭ Ǣv ȶǇ
1) DS 46
2) 이하 《 시론》 으로 약칭한다.
3) “ 완전히 순수한 지속은 우리의 자아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 현
재 상태와 이전의 상태 사이에 어떤 분리를 세우는 것을 그만둘 때, 우리
의식 상태들의 잇따름이 취하는 형태이다.”(DI 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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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7Bȕ Óļ dȚ ǒÏÓ ŽĻƲǭeơ ȶǇv Ǣȕ døȖ
yșĬ ɻ˅Ȗ āÊ ʻ¨Ľ Țĳp ˎșǭơÊ ƜˑșȻȱȜ xoǭ
ÄȜÓp ʾ ƶ ȣÓ Ňȝ ǢȚ ų ƙʬƄ ŬǼ \Ț v_Ľ ǰȫ
ʻp ƂȻʻÊ dȚďŗ ȶǇȕ Ț ƂȻë dș ˩Ȗ  ȩȬƩȖ Ț
ȅ˂ơ ˆéʻÊ ǯęȜ dȚÓ “ȥ ȥǇȔĬƆʞ ȥǇȚ ʱʿʻp
ȣÊ dƂÓ Ü ňȕ dȖ ¡ǡ¯p ȥǇȚ Űȕ dƂÓ Ü ňȕ dȖ
èĢȾŖ ȥǇȚ SɌ dƂÓ Ü ňȕ dȖ Ɂ ƶ ȣ” Ê ȶǇș ˩
ŬĬ Țě șŦǭơ oĮș ÕƸʽ ˝vĬƆʞ |ƀêÊ ȶǇș ˩
ȕ Ȣÿľș UiøȖ ơĬ Uǭ ǰlǅʑÊ Ǣ ȦȅȔĬƆʞ Ơh
©Ó ȆĿÊ Ț ȫǭơ ȜU șǆș ɊƱș ǶĽ ʣ˂ Ǣ ˒ȕ ȶǇ
ȔĬơș ɊƱș Ƅȱ ƱƩǭ Û˂ UĘʻe ƙʬƂpȥ ʽÓ
ƠŘ Ȳɭș ɊƱȖ Ⱦȫʻǭ ǜơ Ȼș ɊƱ ȚĮȖ ȶĿʻÊ
MɢȺȱ Ɍ˖N ȫǭơ ɊƱș ǶǅĬ ǣêÊ dȕ ŽĻƲș Ɋ
Ʊ ɨʼș ɷűȴȚ ë ȜU șǆș ɊƱȚÓ Țǭ ÿĻŗ ȆĿ ș
ǆȕ ƜʛB/Bǭơ ƜʛĬ

ȠǩȚ ſ˖ʽÓp ʾ ƶ ȣÊã Țā

ƜʛĽ ƆéȱȜ áǡĿ0:=1Ĭ ɻ˂ơÊ ǔ ëÓ ƜʛÊ Çǭ č
Ê ſ˖øȖ ȴȔĬ ɻ˂Ɍ ȜȐȱȜ ȳÕȜ ůŗǭ dȕ ¯ȱȔ
ĬÊ ƆÕ˦ ſ˖ʻĽ œɴɊ ǕÊ dȚǡơ ǡă ƜʛĽ pȶʻǮ
ɊʄʻĢÊ ƸU dȕ ŬĬ Óļ ƜʛĬ Țˆʻ āţȚÓ ÿďơ
Ɯʛøș ƆéƩå ǩp ƈǰƱƩå ǩÓ ȚɦĜ ƆéȱȚp ƈǰƱȱ
Ȝ ƜʛøȖ Ɯȶʻe êŗ døȚ ǡąe ơĬĽ Ûɿ˂SŖ ɷˍ
ʻe êÊɊĽ ƥŘʾ ƶ ǩȔŖ Țā ȚĽ Ȑ˂ ƗĒøȚ ȃɬ˂Ǹ
dȚ Óľ ǒÐ ƜʛøȖ Țǡ¨SÊ ɴƜȱȜ ɭAC0AB@/BÓ ůŗ
ȆĿș ǉĿȱ ƚȕ ǰƱȱȔĬ Ŀp ƈSƇȱȔĬ ɷˍʻÊ ſ˖ø
Ț Țĵ ʻ¨ș ȑéɭ  ȥɭȚŖ Ț Ɯʛøș ſ˖Ľ ȢÊ ɭđ
4) ES 31
5) 이하의 내용은 별다른 출처 표시가 없는 한 《 창조적 진화》 1장의 첫 부
분 (EC 1-7/19~30)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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ȻȬʻɊ ǕÊÓ
ȚɦĜ ŽĻƲ ɨʼș Ⱦȃʽ Ʃɻ Ƀ ʻ¨Ê Ȼș ƆéȱȚp
ƈǰƱȱȜ ‘ȻȬ’ș ȥĿǭ

ȠǩȚ Ȉé ˒ȕ ƠƩ ɃȜ ‘ɊƱ’Ȗ ƪ

ȏÓÊ ȴǭ ȣÓ ğÓŗ ȆĿǭe ƆéƩv ƈǰƱƩș x¾Ț
ȆĿǭe Țʢĭ ȥǰǀĚȈ ȚȑÊ šǪȜS ŽĻƲȚ Ƃǭ 
Ȼǭ ȻȬS ƆéƩȔĬ Ț˂ë dȕ dȚ ȆĿș ǈȅȱ ʺȃƩǭ
Ɔˀʻ āţȚÓ ƠŘɭS ƄȱȔĬ [Ê Ȅ| ˒ȕ ʺȃÊ ȆȾ
ȱ ǰƱƩȔĬƆʞ æŃȱȜ ÛƜȔĬơș ŤɭøȖ ȳÕʻǮ ƪoĽ
ɊTʻpȥ ʽÓ ȚɦĜ Ťɭøș ƇʾȚ ƠŘȱ Ȅ| Ū ʺȃǭ _
ʻp ȣÊ Ňʐ ȆĿș ȝƜȱ ɊTȕ Ƹƶʽ ȜǆȖ Ȑʽ dȚ ǒÏ
Ŗ lʍ ǈȬ  ȥɭĽ ʳƜ˂ȾÊ dȚ ǒÏÓ ŽĻƲȚ Ƃǭ
Śö ţȷÊ ŬĬ Ț ȴȖ Uvʻp ˆéș ʺȃƩș lȖ ÿď ȬÕ
ë ȜǆøȖ ǈȬș ƄÕȐøĬ Ɯȶ˅ÓÊ ȴǭơ ƌİëÓ ğ
Óŗ ůÛĬ Ɍȶʽ ˏȚƜʼș ɷűȕ Ț ȜȐȱȜ ƇʾøȖ ƌǈȬ
ȱȜ dȔĬơ Śî ư_ʻÊ dȔĬƆʞ ǅȦì dȚÓ ȚdȚ ‘ɋ
x’ș ųŻĮȚ dȖ ǅåʻȥŅȥ Sȫ őȰ ƈĚȝȔʑÊ ɊÏÊ
Ɔȶș ˩ȚÓ
ʽʭ ǜơå ƙʬƂǚûȚ ɊƱȕ r ǢȚp Õȳ ǩÊ ɊƱș
ǰƱɭĽ |ƩʻÊ Ǣȕ v_ș Śö ȥɻĽ ¡ǡǔȔŗơ ŦĕĽ
ˈ˂ ¨UÓ ğǭ ȆĿș ǉĿʼȱ șǆȚ dȖ ȱȳʻe Ɯ
˂± ƶ ȣÊɊș ǮƆǼ šxʻe ȆĿș Ǣȕ Ȳ v_Ľ ƂȻʻp
ȣÓ ɊƱș Ȉéȕ Ņɿ ÇŴ Ȑǭơ ÇáȚĽ ĿÊ dɦĜ v_Ľ
ɵȱʻŗơ

ȠǩȚ Ɔʴǡ ǷļÓ v_S  ȥɭĬ ȥéȱȔĬ Ƃ

6) “물질이든 정신이든 , 실재는 우리에게 영속적 생성으로 나타난다 . 그것은
생성되거나 해체되지만, 결코 완성된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가 의식과 우
리 사이에 놓은 장막을 젖힐 때 정신으로부터 갖게 되는 직관은 바로 그
러한 것이다.”(EC 272/406)
7) MM 221-226/330~337
8) PM 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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ȻëÓÊ ŽĻƲș ʟȷÊ ŬĬ ȻȬș ȚǼ \ȕ Ȉé Ǡǆǭơ ƌ
İëÓ
지속은 과거가 미래를 잠식하고, 전진하면서 부풀어 가는 부단한
과정이다. 과거가 끊임없이 증식하기 때문이 그것은 또한 무한히
보존된다.9)
ȚɦĜ v_S ȻȬș Ȉé Ǡǆǭ ș˂ơ ȥéȱȔĬ ƂȻêÊ d
Țďŗ Ǣș Íȕ ȆĿǭe ƂÓ țƷʽ ˏʛȜ ˍˆȱ șǆǭơ
ɷˍʻÊ ǉĿʼȱ ÍȔĬơ Áșê ȚȲǭ ȻȬĮȱȚp ˏȚƜ
ʼȱȜ ɾȐǭơ ȾȫêǡǞ ʾ dȚÓ ƕŇ ǒÏď Ǣǭ ȣǡơ Å
ș ǯʾȕ ɵưëÓ ÅÊ Ü ȚƜ Ǣv xĤ˂ơ døș Ȱȫư
ǯʾȖ ʻɊ ǕÊÓ ÅÊ Ćʽ Ťɍș ˏʛĬ Ȱȫêǡ ȣÞ ǢøȖ
ǡă ǇƌǀĚȈ Ȧȅǭ ș˂ ƆÛˍƜȚ¨ ʯˆȱ ŸǯȔĬơ Óǅ
șǆȔĬ SȸǷÊ ȱȱȜ ÍȖ [Ɋ ǕÊÓ Åș ǯʾȕ ÕɊ Ȇ
Ŀș Ǣ ȲɭǼ Ǉɭș ˍˆȱ Ɯ˚Ȗ ȵɱǅʋȾÊ ưȱ ǯʾĬ
ʽȶëÓÊ dȚ MŤɍv ǢNǭơ ŽĻƲȚ ƶˆʽ ɿũʽ Áɉ
ș lĮȚÓ



ŤĮ Ț v_ș Ǣȕ ˍȬȱ ÛƜøv \ȕ ųǆȔĬ ȻȬʽÓp
Ê ʾ ƶ ǩÓ



v_Ê Ü ȚƜ ȦȅʻɊÊ Ǖ āţǭ ȆĿÊ ʺ

ȃʾ nȆ v_ ǡă ǅȴǭ Ûʽ ǢȖ ˑɷʻÊ ųǆȔĬ dȖ
ˍȬ˖ʻp Ťɍ˖ʽÓ Ě¨ ˛Ɯș ˑɷv \ȕ șǆȱȜ ųǆȚ
ǒÏÜďå ȆĿÊ Ü ȚƜ ȦȅʻɊ ǕÊ v_S ˍȬǭå ȻƱʻp
9) EC 4/24~25
10) MM 265-268/388~392
11) “ 그러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물론 정도의 차이와는 다른 것이 있다 .
나의 현재는 나의 관심을 야기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 살고 있는 것이며,
말하자면 나의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고 , 반면에 나의 과거는 본질적으로
무력한(impuissant) 것이다 .”(MM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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ȣȗȖ nˊʾ ƶ ȣÓ ȆĿș Ʃi1/@/1B@3 Țđ ŽĻƲȚ Ƃǭ
“ȆĿS ʛǡ© ȚĕĬ ƙǒǸ ǯƗĽ ǉɊǡ ɷƠ ȚȲș ǯƗĽ Ș
ɵʽ d”

v

ÓĻɊ ǕÓ v_Ê Ǉɭș Śö šșǆȱȜ ˆé ȷ

ǭ ǀŖ ȣÊ dȚŖ ÁĿĬ ʳˍêɊ ǕÊ ȆĿ Tȥș pȑʻpå
¯ũʽ ȄŊ Ū șɊǼ \ȕ døǭ ƆɊƈǆUǭ ǀŖøǡ ȣÊ dȚ
å ʻÓ
ŅɊņȔĬ v_ ȲɭS ƂȻêǡ ˍȬĬɊ oƱ˂ơ ǰȫêp
ĬƆʞ  Óȗș ˆȐS ɷˍʽÓÊ ȴǭơ ȆĿș ŦĕÊ Ƕɽ ƈ
SÍʻÓ ʣƜȱ șŦǭơ ǶɽȚ ȂƆ xȴǭơ ÛƜȖ Țĳp ȣÊ
řř ȃưøȖ ɴɷʻp dø Uș xoĽ ƥȶʻÊ ųǆȔĬ ƩŃ
ʽÓŗ ɊƱʻÊ ȻȬȥș ˆȐÊ ʧ˦ șǆ ǉɾǭơ ¨ǷÊ ȥȑĬ
Ȉ ˆȐȝ nȆ ȥǇș v_ ǯƗĽ Õȝʽ ˆȐ Ʊǭ ɏlǅʑÊ d
ȔĬ Țĳǡȸ ȣÓ ȚdȚ ŽĻƲȱ șŦș ȥȑÓ ÿďơ Mǅ
ĮNș ÁɉȖ ÿĻŗ ʽ ƗĒș ˍȬ ƩiȖ ǔÓÊ dȕ ș v_
ȲɭĽ ǒÊ dȚp Ț Ǘȕ řř ˑøĬǋÊ lʍ ʳˍì ƶ ǩÊ
pȑʽ ɍȚÓ ğǭ ǶɽʽÓÊ dȕ v_Ľ ÛĬ ɭˊʻÊ d
Ɇ ǶɽʻÊ ÛƜ ȥǇȚ êǡ  Óȗ ˆȐĽ ɋȵ ƶˆʽÓÊ ȴǭ
ơŇ ȑȝʻe SÍ˂ɌÓ



Ćʽ ɊƱȱ ȻȬș ȥȑĬȈ ˆȐÊ Ț

ɦĜ ǶɽȖ Ǝh¨SÊ ƝĬȊȖ ɷˍǅʒÓÊ ȴǭơ ŽĻƲǭe
ȥȑÊ r ɢȺǼ \Ó ˖Sș ȦǨȚ ˖SS ĿĢÊ ÛƜȚ¨ ˖S
ș ȚȲ ȦǨøȖ ʢÛĬ ș řř ʧɑȱȜ ˖ʷȖ ǔÓp ˂ơ Ƕ
ɽì ƶ ǩÊ dɦĜ ȆĿ ƚȕ ȆĿ ǜǭ ÄǮ ȣ_¨ ȆĿĽ ʧɑɐ
Ê řř ȃưøș lˀǭ ș˂ơ ŦĿ ƥŘì ƶ ȣɊ ǕÊ dȚÓ
“ȆĿ ƚș T ƸUøȕ ȝȼș ɢȺ”

ďÊ

ƚȖ ˈʽ ŽĻƲȱ ɞ

ƗÊ ȚĬƆʞ ȶÚ˖ëÓ ƕŇ ǒÏď ȆĿS ƶˆʽ ȥȑĬȈ ˆȐ
12) EC 5/26
13) DI 137-142/230~236
14) EC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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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 Óǅ v_S êǡ ȆĿ ƩiȖ ˏƩʻe ëÓÊ ȴǭ ș˂ơ Ȇ
Ŀ ƚȕ “ȥǭ șʽ ȥ ɢȺ1@/B7=< 23 A=7 >/@ A=7”
ëÓ

ș vȶȚ



  P6 S <Pz ,s
ŽĻƲș ɨʼȕ ɊƱș ɨʼȚp ɊƱȕ r ǅUȚɊŇ Ț \ȕ
µšå Úǰʽ ŽĻƲȱ ɌĿÊ ǮȲʽ ŤȗȖ «Ó Ț Áţǭơ
Ê  Ƀǭơå ɊƱș Sȫ Ƅȱ ȶș Ɇ ǅUȚ ÕŸǭ ʮɮɊÊ
dȚ ǒÏď ȝȶ U éǔ ɊƱʽÓÊ ƗǈȚ ɹƇ˦ ˂Řêp ȣɊ
ǕÓÊ ȴǭ Ⱦśʻpȥ ʽÓ őȰ ǅUș ˠľȖ ƥŘʻÊ ŽĻƲ
ș Ûʳȱ Ⱦȫȕ Óȗv \Ó
이 점을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내게는 다음의 사실들이 더 그럴
듯해 보인다. 미래가 현재의 옆에 주어지는 대신에 현재를 잇따르
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미래가 현재 순간에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주의 지속은 거기서 자리잡을 수 있
는 창조의 범위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17)

15) EC 7/29
16) 이상에서 논의된 존재, 지속, 창조의 동일성은 《 창조적 진화 》에서는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의식적 존재에 있어
서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이며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한히 창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EC 7/30).
17) EC 339/498,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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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살아 있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지속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들여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탐색(recherche) 없는
공들임(élaboration), 모색(tâtonnement) 없는 탐색(recherche)이
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한다. 시간이란 바로 이 주저함 자체
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18)
Ȑș |ȳøǭơ ŽĻƲȕ ɊƱș ƗǈȖ ɢȺ ˒ȕ űŘș ȦǨ
v ǰxǅʑŖ ɊƱv ǅUș ȻȬ ȚȑĽ ɢȺĽ Ȑʽ ȾȰʿȚďp
Ų˦p ȣÓ Ɇ lȶêɊ Ǖȕ ɤĬ «ǒ ȣÊ ŦĕĽ lȶɐ Ȑ˂
ơ då ƝĬȈ šǣSĽ ɢȺʻp űŘ˂¯ Ȑ˂ơÊ Śƞv Ⱦ
Ȱʿș ǅUȚ ȃɬëÓÊ dȚÓ ƗʛĽ ȚǼ \Ț ƄÓŗ ǜ ȫș
ƥŘǭơɦĜ ɢȺÊ ɊƱȔĬƆʞ åɷêÊ ʽ ƱƩȜ éǅǭ ɊƱș
ȻȬ_ ȥɭȚå ʻÓ
ȚÊ ŽĻƲȚ ȼȼ ôÊ Ƕǅǭ ÿĻŗ Ƕƹȱ ɢȦ vȶǭ ƌ
ȑì ƶ ȣÓ ˖SS ɳȼȱȔĬ Ģ± Ȧʵȕ dȖ ǽƩʻ Ȳ
ɊÊ ȥǇŅȰå Ȳǰ ǖ ƶ ǩȔŖ ǽƩŤǭ å×ʻ Ȑ˂ơÊ ɢȺ
˂¯Ê vȶȚ ʺȃʻÓ ƯțǀʸǡS ș ŐńƱǭ Śö ƪƆƗˁv
ʿ ˄ńș ¯ȅ ȲɭĽ ǖp ȣÓŗ Ê  ƸU ˄ńȖ ɢȺ
ʽ dv ŅɞSɊȝ dȚÓ  Ě¨ Ƕƹȱ ɢȦș Ƕǭơ Ȩ ôĚ
¨ûȚ ǽƩŤȕ lʍ őȰ Ⱦǡȸ ȣɊ ǕȔŖ Țdȕ ǣȷ¨ ȝĤș
Śƞv ŊƥȠș ǅUȖ éůʻpơǞ ôĚ¨e ëÓ Ɇ “űŘș ǅU
ȕ Ǯơ űŘ ȥɭǼ ʻ¨Ľ ȚĵÓ”

 ğɊ

ǕÓŗ Ɇ ȾȰʿȖ

18) PM 101
19) 이 연장선상에서 베르그손은 ‘가능적인 것 (le possible)’의 관념에 대해
비판한다 .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이 먼저 가능태로서
선재했다고 생각하지만 , ‘가능적인 것 ’은 ‘실재적인 것(le réel)’과 동시에
혹은 이후에나 그것의 상을 과거로 투사함으로써 올 수 있다. 또한 ‘실재
적인 것’ 을 과거로 소급하는 정신의 회고적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
문에 가능적인 것에는 실재적인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있다 . 미래
는 결코 선재하는 가능적인 것의 투사로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서 열려 있다.(PM 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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ʣ˂ ƝĬȈ dȚ űƠʻÊ dȚ ǒÏďŗ ŽĻƲȕ ǅUȚ ˍȬș
ǵǭơ ÕŸǭ ʮɮɊɊ ǕȖ ȚȑS ǩÓp ŉʽÓ “ǅUȕ űŘȚ_
¨ ǒÏŗ dȕ Ȳˌ ǒšdå ǒÏÓ”



Ě¨ ɊƱǭ Ûʽ ŽĻƲș ȚǼ \ȕ ƥŘȕ ÓưU ƌȑȱȔ
ĬŇ ơƹêǡ ȣǡơ  ȥƪʽ ¯ņȖ ǖ Ȑ˂ơÊ ŽĻƲ ˏȚ
Ɯʼ Ȳůǭ Ûʽ cʢǼ Ȭ˂Ƣș vȶȚ ʺȃʾ dȚÓ ȶ˗ʻe ǡ
ă vȶȖ ʣ˂ ɢȺǼ űŘș ȦǨȕ ƶˆêÊS ǡąe ɢȺș Ȧ
ǨȚ ȻȬĮȱ ɜȍȔĬ ˗ȫêǡơ ȻȬș ɊƱȖ Ɋʝ˂ȾÊ _Ĭ
ȷǅì ƶ ȣÊS Óļ ɴSȱ Ťȗø Ćʽ ȚǡɌÓ ɢȺÊ ǡąe
ȝ˛ƩȔĬ ŐŤɊ Ǖp

ȠǩȚ Ŀp £ǩȚ oƱì ƶ ȣÊS

ŅɊņȔĬ ȆĿǭe µšå Úǰʻe lȶĮȱȜ dȔĬ ôĚ¨Ê Ť
ɍǭ ȣǡơå ɢȺ Ɇ ƝĬȊș ɷˍȖ Ⱦȫʾ ƶ ȣÊS ȚĚʽ Ť
ȗøȚ Ț Áţ Ɔș vȷĽ ȚĵÓ Ɔș ȫǭơ ȆĿÊ ɊƱș
ȲɭĽ ȚĳÊ ȩȬƩv ˍˆƩȚďÊ î ɜȍȖ |Ƈʻp  TTș
ʧƩȖ ƙʬƂpȥ ʽÓ ȫș ÁșĽ ŬʚȔĬ ȫǭơÊ ȩȬƩv
ˍˆƩ ˒ȕ ȶǇv Ťɍș {ɜĬơ ɊƱȖ ƥŘʽÓ ȩȬƩȚ ɊÏ
Ê ƠƩș ǯęȚ ˍˆƩȖ űƠǅʒÓŗ Țğe űƠë ˍˆƩȕ Ó
ǅ ȩȬƩǭ ˀĹʿȔĬǋ ȩȬƩȖ ſ˖ǅʒÓ Ț

ȠǩÊ {ɜǼ

Ƹ˘ș ȈéȚ ɊƱș ˏǆȔĬơș ȶǇș ƶɋȱ ȈéȖ ȚĳÊ d
ȚÓ ȫǭơÊ ˍˆƩș ɾȐǭơș ƠƩȚ éȝʽ dș ůƃȚ ǒÐ
ƝĬȊș ƠƩ Ɇ ɢȺȠȖ ȾȫʽÓ ȆĿÊ éȝʽ dș ůƃȔĬ
ƂȚÊ Ťɍǭeå ɊƱȖ űkʻÊ ŽĻƲș ÁɉȖ ƙʬƂp Țǭ
ÿď ɳȼȱȔĬ ɊƱȕ r ɢȺďÊ ŽĻƲș ʟȷĽ ǽƩǅʓ d
ȚÓ
Óȗș Ťȗȕ ɊƱv xĤë ŽĻƲș ɌƹøĬƆʞ űkêÊ Ś
ƸȖ Ɋȱ˂¯Ê dȔĬƆʞ ɷűʽÓ ŽĻƲȕ ų ȷǅêǫÞ ˖
20) EC 339-340/498~500
21) EC 3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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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ș ɢȦvÊ ×Ŀ ʫɇ ŋɴÊ “lvS ȚŦ Ⱦǡȸ ȣp ȚŦɊ
S ȚŦ ɢȺêǡ ȣȔŖ dȖ Ǥ Ȑ˂ơÊ Ȭ|Ʃv ȬŵǱȚď
Ê ȦǨȔĬ ɹƇʻ āţ” ǭ ȚĮȱȔĬÊ ǡă ǅUå bĿɊ Ǖ
på SÍʻÓp ŉʽÓ Țǭ ÿĻŗ ƝĬȊș ɷˍȚ ǩȚÊ Ɇ ɢ
ȺʻÊ ȶǇȱ ȦǨ ǩȚÊ ɊƱʻɊ ǕÊÓ Ě¨ Óȗv \ȕ Ɯů
êÊ Ɍƹ Ćʽ ŽĻƲǭeơ űkëÓ ǶĽ øǡ ŽĻƲȚ |Ƈ
ʻÊ Ǣș î ˏʛ Ƀ Ťɍș ůƃ Ȉéǭ ˂ÚʻÊ ǃxǢǭ Û
˂ơ ŽĻƲȕ “ǘë ʼvș Ǣȕ ƌĭ ¯S Ț ʼvĽ ¯ȱȔ
Ĭ ůƃʻÊ ã Ɋ¨Ɋ ǕȖ āȺɜ ǡă ȶ˂Ɍ ǅUȖ ȃ|”

ʽÓ

p ȚǞʻÊ dȚÓ ğÓŗ _ʂe ȶǇv ŤɍȚďp ƈĿÊ î
ˁǭ Û˂ơ ɊƱș Ɨǈȕ āĬÊ Ȳȥș ȈéȔĬ āĬÊ ˞ȥș
ȈéȔĬ ˘ȍêp ȣÊ dɦĜ ƂȜÓ Ț ơĬ ŚƸêÊ ɌƹøȖ Ǡ
Ń SÍʽ dȔĬ Ňø Ȑ˂ơ ŽĻƲ ɊƱ ȚĮǭ Ûʽ ƂɹȱȜ
ƥŘȖ ȷǅʻÊ dȚ Áţ Ɔǭơ ƶˆì dȚÓ ȃʈÛ ɊƱǭÊ
ŽĻƲȚ ZȺ˅Þ ȶǇș ƶɋȱ ȈéƕŇ ǒÏď Ťɍș ƶʯȱ
Ȉé Ćʽ ʺȃʻÓ
Ɔ ȫȕ ȚɦĜ Ťɍș ƶʯȱ ȈéȚ ɊƱș ɍĲĽ Țĳp ȣ
ȗȖ ȾȫʻÊ dȔĬ ǅȦì dȚÓ Țǡơ ȶǇȱ ȻȬȥå Ťɍș
ˍˆƩȖ ȥǇș ůəȔĬ [ǭ ŤɍȚ  ɊƱș ɍĲĽ ȚĳÊ d
ǭÊ ſʿȚ ǩÓÊ ȴȖ ȷǅʽÓ ȆĿÊ ȶǇȱ ȻȬȥǼ Ťɍoș
ȵɱȚ

ǡɊÊ ǭơș ǅUƩǭ Ûʽ ŽĻƲș ƇƢ Ćʽ ƙʬ

ƅ dȚÓ Ťɍș ȈéȚ ƆȬʽ  ˍƜǭơ ǅUȚ ÕŸǭ ʮɮɍ
ƶ ȣÓÊ ŽĻƲș Ɍƹȕ Ťɍș Ȧȅǭ ưȃêÊ pȑʽ ǅUƩ
Ț ȣÓÊ ȆĿș Ⱦȫǭ Ƀȃʽ _S ëÓ ȫǭơÊ ǃxǢș
ȦȖ ʣ˂ Ťɍș Ȉé ɭoĽ ƥŘʽÓ eÓS Ťɍș ȈéȔĬơ
űkʻÊ ǃxǢș ʺǰȱȚp oȱȜ Ȉé ųǆȕ ȆĿș ǅU
22) EC 339/499
23) MM 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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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¾ȔĬ ȚǡɊÊ dȚå ʻÓ ȆĿÊ ȆĿș ɊƱv éǅUȱȜ
ȥǰȱ ÛƜø ÛʳȱȔĬ Ɋ|ș ȾȱȜ ȥȲ Ū uȲ ȈéȖ ʣ
˂ Ŀp ȍȥǅș ɀȚ êÊ ƪƿ ȍȥș ʀȱȜ ɌéȖ ʣ˂
ǅUȖ ɽȶʻ āţȚÓ ȚǼ éǅǭ ȆĿÊ ǅUș ɽȶ ƈSÍƩ
ǭ Ûʽ ŽĻƲș Ⱦȫș ȶ˗ʽ șŦǭ Û˂ơå Áșʻe ì dȚ
Ó ŅɊņȔĬ ȆĿÊ ǃxǢȱ ŚäȖ ÿĻÊ Ťɍș Ȉé ųǆ
Ț Ŀp Țǭ ș_ʻǮ ˏƩë ȜUȱ ǅUx¾Ț vǰ ȑȝʻp ȳ
ÛȱȜ ŤɍxȚp ǅUȜɊǭ Ûʽ șţȖ ȷʾ dȚÓ
ȚɦĜ ɊƱș ˏǆv ɍĲǭ Ûʽ ÁșĽ ʣ˂ ɊƱș ƗǈȖ ɹ
Ƈ˦ ˂Řʽ ˞ǭǞ Ț ɊƱǭơ ƙǒSÊ ˒ȕ Ț ɊƱȖ ɭˊʻÊ
ȻȬøǭ Û˂ Áʾ ƶ ȣe ì dȚÓ ÿďơ ŅɊņȔĬ ȆĿS Ó
Ķ dȕ ɊƱș ɭˊ ţȷȚŖ  vȶǭơ ƜȚʽ ɊƱș ĿùøȖ
űkʽÓ ŽĻƲǭe ȑȝʽ ǅUȕ ǩȔŖ T Óļ ǅUŇȚ ȣ
Ó ȚĽ ǡąe ƥŘʾ ƶ ȣȖ Ɔș ȫȕ ȆĿ ƪoǭơ śi
êÊ ƠŘș ʧƶʽ Ǡʛǭ Ûʽ Ⱥ`Ȗ ɊȱʻÊ dȔĬƆʞ ǅȦë
Ó ŤɍȚ ʺǰƩȔĬ ~ǡɎǭ ÿď åɦǭơ ȥǇș ɢȺȱ ƠƩș
ȈéȖ ƶˆʻÞ ƠŘȕ Óļ ųǆȔĬ ȥǇș ȈéȖ ɊƱʻpȥ ˅
Ó Ɇ ƠŘȕ Ťɍș }ưȱȜ ƆƇȖ ȑ˖ʻǮ ƠŘɭĽ űŘʻÊ
ã ŝîʻe êǫȔŖ ȚdȚ ȆĿS śiʻp ȣÊ ƠŘ Ɍ˖ș ȍ
Țȥ śʳÓ ȫǭơÊ ƠŘș ǟéȚ |ɭȱȔĬ ǡă vȶȖ ʣ˂
ȥǇș śʳĽ ǈˍǅʋ ǿÊɊĽ MɢȺȱ Ɍ˖Nǭơș ŽĻƲș
ÁșĽ ɴȱʻŖ ƙʺ dȚÓ  vȶǭơ ƠŘo Ȳɭǭơ ȜUȚ
Ŀp  Ƀǭơå ȜUș ȥȑĬȈ ˆéøv ȚĽ ȾȬʻÊ șǆș
ɊȐĽ ÓĵÓ ȚƜș ÁșĽ ŬʚȔĬ ȫȕ ɊƱș ơĬ Óļ ɭˊ
ǭ Û˂ Áʻe ì dȚÓ ȆĿÊ šŤɍƆʞ ȜUǭ ȚĻɊ Ț
ɦĜ uUȱȔĬ ƇŘʻe |Ƈë ȻȬø UǭÊ ȥȑǼ ɢȺș ȶå
ɜȚS ƩŃʻŖ Ț ȻȬȥøȚ ȥǇș ȶǇȱ ǯęǭ ƌīʻǮ ơĬ

- 11 -

Óļ ǅUȖ ɭˊʿȖ Ⱦȫʾ dȚÓ ȚdȚ ơĬ Óļ ɊƱș ĿùȖ
ƥŘ˂ȾŖ  ɊƱȖ ȥǇǭe ǖŋȕ ȫș ȶåĬơ ȘɵʻǮ ɭˊ
ʻp ȣȗȖ Ⱦȫʾ dȚ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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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d*z £e fz b

 uC

  `z E v _1 ¢_
 `z o _
ȁ ǅUȕ ɧɧ˦ ʮɮɊÊS ȁ ǅUȕ ɊƱʻÊS ȁ Śö d
ȕ ÕŸǭ ȾǡɊɊ Ǖp ǣȷ¨ ʧȶʽ ǅUȖ øȚÊS ȆĿǭe
țƷʽ ȝɋƤȱȜ ǅUș x¾Ȗ Ƥɻ˂Ƃȥŗ dȕ ŦĕS ƌlȶ
ȱȚp Ƕɽ ƈSÍʽ ɤĬ «ǒ ȣǡơ ɊƱș ÕȐS êÊ ‘Ȳɭ’ ǡ
þSǭơ oƱ˂ơ ƝĬȊȚ üȫʻ āţȚÓ ‘ȲɭB=CB’ ]¾ȕ
MɢȺȱ Ɍ˖Nǭơ vʼȚ ʘ|ʻÊ ‘pŃë ɭoAGAB;3 7A=:’Ǽ
ÛƌêÊ dȔĬ üȫʽÓ pŃë ɭoS ǈȬĬƆʞ îôĚɌ ɽŗø
Ȗ ȳÕ˂° ƈǰƱȱȚp ƆéȱȜ ȃưøĬ ȚĳǡɌ ɏˀȚďŗ
ȲɭÊ ȳÕ ȚȲș ǰƱȱ ǈȬ  ȥɭÓ Ŀp ŽĻƲǭ ÿĻŗ
Ȳȥǭơ ǅUȚ ǒšě ǯʾȖ ʻɊ Ǖp ÿďơ ȚĮƜȔĬÊ šʽ
ʽ ƱåĬ ʮɮɍ ƶ ȣÊ ůŗ ˞ȥǭơ ǅUȕ ɢȺȱ ƠƩǭ ȣǡ
ǡă ˝ģȖ ɊÏp ȣ_¨ ɢȺș ȦǨ  ȥɭȚǭ ƪo Ʊǭ o
Ʊ˂ơ ƝĬȊȚ ɷˍʻÊ ʽ ȲɭÊ ɊƱʽÓ



“ÿďơ ȆȾș Ɋ

24) “고립된 계들에 대한 우리의 추론이 그 계들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부채 모양으로 한꺼번에 펼쳐질 수 있으리라는 암시를 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 (… ) [고립된 체계의 요소들인] 한 컵의 물, 설탕, 그리고 설
탕이 물에 녹는 과정은 아마도 추상일 것이고, 내 감관과 지성에 의해 이
것들이 절단된 전체는 아마도 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EC
9-10/33~34, 원문 강조) 들뢰즈는 이를 ‘집합(ensemble)’과 ‘전체’의 구
분으로 이어받는다 . “전체 , ‘전체들 ’을 집합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집
합들은 닫혀 있고 , 닫혀 있는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닫혀 있다 . 집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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Ʊȕ _ơ ȥĿȪȖ ƶ ȣÊ ɢȺș źȐǼ ʻ¨Ľ ȚĳǡǞ ʽ
Ó”



Ț Áţș Ɔș ȱ śʳÊ ŬĬ ȲɭS ɢȺȱ ƠƩȔĬơ Ɋ
ƱʽÓÊ ŽĻƲș ȾȫȖ ŽĻƲ ˏȚƜʼș ȲůȱȜ ɭoǭ Û
ʽ ȆĿș æ˂Ľ ʣ˂ơ ƥŘʻÊ dȚÓ ơĮǭơ Ų˧ Ŭ ȣûȚ
ǅUȚ r ɢȺďÊ ŽĻƲș ȾȫǭÊ ɹƇʽ ƥŘȚ òÿĻɊ Ǖ
ȖƕÜĚ dȕ ɴSȱȜ ŤȗøȖ ƈĚȝȔʑ āţȚÓ ɢȺ ˒ȕ
űŘȔĬ Ȝ˂ ɊƱʽÓŗ  vȶȚ œɴɊ Ǖp oƱêÊ ȚȑÊ š
ǪȜS ɢȺș ȦǨȕ ǡąe ȻȬĮȱ ɜȍǭơ Ⱦȫì ƶ ȣÊS
éȝʽ dș ůƃȔĬ ƂȚÊ Ťɍǭe ȣǡơ ɊƱȕ ǡąe ƥŘê
p ȣÊS ȚƜș ŤȗøȚ  ȝƆĽ ȚĵÓ ɊƱș Ɨǈǭ Ûʽ Ƅ
iȱȜ ÁșĬ ¸ǡSǭ ǜơ Ț ȫǭơÊ ɊƱș ÕȐS êÊ Ȳɭ
Ľ î ɾȐĬ ¨Æǡơ ƙʬƂpȥ ʽÓ őȰ ȳǭơÊ Ȳɭș ǰƱ
ƩȚ ǅUȱ ȼˀȔĬƆʞ |ƩíȖ Ŀp  vȶǭơ ǅUȱ ȼˀ
ș ǡă ˝vĬơ ȩȬƩș ɜȍȚ ɷˍʿȖ ƙʬƅ dȚÓ ȩȬƩv
ǰÛĽ ȟɊ ǕȔŗơå ƜȚʽ ÁĿĽ ɊÏÊ ˍˆƩș ɜȍȕ ȳǭ
ơ ÓĳǡɌÓ ȫș ÁșĽ ʢÛĬ ȫǭơÊ ˍˆƩv ȩȬƩȚ ŏ
Ê xoǭ Û˂ ÁșʻŖ Ț ðș

ȠǩÊ {ɜĬơ ȩȬƩv ˍˆƩ

ƗȚș ȶǇ ˒ȕ șǆș ȀƃȈéȔĬ ɊƱȖ ȶʻpȥ ʽÓ



Ņ

ɊņȔĬ ȫǭơÊ ƝĬȊș ɷˍ Ɇ ɢȺȱ ƠƩv ɊƱș ƈSƇȱ

언제나 부분들로 이루어진 집합들이다 . 그러나 전체는 닫혀 있지 않고 ,
그것은 열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를 제외하고는 부
분들을 갖지 않는다 . ( … ) 그러나 정확히 집합들은 공간 속에 있으며 , 전
체 , 전체들은 지속 속에 있고 , 지속이 변화하기를 그치지 않는 한에서의
지속 자체이다.”(Gilles Deleuze, Cinéma 1 , Paris: Minut, 1983, p.
21.( 질 들뢰즈 지음, 『시네마 1』 , 유진상 옮김, 시각과언어, 2002, 25~26
쪽.)
25) EC 339/498
26) 이 논문에서 정신과 의식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
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의식을 의미한다.”(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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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ǭ Û˂ ȥƪʻe ƙʸŗơ Sȫ ůƃȱȜ ȈéȖ ƶˆʻÊ d \
Ț ƂȚÊ Ťɍǭơ ǯǅ ɢȺǼ ǭ ÿļ ɊƱș ŜȚ űkíȖ Ⱦ
ȫʾ dȚÓ
ơĮǭơ ƙʬƄ ŬǼ \Ț ŽĻƲǭe ȻȬʻÊ Śö dȕ ɊƱ
ʻÊ dȚŖ dȕ v_Ľ ˍȬĬ ǰȫǅʑÊ ǢȚÓ Mșǆǭ ɋ
ȵ ȾǡɌ døǭ xʽ ǅĮNǭơ üȫʻÊ ‘ɍȱ ÓǠƩ;C:B7>:717B
?C/:7B/B7D3’ȕ Ț Ǣ ˒ȕ ǅUȱ ȼˀǭ ș˂ ɷˍʻÊ ǡă pȑ
ʽ ſ˖ǭ Û˂ ȚǞʽÓ ȰȦș ȷśǭơƆʞ Ȩ ôĚ¨ûȚ ʘ|
ș ȾȷS êÊ dȕ ȜU șǆȚÓ őȰ “ˍȬ ƜʛǼ ȚȲ Ɯʛ Ɨ
Țș |ƀʻÊ dȖ ƛV ā”

 ȆĿ

șǆȕ ǈȬȱ ɊƱș ˠľǭ Ȑ

ɿʻe ëÓ ȆĿS ʳɾȱ ȥǒǭơ ƙǒS uUȱ |ƀș xȴǭơ
ƅ ā ȆĿ șǆș ȃưø ˒ȕ ƜʛøȚ ʪŘʻp pŃë ɤĬ üȫ
ʻÊ dɦĜ ƂȚɊŇ ǈȬȱ ɊƱǭơ ȃưøș ȻȬ ųǆȕ ȚǼ Ó
ĻÓ ȃưøȖ Țǡ¨SÊ ǅUȱ ȼˀǭ ș˂ơ ȃưøȕ ơĬ ƇU
êɊ Ǖp ȑȱ ˏʛĬ Ɯˑ ʃʥ˂ ȣÓ Ņɿ ȼưĿS øĢǹ ā
dȖ ƬʻĽ ƛSÊ ȆĿ șǆȚ ɊTʻe êÊ dȚ ȼưĿș ]
ƶS ǒÏď døș Ɯˑ ʃʥS ǰƱȱȔĬ Ňøǡ¯Ê ǡă pȑ
ʽ ɍȱ ſ˖Ȝ dɦĜ ŉȚÓ Țā ƝĬȚ ɷˍʽ ȃưøȕ Ȳɭǭ
ɍȱ ſ˖Ľ SʻÊ ųǆȔĬ Ț ÓǠƩǭ ˀĹʻe ì dȚÓ ÿďơ
ǈȬȱ ɊƱȖ ƙǒSp ȣÊ ȆĿ șǆȕ ǅUș ˠľ Ʊǭơ “éȝ
ʻŗơå Ćʽ éǅǭ ſ˖ʻÊ ȻȬȥ”

S

ëÓ dȕ ōƸU Ȣ

ÿĻÊ ƜʛøȚ éȝʽ ǅUȱ ȼˀǭ ȼƱêǡ ȣÓÊ ȴǭơ éȝ
ʻɊŇ Ć Ü˂ɊÊ ȃưøȚ  ǅUȱ ȼˀș ǡă ˝vĬơ ɍȱ
ſ˖Ľ

ȠǩȚ ƘɷʽÓÊ ȴǭơ ſʽÓ



27) DI 75/130
28) DI 75/131
29) 이러한 시간적 종합과 그 효과는 《지속과 동시성 》 에서 다음과 같이 표
현되기도 한다: “ 우리가 눈 감은 채로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듣는 어
떠한 멜로디는 우리 내적 삶의 흐름 자체인 이러한 시간과 일치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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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ɦĜ ɍȱ ÓǠƩȚđ ǅUȱȚpå ȶǇȱȜ ǡă ȼˀǭ ș˂
|ƩêÊ d ˒ȕ ȼˀ  ȥɭďp ȚǞʾ ƶ ȣÓ ÿďơ ɍȱ Ó
ǠƩȕ ÕɊ ȶǇȱ ȻȬȥǭeŇ űkêÊ dȚ ǒÏÓ ƂľǀS Ɋ
ƱȖ ȶșʻÊ dɦĜ “Ȣÿľ ǰƱ ǡă ȲɭB=CB ș |ƩȚ ȣȖ
ā ɊƱȚ ȣÓ”  Ťɍș ȈéǭơɦĜ ǒšĿ _ș éɍȱȜ Ɍé
øș Ȣÿľǭ Ɋ¨Ɋ ǕÊÓp ˂å  ƸUø ƗȚș ȢÿľȚ űk
êÊ ʽ ŽĻƲȕ Ǯǭơå ɍȱ ÓǠƩȖ Ⱦȫʾ ƶ ȣÓp ŉʽ
Ó

 Ȉéș

ȈéƩ;=07:7Bȕ ȚǼ ÓĻɊ ǕÓ ȈéƩȖ ƗĒøȕ

매우 가깝다 . 그러나 그것[멜로디]은 여전히 너무 많은 질들과 너무 많은
결정(déterminatio n)을 갖고 있어서 , 근본적 시간성을 찾기 위해서는 먼
저 음들 사이의 차이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음 그 자체의 두드러진 특성들
을 폐기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그것의 뒤따르는 것 속의 앞선 것의 연
속성과 끊임없는 변천 , 가분성 없는 다양성 , 그리고 분리 없는 잇따름 만
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 이러한 것이 그것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시간의
관념도 갖지 못할 , 직접적으로 지각된 지속이다 .”(DS 41-42, 인용자 강
조)
30) Frédéric Worms, Le vocabulaire de Bergso n, Paris: Ellipses,
2013, p. 32.
31) 물질의 지속과 관련하여 베르그손은 외부사물의 지속 문제에 대한 최종
적 판결을 유예했던 《 시론 》 에서의 논의와 달리 《물질과 기억 》 4장에서
물질에게 있어서도 최소한의 지속을 주장한다 . 즉 베르그손은 여기서 물
질이 “그 자신들은 지속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이 우리에 대해 작용하는
한에서 우리 지속에서 나타나고 이처럼 우리 의식적 삶의 흐름을 따라 박
자 맞추어지거나(scander) 늘어서면서 (jalonner)”(DS 43) 지속하게 될 가
능성을 기각하는 것이다 . 물질은 순수 순간성에 해당하는 ‘ 순수 지각 ’과
일치할 수는 있으나 순수 지각 그 자체는 아니다 . 다음은 《 물질과 기억》
4 장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문단에서, 《 물질과 기억 》 1장에서 정신에
현시된 지각으로부터 모든 기억을 제거한 순간적인 지각으로서 가정했던
순수 지각과 물질이 같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제시하는 결론이다 .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 정신의 가장 낮은 단계 – 기억 없는 정신 – 일지
도 모르는 순수 지각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물질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 더 멀리 나가보자 . 기억은 , 물질이 전혀 예감할 수 없을 ,
그리고 물질이 미리 자신의 방식으로 모방하지 못할, 어떤 기능처럼 개입
하는 것은 아니다 . 만일 물질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 그것은 물질
이 과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며, [ 또한] 필연성에 종속되어 각각이
선행하는 것과 등가적이고 , 그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일련의 순간들
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물질의 과거는 진실로 그것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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ȈéɭS Ɋ¨U ȱȖ Ƹƶ uU Ȑǭ Ǻh Äǒ dș ȐɿĽ Ü
ʿȔĬǋ ǤȖ ƶ ȣÓp ƠTʻɊŇ ƆéȱȜ uU Ȑ Ȑɿøș ˀo
ĬƆʞ Ȉéș ǰƱƩȖ åɷʾ ƶÊ ǩÓ _ǭÊ

ȠǩÊ ǅUȱ

ȼˀȚ Ǣș ȵˀȚ ůôǅ ʺȃʻÓ ğ āţǭ ɋƤ ȐĽ Ț
éʻÊ ɍȴ ǭ Û˂ ŽĻƲȕ “ ȴȚ ȥǇǭ Ûʽ șǆȖ SɊ
p ȣÓŗ  ȴȕ ȊɋȚp ȣȔťĬ ǀǀĬS ſʻÊ dȖ É¦ d
ȚÓ”

ďp

ŉʽÓ Ňǟ ƜƜ˂ƅ ƶ ȣÓŗ Ȉéɭș șǆȚ É¦

ɍȱ ſ˖Ê ȚĚʽ dȚÓ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사물(chose)이 아니라 과정
(progrès)이다 .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이행인 한에서 운동은 정
신적 종합이며 심적이고 따라서 비연장적인 과정이다. 공간 속에는
공간의 부분들밖에 없으며, 공간의 어느 점에서 운동체를 생각하
든, 위치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 따라서 여기에는 말하자면
질적인 종합, 즉 잇따른 감각들 서로 간의 점진적 조직화, 즉 한
소절의 선율의 통일성과 유사한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운동만을 생각할 때, 즉 운동으로부터
이를테면 운동성을 추출할 때 우리가 운동에 대해 가지는 관념이
속에 주어진다 . (… ) 따라서 이 책에서 이미 여러 번 사용했던 은유를 다
시 사용하면 , 유사한 이유들로 인해 과거는 물질에 의해 작동되고(joué)
정신에 의해 표상됨에(imaginé) 틀림없다 .”(MM 250-251/370~371, 원문
강조 ) 위의 구절은 기억의 몫을 제거하여 물질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얻은
순수 지각이 물질과 순간적으로 통일될 수는 있으나 , 따라서 물질의 ‘일
부’ 가 될 수는 있으나, 물질 그 자체는 아님을 보여준다 . 이 접촉점 너머
로 물질의 운동에 대한 고찰을 심화시켜보았을 때 , 물질의 운동 또한 기
억을 요청하며 , 과거를 현재로 연장시키는 지속의 운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 이때 물질이 과거를 반복하고 작동시키는 방식으
로 연장한다면, 정신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와 같이 과거를 기억
(souvenir)의 형태로 보존하고 이를 표상시키는 방식으로 현행화시킨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 따라서 물질의 운동에 있어서도 순수 지각은 어떤
극한적 지점으로서 가설적으로만 존재하며 , 이 극한적 지점들을 연결하는
기억의 역할을 주장해야 한다.
32) DI 76-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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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ȜUș șǆȱ ɊƱǭ ȣǡơ ɍȱ ÓǠƩȖ |ƩʻÊ ȝɜȱȜ ɍ
ĲÊ šǪƂÓå ȆĿș ɊƱv Ľ \Ț ʻÊ v_ǭ Ûʽ Śö 
ǢȚÓ MŤɍv ǢNǭơ Ț Ǣȕ ˍˆ˖ë ˏʛȜ ȚŦɊǢ
Ț¨ ǃxǢvÊ ×Ŀ v_ ÛĬ ƂȻêǡ ȣÊ ȩȬȱȜ ‘Ƹƶ
Ǣ’ȔĬơ üȫʽÓ  ȆĿÊ ǜơ ɊƱȚ ǅUȖ ÿď ȚǡɊÊ ǰ
Ʊȱ ǢȠȖ ƂǚÓ ğ āţǭ ŽĻƲȕ ȆĿS ʛǡ© ƸU
Ɔʞ ˒ȕ  ȚȲƆʞ Ɋǭ ȚĻɊș ɊƱǭ ǡĂʽ Õȳå ƥ
ȶʾ ƶ ǩÓp ȚǞʽÓ “ÚǇøȕ ÚǇøȚ Ƹƶ ɊƱ Ʊǭ Ǻh
Äe ì ŕĬý ˒ȕ ŕĬýș ƆƇȖ ƇʾêɊ ǕǚȔŖ Ƈʾ ƈSÍ
ʽ dȔĬ űkʻe ì dȚÓ ěã ȆĿ șǆȱ ƚș ɦȗƆʞ Ņ
Ɋņ ƸUɊ pɠë ȆĿ ¯ȱ ɊƱȕ ȚĚʽ ŕĬýǼ \ȕ šǣS
ȚÓ”

 Ňǟ

ȆĿS ÕȳȖ ƥȶʽÓŗ dȕ ÕɊ ȆĿ ǈɧȱ x

ǉȚ ğe ʻĽ ȍʻ āţȚÓ ȆĿS uU Ʊǭ Ɓɿêǡ ȣÊ
ÛƜøȚ dȖ ɊTʻɊ ǕȖ āå ȻȬʽÓp ŨÊÓŗ ǅU Ʊș

33) DI 82-83/143~144, 원문 강조
34) “하나의 기억 (souvenir) 을 다시 찾는 것, 우리 역사의 한 기간을 상기하
는 것이 문제일 경우는 어떠한가 ? 우리는 우선 과거 일반 속에 , 그리고
나서 과거의 어떤 지역에 다시 위치하기 위해 현재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고유한(sui generis) 행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 ( …) 즉 그것은 잠재적
상태로부터 현행적 상태로 이행한다.”(MM 148/230~231)
35) DS 47; 혹은 다음을 보라 : “ 그 음들은 계기하지만 , 우리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음들 서로를 서로 속에서 파악하며 그 음들 전체는 생명체, 즉
그 부분들이 비록 구별되지만 그들의 유대의 결과 자체에 의해 상호 침투
하는 생명체와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 따라서 구별
없는 계기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을 또 요소들의 상호 침투, 연대, 내
적인 유기적 결합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 그 요소들 각각은 전체를 나타
내며 , 추상할 수 있는 사유에게가 아니라면 전체로부터 구별되고 고립되
지 않는다 . 어떠한 공간의 관념도 가지지 않을 것이며 , 동일하면서도 또
한 동시에 변화하는 존재자가 스스로의 지속에 대해 가질 표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로 그런 것이다.”(DI 75/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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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ƜøȚďp ˂ơ șǆǭ ˍȻʻɊ ǕȖ ā ƗďɌÓp ŉʾ ȚȑÊ
ǩÓ



eÓS ș Ɯʛǭơ ȆĿS ǽȲ˦ ŊT˅Óp Ũȕ ȑ½

ș ȫŗøȚ ÂďȈ ƪƆƗˁøv ʿ Óǅ ĂǹĢɊÊ ˍƜv ȿȗ
Ȗ śȲǭ ï ƗĒøȚ nˊ˅Óp ɉǣʻÊ Ȳ v_S ƸơÛĬ Ȣÿ
ĻÊ ʩ¿ďŅȱ ǴƜv \ȕ Ɨǈøȕ ȚĽ nˊȱȔĬå óŰʃ˂ɀ
Ó

 ȚɦĜ

Ǣǭ ɃÕȚ ǩȗȖ ȜȶʽÓŗ ɊƱȖ ÿď ȚǡɊÊ

Ǣȕ dȚ ˍˆȱ șǆǭ ôĚ¨Ê dvÊ ƀ]Ĭ ȆĿ ƚș Śö
ƸUȖ ƂȻʻp ȣȖ dȚÓ
ƕŇ ǒÏď ȆĿS v_Ǽ |ƇʻÊ ˍȬ Ćʽ lʍ Ț ɲɭȱ 
ǢȔĬƆʞ éĄǡȸ ȣÊ dȚ ǒÏÓ ŤĮ ŬĬ Óȗ ȳǭơ ƅ d
v \Ț v_Ǽ ˍȬÊ ƄƩƜ Óļ dȚŖ Ț ɜȚÊ “ˆéș Ż
ʀ”

ȚďÊ

ǈɧȱ xǉǭ ș˂ ƩŃʽÓ Ɇ ˍȬS ʧȱȚďŗ

36) 베르그손은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도 쉽게 상정하는 연속적 존속
을 시간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다 . 먼저 베르그손에게 인간의 현행적 의식은 기본적으로 행동과 관계 맺
는 것이고 행동은 매우 당연하게도 미래를 향하는 것이다 . 이때 우리가
현재 지각하지 않는 공간의 부분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것이 미래를 향한 나의 행동과 여전히 직접적인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즉 “물질적 우주에서 아직 지각되지 않은 부분은 약속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으며 ,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 대해 어떤 실재성을 갖는다. (… ) 그리
하여 공간은 이처럼 우리의 근접 미래의 도식을 우리에게 단번에 제공한
다 .”(MM 159-160/246~247) 반대로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
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래이며 , 우리의 사라진 과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재성도 갖지 못한다 . 물론 과거는 미래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부분적으
로 의식화될 수 있기는 하다 . 그렇지만 이때 과거가 재출현하는 양상이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이라면 , 공간적 대상들은 결정된 방식으로 출현하
며 따라서 예견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연속적 존속을 더 그럴듯하게 만든
다.(MM 156-165/242~254)
37) MM 171-172/263~264
38) 베르그손에게 의식은 먼저 과거를 껴안고 미래를 향하는 지속의 운동
그 자체를 가리킨다 . “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을 붙잡는 것 , 아직 있지 않
은 것을 예견하는 것, 이것들이 의식의 첫 번째 기능이다”(ES 5). 그리고
이 의식 혹은 지속 그 자체의 운동에 의거하여 의식의 두 번째 기능, 즉
심리학적 기능이 출현한다 . 즉 “ 다른 말로 해서 심리학적 영역에서 의식
은 실존(existence)과 동의어가 아니라 , 단지 실제적 작용 또는 직접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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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ȕ ȆĿș ǉĿʼȱȜ șǆȚ ˆéʻ Ȑ˂ _ǭ xǉȖ ȉ
Țp ȣ āţȚŖ ˍˆȱ xǉș źȐS ʽȶêǡ ȣÊ dȕ ȆĿS
xǉȖ ȉȝ ƶ ȣÊ źȐS ʽȶêǡ ȣÓÊ ƗǈĬƆʞ Ȝʽ
Ó



Ě¨ Ț ǉĿʼȱ șǆș ɾȐǭ ɷˍʻÊ dȚ lʍ ȻȬʻ

Ê dș ȲƆďp ƠT˂ơÊ ǔ ëÓ xǉș Ǵǯ ŮȔĬ ũĢ¨ Ȧ
ȅʻĽ ʁ d Ćʽ šșǆȱȜ ųǆȔĬ ȻȬʻŖ ơĬ Óļ ųǆ
ȝɊďå ð Ó ȻȬʽÓÊ ȴǭơÊ ÓĻɊ Ǖ āţȚÓ



v_Ǽ ˍȬS ǰƱȱȚďÊ dǭ ÜʻǮ v_S ˍȬǭ Ŧɿp ȣ
Ê ˝ģǭ Û˂ Ɋȱ˂Ǟ ʾ dȚÓ ɊƱș Ȉéǭơ v_Ê ɍȱ Ó
ǠƩȖ |Ʃʽ ɤ ˍȬ Ʊǭ v_ș ŜȖ oƱ˂ơ ũǡ ¹ÊÓ Ûʳ

력과 동의어이다 . (… ) 즉 신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자에게 의식은 특
히 행동을 주재하고 선택을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식은 결단에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것들 위에 그리고 과거 기억들 중에 이 선행자들과
유용하게 조직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자신의 빛을 투영한다. 그 나머
지는 그늘 속에 머문다.”(MM 156-7/243~244).; “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
은 바로 우리 역사의 이 조명된 부분이며 , 그것은 행동의 법칙이라고 하
는 삶의 근본적인 법칙 덕분이다 ”(MM 167/257). 따라서 우리는 의식의
두 층위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하나는 지속적 삶 그 자체로서
의 광의의 의식이며 , 다른 하나는 현행성의 차원에서 선택과 공외연적으
로 출현하는 심리학적 의식이다 . 물론 이 의식의 기능은 과거의 보존과
그것을 끌어안는 미래로의 전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만일 의식이 기억과 예견을 의미한다면 , 그것
은 의식이 선택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ES 11).
39)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는 것이 임의적이지는 않더라도 ,
적어도 삶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에 상대적이
다. ‘현재 ’ 는 정확히 이 노력만큼의 양에 해당하는 공간을 점유한다 .”(PM
169)
40) “현재란 단순히 생성되는 것(ce qui se fait)인데, 당신은 현재를 존재하
는 것(ce qui est)이라고 독단적으로 정의한다 .”(MM 166/256, 원문 강
조 ); “ 그러나 만일 의식이 단지 현재적인 것의 표식 , 즉 현실적으로 체험
된 것 , 다시 말해 결국 작용하는 것의 특징적인 표식에 불과하다면 , 그
때 작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데도 의식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심리
학적 영역에서 의식은 실존 (existence)과 동의어가 아니라 , 단지 실제적
작용 또는 직접적 효력과 동의어이다.”(MM 156-157/243,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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ȱȔĬÊ ˍȬș Ɯ˚Ȗ ȱȳʻe ʪÕʻ Ȑ˂ v_ș ǢøȖ Ț
ŦɊǢș ˏʛĬ ˍȬǭ ư˘˂¯Ê nȆĽ ƠT˂ƅ ƶ ȣÓ Ć
ʽ ¨ș ųǭ Ûʽ Śö ˛ƜøȖ șǆ Ȑǭ ɷˍǅʑɊ ǕÜďå ¨
Ê šșǆȱȔĬ ųș ƗȅŻǭ Ûʽ Śö ƪƆƗˁøȖ ȶ˗ʻe ǖ
p ȣÓ dȕ ¯S Ț ųǭ xʽ ¨ș Śö ǢȖ Uɋʻp ȣ
āţȚŖ dȚ ųȖ ƗȅʻÊ ˍȬș ǃxȱȜ ųǆȖ |Ʃʻ ā
ţȚÓ ȚɦĜ ȆĿS ˍȬ ƶˆʻÊ Śö ˆéøǭÊ v_ș ŜȚ ǀ
Ŗøǡ ȣÓ ğÓŗ ʽ ȜŤș Ʃi ˒ȕ ǃƩȚđ ȑȱ ȲɭĽ
ˏƩʻp ȣÊ v_Ǽ ÓĻɊ ǕȖ dȚÓ “ÿďơ ÚǇȚ ǒšĿ ¿
ģ˂å ÚǇȕ v_Ǽ ˍȬ ƗȚș noƤȖ Ȗ ƶå ǩȖ dȚp
lvȱȔĬ Ǣv șǆ ƗȚș noƤȖ Ȗ ƶå ǩȖ dȚÓ”



v_S ȶ˗˦ ǡă șŦǭơ ˍȬǭ ǴˈȖ ŦɿÊɊǭ Û˂ơÊ Ț
Ɔș ȫǭơ ƜĮì dȚÓ

 `z ¢  v
ɊƱȕ ȚɦĜ ʽ ȲɭĽ Țĳp ȣÊ ǅUȱȜ ǰƱȔĬ |ƩêŖ
ǅUȱ ȢÿľǭÊ ǡĂʽ Õȳå Ȳȷʾ ƶ ǩÓ ǰƱƩȖ Ňøǡ¯
Ê ǅUȱ ȼˀȔĬ Ȝ˂ ȩȬȱȜ ɜȍǭơ ÓǠƩȚ |ƩëÓ ʽʭ
šǣSS ɊƱʽÓÊ Ɨǈȕ  ɊƱș Uiǭ ƜȘʻÊ ƠƩȚ

Ƞ

ǩȚ ɷˍʽÓÊ ȴȖ ¯ʱʻp ȣÓ Ŀp Ț ƠƩȚ ɷˍʻÊ d
ȕ ɊƱș ȩȬƩv ƄƩƜ ɜȚĽ ɊÏŗơå dv ǰÛʻp ȣÊ
Ťɍȱ ɾȐǭơÓ ǶĽ øǡ ȜUȚďÊ șǆȱ ȻȬș ɊƱȚďŗ
ǢȖ ʢÛĬ ˆéȖ ƶˆʻÊ ǇɭS Ťɍȱ ɾȐǭơ ƠƩș ŜȖ
ØÚʾ dȚÓ ȆĿș ˍȬĽ |ƩʻÊ d dȕ Ťɍoǭơ ƠƩê
41) ES 56

- 21 -

p ȣÊ dǭ Óľ ǒÏÓ “dȕ ¨ș ˍȬS ¯S ¨ș Ǉɭǭ Û
˂ SɊÊ șǆȔĬ ȚĳǡɌÓÊ dȖ ČʽÓ”



ȚĬǋ ɊƱʻÊ

Ȳɭ Ƀǭơå ʧȱȜ ˍȬǼ șǆș ǉĿʼȱ ǈȻȚ ɷˍʻe ë
Ó



Ě¨ éǅǭ ˍˆƩȕ șǆș ȺŘǭơ żǡ¨ šșǆȱȔĬ ȻƱ
ʻp ȣÊ ȩȬƩ ȲɭǼ oƱ˂ơ  ȑÛĽ ȟɊ ǕÊÓ dȚ Ȩ
ˏ Ȫˌ ȣȖ nȆ ȩȬƩȕ ÕɊ ǅUȱ ȼˀȖ ʣ˂ ƶéȱȔĬ
v_Ľ ƂȻʻp ȣȖ ƕŇ ǒÏď šșǆȱȜ ɜȍǭơ ƶɵș Ȉé
Ȗ ƶˆʻp ȣÓ ‘ƚǭș Ⱦș:’/BB3<B7=<  :/ D73’Ǽ ʿ ȩȬƩȕ
ʺȃʾ ā ȥǇș ȑȅʽ ɽŗȖ Ǉɭș ˆéǭ ȷuʻĢp ʻ āţ
ȚÓ
그러나 관념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현재적 실재
성에 접촉해야만 할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
거나 수축시킴에 의해, 다소간 신체에 의해서 작동되고 동시에 정
신에 의해서 표상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받아들이
는 감각들, 다른 한편으로는 행사할 수 있는 운동들과 더불어 우리
신체는 정신을 고정하는 것 , 즉 우리 정신에 추와 균형을 제공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 이 감각들과 운동들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주의(l’attention à la vie)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조건짓는다.44)

42) MM 153/238
43) 이 현행적 차원, 즉 물질성을 갖지 않는 전체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 예
를 들어 우리 신체의 물질성이 파괴되고 난 후에 그와 결부되어 있던 기
억은 어떻게 될까? 베르그손은 개체의 영혼이 신체 없이도 존속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베르그손 철학 전반에서 정신의 삶은 뇌의 삶을
넘치고 , 뇌는 단지 기억을 우리의 현행적 상황과 접촉시켜주는 방식으로
만 정신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ES 57-60) 그러나 지속을 현행성과 잠
재성의 순환으로 규정할 뒤따르는 논의를 참고해볼 때 , 더 이상 현행적
측면을 갖지 않는 잠재성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지 않을 것은 자
명해 보인다.
44) MM 193/291,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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ȆĿÊ ˍȬÊ ȦȅʻÊ dȚp v_Ê ȦȅʻĽ ʁ dȚďp
åǆȱȔĬ ŉʾ ƶ ȣɊŇ ȚĚʽ xȴǭơ ƅ ā v_ș šģʻp
7;>C7AA/<B ȩȬȱȜ Ʃiȕ ˍȬǭ ƜÛȱȔĬŇ ȚǞì ƶ ȣÊ
dȚÓ ÿďơ v_ș šģʽ ƩiȚ ȲȱȜ šģʿȖ șŦʻÊ dȚ
ďp Ƿ˂˂ơÊ ǔ ëÓ dȕ oƱ˂ơ ŦĕĽ ˈ˂ Óļ ŉĬÊ
ˆéȖ ˈ˂ èɌʻp ȣÊ ȆĿ șǆș ǟév ʿ ÓưU ƶɵʽ
șǆș ÓǠʽ ʯŗ>:/<øȖ Óļ ŉĬÊ ȶǇȱ ƚș ÓǛˇ Ⱥ
B=<øȖ ŀ ɤ WTȈéȱȜ Ɋȴǭ ō×Ģ ȣÓ \ȕ ŎĐǭ
ơ ƚǭș ȾșÊ ÕɊ WTȈéȱȜ ˍˆƩș ɜȍǭŇ xoʻÊ d
Ț ǒÏď ȩȬƩș ǴǯǭɊå ȚǡɌÓp ʾ ƶ ȣÓ ȚĬǋ ȩȬ
Ʃȕ Ǉɭ Ŀp Ťɍȱ ʯŗvș ȵɱȖ ȟɊ ǕȖ ƶ ȣe ëÓ
ˍˆƩȕ ÕɊ ȩȬƩv ȑÛʻp ȣȖ ƕŇ ǒÏď dv éȝʽ
ƄɭĽ ȚĳÊ dȔĬơ ǀǀĬS Óǅ ȩȬƩȚ êå ʽÓ Ȧȅʻ
Ê dv ȦȅʻĽ ʁ dȚďÊ ƄƩƜ Óļ î oǱȚ ǡąe Ň
ª ƶ ȣÊɊǭ Ûʽ ŽĻƲș ƥŘȕ ãȥƊ28 DC ˍƜǭ Ûʽ
ș ƇƢǭơ ɣȖ ƶ ȣÓ Ǯơ v_Ǽ ˍȬș xoÊ Ǣv Ɋ
Tș xoĬ ÛɿëÓ Ňǟ ɊTv ǢȚ ŽĻƲǭe ȣǡơ ʢ
ĭ ƜȚʽ ƄƩȖ ɊÏÊ dȚďŗ ɊTȕ ǡąe ǢȚ ì ƶ ȣȖ
 ŽĻƲȕ Áţ ˍȬș Ǣv Ȩşë ȬȜǭơ ˡ˦ ãȥƊď
ƈĿÊ Ȩşë ȬȜ ˍƜȖ ‘ˍȬș Ǣ:3 A=CD3<7@ 2C >@A3<B’Țď
Ê ȂkƜ ŚƸȱȜ ȅǡĬ ȶșʽÓ Ŀp Ǯơ ʽ ǢȚ dǭ
Ûʽ ɊTv éǅȱȔĬ Ơh¨Ê dȚ ǒÏďŗ lʍ ˏƩì ƶ ǩȗ
Ȗ ȾȫëÓ őȰ ǢȖ ‘ǟ˖ë ɊT’ȔĬ ȶșʻÊ ųǆǭ Û˂ơ
ďŗ ŽĻƲȕ ȚŦ ȚĽ MŤɍv ǢNǭơ ůŭʽ Ŭ ȣÓ Ɋ
Tv Ƹƶ Ǣ ƗȚǭÊ ƇŘ˦ ȶåƜș ɜȚS ǒÐ ƄƩƜș ɜȚ
S ƩŃʻÊ dȚťĬ Ǣȕ lʍ ǟ˖ë ɊTȔĬơ ƥŘì ƶ ǩÊ
dȚÓ



ğÓŗ ƗĒøȚ ŨÊ dɦĜ Ǣȕ ɊTȚ ɷˍʻ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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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Ț ƗďɊĽ ÓĩÓS Ơh¨Ê dȜS Ě¨  nȆ ɊTȕ
ȻȬʻĽ œɴp ǢȔĬ ĄǡɊ Ȑ˂ơ ^xȱȜ ȼlȖ Ɋ¼Ǟ
ʾ dȚÓ Ɇ Ƈʾș ȳÛȱ ÕȐS ƜȶêǡǞ ʽÓ Ě¨ ǉĿȱ
Ɯʛøǭ Ûʽ ȆĿș Ƈȳøȕ nˊȚ ŉ˂ȾûȚ ǣȷ¨ ƜÛȱȚÓ
 ǰƥȖ ÷Ê Ɯ˚ǭơ ɊTv Ǣș noS êÊ dȕ ŅɊņǭ
Ǹ Õǡ ţȫ ţÕ ˒ȕ ưȾȷS ì ƶå ȣȔŖ ÕǡǼ Õǡ ţ
ȫv ţȫ ţÕv ţÕ ưȾȷǼ ưȾȷ ƗȚș ƇʾȺɜ ȳÛȱȚɊ
Ê ǕÓ ȚɦĜ ǡă ƸUå ɊTȖ ǢȔĬ ſ˘ǅʑÊ ã ȣǡơ
ʧȱȚɊ ǕÓÊ ȴȕ ǢȚ “Ņɿ łȥS Ǉɭ ǵǭ ¨ʕ¨Ê
dɦĜ”



ɊTv éǅUȱȔĬ Ơh«Ȗ ŉ˂ɀÓp ŽĻƲȕ ɳȼ

ȱȔĬ lĮɐÊÓ ˍˆƩȕ ǣȷ¨ ȥǇș ůəȜ ȩȬƩȖ éǅUȱ
ȔĬ SɌÓÊ ŽĻƲș ȾȫȖ ʣ˂ ȆĿÊ ˍˆƩȚ ǡąe ȩȬ
Ʃǭ ˀĹʾ ƶ ȣÊɊĽ Ț˂ʾ ƶ ȣe ëÓ Țā Ȩşë ȬȜș ˍ
Ɯȕ ȆĿ șǆȚ Ț ˍȬș ɊTv éǅǭ Ơh© ‘ˍȬș Ǣ’Ȗ ˈ
˂ ÇȖ èĿe êÊ ǶȂȱȜ ƸUǭ űƠʻe ëÓ



Ćʽ Ǯơ

ȆĿș ˍȬÊ ƠƩș ɩȴǭơ űƠʻÊ ÛʄȱȜ Ƈ˖ Ȉéǭơ _
ȉș ǯʾȖ ĂŌÊÓp ʾ ƶ ȣÓ



45) MM 148-152/231~236
46) ES 130
47) 우리의 의식은 그 주의 상태에서 언제나 현재 혹은 미래를 향해 있고 ,
과거에 대해서는 현재 혹은 미래의 상황에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만 부분
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 이때 현재에 대한 기억이란 이처럼 회상되기에는
가장 무용한 기억일 것이다 . 지각의 복사물일 뿐이고 우리는 이 지각 자
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억은 아무런 정보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 이것이 현재의 기억이 평소에는 그토록 잘 감추어져 있는 이유
이다. 반대로 잘못된 재인은 의식의 삶에 대한 주의 (attention à la vie)
가 일시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다른 말로는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정신의
약동(élan)이 일시적으로 정지했을 때 발생한다.(ES 144-152)
48) 현행성과 잠재성의 동시적 생성이라는 이상의 논의는 지속을 설명하는
2 부 2 장 2절에서 다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다 . 현행성은 그것이 생겨남
과 동시에 잠재성에 합류하기 때문에 잠재성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점
을 곧 보게 될 것이다 .; 현재를 규정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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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두 측면을 제공한다. 그것은 현실
적이면서 잠재적이다. 즉, 한편으로는 지각이고 다른 편으로는 기
억이다 . 그것은 나타나는 동시에 분할된다. 혹은 오히려 그것은 이
분할 자체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언제나 전진하고 있는 현재적
순간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접적 과거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접적 미래 사이에서 흘러가버리는 한계 지점인 현재적 순
간은, 만일 그것이 정확히 지각을 기억으로 끊임없이 반영하는 움
직이는 거울이 아니라면 그저 단순한 추상으로 환원될 것이기 때
문이다.49)
ȩȬƩv ˍˆƩȚďÊ î ɜȍǭ Ûʽ
ȚƜș pɠȖ ʢÛĬ ȆĿÊ î ųˈȔ
Ĭ ɌˆêÊ Ȉéǭ Û˂ ȚǞʾ ƶ ȣ
e ëÓ MǅĮNǭơ ǰȫƩv šxʽ
Ƹƶʽ șǆȱ Ɯʛøǭ Ûʽ ȚĮȔĬ
ɦȗ üȫʽ ɊƱȕ MŤɍv ǢNǭơ
 Ťɍȱ ɽŗ Ɇ ǇɭǼ ǇɭS uU
Ʊǭơ ǰÛʻp ȣÊ Óļ Ťɍȱ ÛƜ
øvș xoĽ ƆǮŰÊÓ ǵș åŗǭơ ȍƖș Ɋȴ'ǭ ˂ÚʻÊ
ǇɭǼ ǇɭS Ȑɿʽ ʯŗ$ǭ ˂ÚʻÊ Ťɋȱ ÛƜøȚ dȚÓ

언제나 일정 지속의 간격을 점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신체가 수
행하는 감각 -운동적 활동에서 감각적 활동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수용
된 운동들을 수축- 기억으로 응축시켜서 자신이 수행할 미래의 행동의 적
용점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근접 과거로 이루어진다 . 다른 한편으로 선택
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은 근접 미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감각과 운동
의 이 모든 과정은 단일한 행동을 이루는 , 불가분적 총체가 된다 .(MM
152-156/236~242)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현재> 라고 부르는 심리적
상태는 직접적 과거에 대한 지각임과 동시에 직접적 미래에 대한 결정이
다”(MM 153/238~239).
49) ES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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Ǯơ ǇɭÊ “Űȕ Ȉév Ƃ¯Ê Ȉéș H&  "$$
Ɇ ¨ǭe ȦȅʻÊ ƗŤøv ¯S ȦȅȖ ˆƗʻÊ ƗŤø ƗȚș ǰ
lƤ ʽŅýĬ WTȈéȱȜ ˍƜøș ȥĿ” S ëÓ ȚɦĜ Óļ
ÛƜøv ǰlêǡơ dv ȦȅøȖ ȾpŰÊ vȶǭơ ȆĿ ǇɭÊ
î SɊ Ȉéș {ɜȴǭ Ȑɿʻe ëÓ ʻ¨Ê Űȕ ȦȅȖ ůȦȅȔ
Ĭ êèĢȾÊ Ťɍoǭơ ˆ˂ɊÊ ƶʯȱ ȈéȚÓ Óļ ʻ¨Ê ø
ǡǸ Ȧȅǭ Û˂ ¯Ƃ± ůȦȅȖ pǉʻǮ ƤʜʻÊ vȶǭơ ȩȬ
ȱȜ ƜʛĬ ÄǮ ȣÊ v_ș ǢøȖ șǆȱȚp šșǆȱȜ ųǆ
ȔĬ ˍˆƩȔĬ ˑɷ˂¯Ê ƶɋȱ ȈéȚÓ



ȆĿÊ Ȳȥș ƶʯȱ

ȈéȚ ǅUș ɍĲĽ ˞ȥș ƶɋȱ ȈéȚ ǅUș ˏǆȖ ȚĵÓp
ȾȫʻŖ TT Ț Áţș ƆǼ Ɔǭơ ÓĶ dȚÓ
Ț ȫǭơ ȆĿÊ ɊƱș ȲɭĽ |ƩʻÊ ȩȬƩv ˍˆƩ TTș
ȝůȱ ƱƩǭ Û˂ ƙʬƂǚÓ Ț ðȕ ƄƩƜș ɜȚĽ ƂȚŖ ǈȬ
ș ơĬ Óļ ɾȐǭ Ȑɿʻp ȣɊŇ Ĝǭå ʻ¨ș ȲɭĬơ ǰÛ
ʿȖ ȟɊ ǕÊÓ Óȗ ȫǭơÊ ȩȬƩv ˍˆƩȚ ŏÊ ƜˑȱȜ x
oǭ Û˂ ƂÓ |ɭȱȔĬ ÁʻÊ éǅǭ  vȶǭơ ɊƱȚ ǡąe
űƠʻÊɊĽ ƙʬƂpȥ ʽÓ

50) MM 169/259, 원문 강조
51) 혹은 이를 지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다 . “우리의 지각은 현실적이든 잠재적이든 두
노선을 따라 펼쳐진다 . 하나는 AB라는 수평선인데 ,
그것은 공간 속에서 동시적인 모든 대상들을 포함하
며 , 다른 하나는 CI라는 수직선인데 , 시간 속에서 이
어지면서 배열된 우리 기억들이 그 위에 놓인다 . 두
선분의 교차점인 I는 우리 의식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유일한
다.”(MM 158/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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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f1 Qz b

 qWuC

 Q1 fz 2/   Qy fz @{
?
ŽĻƲȕ ș ȚȍĮȔĬ ȑŘʻÓ ɫ ȰȦȜ MǅĮNǭơ S
ȫ őȰ üȫʻÊ dȕ Ƹƶ ɊƱv Ƹƶ uUș ȚȍĮȚÓ Ƹƶ Ɋ
ƱȚ Ɓɿ ǩÊ ȢÿľȚďŗ uUȕ Ȣÿľ ǩÊ ƁɿÓ MŤɍv
ǢNȕ ȷśȚ ǘǅʻûȚ ȚȍĮȱȜ ȰȦȚÓ Ț ɥȕ Ťɍș Ȉ
éøĬƆʞ ȶǇv ǢȚ ¨ǹ ƶ ǩȗȖ ȚǞʻŖ  ƄƩƜș ɜ
ȚĽ ZȺʽÓ  MɢȺȱ Ɍ˖NÊ ƠŘv Ťɍș ȚȍĮȖ ÓĵÓ
ǉȱȜ dȜ ƠŘș ǟév  ǟéș ˩Ȗ ȰɊʻp dȚ Ɋ¨U
ˡȱŇȖ ʳǅʻÊ ŤɍȚďÊ î ȍĿș ÓľȚ ZȺëÓ MåÝv
ȼ{ș î ȍɧN ǯǅå  ȷśǭơƆʞ ȚȍĮȱ ȡȫȖ ɻʻp ȣ
ȔŖ ɢȺǼ ƗĔș ǱŊȔĬƆʞ ȍʻÊ Ǳŀ åÝ Ū ȼ{Ǽ ȝȶ
ɏÕș ƂȻv ȑɊĽ śʳĬ ƛÊ Ö˧ åÝ Ū ȼ{ǭ Û˂ ƹʽ
Ó ȚɦĜ “ǮĚ ȚȍĮǭ Ûʽ ș ɻŦ” Ê ŽĻƲș Ȳ ȰȦ
ǭ bɮ üȫʻp ȣȔŖ ƌĭ ȚȍĮȖ ɊƱș ȝȍĮȔĬ ˖˂ǅʑ
p ȣÊ MŤɍv ǢNǭơȝɊďå ȰȦș ŅɊņǭɊ “|ƀȕ
ȻƱʽÓ” Ê ʟȷĽ ŽĻƲȕ ÄɊ ǕÊÓ
52) 베르그손은 다음의 구절으로 《 물질과 기억 》 7판의 서론을 열고 있다 :
“ 이 책은 정신의 실재성과 물질의 실재성을 주장하고 , 전자와 후자의 관
계를 하나의 정확한 예증, 즉 기억이라는 예증 위에서 규정하려고 시도한
다. 따라서 이 책은 분명히 이원론적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책은 신
체와 정신을 , 이원론이 항상 야기해왔던 이론적 난점들을 제거하지는 못
하더라도 상당히 완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고찰할 것이
다.”(MM 1/21)
53) Gilles Deleuze, Le Bergsonisme, PUF, 1966, p. 11.(질 들뢰즈 지음 ,
『 베르그송주의 』 , 김재인 옮김, 문학과지성사 , 1996, 22~23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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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Ƀǭơå ȆĿS ÓĶ dȕ Ťɍv ȶǇș ȚȍĮȚÓ Ɨǈ Ž
ĻƲǭe ȣǡơ ȶǇv ŤɍȚďÊ ȅǡÊ ōȆ yźȐʻe Ɨȅê
p ȣǡơ ȆĿS ǜơ |Ƈʽ ȚȍĮș ÓǠʽ ǊøȚ ȲȥÊ ȶǇǭ
˞ȥÊ Ťɍǭ Ʊʻ_¨ ȱǡå  ƱƩȖ ŤĢŰÊÓp ŉ˂å vǣ
Ț ǒÏÓ ěã ȆĿS Ⱦśʻpȥ ʻÊ dȕ Țʢĭ Ƀȃʽ ȶǇ
v ŤɍȚďÊ ]¾ǭ Ǧˌ ȣÊ ÓǠʽ șŦș ɭoøȚ ȣÓÊ ȴȚ
Ó ȷśǭơƆʞ Ȩ ôĚ¨ûȚ ȶǇv Ťɍ ˒ȕ Ǣv Ťɍș |
ƀȖ ȾȫʻÊ MŤɍv ǢNǭơå ȶǇv ŤɍȚďÊ ȅǡøǭ Õ
ȝʽ șŦĽ ƆǮʻđ ǡĢȈ ȝȚÓ ǡýɊS ȶǇș ŜȚp ǡ
ýɊS Ťɍș ŜȜɊĽ ǧũʻe ¨ÆÊ dȕ ōȆ ǡĢȈ ȦǨȚ
p xȴș Ɨưʽ ɜȚǭ ș˂ơå TTș ȶșǼ ðș xoÊ ſʾ
ƶŮǭ ǩ āţȚÓ ȶǇv Ťɍǭ Ûʽ Ć Óļ xȴǭơș ȶșø
Ț SÍʾ ƶ ȣȖ dȠǭå ƈ|ʻp ȆĿÊ Áţș ƆǼ Ɔǭơ
ȶǇv Ťɍ Ŀp øș xoĽ ȶșʾ ƶ ȣÊ º SɊ ųǆȖ ǣ
ʾ dȚÓ ȚǼ \ȕ |Ƈȕ ŽĻƲ ɨʼǭ Ûʽ ȲůȱȜ Ȭæ˂
Ľ ʣ˂ ğɊ ǕÓŗ āĬÊ ǉɊǡ Ɯˑ ŚƸêÊ ȶǇv Ťɍș
ơĬ Óļ ȶșøș ɜȚS ƩŃʻÊ ɊȴȖ ŘʻÊ ȦǨȚ êå
ʽÓ ȶ{ʽ ÁșĽ ʣ˂ơŇ ǶĽ øǡ ‘Ťɍȕ ȶǇș ȫǝŤȚÓ’
Ǽ ‘Ťɍȕ ȶǇș ȥȚÓ’Ǽ \ȕ ƜůêÊ ʟȷøș ǠŃ SÍƩȕ
ƥŘì ƶ ȣȖ dȚÓ
őȰ Ɔǭơ Áșʻe ì î ȶșÊ ƠƩș vȶǭơ ȶǇv Ťɍ
ș ǯʾǭ Ûʽ dȚÓ ȆĿÊ ǜ ȫǭơ ɊƱǭ Ûʽ ƄȱȜ Áș
Ľ ʣ˂ ɊƱǭơ ȩȬƩv ˍˆƩȖ |Ƈʻp ȩȬƩv ˍˆƩș ȝ
ůȱȜ Ʃiv Ț ðș xoǭ Û˂ ÛĘȱȔĬ ƙʬƂǚÓ Ț ȫǭơ
Ê ȩȬƩv ˍˆƩș |ƇȖ ȶǇv Ťɍș dȔĬ Ûɿʻŗơ Ơ
Ʃș ŔʇÏɈǭ Ûʽ ÁșĽ Üȇ ǉ˖ǅʑpȥ ʽÓ ȚĽ Ȑ˂ ȳ
54) MM 25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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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ơÊ ȶǇș ȈéȚ Ťɍv |Ƈêŗơå dȖ űƠǅʑÊ ǯęȖ
ɊÒȖ Áʾ dȚÓ ȚdȚ ȶǇǭơ ŤɍĬ SÊ ʻZȱ ȈéȖ Țĵ
Óŗ ȳǭơÊ ˍˆƩǭơ ȩȬƩȔĬ ˈʻÊ ƜǄ Ȉéǭ Û˂ ơƹ
ʽÓ ȆĿÊ î ųˈȔĬ ȚĳǡɌ ƶɋȱ Ȉéǭ ș˂ơ ȶǇv Ťɍ
ș oƱȱȜ ȈéȚ űƠʾ ƶ ȣȗȖ ˗Ȝʾ dȚŖ ɊƱș Ɨǈȕ
ȚĬǋ ƥŘì dȚÓ
ǜơ ɊƱș ȩȬƩș ɜȍǭ Û˂ ƙʬƂŗơ dȚ ǅUȱ ȼˀ
Ȗ ʣ˂ ƸU ˒ȕ ȦȅøȖ ǡă pȑʽ ɍĬ ȘɵʻǮ UɋʿȖ ƙ
ʬƄ Ŭ ȣÓ eÓS dȚ ˍˆƩv Ȩ

ˏ Ȫ˧ ɤĬ ǰÛʻp ȣ

Ê Ɯ˚ǭơ ƚǭș Ⱦșǭ ș˂ ˍˆƩv ʿ ŦĕĬ ȲɌʻŗơ ǡ
ă ƶɵș ȈéȖ ƶˆʻp ȣȗȖ ǣ˅Ó ĿʻǮ ‘ȩȬƩ’Țđ
ÕǡS ȶȱȜ ǢǠȖ ¯ʱʻp ȣÊ dvÊ ×Ŀ dȕ ȫȱȜ Ɯ
ʛS êǡ ȥǇȖ Óǅ Ťɍș ʯŗ Ȑǭ Ȃ˖ǅʓ ǯęȖ ɊÏe
ëÓ ȶǇv Ťɍș ȚǼ \ȕ xoǭ Û˂ ɢȺ ˒ȕ űŘș ȦǨȖ
ʱʿʻǮ ȶǇȱ ˙éȚ ɌˆêÊ vȶǭ Û˂ ȥƪ˦ ƹʻp ȣÊ
Áţ Ɋȱ ¿ģș Ⱦȃ ]¾Ȝ ‘ǯéȱ åǆ’Ȗ ɃǉȔĬ ƙʬƂȥ
ȚȲǭ ǘ˅Þ dȖ Óǅ ǘƴʻÊ Ƕǭơ ȃưø – ǶĽ øǡ
ǘƴ ɃȜ ǅĽ ȚĳÊ Õǡø – Ț oȱȔĬ ȢÿĻÊ dȚ ¿ģȖ
ȃʻɊ ǕÊ ƶʯȱȜ ȈéȚďp ʾ ƶ ȣÓŗ ȚǼ ×Ŀ ‘ǯéȱ å
ǆA16;/ 2G</;7?C3’Țďp ȝʉǡɊÊ dǭ ÿď ƶɋȱȔĬ Ȋɋ
ȚÊ ȶǇș ȈéȚ ȣÓ ȲȥÊ șǆș éȝʽ ʯŗ Ȑǭơ Ȳ]êÊ
ůŗ ˞ȥÊ ơĬ Óļ ʯŗøȖ oƱ˂ơ ǷS_¨ Ț vȶȖ ʣ˂
ɳȼȱȔĬ Sȫ ǒĕ ʯŗǭ ÄȜ ʪŘʽ ȃưøĬ ¯ĢǷÊ dȔĬ
ȚĳǡɌÓ ŽĻƲȚ  Ɋȱ ¿ģǭơ ƶɋȱ Ȉéș ǶĬ øp ȣ
Ê dȕ Ɯș ȦǨ Ț˂ Ū ˂Ƣș ˙é űŘ ˒ȕ ɢȺș vȶȚ
Ŗ Țøȕ ȝůȱȔĬ ɜīÛĬ Üȇ Ãȕ ¿ģWȚ ȃ|ëÓp ʾ ƶ
ȣÓ Ț ˙éøǭơ ȆĿǭe ɳɰĬ ȾǡɊÊ dȕ Ɯ Ȧȅș n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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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Ê “pȑʽAC7 53<3@7A ȜƜ”Țp Ț˂Ǽ ˂Ƣș ȦǨș nȆǭ
Ê ɊTë ÛƜøȚ  SƥȖ ȷǅʻÊ “șŦA75<7471/B7=<” ˒ȕ
“ǡȺB=<”ȚŖ ŅɊņȔĬ űŘ ˒ȕ ɢȺș ȦǨș nȆǭÊ “ʻ
¨ș ȚƜ ×Ʃë ʧȶ lv”ȚÓ Țøȕ ɷűǭ ȣǡơÊ ǡĦʶ
ʽ É§Țȥ ȜƜȚɊŇ dȕ “ǒȾ Óļ ǯéȱ ȃưøȚ ơĬș
ǔǭ Ⱦǡȸ ȣÓp É¤e ŇôÊ ǡă ʳƜ”ȚÓ ȆĿÊ Ț ǯé
ȱ åǆǭơƆʞ ɷű˂ dȚ ʿɵʻp ȣÊ šƶʽ ƪƆƗˁøv
ʿ ĂǹĢɊÊ ˛Ɯv \Ț ʪŘʽ27AB7<1B ȃưøȖ Ņɿ ʸďŦô
ș Ûǭơ ŬÔȖ ˈ˂ ¯ĢSÊ dɦĜ Ȳ]ǅʒÓ



Ćʽ åǆȚ dȖ |ƩʻÊ ʪŘʽ ȃưøȖ ɷˍǅʑ ȲȝɊď
å åǆș ǡĦʶʽ ȜƜȕ ǽȲ˦ šȶȱȚ_¨ “ɴƜȱȚp `Ⱥ
ʻp uˉʽ ʣȝƩ” ŇȖ [Ê dȕ ǒÏÓ åǆȚ ɊÏÊ ȶƩ
ȕ ȃưøĬș Ȳ]ǭ ȣǡơ  “¿ģș ųˈ” Ȗ ȷǅʻŖ “Ɋå
ȱ x¾723 27@31B@713” ș ǯʾȖ ʽÓÊ ȴǭ ʽ˂ơ ƩŃʽÓ 
55) ES 163
56) ES 169
57) ES 171
58) ES 174
59) ES 164
60) ES 160; 반대로 수평적 운동의 경우 이미지들의 전개는 수직적이 아니
라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 . 따라서 수평적 운동에서 이미지들은 하나의
표상과 관계를 맺으며 그 내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들이 서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암송된 시에 대해 암송의
요소들이 하나의 시를 이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암송 운동의 외부적
관점에서 전체에 대해 부여한 의미일 뿐이며 , 암송 과정 자체는 단지 서
로를 잇따르는 해체적 상태들인 것이다.
61) ES 186
62) ES 165
63) ES 186
64) 잠재성의 지시적 기능과 규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들도 참고
하라: “우선 나는 나에게 남아 있었던 일반적인 인상에서 출발했다. 그것
은 기묘하다는 인상이었지만 , 무규정적인 기묘함은 아니었다 .”(ES 164);
“ 이 감동은 단지 창조의 요구였지만, 규정된 요구이다.”(MR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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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ɊŇ åǆȖ ȚŦɊøĬ Ȳ]ǅʓ ƶ ȣÓp ʻǮơ ȚŦ ʮɮɌ Ț
ŦɊøȖ ʢÛĬ åǆȖ ƠT˂ơÊ ǔ ëÓ ȆĿÊ ǜơ åǆȚ Ɯˑ
ʿɵș ˏʛĬ ȚŦɊøȖ ¯ʱʻp ȣÓp ŉ˅ɊŇ dȕ åǆȚ
ȚŦ ȾǡɌ ȚŦɊøș ÕƸ˦ ˀȚ¨ ]ȃĬơ ȻȬʽÓÊ ŉȚ ǒ
ÏÓ åǆș Õoǭơ ǒɋ ȆĿÊ ǡă ȚŦɊøå ƠTʾ ƶ ǩÓ
ȚÊ ŽĻƲȚ ĿƂș ǰ|Ľ ȜȅʻŖ “ʪŘʽ ]¾ȔĬ ɆT Ⱦǡ
ɍ ƶ ȣÊ ƆéȱȚp nɋë ˏʛĽ ɊÐ Õȝʽ åǆ” v “ʖģȱȚ
_¨ ȑéȱȜ åǆ”Ȗ |ƀʾ ā Ȳȥș åǆǭ ȣǡơå ȚÊ Ņ
ɞSɊÓ ǶĽ øǡ UÕʽ ˛Ɯș nȆǭ åǆv ȚŦɊ ƗȚș Ui
Ȗ ƠTʾ ƶ ǩȖ ȶåĬ ȚŦɊøȕ ȬƒĿ üȫʻp ʻ¨ș åǆȕ
ƜÛȱȔĬ lȶë ȚŦɊøȖ ƈĚȝȔʓ ʟɊŇ ǮȲ˦ åǆ ȥɭS
ȚŦɊȜ dȕ ǒÏÓ
우리는 그리스어 어감에 기대어, 그것을 역동적 도식(schéma
dynamique)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이해하는
바는, 이 표상이 이미지들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지시

(indication)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66)
åǆȕ ȚŦɊǼÊ ǈȬș ơĬ Óļ ɾȐǭ ƱʻÊ dȔĬơ ʧȶ
ųˈȖ Ɋǅʻŗơ ƃˀȱȜ ȚŦɊøȖ ɷˍǅʑɊŇ ȚŦɊøȖ ɷ
ˍǅʋÄpÊ  òǭ ƺǡŷĿÊ dȚÓ ŽĻƲǭ ÿĻŗ åǆȕ
65) ES 176
66) ES 161, 원문 강조
67) “이미지의 환기 작업에서 현전하며 작용하는 도식은, 자신의 작업을 완
수하고 일단 이미지들이 환기되고 나면 그 뒤로 숨어서 사라지게 된다.
멈춰진 윤곽에 놓인 이미지는 있었던 것을 드러낸다. (… ) 그러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현재의 선들을 따라 다시 구부려 그 경험을 이용하는 유연한
지성에게는, 이미지의 옆에서 언제나 이미지들로 실현될 수 있으나, 그럼
에도 언제나 이미지들과는 구분되는 다른 질서의 표상이 필요하다 . 도식
은 이와 다른 것이 아니다.”(ES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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ȷë ţȷǭ ƌȑì ƶ ȣȔŖ ţȷĽ ˂lʾ ƶ ȣÊ ǯęȖ ɊÐ
ȚŦɊøȖ ˑɷʻp lɏǅʑÊ dȚ åǆș ǯʾȜ dȚÓ “ÿď
ơ ţȷS ȚŦɊ˖ë ʳƜvș ǰxȖ ʣ˂ơŇ ȶì ƶ ȣÓ ʻÜ
ďå dȕ ȚŦɊ˖ë ʳƜvÊ Óļ ˏʛș ʳƜȚÓ” ȆĿÊ
ȚĬǋ åǆȚ ŽĻƲǭe ȣǡơ ˍƜøș Țŗǭơ døȖ ƠƩ
ǅʑÊ dȔĬơ ɰȎĮȱȜ ǯʾȖ ʽÓÊ ȴȖ Ț˂ʾ ƶ ȣe ëÓ
ȚĚʽ åǆǭơ ȚŦɊĬș Ȳ]Ê MŤɍv ǢNǭơ ȩȬȱȚ
p šșǆȱ ƜʛĬ ȻȬʻÊ Ƹƶ ǢȖ ȚŦɊǢș ˏʛĬ ˛Ɯ
ǅʑÊ vȶv éȝʻÓ  Țdȕ ƌÕ ˛Ɯș ȈéǭơŇ űkêÊ
68) 만약 도식의 역할이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 도식과 이미지
사이에는, 그리고 그에 따라 이미지들 사이에는 더 이상 외적인 닮음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식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량에 따라 이미지
들을 호출하고 결집시키는 것 ”이지 , “자신과 닮아 있으며 또 서로 간에
닮은 이미지들을 환기”(ES 189)하는 것이 아니다 . 마찬가지로 도식을 이
루는 이미지들 사이에 대해서도 외적인 유사성이 아닌 , 내적인 유사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 이미지들은 특정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의미의 동일성
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서로가 점하는
상보적인 위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때문에 도식은 하나이면서 여
럿, 혹은 단일성과 복합성이라는 얼핏 보기에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속
성을 갖는다. 이는 도식이 단일한 문제이면서도, 그 안에 문제 해결을 위
한 복합적 요소들을 불러일으키기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69) ES 189
70) 들뢰즈는 이 과정에서 역동적 도식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일단 그것에 위치했을 때의 역동적 도식은 말
하자면 현행화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병진 (translation) 운동과 회전
(rotation) 운동을 동시에 거친 것이다. “따라서 수준 전체는 더 이상 순
수 회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절히 말해 아직 이미지도 아닌, 나누어지지
않은 표상 속에 수축된 채로 있다 . ( …) 우리는 이 나누어지지 않은 표상
( 베르그손이 “ 역동적 도식(schéma dynamique)”이라고 부를)에서 출발하
는데 , 거기서 현실화 도중에 있는 모든 회상들은 상호 침투의 관계 속에
있다 .”(Gilles Deleuze, op. cit., 1966, pp. 62-63.(질 들뢰즈 지음 , 앞의
책 , 1996, 89~90쪽 )) 병진 운동이란 순수 기억이 잠재적인 상태로 놓여
있는 원뿔의 특정 단면 A′ B′를 수축하는 운동으로서 의식의 평면들을 거
쳐 경험의 층위로 가져오는 것이며 , 회전 운동은 이 수축해온 잠재성의
유용한 측면들을 아직은 완전하게 판명하지는 않은 상태로 제시한다 . 따
라서 이미 원초적 잠재성으로부터 호출된 역동적 도식은 완전히 잠재적이
라고도 완전히 현행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중간적 상태다 . 이후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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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Ț ǒÏÓ șǆș ȈéȖ nȑʻÊ ȜUș ȥȑĬȈ ˆéȕ ȶǇș
ȈéȖ ƶůʻÊ  ÛʳȱȜ Ƕď ʾ ƶ ȣȔŖ ȆĿÊ Ǯơ ǯé
ȱ åǆȚ ȚŦɊĽ űƠǅʑÊ ȶǇș ȈéȖ î ɜī śiʾ ƶ ȣ
Óp ȾȫʽÓ őȰ ȥȑĬȈ ˆéȕ ȥǇș ȑȝʽ ɡȺ ɭoȜ v_
ǢȖ ɡȺʻ Ȑ˂ Ƹƶ ǢȖ ȚŦɊǢș ˏʛĬ ƜǅʋǞ
ʽÓ Ćʽ Ț vȶȖ ʣ˂ Ƥʜë ůȦȅ dȖ ǈˍǅʑÊ dǭå
åǆv ȚŦɊș xoǼ ȈéȚ éȝʻe ȱȅëÓÊ ȴǭ Ⱦś˂Ƃȥ
ŽĻƲȕ ȆĿS ƶˆʻÊ ȝƜȱȜ ˆȐøǭ  ˆȐĽ ɴéʻp
ȣÊ ˆȐș śȱȔĬơș ǡă pȑʽ ¯ȱ ȜƜȚ ȥĿʻp ȣȗȖ
ȚǞʽÓ  ŅɞSɊĬ MɢȺȱ Ɍ˖Nǭ üȫʻÊ Óȗș |ȳȕ
åǆȚ ȆĿș Śö ˍǈ˖ë ˆȐș ŵ˞ǭ ȥĿʻp ȣȗȖ Ȩ ƂǮ
Ⱦp ȣÓ 
행동 자체를 구성하는 운동들은 우리의 의식을 피해 가거나 아니
면 모호하게 거기에 도달할 뿐이다. 가령 팔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
은 지극히 단순한 행위를 고려해 보자. 그 행위가 내포하는 모든
작은 수축과 긴장들을 우리가 미리 상상해야 한다면, 또는 심지어
그것들이 수행되는 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각해야 한다
팽창시켜서 요소들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이미지-기억들이 명확해진 이후
에야 그것은 비로소 완전히 현행적이 될 것이다.(MM 187-192/283~290)
71) “완수해야 할 행위가 미리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머무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위치에 머물면서 그것을 탐색하거나 또는 내적으
로 느끼기만 하면 잠시 사라졌던 그 관념을 재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윤
곽이 그려진 운동과 자리잡고 있는 위치의 내적 심상에 그 관념이 특별한
색채를 분명히 전달했어야만 했고, 도달해야 할 목적이 달랐다면 그 색채
는 아마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DI 121/204)
72) 노력감은 이때 도식과 이미지가 일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지연에 비례
한다. “이러한 고유한 지연은 시행착오들과 다소간 유용한 시도들 , 도식
에 대한 이미지들의 적응과 이미지들에 대한 도식의 적응, 이미지들 서로
간의 간섭과 중첩 등으로 이루어진다 . - 이 지연이 고된 시도와 편안한
수행 사이, 어떤 동작의 학습과 이 동작 자체 사이의 간극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ES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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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정신은 곧 목적으로 옮겨간다.
즉 이루어졌다고 가정된 행위의 도식적이고 단순화된 영상을 떠올
린다. 그때 어떤 반대의 표상도 최초의 표상의 효과를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목적을 이루기에 ] 적절한 운동들이, 도식을 채우러 와서
는 말하자면 [도식의] 간극들의 공백에 의해 흡수된다.73)
ƕŇ ǒÏď ɊƱʻÊ Śö dȕ ƌĭ ȶå Ɯș ɜȚĽ ɊÏɊŇ
ȥȑǼ ɢȺĽ ǈˍʻÊ dȚďÊ ŽĻƲș Áșǭ Ⱦś˂Ƃȥ ŽĻ
ƲǭeơÊ šŤɍå Ț ȴǭ ȣǡơ ǶȂS ǒÏŖ ÕɊ ōȆ ¬
ȕ ƶɀǭơ ȥȑǼ ɢȺĽ ǈˍʻp ȣÊ dȚÓ ğÓŗ ȩȬƩǭ
ơ ˍˆƩȔĬ SÊ ȶǇș ƶɋȱ Ȉéȕ Ɋȱ ¿ģǭơ ȾĬ ƥŘ
êp ȣÊ dɦĜ ȚŦɊ ʳƜøv ȜUș ȥȑĬȈ ˆéǭ ʽȶêÊ
dȚ ǒÏď Ťɍș ɜȍǭ ɷˍʻÊ Śö Ȉéǭ ƶůêÊ dȚǡǞ
ʽÓ ȚĬǋ ǯéȱ åǆȖ nȑʻÊ ȶǇș ƶɋȱ Ȉéȕ ȶǇș Ɔ
ɜȱ Íș ŔʇÏɈȔĬ ơƹêÊ dȖ ¸ǡơ ˍƜȖ űƠǅʑÊ
ȻȬĮȱȜ ǯʾȖ Ōe ëÓ 
ȚƜș Áșǭ ÿĻŗ ȶǇv Ťɍȕ ƄȱȔĬ |ƇêÊ ɍơĽ
ɊÏŗơå ȶǇȕ Ťɍȱ ȃưøȖ ˑɷǅʋ űƠǅʑÊ ÍģȖ ɊÐ
Ó ğ āţǭ ŽĻƲǭe Ťɍȕ ȶǇȱ ȈéȚ œɺɌ ȥĿǭ
ơ dș ɃÕ Ȳå ǯȲȔĬơ ôĚ¨Ŗ Țě xȴǭơ ȚȍĮȕ
ȝȍĮȔĬ ʣˀëÓ ÿďơ ʽʭȔĬÊ ȶǇȚ ŤɍȖ űƠǅʒÓÊ
șŦǭơ ðȕ éȝʽ ˩ǭ ƱêɊŇ Óļ ʽʭȔĬ ğe űƠë
ŤɍȚ ȶǇvÊ ƜȚʽ ɍơĽ ɊÐÓÊ ȴǭơ ƇŘ˦ |ƀëÓ

73) EC 299/443~444
74)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여전히 부차적인 정신의 기능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단하더라도 나의 존속에는 변
함이 없기 때문이다 . 이는 이 논문의 4부 2장 2 절에서 상론될 것처럼 우
리의 자유로운 행동의 지속은 우리 신체의 지속에 의존해 있는 겹리듬이
라는 특수한 조건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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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창조는 정신의 단순한 행위이며, 행동이 새로운 창조로 계
속되는 대신에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저절로 단어들로 흩
어지고 단어들은 문자들로 분해되며 그 문자들은 세상에 이미 있
는 모든 문자들에 첨가될 것이다. (…) 그러한 각 첨가의 이면도
하나의 세계일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원자들의 병렬로서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75)
연장을 지배하는 질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 나타나는 질서는 반대
편의 질서가 제거되었을 때 저절로 생겨남에 틀림없는 질서이
다.76)
물리학자와 기하학자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심리학적 용어로 정의해야 하는 진정한 긍정성
을 중단하거나 전도시킨 것이 될 것이다.77)
ȚǼ \ȕ ȶǇv Ťɍș ȝȍĮȱȜ ʣˀ ȯĠƌɿǭ ș˂ “Ž
ĻƲȾșÊ ǈɭș }vIȔĬ ¨ʕ¨p nˈș {vIȔĬ ¨ʕ©
Ó”p ȶĿêǫÞ Ț ʣˀȕ šǪƂÓ MɢȺȱ Ɍ˖N ȫș Ûʳ
ȱȜ űkȚďp ʾ ƶ ȣÓ ŽĻƲȕ Ț ȍĿĽ ʣ˂ MɢȺȱ
Ɍ˖Nș ȾȷS êÊ ƠŘș pȑƩȖ ƥŘʽÓ  Ćʽ Ț űƠȱȜ
75) EC 241/358~359
76) EC 246/367
77) EC 209/314~315, 원문 강조
78) Vladimir Jankélévitch, Henri Bergso n, PUF, 1989, p. 174.( 원문 강
조)
79) 《창조적 진화 》 2 장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3 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
고하고 있다: “사실상은 어떤 한 존재의 흐름과 그에 상반되는 흐름이 있
을 뿐이다 . 거기서부터 생명의 모든 진화가 유래한다. 이제 우리는 이 두
흐름의 대립에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마도 그
것들의 공통 근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EC 186/279)
80) 쇳가루 더미를 관통하는 손의 운동이 그 대표적 예이다 . 실재하는 것은
손의 운동이지, 손의 운동이 멈춰진 곳에서 발견되는 쇳가루 더미의 배열
이 아니다 .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것은 생명의 운동이며 , 생명체의 이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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ȶǇș Ȉéȕ åÝ Ū ȼ{Ǽ xĤ˂ơÊ ‘Wé ;=B7=<’ǭ ɨʼȱ
Ɨȑǭ ȣǡơÊ ‘ɋx’ǭ ˂ÚëÓ ȼ{ȱȚp åÝȱȜ Wéȕ “Ň
ȝ Ț WéȚ Ǵ˓øȖ ƗĬȪÊÓŗ _ơƆʞ ǡă ˆéȚ Ț¡ǡ
ȸ ¨Ƿp ǡă {ƥȚ Ȳʩ” êÊ dȚÓ Ćʽ ŽĻƲǭ ÿĻŗ
ɨʼȱ ɋxȕ  ǔǭ ǮĚ ȃưøȖ ʿɵʻp ȣÊ éǅǭ Ɨȑș
ȈéȚp ųˈȖ ȷǅ˂ȾÊ ǡă ɹéȔĬơ ȚĬƆʞ ơơ˦ |ɭȱ
Țp ƪƆȱȜ ȚĮøĬ Ȳ]êÊ dȚÓ



 Bez Rp_1 `
ȚƜǭơ ȆĿÊ ȩȬƩǭơ ˍˆƩȔĬ ʮɮɊÊ ȶǇȱ Ȉéș v
ȶǭ Û˂ ƙʬƂǚÓ ȩȬƩȕ Ťɍv Óļ ɍơǭ Ʊʻŗơå d
Ȗ ˑɷ˂¯Ê ǯęȖ ɊÏŖ ȚdȚ ƠƩș ȦǨȖ ȚĵÓ ěã
ƠƩȕ ȝ˛ƩȔĬ ɿÊ dȚ ǒÏď oƱ˂ơ ɌˆêŖ Ț ǰƱȱ
Ȝ ƠƩȚ ɊƱȖ |Ʃʻp ȣÓ Óǅ ŉ˂ơ ǅUș ʮɮɎȚđ Śö
dȚ ÕŸǭ ȾǡɊɊ ǕÊÓÊ Ɨǈ ȲɭS lʍ Ö˦Ɋ Ǖp šǣS
oƱ˂ơ ƠƩëÓÊ ƗǈĬƆʞ űƠʽÓ āţǭ “ȆĿ ƚș T ƸU
øȕ ȝȼș ɢȺ”Țŗơå éǅǭ “ ȆĿÊ

ȠǩȚ ȥ ȥǇȖ ɢ

Ⱥʻ” e êÊ dȚÓ ğÓŗ ȁ ȲɭÊ Ö˦Ɋ ǕÊ dȚŖ ƠƩ
ș vȶȕ ȚɦĜ ɊƱêÊS
ǜơ Ț Ɔș ȫ ȳǭơ ɊƱȕ  ȱȖ ÿĻÊ Śö ǢȖ
ȠǩȚ ȼˀǅʑÊ ȈéȖ ƶˆʻp ȣȗȖ ȚǞ˅Ó Ŀp ȳ

러한
나게
81) MR
82) PM
83) EC

물리화학적 구조는 생명의 운동이 멈춰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드러
될 뿐이다. (EC 94-97/152~155)
46/68
117-123
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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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ơÊ Ȩşë ȬȜ Ɇ ãȥƊ ˍƜǭ x˂ Óĳŗơ ȆĿÊ ˍȬǼ
v_S ƄƩƜ ɜȚĽ ɊÒǭå ƈ|ʻp ǡąe ˍȬS v_S ì ƶ
ȣÊɊĽ ƙʬƂǚÓ ȚÊ ˍˆƩȚ ɷˍʿv éǅǭ ǭ Ûʽ Ǣ
Ȝ ȩȬƩȚ Ņɿ dș łȥɦĜ éǅȱȔĬ Ơh¨ āţȚǫÓ
“ÿďơ ȆĿș ƚș Śö ƸUȕ î ɽŗȖ ȷuʽÓ dȕ ˍǈȱ
Țŗơ ȩȬȱȚÓ Ɇ ʽʭȔĬÊ ɊTȚp Óļ ʽʭȔĬÊ ǢȚ
Ó”  Țā ˍˆȱ ÛƜ Ȑǭơ ȆĿș ȦȅȚ ȚĳǡɌÓŗ ˍȬș
Ǣȕ Ǣș ǰƱȱ ȲɭĬ ˀĹʻǮ ȚĽ ɍȱȔĬ ſ˖ǅʑe ì
dȚÓ ȆĿS ǜ ȳǭơ ȍȅ˅Þ ]¾Ȗ ƍĿȥŗ ȚÊ r ǯéȱ
åǆȚ pȶêǡ ȣɊ Ǖp dȚ ɷˍǅʒ ȚŦɊǼ ʿ oƱ˂ơ
ſ˖ʻe ì dȠȖ șŦʽÓ ŽĻƲå Ɋȱ ¿ģǭơ Ț ȴȖ
ɊȱʽÓ “ ǶkêɊ Ǖȕ dș Ŝȕ ŬĬ Ǯǭ ȣÓ ŉʻȥŗ d
ȕ ȚŦɊS åǆȖ ˈ˂ êèǒơơ dȖ ƶȶʻ_¨ ƗďɊe Ň
ôÊ Ȉé Ʊǭ ȣÓ”  ˒ȕ MɢȺȱ Ɍ˖Nǭơș pɠǭ ÿĻŗ
Óȗv \Ó
우리 삶의 각 순간들은 일종의 창조이다 . 그리고 화가의 재능이 그
가 만든 작품의 영향으로 형성되거나 변형되고, 어쨌든 수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 상태들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동시에
우리 인격을 수정시켜서, 우리에게 막 주어지는 새로운 형식이 된
다.86)

84) ES 136
85) ES 176; 혹은 다음을 보라: “이 글자들은 서로 결합되려고 하건, 아니
면 서로를 대체하려고 하건 가에, 어쨌든 도식의 지시에 따라 조직화되려
한다 . 그러나 때때로 이 작업 과정 속에서 실현 가능한 조직화 형태에 도
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곤 한다. 그에 따라 도식의 점차적
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도식이 불러일으켰음에도 변형되거나
사라져야 할지도 모르는 이미지들 자체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ES
181-182)
86) EC 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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Ɯ˚Ț ȚĚʻÓŗ ɊƱș ȈéȚ oƱêÊ ʽǭơ åǆv ȚŦɊ
Uș ɳȼȱȜ ȝɿÊ šʽȔĬ Ɋǰì dȚÓ ȚÊ Óǅ ŉ˂ åǆ
Ț ɊÏÊ ƠƩș ǯęȚ lʍ ưɌêɊ ǕȗȖ șŦʽÓ åǆǭș Ț
ŦɊș ˀĹĬ Ȝ˂ ɍȱȔĬ ſ˖ʻe ë ƝĬȈ åǆȖ ʢÛĬ ƝĬ
Ȉ űŘș ¿ģȚ oƱ˂ơ ȚǡɊŖ ȚǼ \ȕ oƱȱȜ Ƹ˘Ț

Ƞ

ǩp £ǩÊ ɊƱȖ |ƩʽÓ ɊƱș ǽƩȕ ǩp ɊƱʻÊ Ȳɭș
ƩƷv ƩȫŇȚ ȣȖ ƕȚÓ Ņɿ ōƸU  eȠș pȑʽ ʪƪ
Ľ ǯéȱ åǆș ˏʛĬ UɋʻŖ ȚĽ ʢÛĬ Óȗș ƶĽ ÄÊ ɭ
ǀ Ɨș eȠȚ £ǩȚ ȚǡɊÊ dɦĜ ŉȚÓ
Ŀp ȚɦĜ åǆv ȚŦɊøȖ ȝɿǅʑÊ vȶȜ “ǅˆɝǷøv
ÓưU ȑȅʽ ǅåø åǆǭ Ûʽ ȚŦɊøș ȱȘv ȚŦɊøǭ Û
ʽ åǆș ȱȘ ȚŦɊø ơĬ Uș UƧv Ƀɪ”Ț ŬĬ ȆĿ ƚ
ȥɭĽ Țĳp ȣÓ åǆv ȚŦɊS ȝɿS ɊǰêÊ Ňʐ ȝɿĽ Ȑ
ʽ ¿ģå oƱì dȚÓ
다른 한편 우리는 전혀 노력을 의식하지 않고서도 도식 속에 자리
잡아 이미지가 나타나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 있고, 그 작업을 무한
히 지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즉 완전히 특수한 상태들이 잇따라 나타
나야 한다. 이 상태들은 어떠한 것인가? (…) 따라서 정신이 통과
하는 상태들은 도식 속에 삽입되기 위해 이미지들이 행하는 시도
들에, 혹은 적어도 몇몇 경우들에서는 이미지들로 표현되기 위해
도식이 받아들이는 변양들에 상응한다. 지적 노력의 특징은 이렇게
매우 특별한 주저함에 있음에 틀림없다.90)

87) “ 결국 그것은 하나의 생명의 과정이며 하나의 관념의 성숙과 유사한 어
떤 것이다.”(EC 340/499)
88) ES 162-164
89) ES 181
90) ES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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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ǡơ üȫʻÊ ǾɼɸȖ ŵȆÊ nȆǭ Ûʽ ƹȕ ƂÓ |ɭȱ
Ȝ ƥŘȖ ȷu˂ɀÓ őȰ Ⱦǡȸ ȣÊ dȕ ȚƜȱȜ Ǿɼș Ȉéǭ
Ûʽ ǅɊTȚÓ Ě¨ “ɸș åǆȕ ÕŸǭ ȱȳʽ ȚŦɊøĬ ɤȌ
ɊɊ ǕÊÓ”  ȆĿÊ Ț ǅɊTȖ ʢÛĬ Ǉɭ Ȑǭơ ȈéWTȱ
ȚŦɊøȖ ǽƩǅʋǞ ʽÓ  vȶǭơ ɦȗǭÊ ŚˑʻeŇ ȜɊê
Ê ǅɊT Ćʽ ȴɜȱȔĬ ȱȳʻe Ƈȳêŗơ Ü ȶ˗ʽ ˏǆȔĬ
ưȑì ƶ ȣȖ dȚÓ Ćʽ Țā ȆĿ Ǉɭǭ ȚŦ Ɲhȸ ȣÊ Ⱥɋ
˖ș ųǆ Ɇ a_¨ ĊÊ üș ˆé ųǆȕ Ǿɼ ȈéȖ |ˍʻpȥ
ʻÊ șɊǼ ɹèʻe ì dȚŖ ÿďơ Țǭ ŋe Ȉé ųǆȖ Ⱥȶ
ʻÊ vȶ Ćʽ ʺȃʻÓ ȚǼ \Ț ǽžʽ Ǿɼ ɸȖ |ˍʻɊǭ
Ê ʺǰȱȔĬ ǡă ʥȮș ǅU ůɚȕ bȗȚp ůɚȕ ɸȜ űéȦ
øș ȢÿľȚ ȃ|ëÓ Ňǟ ȆĿș ƚȚ ʽ ʭș ɸǭ å×ʻĢÊ
vȶȚďp Sȶ˂ƄÓŗ ǅUȖ ɤȆp ȆĿ ƚȖ |ƩʻÊ dȕ Ț
Ľ Ȑʽ pêɊŇ ˤǱ ɞ ŞɐøȚďp ʾ ƶ ȣÓ ȚÊ Ćʽ lʍ
ǽƩì ƶ ǩÊ ǅĽ _ú˂ơ pɮ ǍÊ dȚďpå ŉ˂ƅ ƶ ȣȖ
dȚÓ
ȃʈÛ ɊƱș Ɨǈȕ ȩȬƩv ˍˆƩ ˒ȕ ȶǇv Ťɍ î ˁȖ
ǷSÊ {ɜȱ ˒ȕ Ƹ˘ȱ ȈéȔĬơ ƥŘì ƶ ȣÓ ȩȬƩȕ ˍˆ
Ʃș ɾȐǭ ƠƩȖ űƠǅʓ ƶ ȣÊ ǯęȖ ɊÏŖ ȚdȚ ȩȬƩǭ
ơ ˍˆƩȔĬ SÊ ʻZȱ ȈéȖ ȚĵÓ ȚǼ éǅǭ ˍˆƩș ƃƗ
ŤĬơș ˍȬș ǢȚ Óǅ ȩȬƩȔĬ ˀĹʻp dȖ ɍȱȔĬ
ſ˖ǅʒÓ ȚĚʽ ƜǄș Ȉéȕ oƱȱȜ ʻZ ȈéȖ SÍʊ ʻÊ
Ⱥ`Ț ëÓ ȚɦĜ åǆv ȚŦɊ ȩȬƩv ˍˆƩ ƗȚĽ ǷSÊ
ƶɋȱ ȈéȚ ɊƱȖ |ƩʽÓ ȚĬǋ ȆĿÊ ŽĻƲș ˏȚƜʼǭ
Ûʽ ȲůȱȜ Ȭæ˂ vȶȖ ʣ˂ ɊƱș Ȉéǭ Ûʽ ƥŘȖ ȷǅʾ
ƶ ȣe êǫÓ
91) ES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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Ě¨ ǒɋ «ȕ ŤȗȚ ȻȬʽÓ ƠƩȚďŗ šǣSș ɷˍ 
ȥɭĬ zɟȕ dȝ dȕ ÕƸ˦ ʺǰȱȜ Żʀǭ ÿĻÊ ůƃȱ
Ȝ døș ɷˍȝ ƶ ȣȖ ˒ȕ ƂÓ ƄȱȔĬ ȩȬƩȔĬƆʞ
ˍˆƩȔĬș ƠƩș ʻZ ȈéȚ ůƃș Ȉéȝ ƶ ȣȖ ȆĿÊ
Óȗș ȫǭơ Ț ţȷĽ cʢʻǮ ƠƩȕ ǣȷ¨ ɢȺĽ éůʻÊ
ɢȺȱ ƠƩȠȖ Ⱦȫʾ dȚŖ Ț ȴv Sȫ ƜɹêÊ dɦĜ ƂȚÊ
Ťɍ ǯǅå ɢȺș ȈéȖ ƶˆʻp ȣȗȖ Ų˨ dȚÓ ȫș Áș
Ǽ ʿ ȆĿÊ ɳȼȱȔĬ ‘ɊƱȕ r ɢȺ’ďÊ ŽĻƲș ʟȷĽ
ǸȲ˦ Ț˂ʾ ƶ ȣe ì dȚÓ

  

 ]_1 Qz P

 uC1 Qk 2 ; ) 
Ȑǭơ ȷë Ťȗǭ Û˂ơ ɢȺǼ ǅUș ƈSƇȱ xoǭ Ûʽ
ŽĻƲș ȑŘʽ ÙſȖ ƙʬƂÊ dȔĬ ǅȦ˂Ƃȥ ůƃȱȜ dø
ș ɷˍȔĬ ȚǡɌ ƪoS ȣÓŗ _ǭơ ŦĕÊ v_Ǽ ˍȬș ȃ
ưøș oȱȜ ǰȫǭ Ɋ¨Ɋ ǕȖ dȚ āţǭ ƗǈƜ lȶêǡ
ȣe ëÓ ŽĻƲȕ lvÊ ŦĿ Ⱦǡȸ ȣȔťĬ “Ț ȦǨȕ ȴȴ
Ü ƒĿ Ɍˆêǡ ǉɊǡ šʽ˦ ƒďȸ ƸUȱȜ dȚ ëÓp Sȶʾ
ƶå ȣÓ” p ŉʽÓ Ǯơ ǅUȕ ǒšdå ſ˖ǅʑɊ ǕȔŗơ
ȚĮƜ ǡă ƱåĬå ʮɮɍ ƶ ȣÊ dȚÓ ÕɊ ƥʚȚ Ⱥ Ü ƒ

92) EC 339-34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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Ŀ ÀȖ ƕȚŖ dȕ ƥʚv Ť Ŀp Ț ðȖ ʱʿʽ Ȳɭș x
oǭ Û˂ơÊ ǡă Ǵˈå ŦɿɊ ǕÊÓ pȲǯʼș Ťɍx ˒ȕ ƪ
oxȕ ȚǼ ÓĻɊ ǕÓ vʼȚ ɴƜǅʒ ƪoǭơɦĜ ŤɍȚ Ö˧
ɏˀ Ʊș ȃưø ƗȚǭơ ƶŃêÊ ʺǰȱȚp oȱȜ ŻʀȔĬ
Țĳǡȸ ȣÓŗ _ơ ǅUȕ ǒšě ǯʾȖ ʻɊ ǕÊÓ ǈĬ vʼ
ȕ Ƞșș ǅUș UiøȖ Ɯȶʻp Ț (  (  ( ș ǅȴǭ ÛȘʻ
Ê ƗŤøș xoĽ vʼȱ Żʀǭ ÿď oƘʻÊ dȔĬ ȚĳǡɌÓ
Ě¨ dȕ Uiș Õ(  (  ( ǭ Û˂ơŇ xoʻɊ ǅUș
Ui ˒ȕ ǅUș ˠľȚ ȁ űƠʻp ǡă ǯʾȖ ʻÊɊǭ Û˂ơÊ
ƥŘʻɊ şʽÓ Țā Uiȕ ɳưʽȔĬ ɘďøǡơ ƪoS ƸU
ȔĬ ȚĳǡɌÓp ʻÜďå ʻü ȚƜʾ dȚ ǩÓ Ě¨ Ňǟ Ŧĕ
S lȶêɊ ǕǚÓŗ ǅUș Uiȕ Ț ƌlȶȱȜ ŦĕĽ pǉʻp
ƤʜʻÊ ɢȺș ȦǨǭ ưȃì dȚÓ ÿďơ ƠƩȕ ÕƸʽ ůƃȚ
ǒÏď ɢȺǮǞ ʽÓp ŽĻƲȕ ŉʽÓ
Ćʽ ǜ ȫǭơ ȆĿS ĢƄ ɊƱ Ȉéș |åǭơ ˆȐS ůƃ
ȱȜ dȔĬ ˍˆ˖ê Ȑ˂ơÊ ǯéȱ åǆȚ éȝʻe ȑɊêǡǞ
Ň ʽÓ Ě¨ ǒšĿ ůƃȱȜ dȚďp ˂å dȚ ɷˍʿv éǅ
ǭ ȩȬƩǭ ȬˀĹʻÊ ʽ ȱǡå šǣSS Ü˂ȹÓÊ ƗǈŇȔĬå
åǆȕ éȝʽ dȔĬ «Ȗ ƶ ǩÓ ǶĽ øǡ ʀȱȔĬ ȚǡɊÊ
ǅoɴș ȈéȚďp ˂å ćĀȚÊ ǅoŬË ưĿĽ ÷p ȣÊ ȆĿ
șǆș ǅUȱ ȼˀǭ șʽ ɍȱ ſ˖S ȆĿĽ ǡÉ ƸUǭ ȩǭ Ƒ
ċĿe êûȚ  Ťɍ  ȥɭș ɊƱȖ ɊʝʻÊ ǅUȱ ȼˀǭ ș
ʽ ȩȬƩș ſ˖S ǭ ÿļ ƝĬȊȖ ȂȬ˖ǅʓ dȚÓ Ŀp ǅ
Uȱ ȼˀȖ ʣ˂ ɊƱʻÊ Śö dǭÊ ȩȬƩv ˍˆƩș |Ʃ Ŀ
p  ƗȚș ƶɋȱ ȈéȖ űkʾ ƶ ȣǭ ȆĿÊ Śö ȻȬǭe
ơ ɢȺĽ ŉʾ ƶ ȣǡǞ ʽÓ
93) DI 78-79/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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Ě¨ ȆĿǭe µš¨ ȥŘʻe vʼ ŻʀȖ ÿď oȱȚp ʺ
ǰȱȜ ȈéȖ ƶˆʻÊ dɦĜ ƂȚÊ Ťɍȱ ƪoS ȣÓ Ňǟ ɊƱ
ʻÊ Śö dǭơ ɢȺǼ ſ˖Ľ ȚǞ˂Ǟ ʽÓŗ ȆĿS śiʻÊ
vʼș ÂďȈ Ʃuȕ ǡąe ƥŘʾ ƶ ȣȖ dȜS ĚťĬ ȆĿ
Ê ŅɊņȔĬ Ťɍș ţȷĽ ÓĳɊ ǕȖ ƶS ǩÓ ȆĿS Ț ȫș
ȳǭơ ÓĶ dȕ ŽĻƲȚ Ȉév Ťɍǭ Ûʽ Ȼș Ț˂Ľ ʻ
¨Ǐ Áŭ˂¨SÊ º SɊ ʟȷøȚÓ  ȳǭơÊ éȝʽ lĮǭ
ȆĿ șǆȔĬƆʞ ɷűʻǮ å×ʿȔĬǋ ȆĿÊ ŽĻƲv ʿ ȶ
Ǉș ɊƱv ȝȍĮȱȜ Ťɍȱ ȆȾș ɊƱȖ Ⱦȫʻe ì dȚÓ 
Ě¨ ŦĿ ŲˌîɊŇ Țdȕ Ťɍș ʺǰƩȖ ȲȱȔĬ ƆȶʻÊ ų
ǆȔĬÊ ǒÏÓ MɢȺȱ Ɍ˖Nǭơș ʳˍȖ Ƥɻ˂Ƃȥŗ Ȼǭ
éɍȱ uU Ȑǭ ƁɿǅʌÞ ǰȫȕ ŽĻƲǭe “ŤɍȚ ÕɊ 
ųˈȖ Ɋǅʾ ƕȜ Ȉéș ȼɝȴȔĬ ǺhU” dȚ êŖ Ɍȶʽ
Ťɍȕ “uU Ʊǭ ȳÛȱȔĬ mD % & dȕ ǒÏɊŇ  Ʊǭ
0 ~=$’ %   d”Ț ì dȚÓ
94) 네 가지 테제는 다음과 같다: Ⅰ. 모든 운동은 정지에서 정지로 가는 과
정인 한 절대적으로 불가분적이다 .; Ⅱ . 실재적 운동들이 있다 .; Ⅲ . 물질
을 절대적으로 결정된 윤곽을 갖는 독립적인 대상들로 분할하는 것은 모
두 인위적인 분할이다 . Ⅳ . 실재적 운동은 한 사물의 이동이라기보다는
한 상태의 이동이다.
95) EC 205/308
96) EC 204/308, 원문 강조
97) 하지만 직관의 방법론을 통해 물질의 지속을 발견한 후에도 베르그손은
여전히 물질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 구절들을 제시한다 . 사실 《 물
질과 기억》 의 4 장에서 베르그손은 그가 후에 《창조적 진화》 에서 모순된다
고 이야기하는 두 명제를 물질에 있어서 동시에 긍정하고 있다 . 물질은
필연적인 잇따름으로 이루어진다 . 그러나 동시에 물질은 비록 무한소적일
지라도 차이를 생산하며 지속하고 있다 . 이 모순이 화해될 수 있는 가능
성은 《 물질과 기억》 의 결론에서 등장한다: “절대적인 필연성은 서로를 잇
따르는 지속의 순간들의 완전한 등가성에 의해 표현될지 모른다 . 물질적
우주의 지속이 그러한가? 그것의 순간들 각각은 선행하는 것으로부터 수
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작품 전체에서 연구의 편이를 위
해 그렇다고 가정해 왔다 . 그리고 사실 우리 지속의 리듬과 사물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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Ȉéș x¾ǭơƆʞ ǅȦ˂Ƃȥ ˡ˦ ȈéȚđ uU Ȑǭơș 
då ʻʼȱ uU ˒ȕ Ƹƶ uU Ȑǭơș Ȑɿøș ſ˖Ĭ UȾê
Ŗ ÿďơ ȈéɭS Ɋ¨U uUƜș ȱǭ ș˂ Śî ƥŘì ƶ ȣ
Óp ǮhɌÓ Ě¨ ŽĻƲȕ uUǭơÊ ȈéȚ ƩŃʾ ƶ ǩÓ
Ê ƄȱȜ ůĮȖ ȷʽÓ ŽĻƲȚ Ƃǭ Ț \ȕ Ȉéș ȱ
ȕ ȈéȖ Ɯɑʾ ƶÊ ȣȖɊǣȶ lʍ Ȉé  ȥɭS ì ƶ ǩÊ
ã uUƜș ȱȕ uUș ƄƩȚ Ěʻû Ɔéȱ ȴøș ƸȲʽ
의 리듬 간의 거리가 그러한 것이다. 최근의 철학에 의해서 아주 깊이 연
구된 자연의 흐름의 우연성은 우리에게는 실천적으로(pratiquement) 필
연과 등가적임에 틀림없다.”(MM 279/407, 인용자 강조) 즉 물질의 필연
성을 주장하는 대목은 《물질과 기억 》 4장에서 적용하기로 천명된 직관의
방법론이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 그러나 우리는 더 나
아가, “공간 속에 절대적으로 연장된(étendue)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펼
쳐지고 있는 (s’étend) 것 ”(EC 204/308)으로 기술되는 물질의 완화된 필
연성이 과연 베르그손이 채택하는 최종적인 물질의 상인지에 대해서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한다 . 베르그손 또한 《 물질과 기억》 4장의 본격적인 탐구
의 시작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몇몇 지적을 하
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 여기서 문제는 물질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MM 209/313) 이에 대해서는 논문의 3 부 2 장 3 절에서 더
욱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98) 이때 상징한다는 것의 의미는 , 실재 자체는 아니면서 실재의 운동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된 기호와 실재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 따라
서 운동체의 궤적 선분 AB는 운동체의 운동을 ‘ 상징 ’하는 것에 지나지 않
음에도, 이 선분AB의 속성을 통해 운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는 발생한다. 이와 같은 베르그손의 상징 개념은 사유와 언어의 관계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물질과 기억》 에서 분석된 대화를 청취하는 운동
에서 실재하는 것은 사유의 운동이며 , 언어는 사유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길목에 세워놓은 표지판의 역할을 할 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과 유사한 사유로부터 출발해
서 , 표지판처럼 때때로 길을 나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어적 이미지
들의 도움으로 당신 사유의 우여곡절을 따를 때뿐이다 . (… ) 실로 [언어
적 ] 이미지들은 사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 사유는 하나의 운동이
다 ”(MM 139/217). 또한 《 사유와 운동 》에 수록된 <철학적 직관 >에서 이
는 직관의 운동 자체인 철학과 그 표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 이에 따르
면 철학자의 직관은 단일한 사유의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은 구
체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당대와 선대의 철학이나 과학 등을 그
재료들로서 불가피하게 빌려와 자신의 체계를 세운다. “그러나 학설을 표
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을 그 학설의 구성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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ˀǭ Ɋ¨Ɋ ǕȔŖ  ƆéƩøȖ ǒšĿ Ü˂å ȈéƩȚ êɊÊ ş
ʾ dȚÓ eÓS uUv ȱȕ šʽ˦ SƇȱȜ ůŗ Ȉéȕ ¨Æ
ǡɍ ƶ ǩÊ dȚ_¨ ¨ÆǡɌÓŗ  ƄƩȚ ſʻÊ dȚÓ Ɇ Ɔ
éȱ ȴȚ Ȉéș vȶǭơ SÍ˅ȖɊ ŚĻÊ Ňʐș ȶɊøȖ ¨
ʕ°Óŗ ǈȷ Ȉéȕ ȚĚʽ SÍȱ ȶɊøǭơ œɴɊ Ǖp dø
Ȗ oƱ˂ơ Ɋ¨ɿÊ Õȝʽ ˆȐĬ Țĳǡȸ ȣÓ āţǭ “Śö Ȉ
éȕ ȶɊǭơ ȶɊĬ SÊ vȶȜ ʽ ȳÛȱȔĬ ƈSƇȱȚÓ” ÿ
ďơ Óȗș șţȚ ȷëÓ “Ě¨ 1"#!#$Ț ǡąe [Q
!$v ȝɿʻŖ ȈéȚ ǡąe ƆéƩv ȝɿʻgÊS”



éɍ

ȱ uUȖ ʣ˂ ȈéȖ ƗȑʻÊ dȕ ȶ˗ʻe ȚĚʽ ųǆȔĬ Ȉé
Ȗ ʳƜʻÊ dȚŖ  ȚƜȚ ì ƶ ǩÓ ȷÁș ǯƥǭ Ûʽ  ȑ
Řʽ ŽĻƲș ƌʪȕ ŬĬ Ț ȴǭ bĢ ȣÓ

 Ćʽ ŤɍȖ Ƹƶ

uUȔĬ ʳƜʻÊ dȕ ŤɍȖ ɊƱʻÊ ǈȬĬ Ț˂ʻÊ dǭ ʎe
ƜɹëÓ ȆĿS ȫ ȳǭơ ƙʬƄ dv \Ț ɊƱș ȲɭĽ |Ʃ
ʻÊ ˃ǉȕ ȚĚʽ ǰƱș Ȧȅǭ ȣǭ Ƹƶ uUǭơÊ ɊƱv Ɋ
ƱȔĬƆʞ SÍ˂ɊÊ ɢȺǼ ſ˖ș Ŝȕ ɣȖ ƶ ǩ āţȚÓ 
ĚťĬ ȆĿS ǈȬǭ Ûʽ ǹŬļ ƗȑĽ ƶˆʻ Ȑ˂ Sȫ őȰ
ȷ_˂Ǟ ʾ dȕ Ț uUș ǈȬƩ ˒ȕ uUv Ȉéș éȝƩǭ Û
ʽ ƔĿ ȕ ŨȗȚÓ
ğÓŗ éɍȱ uUȚđ šǪȜS ŽĻƲǭe éɍȱ uUȚ
đ lʍ ǈȬʻÊ šǣSS ǒÏŖ ȆĿ ɊƩȚ Ňøǡ° “ȆĿș S
착오 ”(PM 122)이기에 , 철학자의 사유는 결코 당대의 사유들을 단순히 결
합시킨 모자이크 작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베르그손은 말한다.
99) MM 209/314; 이것이 《 물질과 기억 》 4장에 핵심적인 , 운동에 관한 네
명제들 중 첫 번째 명제를 이룬다.
100) MM 211/317, 원문 강조
101) “엘레아의 제논의 논증들은 이 환상과 다른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 모
든 논증들은 시간과 운동을 그것들의 밑에 놓여 있는 선과 일치하게 하
고 , 그것들을 동일하게 세분하며 , 그것들을 선과 같이 다루는 것으로 이
루어진다.”(MM 2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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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ʽ ˆéș åǆ”

ȚÓ

ŽĻƲș ɴȱǭ ÿĻŗ ˆéș ơĬ Ó

ļ î ųǆȜ ƄÍv ɊƩ Ƀ ƠŘș ȑ˖ ȦǨȖ ǰȫ ˒ȕ ǽƩʻ
Ǯ ˆéʻÊ ƄÍv ×Ŀ ɊƩȕ šŤɍȖ [p å|Ľ ȷȦʻÊ ų
ˈȔĬ Ɍ˖ʽÓ  lvĬ ƄÍv ɊƩȕ ơĬ Óļ ȼĹș Ȝǆș
ˏǆȖ ʿɵʻe êǫÓ



ɊƩȕ šŤɍș lȖ ÿď – Ě¨

šŤɍȚ ǽȲ˦ ǈˍʻɊÊ ǕȖ – ƈǰƱƩv ƆéƩŇȖ Ř˗ʻ
e ʳƜʻe ëÓ ƕŇ ǒÏď ȷȦȚ ɰɢǭÊ Ⱦǡȸ ȣÊ ɍĲ
ĬƆʞ  ɍĲǭ ¯Ȭêǡ ȣÊ ˏʛǭơ ňȚ żǡ¨Ɋ Ǖȕ ɤ ȍ
ʻÊ å|Ľ ŇôÊ ųǆȔĬ ˆ˂ȹÓŗ Üȇ ű×ë ɊƩȕ ˍȬș
ɍĲǭ ʽȶêĽ _Ɔʾ dȚÓ ȚĬǋ ɊƩȕ ŤɍȖ ĬƆʞ š
ʽ˦ SÍʽ ˏʛøȖ Ƙɷʾ ƶ ȣÊ ɍĲĬơ Ɇ ȍʻÊ ÛĬ ȬÕ
ʾ ƶ ȣȖ ȝȼș _Ûʽ ɧȔĬ ]¾˖ʽÓ ȜU ɊƩȕ ȆĿș ɋ
ȵȱȜ nˊȚ ȐɿʻÊ |ɭȱȜ ǰȫ ǒĕǭ éɍȱȜ uUȖ ƪȆ
pÊ Ü ¨ǒS dȖ Ɍȶʽ ǈȬď ǮÊ dȚÓ ÿďơ ŤɍȖ
ȈéȖ ȷÛĬ Ț˂ʻ Ȑ˂ ȆĿS őȰ ȷ_˂Ǟ ʾ Ƿ˂Ê ȚdȚ
Ó



102) EC 158/239
103) EC 136-158/208~240;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지성과 관련해서 공간의
관념을 고찰하는 것은 이미 《 물질과 기억》 에서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실
재를 이처럼 분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실재가 임의적으로 분할가능하
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 연장인 감각적 성질들
의 연속성 아래 무한히 변형가능하고 , 무한히 줄어들 수 있는 그물망을
깔아 놓아야만 한다 . 이렇게 단순히 사유된(conçu) 기체 (基體), 임의적이
고 무한한 분할의 이상적인 도식이 바로 동질적 공간이다”(MM
235/350).
104) 순수 공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는 들뢰즈가 나누고 있는 실재의
층위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 시네마 1》 의 <운동에 대한 테제들 – 베
르그손에 대한 첫 번째 주석 >에서 들뢰즈는 다음의 세 층위를 구분한다 :
“1) 분별가능한 대상들이나 판명한 부분들에 의해 규정되는 닫힌 집합들
혹은 체계들 . 2) 이 대상들 사이에서 수립되고 , 그 대상들 상호간의 위치
를 변양시키는 이동운동. 3) 그 고유한 관계들에 따라 변화하기를 멈추지
않는 정신적 실재로서의 지속 혹은 전체”(Gilles Deleuze, op. cit.,
1983, p. 22.(질 들뢰즈 지음, 유진상 옮김, 앞의 책, 2002, 26쪽)).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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ʽʭ ȚǼ \ȕ ɊƩș {ĬƆʞ żǡ¨ uUǭơÊ Ü ȚƜ ɣ
Ȗ ƶ ǩÊ Ȉéș ǈȬƩȖ nˊʻ Ȑ˂ơÊ ¨ș ƲȖ ɋȵ Ȋɋ
ǮƂÊ dȔĬ ɹƇʻÓ ¯S ȱ Ȑș ȴøǭơ ōŸ œɴÊ dȔĬ
Ê lʍ ǤɊ ş˅Ȗ ǡĂʽ Õȝʽ Ȉéș WTȚ Æ|å șǉʾ ƶ
ǩȖ Ȉéș ǈȬƩ Ū ȳÛƩȚ ¨ș șǆǭ ȾǡɌÓ ˒ȕ ȆĿÊ
ãʅĻʦǼș Ûŗǭơ Śĸǀ"=@CA S ȾȫʻÊ dɦĜ Ȉéș ƜÛ
Ʃǭ Ûʽ Śö {ƥȖ Ǝh¨V ȊɋȚÊ ȥș ʸĬWȖ ɭˊʻe ë
Ó



ȚɦĜ “ǈȬȱ ȈéøȚ ȣÓ”



Țā ¯ ŮǭơÊ uU Ʊ

공간은 이 중 첫 번째 층위에 해당한다 . 이 첫 번째 층위가 가상이라면 ,
나머지 두 층위는 실재의 각기 다른 측면들이다. 순수 공간으로 번역되지
않는 운동 그 자체로서의 두 번째 층위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
펴본 현행성의 차원에 상응한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층위는 상징의 관계
를 맺으나 , 결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한편 두 번째 층위
의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시간적 종합이 수행됨에 따라 , 그것은
자신의 잠재적 차원을 갖게 되며 이것이 마지막 층위를 이룬다 .; 들뢰즈
의 이 세 층위로의 구분에 대해 베르그손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
지만 , 각 층위들의 성격과 층위들 간의 관계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다 . 베르그손에게는 세 번째 층위와 두 번째 층위에서 성립하는 질이 명
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계속될 논증에서
물질에 질적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이 지속함을, 즉 그것
또한 정신이라 할 수 있을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그
러나 들뢰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그러나 베르그손은 그래서
강도량들에 귀속되는 모든 것을 이미 질 안에 가져다 놓았다. (… ) 하지만
이를 위해 그는 질에 어떤 깊이를 부여해야 했는데, 정확히 그것은 강도
량의 깊이일 뿐이다.” 들뢰즈가 보기에 절대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도
가 성립하는 것은 세 번째 층위에서만이며 , 이 강도가 연장과 정도상의
차이를 낳는 동시에 질과 본성상의 차이를 낳는다 . “ 요컨대 양적 차이나
정도상의 차이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질적 차이나 본성상의 차이들이 있다
면,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들뢰즈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 PUF, 1968, pp. 307-311.(『 차이와 반복』, 김
상환 옮김, 민음사 , 2006, 509~513 쪽 .)
105) “ 데카르트와의 논쟁에서 모뤼스 (Morus)는 익살스럽게 다음과 같은 점
을 암시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나로부
터 상당한 거리만큼 멀어져 가면서 피로로 얼굴이 붉게 되었을 때 , 움직
이는 것은 물론 그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MM
2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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ș ȚéȈéȔĬ ¨ʕ¨Ê Ʋș Ȉéȕ ¯ ǔǭơș Ɯʛș ſ˖ ˒ȕ
Ʃɍș ſ˖Ĭ ¨ʕ¨Ŗ ÿďơ Ǡv ɍ ǰȫv ƌǰȫș |Ƈȕ Ɨ
ďɌÓ ěã ¨Ê ¯S ȾɭȱȔĬ ƶˆʻÊ ȈéǭơƕŇ ǒÏď
¯ Ůș ƗŤøĬƆʞå ȚǼ \ȕ ɍș ſ˖Ľ ƇŘʽ ƗǈĬơ ɊT
ʽÓ ȆĿÊ Ťɍș WTȱ ƩɍøȖ ȵʻŖ dȕ ƆÕ˦  ƄƩ
Ȗ ſ˖ʻp ȣÊ ųǆȔĬ ¨ʕ¨Ê dȚÓ



“ÿďơ ¨Ê Ɨǂș

Ǡ ÕȖ Ʉp ȣÊã dȕ ¯ ǔǭơÊ Ȓ WTø ¯ ŮǭơÊ
Ťɍș WTȱ ƩɍøȚÓ”

 ğÓŗ

¨ǭe ȳÛȱȜ ɍȱ ɜȚĬ

ˍǅêÊ Ț ƗŤøǭơå Ȉéș ƜÛƩ {ƥĬ ȚÊ Ȑɿ ˒ȕ _
Ŀș ſ˖Ĭ ÕƸ˦ ˘ȍì ƶ ǩÊ ǡĂʽ ǈȬȱȜ ȈéȚ ƶˆêp
ȣȗȖ ɴĮʾ ƶ ȣɊ ǕȖ



Ě¨ ǮȲ˦ ƗĒøȕ ¨ǭ ș˂ ɋȵ ƶˆë ʧȱ ȈéȚ¨
ſ˖ș ǠƜȚ ĈĨʽ ȈéøǭŇ  ǈȬƩȖ ƆǮʻp ¨ŐɊÊ Ɔ
106) MM 215/323; 이것이 《 물질과 기억》 4 장의 네 명제들 중 두 번째 명
제를 이룬다.
107) “소리는 침묵과 절대적으로 다르며, 또한 어떤 소리는 다른 소리와 절
대적으로 다르다 . 빛과 어둠 사이 , 색깔들 사이 , 색조들 사이에서 차이는
절대적이다.”(MM 219/328)
108) MM 219/328
109)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의 논증은 유비추론으로서는 불완전하다. 관찰자가
사물에서 질적 변화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물들 그 자신도 그들
의 운동으로부터 질적 변화를 느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이
경우에 추론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능한 반박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직관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베
르그손에 따르면 우리가 수행하는 운동과 물질이 수행하는 운동은 동일한
지속의 운동이며 , 우리에게 고유한 지속의 긴장을 보다 이완시킴으로써
사물의 운동에 공감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 우리 자신을 초월” 하여 “주
황색을 외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그것과 내적으로 공감한다”(PM 241). 다
음의 구절은 베르그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동의 실재성으로부터 물질
의 운동의 실재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직관의 방법론을 취했다는 점을 보
여준다. “이 운동들의 운동성만을 고려하기 위해 이 운동들 아래 놓여 있
는 가분적 공간에서 벗어나서, 당신 자신이 행사하는 운동들 속에서 당신
의 의식이 파악하는 이 불가분적 행동을 이 운동들에 밀착시켜보라.”(MM
2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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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ȱȔĬ ŐŤĚ ȣÓp ƠTʾ dȚÓ ˒ȕ ȍȥǼ \ȕ ƜƜSÍʽ
ɳưÕȐøȖ ɭĬ Ɯȶʻp ȈéȚđ Ț ƈ˙ƩȱȜ ɭøǭ ƆS
ȱȔĬ àƉȕ ȦȅȚďp ƠTʾ ƶå ȣÓ Ě¨ ȂƆ ƗŤș Ȉé
Ȗ ǡă ųǆȔĬö ŰǒøȚe êǫÓŗ ȆĿÊ ƗǈƜ Ťɍȱ ȆȾ
Ȳɭș ȈéȖ Ȝȶʽ dv \Ó ȁ´ʻŗ ǈĬ æŃȱ Ťɭ1=@>AĬ
ș |Ƈȕ ȜȐȱȜ dȚp ǈȕ Śö Ťɍȕ ơĬ ǰlêǡ ȣ ā
ţȚÓ ȆĿÊ ʽʭȔĬÊ ǅTv ɱTǭ ȾǡɌ ȝɜȱ ưǮǭơ Ț
Ěʽ Ťɍøș ǰƱƩȖ Sȫ Ȩ ˗Ȝʾ ƶ ȣȔŖ Ć Óļ ʽʭȔĬ
ȚÊ ȚŦ ŽĻƲ ÚÛș Ŀp ˍÛǭ ȚĻɊș ŤĿʼȱ p
ɠȖ £Ɋ ũp ¨YȖ ā ŋÔċĿe êÊ ŬȚå ʻÓ ůŗ ƈ
ǰƱȱȜ ÛƜǭș ɏɝȕ ǈȅȱ Țȑ Ɇ Ǉɭș ʺȃ ˒ȕ Ȅ|S
Ģ¯Ê Ƈȳǭ ȜʽÓ ȆĿ ǇɭS ȾǡɎv éǅǭ ȆĿÊ ȥǰ
ȱȔĬ ȆĿ ǇɭS ʺȃĬ ʻÊ ÛƜŇȖ pŃǅʋ Ȝǆʻe êÊ d
ȚÓ

 ȚÊ  ƠŘȱ ʺȃƩǭ ș˂ơ

ǈȬĽ ɳɰĬ Ƈȳ ˒ȕ p

ȶʻÊ ƠŘɭș ‘xȴDC3’˒ȕ ‘ǀʎŀ1@/<’Ȗ ǰȫʽ dȚď ʾ
ƶ ȣÓ

 ȚɦĜ ŽĻƲ ɨʼș Ⱦȃ

ʟŅø Ƀ ʻ¨Ê ȆĿ Ȝǆ

ƷȚ ʃʥ˂ ȣɊŇ Ňʐ ɊɊ Uvêǡ ǿÞ ˆév ǈɧș
xȴȖ ôĚ¯Ê dȚÓ

 eÓS ȆĿș

ȜǆȚ ˆéș ʺȃǭ ș_

110) “그런데 그 욕구들 각각은 우리가 우리 신체 옆에서 그것과 독립된, 그
리고 우리가 찾아 나서거나 피해야만 하는 대상들을 구별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우리의 욕구들은 감각적 성질들의 연속성을 향하면서 거기서 구분
되는
대상들을
그려내는
그만큼의
빛나는
묶음들이다.”(MM
222/331~332)
111) “ 요컨대 요소란 흘러가는 실재에 대해 취해진 관점이다.”(PM 202);
“ 우리의 < 비결정성의 지대들 >은 말하자면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있는 것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는다 . 그것들은 단지
실제적인 작용은 지나가게 하고, 잠재적인 작용은 머무르게 할 뿐이
다.”(MM 36/72~73)
112) “의식과 과학 옆에는 삶이 있다. 철학자들이 너무도 정성들여 분석한
사변의 원리들 아래에는 사람들이 연구를 게을리했던 바로 이러한 경향들
이 있는데 , 이 경향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성, 즉 실제로는 행동하
려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명된다.”(221/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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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p dȖ ǰȫʻÊ dȚďŗ ȚĽ ʣ˂ơÊ lʍ ǈȬǭ Ûʽ ǹŬ
ļ ȜǆȖ ǤȖ ƶ ǩȖ dȚďp ŽĻƲȕ ȚǞʽÓ



Țǭ ÿ

ď ȆĿÊ Óȗș ŘȷĽ Ț˂ʾ ƶ ȣe ëÓ Ɇ “ŤɍȖ ȳÛȱȔĬ
lȶë ȓwȖ [Ê æŃȱȜ ÛƜøĬ ƇʾʻÊ dȕ Śî ȜȐȱȜ
ƇʾȚÓ”



ʽʭ ȆĿ Ȅ|ǭ ƜÛȱȜ ÛƜøĬș ƇʾøȚďÊ ŤȖ aǡ
²Ȗ ā ȆĿS ŅȾʻe êÊ dȕ Ü ȚƜ ]ƀȱ ÛƜøȚ ǒÏď
ǰƱêǡ ȣÊ ȲɭÓ Ćʽ ÛƜøĬș ƇʾȚ ȜȐȱȜ dȚďŗ Ȉ
éȖ ȝƆ ÛƜøǭŇ ȷʽʻÊ dȕ  ȲȷǭơƆʞ ƩŃʾ ƶ ǩe
ëÓ ȚĬǋ ȆĿS ŅȾʻe êÊ dȕ “ʻ¨ș ȈéʻÊ ǰƱC<3
1=<B7<C7B ;=CD/<B3”

ȔĬơș

Ťɍȱ ȆȾ ȲɭÓ šǣSS ſ˅

Óŗ dȕ Ț ȲɭS ſʽ dȚp Ȉéʽ dȚÓ ÿďơ “ǈȬȱ
Ȉéȕ ʽ ƗŤș ȚéȚďƂÓÊ ʽ Ɯʛș ȚéȚÓ”



 Q  tz `
ȚĬǋ ȆĿÊ ȆĿ ȥǇș Ȉéș ǈȬƩǭ ȵʻÊ dv ŅɞSɊ
Ĭ ʻ¨ș ȲɭĽ ȚĳÊ Ťɍǭ ȣǡơå ǈȬȱȜ ȈéȖ űkʻe
ëÓ ȃʈÛ ȚÊ ƆéƩș ȥĿǭ ȈéƩȖ Ȑɿǅʑp ƈǰƱƩȚ
113) “ 그러나 만일 실재에 대한 이 최초의 세분이 직접적 직관에 답하기보
다는 오히려 삶의 근본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분할을
더 멀리 밀고 감으로써 사물들에 더욱 근접한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
가 ?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적 운동을 연장하는 것이고 진정한 인식에 등
을 돌리는 것이다.”(MM 222/332)
114) MM 220/329; 이것이 《 물질과 기억》 4 장의 네 명제들 중 세 번째 명
제를 이룬다.
115) MM 221/330
116) MM 226/338; 이것이 《 물질과 기억》 4 장의 네 명제들 중 네 번째 명
제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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ǒÐ ǰƱƩȖ ȾȫʻÊ dȚď ʾ ƶ ȣÓ º SɊ ʟȷǭ Ûʽ ƥŘ
Ț £© ˞ǭ ŽĻƲȕ éȝʽ lĮǭ ȜU șǆȔĬƆʞ ɷűʻǮ
å×ʽÓ ŽĻƲȕ Ȉév Ťɍǭ xʽ º SɊ ʟȷĽ ȷǅʻ Ȳ
MŤɍv ǢN ȫ ɰůƆǭơ MŤɍv ǢN Ȳɭǭ bɮ Ⱦȃʻ
e Áșë ȜU ȶǇș î SɊ Ȧȅ Ɇ ɊTv ǢȚ ơĬ Óļ x
ȴǭơ Ťɍv ȶǇș ȚȍĮ ţȷĽ ˂lʾ ƶ ȣȖ dȚďp ŉʽ
Ŭ ȣÓ Ț ȳǭơÊ ȚɦĜ ɊT ȦȅȖ ʣ˂ ǰȫv ƌǰȫȚ uU
ȱȔĬ ʣȝív éǅǭ ƈǰƱƩȚ ůŭíȖ Ǣ ȦȅȖ ʣ˂ Ǡv
ɍȚ ǅUȱȔĬ ʣȝív éǅǭ ƆéƩȚ ˂ŘíȖ ƙʬƂŗơ ɳȼ
ȱȔĬ Ťɍȱ ȆȾș ɊƱȖ Ⱦȫʻpȥ ʽÓ
MŤɍv ǢNș ȫǭơ üȫʻÊ ‘Ƹƶ ɊT’ ]¾Ȗ ʣ˂ ŽĻ
Ʋȕ ȆĿ șǆǭ ȾǡɌ dv ȂƆ ƪoS lʍ ÓĻɊ ǕȗȖ Ⱦ
ȫʽÓ Ťɍȱ ƪoș ɍơǼ ȆĿ șǆș ɍơďÊ ơĬ Óļ î ɍ
ơĽ ƇĿʻÊ dȔĬƆʞ ɷűʻǮ ǡąe ʽ əȚ Óļ ʽ əȖ å
ɷʾ ƶ ȣÊɊĽ ƥŘʻÊ x¾Į Ū ǈȬĮvÊ ×Ŀ ŽĻƲȕ Ȇ
Ŀ șǆȚ ȂƆ ƪoǭ Ɍȶʽ ɰĽ îp ȣÓp ŉʻŖ ǠȥS ʣ
ȝì ƶ ȣȗȖ ȚǞʻÊ dȚÓ ÿďơ “ȾǡɌ d ǈȬȱȜ d
dȕ Ƈʾë ǰȫv Ƹƶʽ ƌǰȫ ƗȚș ō]ȱȜ ǡă dȚ
Ó”

 ÿďơ _ǭ uUș x¾Ț

àƉ Ȳ ȆĿǭe Ƹƶʻe Ⱦ

ǡɌ ʳƜȚ ƈSƇȱȜ Ňʐ Ťɍ Ćʽ ¨Æǡɍ ƶ ǩȔŖ ůÛĬ
ǰȫȖ šʽ˦ SƇȱȚp ƈǰƱȱȜ dȔĬ UȾʻÊ dȕ ȳș Á
șǭơ ƙʬƄ ŬǼ \Ț ȆĿș ƠŘȱ ʺȃǭ ș˂ơÓ Ȼș ‘ǰ
ȫB3<2C3’ȕ ȆĿ șǆǭ ȲȱȔĬ Ƥ šǣSS ǒÏď “ȆĿ ʳ
Ɯș ƈSƇȱ ˗ȫ3FB3<A7=<”

ȔĬ Ț˂êǡǞ

ʽÓ

ʽʭ Ƹƶ ɊTȚ ȆĿ șǆȖ ƸUȱȜ dȔĬ Sȶ˅Ȗ āŇ ȑ
˝ʽ dȚďŗ “ƗǈƜ ȆĿǭe ȣǡơ ƸUȱȜ dȕ lʍ ȻȬʻɊ
117) MM 276/402
118) MM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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Ǖ”

ȔŖ

Ǯǭ àƉÊ î SɊ ˏʛș ǢȚ ȣÓ  ʻ¨Ê Ț

ŦɊǢȚŖ Óļ ʻ¨Ê ƶɵǢȚÓ ȆĿS Ț î ˏʛș Ǣ
ø Ƀ Ǯơ Ⱦśʻpȥ ʻÊ dȕ ˞ȥș ƶɵǢȚÓ ƶɵǢ
ș ŔʇÏɈȕ ȆĿǭe pȑʽ ɊƱș Ŀùv ȺȘʻǮ ȚĳǡɊÊ
dȔĬơ ȆĿÊ ȂƆƪoĽ ʧȶ Ŀùǭ ÿď ȘɵʻǮ ƶȅʻp ȣ
Óp ŽĻƲȕ ŉʽÓ

 ŽĻƲȚ Ț

ˍƜȖ ƥŘʻ Ȑ˂ ɡȺ

ʻÊ dȕ ȱƞ Ɛǭ xʽ vʼȱ ƗǈȚÓ ȆĿ șǆǭ ƸUȱȚpå
Õȝʽ WT ƩɍĬ ȜǆêÊ ȱƞ Ɛȕ vʼȚ ʘ|ʻÊ ƪoǭơÊ
ɰ Ú

Ⱥș ȢÿĻÊ ʩéøĬ Țĳǡȸ ȣÓ Ě¨ ȆĿ șǆ

ȕ Ț šƶʽ ʩéøș ȢÿľȖ ǶĽ øǡ șǆș ɳư ƸUȔĬ ǣ
êÊ 

ɰďÊ ɕȕ ǅU ǔȔĬ ȘɵǅʒÓ ȚÊ r ȆĿ șǆ

ș ƸU ˒ȕ Ɨ`øȚ Ťɍș døƂÓ ɊƱș Ü Ãȕ ȫș ȶ
åĽ ɊÏp ȣȗȖ șŦʽÓ ůÛĬ Ňǟ ¨ș șǆǭ Șɵêǡ ˍǅ
ë ɍȖ Óǅ ȚǽǅʒÓŗ “Ț ƗŤøȕ vʼȚ |ƇʻÊ Ňʐș
ƸUøĬ Ƈȳêŗơ ȥ ȥǇȔĬ êèǒSp WTȱ Ʃɍøȕ Ɨď
ɊɊÊ ǕɊŇ ƌ{ʾ ƶ ǩȖ ȶåĬ Üȇ Ƈʾë ǡă ɊƱ ǔǭơ
ʮɮɊp ȅ˂”

ì

dȚÓ Ňǟ Ťɍș ƆéƩȚ _ ȣÊ dȚď

ŗ ŬĬ Ț Ǣ ŔʇÏɈǭ ¯ȬȱȜ Șɵ Ȧȅǭ  ɳɰș ȍȖ
[p ȣÓ
ĿʻǮ ɊTȚ ǰȫv ƌǰȫ ƗȚș uUȱ ʣȝȖ ȾȫʻÊ Õ
ɰS ëÓŗ ȚǼ éǅǭ Ǣ Ȧȅȕ ǰȫȱ ƪo Ʊ Ǡv ƌǰȫȱ
ƪoǭ pȑʽ ɍș ʣȝ SÍƩȖ ȷǅʽÓ ȚÊ ȆĿ Áșǭ xĤ˂
ơ ɃȃʻeÊ ŤɍȖ Ƹƶ éɍȱȚp ůƃȱȜ ǠȔĬ ˘ȍǅʑÊ
119) MM 72/122
120) “ 사실 우리의 순수 지각은 아무리 그것을 빠르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지속의 어떤 두께를 점유하며 , 따라서 우리의 잇따르는 지각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했던 것처럼 결코 사물들의 진정한 순간들이 아니고 , 우리
의식의 순간들이다.”(MM 72/122)
121) MM 233-2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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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ǭ ůĮȖ ȷʻÊ dȚ ëÓ Ňǟ ȆĿ ɊTǭ ȾǡɊÊ ʧƶʽ
ɍøȚ Ťɍș Ȉéøv éȝʽ dȚďŗ Ťɍș ȈéøȚ vʼȚ Ɯ
ȶʻÊ dv \Ț ǽȲ˦ éɍȱȜ Ƹƶ ǠȚ ì ƶ ȣȖ ŽĻƲ
ȕ Ťɍș ȈéȚ ȲȱȔĬ éɍȱȚďŗ ĬƆʞ ȆĿS ɭˊʻÊ
ɍøȚ ɷˍʻÊ dȕ ȱǭ ș˂ơ¨ SÍʾ dȚŖ Ťɍș Ȉéǭ
ȚŦ Ƹƶ ǠȔĬ ˘ȍêɊ ǕÊ ǡă Țɍȱ ȃưøȚ Ɇ ɍȱ ɜȚ
øȚ ȣǡǞ ʽÓp ȚǞʽÓ

 ŤĮ

Ťɍǭơș ȚɍƩȕ ǒȾ Ŧ

ƪʽ dȚǡơ ǈɧȱ xȴǭơÊ dȖ éɍȱȚď Ǯ ƶ ȣȖɊ
ďå ŉȚÓ Ťɍș Ȉéǭ ƘȬêǡ ȣÊ Ŧƪʽ ſ˖ø šʽưȱȜ
ɍȱ ɜȚøȚ ȆĿ șǆș Õȝʽ ɊT ˆȐ Ʊǭ Șɵíǭ ÿďơ
ȆĿǭeÊ Üȇ Ř˗ʻe ˍǅì ƕȚÓ ʣƜȱ Ț˂ƂÓ Ťɍș Ȉ
éøȕ ß éɍȱȜ dȚp ȆĿ șǆș ɍøȕ ß ȚɍȱȜ dȠȚ
ʨłǩÓ ȚĬǋ ơĬ ʣǟ ƈSÍʽ dɦĜ ƂǳÞ Ǡv ɍș ʣȝȕ
ȫȚǽș xoĽ ʣ˂ SÍ˂ɌÓ ß éɍȱȜ Ǡv ß ȚɍȱȜ
ƩɍȖ ō]ʻÊ d ȚdȚ ‘ȫB3<A7=<’ȚďÊ ]¾Ȗ ʣ˂ ŽĻ
ƲȚ ƥŘʻpȥ ʻÊ ŬȚÓ
l} ɊTȖ ʣ˂ ǰȫv ƌǰȫș |ƇȖ ǩǝp ǢȔĬơ ɍv
ǠȖ ȫș ɜȚĬ ˘ȍʻÊ dȕ Ťɍș ȻȬųǆȚ ȆĿ ȶǇș 
122) “ 그러나 운동을 접촉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은 어떤 신비로운 과정에
의해서 그것들을 감각으로 번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은 공간 속
에 투사되어 자신들이 번역하는 운동을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뒤덮으러
올 것이다.”(MM 227/338); “ 왜냐하면 질들은 단지 일종의 기적에 의해서
만 그 요소들에 첨가되며 , 단지 예정조화의 덕택으로만 그것들에 상응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질 속에 내적인 진동의 형태로 이 운동들을 놓지
않을 수 없고 , 이 진동과 질을 그것들이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전
자는 덜 동질적인 것으로 , 후자는 덜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MM 230/342); “ 그것들의 더욱 분명한 색들도 무한한 반복들과 무
한한 요소적인 변화들을 응축한다 . 달리는 사람의 수천의 잇따르는 위치
들이 유일한 상징적 태도로 응축되어 우리 눈에 지각되고 , 예술에 의해
재생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달리는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것은 그와 같
다 .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간간이 던지는 시선은 단지 무수한 반복
들과 내적인 변화들의 결과들만을 포착하는 것이다.”(MM 2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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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ƄȱȔĬ |ƀêÊ dȚ ǒÏďÊ ȴȖ ƂǮɀÓ őȰ ƈǰƱ
Ʃv SƇƩȖ ƜȶʻÊ ǰȫ ]¾Ȗ _Ɔʻŗ ȆĿ șǆ Ʊ ʳƜȕ
Ťɍv lʍ ƄȱȔĬ |ƀêÊ dȚ ǒÏÓ ƌĭ Ťɍș ǰƱƩȕ
ȆĿ ɊTș ʽoĽ ¸ǡơ ȆȾ ȲɭĬ ǰȫì dȚɊŇ ŉȚÓ éǅ
ǭ ȆĿ ȶǇǭ ȾǡɌ ɍȕ Ťɍș Ȉév ǅUȱ ɜȚĽ ʣ˂ ƥŘ
êŖ ÿďơ ȆĿǭe ƜÛȱȔĬ ƆéȱȜ dȔĬ ȜǆêÊ ɍ Ćʽ
ȜU ɊTș ʽoĽ ¸ǡƤ ǉɾǭơÊ šƶʽ ȈéȖ ƶˆʻp ȣÓ
ȚĬǋ Ťɍȱ ȆȾÊ ȆĿ ȶǇƂÓ Ü ·ȕ ȫưǭơ Ü ǟʽ ȫ
ȔĬ ɊƱʻÊ dȚ ëÓ
이처럼 물질은 모든 것이 중단 없는 연속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연대적이며, 그만큼의 떨림들로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무수한 진동들로 용해된다. ― 한마디로 당신의 일상적
경험의 불연속적 대상들을 서로 연결해 보라. 그 다음에는 그것들
의 성질들의 부동적 연속성을 곧바로 진동들로 용해해 보라. 이 운
동들의 운동성만을 고려하기 위해 이 운동들 아래 놓여 있는 가분
적 공간에서 벗어나서 , 당신 자신이 행사하는 운동들 속에서 당신
의 의식이 파악하는 이 불가분적 행동을 이 운동들에 밀착시켜보
라.123)
ȚɦĜ ȆĿ ƚș ʺȃĬƆʞ |Ʃë ŤɍxȖ ˂ɭʻp  ȥɭĬ
pɠë Ťɍȱ ȆȾÊ ȆĿ ȶǇș ɊƱv ȝȍĮȖ ȚĳŖ ɊƱʽÓ
ŤĮ Ťɍv ȶǇ ƗȚǭ ÄȜ ȫș ɜȚÊ ȳÛȱȜ UȔĬ «ǒ
ȣǡơ ȚdȚ ŤɍĬ ʻǮ v_Ľ ÕɊ ůƃȱȚp oȱȔĬ Ȧ
éǅʑe ʻp Ťɍș ʺǰȱ ŻʀȖ SÍʊ ʻÊ ȚȑS ëÓ Ě¨
Ĝǭå “Ťɍȕ ƇƢ˂Ƃŗ ȃưȱ ɌéøĬ ȅ˂êŖ Țdøȕ ǒ
šĿ ɕȕ dȚď ˂å ǒȾ ǟʻp Ɨďȸ SÊ ɊƱǭ ƱʻÊ dȚ
123) MM 2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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Ɋ šÊ ǒ”

Ð

ȚƜ Ț Ťɍș ʺǰƩȕ ǽȲʾ ƶ ǩÓ _

ǭå ǯǅ ¯ȱȜ ɢȺǼ ƩƷș vȶȚ Ɍˆêp ȣȔŖ šʽưȱȜ
ɜȚǼ ƌlȶƩș ŜȚ ÄǮ ȣÊ dȚÓ ȚĬǋ ȆĿÊ ɊƱʻÊ Ś
ö dǭơ ɢȺĽ ȚǞʾ ƶ ȣȔŖ ƠƩȕ ǣȷ¨ ƝĬȊș ƠƩȚ
ďÊ ȾȫȖ ȚǼ Sȫ ƜɹʻÊ dɦĜ ƂȚÊ Ťɍǭ ȣǡơå kɊ
ʾ ƶ ȣe êǫÓ 

124) EC 202/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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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d*z J Qz b

 uC

  d*k^ Qz l
 H^z `k A P6
ɊɊ ȆĿÊ ȶǇș ƶɋȱ ȈéȔĬƆʞ ɊƱș ƗǈȚ ˗Ƃì
ƶ ȣÓÊ ȴȖ ƙʬƂǚÓ ɊƱȚ r ɢȺȚp űŘȚďÊ ŽĻƲ
ș Ƅȱ Ⱦȫǭ Û˂ ȚÊ ˍˆƩȚ ȩȬƩȔĬ ˀĹʻÊ ƜǄ Ȉé
Ț  ȩȬƩș åǆȖ oƱ˂ơ Ŭp ȚĽ ʢÛĬ ȩȬƩǭơÊ o
Ʊ˂ơ ɢȺș ŜȖ ˍˆƩș ɾȐǭơ űƠǅʑÊ ʻZ ȈéȚ ƩŃ
ʿǭ ÿď SÍ˂ɌÓÊ ƥŘȖ ȷǅʽ dȚÓ Ț Ɯˑ {ɜʻÊ ȶǇ
ș ƶɋȱ ȈéȚ ǅUș ˏǆȖ ȚĵÓ Ț Ɔǭơ ȆĿÊ ȚǼ \ȕ
ǅUv ɊƱǭ Ûʽ ŽĻƲș ʟȷș ƈɹƇƩȖ ɊȱʻŖ Țǭ Û
˂ șţȖ ȷʻpȥ ʽÓ då ŽĻƲȚ ɊƱǭ Ûʽ ȥǇș ʘ
|Ľ ǅȦʻŗơ ȼȲș ǅU Ț˂ǭ Û˂ ÞȹÞ ţȷȷ ųǆv é
ȝʻe ŉȚÓ Ňǟ ǅUȚ űŘ ˒ȕ ɢȺȚ āţǭ ɊƱʽÓŗ
ǯȔĬ űŘ ˒ȕ ɢȺÊ ȁ ʧȶʽ ǅUȖ øȚÊS ȁ ɢȺș ȦǨ
ȕ šʽʽ ƱåĬ ÕŸǭ ȚĳǡɊɊ ǕÊ dȜS ǶĽ øǡ ɥƜ ů
ÛʭȔĬ ƲȖ Ɠǡ ȍʻÊ Ť`Ȗ ɏǡø Ȑʽ ¨ș ȥȑĬȈ ˆé
ȕ ȁ ʧȶʽ ǅUȖ øȚpơǞ ǽƶêÊS ƠƩș ǅUȕ šǪȔĬ
Țĳǡȸ ȣÊS
lĮȖ Ƥɻ˂Ƃȥŗ ɢȺS ǅUȖ øȚÊ dȕ  ƠƩȚ ȝǡ¨
Ê Ťɍș Ȧȅǭ pȑʽ ǅUȚ ȣ āţȚŖ ÿďơ ŤɍȚ ǅU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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ɍĲĽ ȚĵÓ ŤɍȚ ǩÓŗ ˒ȕ ŤɍȚ ƠƩȚ ȍʻÊ ÛĬ ſˏ
êǭ ɹƇ˦ ȑǰʻÓŗ ƠƩȕ ȶǇȱ ȃưS ǩȖ āǼ ŅɞSɊ
Ĭ šʽ˦ ƑĻe ȝǡª ƶ ȣȖ dȚÓ őȰ ȆĿÊ ǈȬĽ ȚĳÊ
ơĬ Óļ î ɾȐS ȣȗȖ Áţș Ɔǭơ ȚŦ ƙʬƂǚÓ ȩȬƩ
ș ɜȍǭơș ſˏv ſȚÊ ˍˆƩș ɜȍǭơÊ ʪŘʻe ʮɮɊp
ȣÊ ǰȫƩ Ʊș ȚéȈé:=1=;=B7=<Ȗ ʣ˂ ôĚ©Ó



ǒšĿ

ȕ ƷpĬƆʞ Ț¡ǡɌ ˆȐȝɊďå Ȃ˖êÊ ʽ ÕƸ˦ uU Ȑ
ǭơ Ȓș ȊɋȠøș Ȣÿľǭ Ɋ¨Ɋ Ǖe êÊ dȚÓ



Ț ˍ

ˆƩș ʮɮɎȕ Śö ȥȑǼ ɢȺș ˆȐÊ ǣȷ¨ ˍˆƩș ɍơĽ
ÿĻŗơ  ʪŘʻe ʮɮȸ ȣÊ ǰȫȖ ˒ȕ  ǰȫȖ ȴȑʻp
ȣÊ ÛƜøȖ ʻ¨ʻ¨ _ɿÊ dȔĬ ȚĳǡɊp ȚdȚ ŬĬ Ťɍ
ȱ Ȧȅș ǅUȖ ȚĵÓ ŽĻƲȕ ƝĬȊv ɢȺĽ Ňøǡ¯Ê ȶ
Ǉș ƶɋȱ ȈéȚďÊ ǅUș ˏǆǭ Û˂ ZȺʻŗơ ǅUǭ ȣǡ
ơ Ț Ťɍș ŜȖ Uv˅Þ dɦĜ ƂȚ¨ Țǭ Ûʽ pĢ ǩȚ ǅU
ȕ Óǅ ÕŸǭ ʮɮɊÊ ƸUƩȚ ǒÑ ȚȑS ǩ āţǭ ǅUǭ
Ûʽ ůəɓĿ ƥŘȚ ëÓ
Óļ ʽʭȔĬ Ťɍș Ȧȅǭ ǅUȚ ưȃëÓÊ ȴǭ Û˂ ŽĻ
Ʋå ǡÉ ȶåÊ Ȝǆʻp ȣǫÞ dɦĜ ƂȜÓ ȆĿÊ  Ȳ_Ľ

125) 여기서 이동운동이란 형태 변화나 화학 작용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 또한 미소한 설탕 알
갱이들의 이동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이때 공간 혹은 연장은
순수 공간 쪽으로 향하면서 펼쳐지고 (s’étend) 있지만 순수 공간으로 완
전히 환원되지는 않는 연장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26)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 단순한 장소의 변화는 자신 안에 우주적인 변
형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다 .”(MM 235/349); “그리고 , 생명체가 그들의
것인 운동을 , 즉 그들에게 고유하게 결부되어 있는 운동을 , 즉 안으로부
터 지각되지만 바깥에서 고려되었을 때는 이동의 상호성으로만 눈에 나타
나는 운동을 완수하는 순간 , 사람들은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인 운
동들이고 이동의 상호성은 우리 눈에는 내적이고 절대적인 변화의 공간
속 어디에선가 산출되는 표명(manifestation)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D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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ǃxǢǭ ưȃêÊ ʧȶʽ ǅUǭ Û˂ ȚǞʻÊ |ȳøǭơ ű
kʽÓ Ɨǈ ǃxǢș ǅUƩȖ ȜȶʻÊ dȕ ǅUǭ Ûʽ ŽĻ
Ʋș Óļ ơƹøv ŚƸêÊ dȚÓ ʽʭǭÊ ƝĬȊȚ ɷˍʻɊ
ǕÊ Ťɍș ůƃȱȜ Ȉéøǭ Û˂ơÊ ǅUv ɊƱȚ ʺȃĬ êɊ
ǕÊÓÊ ŽĻƲș ȑŘʽ ʟȷS ȣÓ Ŀp Ć Óļ ʽʭǭơÊ
Ťɍș ǃxȱȚp ůƃȱȝ ƕȜ ȈéȜ ǃxǢȕ døȖ Ȧé
ǅʑ Ȑ˂ơÊ ǣȷ¨ ʧȶ ǅUȖ øǮǞ ʽÓp ȚǞëÓ Ț Ś
ƸȖ ǡąe ˂lʾ ƶ ȣȖ
어떤 특정한 독서의 기억[이미지-기억]은 하나의 표상, 단지 하나
의 표상일 뿐이다. 그 기억은 내가 내 맘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
는 정신의 직관 속에 들어온다. 나는 그것에다 임의적인 어떤 지속
을 할당할 수 있다 . 그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단번에 포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암기된 학과의 기억 [습관-기
억]은 비록 내가 이 학과를 내적으로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을 때
조차 어떤 정해진 시간을 요구한다. 즉 그것은 비록 상상 속에서라
도 필요한 모든 발음의 운동들을 전개시키기 위한 만큼의 시간을
요구한다.127)
어린아이가 그림맞추기 놀이에서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놀이를 할 때 그 아이는 더 많이 연습을 함에 따라 점
점 더 빨리 재구성에 성공한다. 게다가 그 재구성은 이미 준비되었
던(instantané) 것이었고 어린아이가 상점에서 나오면서 상자를 열
었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을 완성된 것으로서 발견했다. 따라서 그
작업은 특정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그것
에는 어떤 시간도 필요하지 않다. (…)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밑바
닥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끄집어 내 창조하는 예술가에게 시간은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 발명의 시간은 여기서 발명
127) MM 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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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와 하나를 이룬다.128)
ȆĿÊ Ț ŚƸȖ ˂lʻ Ȑ˂ơÊ Óȗș ˂lɥŇȚ ȑȝʻŖ
Ć ʕÚʻÓp ƠTʽÓ Ɇ Ȑș î nȆǭơ ǅUȚ ȃ|êÊ dȕ
ơĬ Óļ î Țȑǭ ƱêÊ dȚÓ őȰ ɫ Ÿɖ Ȝȅţȕ ȆĿS
r Ťɍș Ȉé ųǆȔĬ ȶʾ ǃxǢȚ  ȦéȖ Ȑ˂ơ ǣȷ
¨ ȶ˂Ɍ ǅUȖ ȃ|ʿȖ ƂǮɀÓ î Ÿɖ Ȝȅţȕ ȚŦ Ɔǭơ
ƙʬƄ dɦĜ ɊƱȕ ǣȷ¨ ɢȺȱ ƠƩ ˒ȕ űŘș vȶv ʿ
ƩŃʿȖ ȚǞʻp ȣÓ éǅǭ î Ÿɖ Ȝȅţȕ ɢȺȱ ƠƩȚ ǒ
Ïďŗ Ɇ ÕƸ˦ ůƃȱȜ ȈéȚďŗ ȚĮȱȔĬÊ ǡă ǅUå ʺ
ȃ ǩȗȖ ȚǞʻÊã Óľ ǒÏď ɫ Ÿɖ Ȝȅţș ǃxǢȚ
ŽĻƲǭ ÿĻŗ ÕƸʽ ůƃ Ȉéǭ Ɋ¨Ɋ ǕÊ dȚÓ

 ÿďơ

ǃxǢǭơ ǅUȚ ȃ|êÊ dȕ  ůƃȱȜ ˏǆv xĤ˂ơS
ǒÏÓ dȕ ǅUȚ ˍˆƩș ʯŗ Ȑǭơ ʮɮɊ Ȑʽ Ȧȅøǭ
pȑʽ ǅUȚ ưȃíȖ șŦʽÓ ůŗǭ ʫɇ ŋɴ ȦǨǭơ ǅU
Ț ȃ|êɊ ǕÊÓÊ dȕ Ț Ťɍȱ Ȧȅǭ ǅUȚ ʺȃ ǩ āţ
Ț ǒÏÓ ɢȺȱ ƠƩȖ ǞʻÊ ȶǇș ƶɋȱ ȈéȚ Śö ǅUȱ
ˍƜǭơ ȻȬʻp Ț ǅUș ˏǆ ǩȚÊ ɊƱȚ ƩŃêɊ ǕȗȖ Ț
ǞʻÊ dȚÓ ȃʈÛ Ȑǭơ Ȝȅë î nȆÊ ǅUȖ ȚĳÊ î
ɵǭ Û˂ơ ȚǞʻp ȣÓ ɫ Ÿɖ Ȝȅţǭơ Áșêp ȣÊ dȚ
ǅUș ɍĲďŗ î Ÿɖ Ȝȅţȕ ǅUș ˏǆǭ xoʽÓ ɫ Ÿɖ
128) EC 339-340/498~499
129) “ 사실 그것[습관 -기억]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표상하게
(représente) 하지 않고 과거를 작동시킨다 (joue). ( …) 이 두 기억들 중
하나는 표상하고(imagine), 다른 하나는 반복하는데(répéte), 후자는 전자
를 보충할 수 있고 , 종종 그것의 환상을 줄 수 있다 .”(MM 87/143~144,
원문 강조); “만일 물질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물질이 과거
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며, [또한] 필연성에 종속되어 각각이 선행하
는 것과 등가적이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일련의 순간들을 전개
하고 있기 때문이다.”(MM 25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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ȜȅţȚ Ťɍș ƶʯȱ Ȉéǭ Û˂ ƹʽÓŗ î Ÿɖ Ȝȅţȕ ȶ
Ǉȱ ƶɋȱ ȈéȖ ÓĵÓ î ȃưø Ƀ ǡă d ʻ¨ ǩȚÊ ǅUȕ
ɊƱʻɊ ǕÊÓ
ğ āţǭ ȶǇș ƶɋȱ Ȉév Ťɍș ƶʯȱ Ȉéȕ ǽȲ˦
Óļ ɾȐǭơ ÁșêǡǞ ʽÓ ŤĮ ŽĻƲȕ ȆĿS Ɔ ȫǭơ
ƙʬƄ Áţ Ɋȱ ¿ģǭơ Ɋȱ ¿ģȚ ƶůêÊɊș ǮƆǭ ÿď
ơ ƶʯȱ Ȉév ƶɋȱ ȈéȖ |ƇʻǳÓ ȲȥS ȚŦ ǽžʻe Ȃ
Ȉ ǅș oȱȜ ǘƴv \Ț șǆș éȝʽ ʯŗǭơ Ȳ]êÊ Ȉé
Țďŗ ˞ȥÊ Ɯˑ ʿɵȱȜ ƜȐș șǆș ʯŗȔĬƆʞ ȃưøȚ
ʪŘʻe ʮɮȸ ȣÊ ʻȐș Ťɍȱ ʯŗȔĬ ȊɋȜÓ Ě¨ ȆĿ
Ê ȚŦ Ț Áţș Ɔ ȫǭơ ǈȬǭơ ȶǇȚ űkêɊ Ǖȕ ůƃ
ȱȜ Ȉéȕ ȻȬʻɊ ǕȗȖ Ťɍǭ Û˂ơå  ŵ˞ǭ ȣǡơș ȩ
ȬƩș |Ʃv ƶɋȱ ȈéȚ űkíȖ Ⱦȫ˅Ó ȃʈÛ ɊƱʻÊ d
ȕ Śî ȶǇȱ ȃưĽ ɊÏp ȣȔŖ ƶɋȱ ȈéȖ ƶˆʻp ȣÓ
ƶɋȱ ȈéȚ űkêɊ ǕÊ dȕ ǷĬɊ Ƹƶ uUǭơŇȚŖ d
ȕ ɊƱʻɊ ǕÊ ƌǈȬÓ ÿďơ ȆĿș Áșǭơ ȶǇv Ťɍ 
Ŀp ƶɋȱ Ȉév ƶʯȱ Ȉéȕ Óȗv \Ț Ɲįe ȶșëÓ Śö
ɊƱʻÊ ǈȬÊ ƶɋȱ Ȉév ƶʯȱ ȈéȖ éǅǭ ɊÐÓ ɊƱʻ
Ê ʽǭơ dȕ ȶǇș ƶɋȱȜ ȈéȖ ƶˆʻp ȣÓ ˍˆƩȔĬ
Ȃ˖êÊ ʽǭơ Śö dȕ ƶʯȱȜ ȈéȔĬ ȚĳǡɌ Ťɍȱ ɽŗ
Ȗ ɊÐÓ
ÿďơ ȆĿS Ƃǭ ǅUș |Ʃv űƠǭơ ɊƱș ɢȺȱ ƱƩ
Ȗ ȚǞʻÊ ŇʐȚ¨ Ťɍș ŜȖ SĢ¯Ê dȕ ɃȃʻÓ Ț Ɔǭ
ơ ˆ˂ɍ ÁșÊ ȲȥŇȖ ZȺ˅Þ ŽĻƲș ǅUĮǭ Ûʽ Ƃɹ
ȱ ǯʾȖ ʻe ì dȚÓ ȆƤ Óȗ ȳǭơÊ påș ȶǇȱ ˙éȖ
ƶˆʻÊ ȻȬȥøå Ťɍȱ ɜȍȔĬƆʞ lʍ éĄǡȸ ȻŃʻÊ d
Ț ǒÒȖ Ⱦȫʾ dȚÓ ȚĽ ʢÛĬ ȳǭơÊ ȶǇȱ ȻȬS Ť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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ȱ ʯŗvș ȵɱȖ ȟÊ ǭơș ǅUƩǭ Û˂ ȚǞʾ dȚÓ Ť
ɍș ǈȬȱȜ Ȧȅv ȺȘʾ ʺȃS ǩ āţǭ ȍʻÊ Ňʐ Ƒļ
ƱåĬ Ȳ]êÊ ș ɭˊȕ Ťɍș Ȧȅǭ pȑʽ ǅUȖ Ȩ ƂǮɀ
Ó ȫǭơÊ Ťɍș Ȉé ŔʇÏɈȖ ǲƅ ƶ ȣÊ ǃx Ǣș ʺ
ǰƩv  ǅUȱ ȻȬ ǠʛĽ ƥŘʻe ì dȚÓ Țǡơ ȆĿș ǅ
Ux¾Ț Ț ǃxǢȱȜ Ťɍș Ȉé ųǆȖ ÿď ˏƩêǫȗȖ Ų
˦Ê éǅǭ ǅUș ɽȶ SÍƩǭ Ûʽ ʽoǭ Ûʽ ŽĻƲș Ⱦȫ
ǭ Û˂ơå cʢʽÓ ŅɊņȔĬ ȜUȱ ǅUx¾ș ʽoǭ Û˂ Ó
ĳÊ ȳǭơÊ ɊɊ ȶʽ Ŭș Ťɍș Ȉé ųǆȚ ÕɊ Ťɍ
ș ʧȶ ɾȐǭơŇ ƩŃʻÊ dȚ ǒÐɊĽ ƙʸp Țǭ ÿď ǃx
Ǣȱ Ťɍș Ȉé ųǆǭ ș_ʻǮ ˏƩë ǅUș x¾ Ćʽ ȑȝʽ
ǅUȚ ǒÑ ƶå ȣȗȖ ȚǞʾ dȚÓ

 \wz `z Q_
ȆĿS Áţ Ɔ ȫǭơ ȚǞ˅Þ ŬǼ \Ț Ťɍȱ ȆȾÊ Ƈ
ʾì ƶ ǩÊ ʻ¨ș ÕȐĽ Țĳp ȣÓ Ě¨ ȚǼ éǅǭ Ťɍș
uUȱ ǰƱɭ ¯ǭơ ƜÛȱȔĬ Ö˧ ɭoĽ ȚĳÊ ɊƱș Ć Óļ
ÕȐø Ćʽ űkëÓ  ʧƩȖ Sȫ ƇŘʻe ƂǮȾÊ dȕ ƠŘȱ
]ɭȚŖ Ț pŃêp Ö˧ ]ɭøȕ ʻ¨ș ɊƱ ÕȐĽ Țĳp ȣÊ
ȝȼș ưȆȾS ëÓ



Țā ȆĿ Áţș Ɔǭơ Óĳe ì vȶ

ǭ ș_ʻǮ ŽĻƲȕ ȚɦĜ pŃë ȻȬȥøǭ ȣǡ ɊƱș ȶå

130) “그래도 생명은 역시 개체성의 추구를 나타내며 자연적으로 고립되고
자연적으로 닫힌 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 ( …) 우리가 무기계에서 비
교할 수 있는 용어를 찾는다면 , 살아 있는 유기체는 일정한 물질적 대상
이 아니라 차라리 물질적 우주 전체와 동일시해야 할 것이다.”(EC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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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 ÿļ Ȑo163::3 Ľ ƥȶʽÓ Ȑoȱ |Ƈȕ ǅUȱȜ xȴǭơ
ƩŃëÓ MŤɍv ǢN ȫǭơ ‘Ťɍ’Țď ʄ˂ɊÊ ȻȬS øǡ
Ǹ Ȧȅǭ Û˂ ȚŦ |Ʃêǡ ȣÊ Ȉéȷǭ ÿļ ůȦȅȖ _ș
éǅȱȔĬ ¯Ƃ°Óŗ ‘ȶǇ’Țď ʄ˂ɊÊ ƜȐș ȻȬÊ øǡǷÊ
Ȧȅv ¯Ƃ¯Ê ůȦȅ ƗȚǭ ǅUȱ UiȖ ŹĿp  Uiǭ ȥȑ
Ǽ ɢȺș ȈéȚ øǡơÊ dȔĬǋ SÍ˂ɌÓ



반대로 만일 정신의 가장 하급한 역할이 사물들의 지속의 잇따르
는 순간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면, 정신은 물질과 바로 이러한 작용
속에서 접촉하고, 또한 이 작용에 의해서 정신이 우선 물질과 구분
된다면 , 사람들은 물질과 충분히 전개된 정신, 즉 단순히 결정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숙고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 사이에서 무한한 단계들을 생각할 수 있다.132)
ȚɦĜ ȶǇȱ ȻȬÊ Ťɍș oȱȚp ƸUȱȜ ȦȅøĬƆʞ ż
ǡ¨ ˆȐʻp ȆĿS Ț Áţș Ɔǭơ Ƃe ì dɦĜ ŤɍvÊ Ó
ļ ǅUƩ Ȑǭơ ƙǒSɊŇ Ĝǭå ƈ|ʻp Ťɍș ÕŗȖ ǽȲ
˦ Ăª ƶ ȣÊ dȕ ǒÏÓ µš¨ Úǰʻeå “ƠŘɭå ǯǅ ʽ
ƆƇș ǰȫȔĬ ȚĳǡȹȔŖ Țdȕ  ǰȫș ¨ŐɊǭ ǰlêǡ
ȲɭǼ ǰÛʻp ȣȔŖ Ťɍș Ƞșș ƆƇȖ ɊŵʻÊ dv éȝʽ
ŤĿ˖ʼȱ Żʀǭ ȼƱêǡ ȣÓ”



eÓS ȶǇȱ ȻȬș ȥȑĬȈ

ˆéȕ Ťɍȱ ÛƜøȚ ȈéʻÊ ȫv Óļ ƪoǭơ ȚĳǡɊÊ d
131) 물론 이때 시간적 간격을 벌인다는 것, 그것은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는 없다 . 시간적 간격이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
대해 미리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다 . 다른 말로 해서 정신적
존재자에게 있어서 “ 지각은 행동이 시간을 처리하는 정확한 비율로 공간
을 처리한다 ”(MM 29/62). 이 간격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정신적 존재자
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운동이며, 간격이 넓을수록 더 많은 자유와 창조의
몫이 가능해진다.
132) MM 249/369
133) EC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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ȕ ǒÏÓ Ɇ ȝÕ ƶˆê ǅȦʽ ȥȑĬȈ ˆéȕ l} Ťɍv ȶ
˗˦ éȝʽ ʯŗǭɊ ¯ĢǼ ˍǈ˖êǡǞ ʽÓ ȆĿÊ ȚŦ Śö
ɊƱȕ ȥǇș ˍˆȱ ɽŗȖ ɊÏp ȣp Ț ˍˆƩȕ Ťɍș ɍơĬ
Țĳǡȸ ȣȗȖ Áţș Ɔ ȫǭơ ƙʬƄ Ŭ ȣÓ Ǯǭơ ɊƱ
ȕ ȚɦĜ Óļ Ťɍȱ Ȧȅøv òƣǮǞ ʻÊ ʺǰƩǭ șʻǮ Ťɍ
ș Żʀǭ ȼƱêp ȆĿș ȥȑĬȈ ˆȐÊ ǣȷ¨ ǭµɊș ʧȶ Ǡ
Ȗ ƗȅʻpơǞ ƶˆëÓ Țě șŦǭơ ȆĿș ȥȑÊ ȷʽë șŦ
ǭơș ȥȑď ʾ ƶ ȣÓ
가장 완벽한 작품에서 노력이 외적 저항들과 자신의 고유한 저항
을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해도, 거기서조차 그것은 자신이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물질성에 좌우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안
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134)
Ɯ˚Ț ȚĚʻÓŗ Śö ǅUȱ ɜȚĽ ɊȌƂǚȖ ā Ɇ Ƿɋ Ť
ɍș ʯŗǭơ ŬďƂǚȖ ā šŤɍș Ȧȅv ȥȑĬȈ ˆéȕ ʻ
ü ÓĽ ŬS ǩÓ ȚÊ Ņɿ ǒšĿ ǉǷʽ șŦĽ Øp ȣÊ ǰȚ
ďp ʾɊďå šÛ Ȑș ŵȆøș ȊɋȠv ȥĿ Țéș xȴǭơŇ
Ƃŗ  Śö șŦøȚ ʤƞêǡ Óļ Ȧʵøv ǡă ɜȚå űk˂±
ƶ ǩÊ dǭ ƌȑʾ ƶ ȣÓ



ĿʻǮ ȆĿÊ Ț ȶǇȱ ȻȬĽ

Ťɍȱ ȻȬĽ ɒpơ  Ȑǭơ ʸÊ dȚɊŇ Ĝǭå ƈ|ʻp
ǣȷ¨ dȔĬƆʞ ǭµɊș ȍɧȖ ƍĢǷp Óǅ êèĢɀÓp Ț
Ǟ˂Ǟ ʾ dȚÓ



134) EC 128/198
135) 이 연극의 비유는 뇌수의 운동과 사유의 운동을 비교하면서 베르그손
이 드는 예이다. “ 그가 초인간적인 지성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가 심리
생리학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상응하는 의식 속에서 일어
나는 일에 관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무대 위에서 배우
들이 왕래하는 것에 의해서 한 연극 작품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만큼에 지
나지 않을 것이다.”(MM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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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ɦĜ ȶǇș ƶɋȱȜ Ȉéȕ ǣȷ¨ Ťɍș ɍơ ƱȔĬ Ȃ˖ê
ǡǞ ʻÊ ʺǰƩ ʻǭ ÄǮ ȣÓ Țǭ ÿď ȶǇȱ ȻȬș ȥȑĬȈ
ˆéȕ Ťɍȱ ƪoș ĿùȖ ÿĻŗơ Ȳ]êǡǞ ʽÓ ěã Ňǟ
ȶǇȱ ȻȬȥS Ț Ťɍȱ ȫvș ǰÛĽ ȟÊÓŗ ǡąe ì dȜ
S  āǭå ǅUȕ éȝʽ ųǆȔĬ ɊƱʾ dȜS ȆĿS Óȗ
ȳǭơ ƇƢʾ ș ˍƜȕ Ťɍoș ɍơĬƆʞ ȥȑĬȌɌ ȶǇǭ
ȣǡơ ǅUȚ ǡąe ʮɮɊÊɊĽ ƂǮɁ dȚÓ Ťɍǭș ȼƱí
ǩȚÊ ɊƱʻɊ ǕÊÓÊ ȆĿș ȾȫȖ ųɉ˂ȾÊ ƗīĬơ ŉȚÓ

 8z ¢\
ș ˍƜǭ Ûʽ ŽĻƲș ƇƢȕ Ťɍș ȦȅȚ ǅU |Ʃǭơ
ǡă ǯʾȖ ʻÊɊĽ Ȩ ƂǮɀÓ ȚďÊ Ⱦȷǭ Û˂ ŽĻƲȕ
MǅĮNǭơƆʞ oƱ˂ơ xǉȖ [p Óĳp ȣȔŖ MȶǇȱ ǭµ
ɊNǭ ƶĭë Áţ ȕ ș ȦȖ Sȫ Ř˗ʻŗơå ȥƪ˦ Ƃ
ǮȾp ȣÓ ȆĿÊ Ț ȳǭơ ǭ Ûʽ ŽĻƲș ÁșĽ ƙʬƂŗ
ơ ǅUǭ ȣǡơ Ťɍș Ȧȅș Ŝǭ Û˂ Áșʻpȥ ʽÓ
ƠŘɭș ƶŗȕ æʧʽ ȐƜȖ ɜɊʻÊ ˍƜȚďp ʾ ƶ ȣÊã
ƶŗ Ɯʛǭơ ƠŘɭÊ ǮȲ˦ ȻȬʻŗơå ˆéʻĽ œɶÓ ƶŗ
ȕ ǈȬ ƪoĬƆʞ ȆĿĽ ǥŅ¨ ɜÕʻÊ dȚŖ ƶŗ ˙éǭơ Ɨ
136) 이처럼 현행성의 질서 속으로 외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의식과 동의어이자 모든 자유와 창조의 원천인 ‘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창조적 진화》에서 베르그손은 이 저서의 주제가 되는 생명
의 운동에 대해 서술하면서 , 생명의 운동은 그것과 반대의 운동 양상을
나타내는 물질성과 필연적으로 혼합된 채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물
론 우리 행성의 표면에서 진화하는 생명은 물질에 부착되어 있다. 생명이
순수 의식이라면 또는 차라리 초의식(supraconscience) 이라면 그것은 순
수한 창조적 활동성일지도 모른다 . 실제로는 생명은 무기물질의 일반 법
칙에 종속된 유기체에 얽매여 있다.”(EC 246/367)

- 63 -

ďɌ dȕ šǪȝ ÚÛș ǰ|Ľ ÿď ŽĻƲȕ ƶŗȚ šǪƂÓ
å “WTȱ Ǉn ȃưøv Ȉéȱ Ǉn ȃưø ƗȚǭ ȵɱș Õ
ȳ”

Ȗ

ǞʻÊ dȚďp ŉʽÓ ȆĿÊ ƶŗ Ƀǭå ȂƆ ƪoĬ

Ɔʞ ǽȲ˦ pŃêÊ dȚ ǒÏď ǮȲ˦ WTȱ ȥøȖ Śˑʻe
¨Ņ ƶȅʻp ȣÓ ŽĻƲȚ ǭ Ûʽ ǮĚ ǈˊøȖ cʢʻŗơ
Ʊǭơ ɷˍʻÊ ÛƜøȚ ǽȲ˦ ȠșȱȜ dȚ ǒÏď ƶŗ ɃȜ
ǇɭS ȂƆĬƆʞ Űȕ ȥǭ  ȍȖ [ÊÓp ŉʽÓ



ȚÊ

ƶŗ Ƀǭå ȆĿ WxȚ ǽȲ˦ Öˌ ȣÊ dȕ ǒÒȖ ƂǮɀÓ 
Ŀp ȆĿÊ ȆĿS ȩøǡ ȣÊ Ɯʛǭå șǆʻɊÊ şʻ¨ ȚěȰ
ě ȊɋȠȖ ˆʽÓÊ dȖ Ȩ ǖp ȣÓ ȚɦĜ WTȱ ˙év Ȉé
ȱ ˙éȕ æȥȱȔĬÊ Íʻp ȣȔ¨ Ț ðȕ ǰlêp ȺȶêɊ
Ê ǕÊÓ ğÓŗ ǰlș lǮS șŦʻÊ ŬĽ ʩǓʻ Ȑ˂ ǡ
ȣÊ Ɯʛǭơș WTv Ȉéș ȵɱȴǭơ ˆ˂ɊÊ ˙éøǭ Û˂
ƙʬƂȥ
ŽĻƲș ȑŘʽ WTȈéȱ åǆǭơ ɊT ˙éȕ ȶ˗˦ WT
v Ȉé ƗȚǭ øǡƤÓ



Ɔ ȫǭơ ƙʬƂǚûȚ ȆĿ ǇɭÊ

ˍˆƩș ʯŗǭơÊ “Űȕ Ȉév Ƃ¯Ê Ȉéș ʣˆĬ:73C 23
137) MM 171/263
138) “혼잡한 웅얼거림이 청중들 안쪽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점점 강화되어
울부짖음, 고함 , 불편한 소동이 된다 . 마침내 모든 부분에서 규칙적인 리
듬으로 외침 소리가 울린다. “나가라! 나가라!” 나는 이 순간 갑자기 깨어
난다 . 개 한 마리가 이웃 정원에서 짖고 있었고, 개의 각각의 “ 왈 왈” 소
리는 “나가라!” 라는 외침과 뒤섞이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포착해
야 할 순간이다.”(ES 101-102)
139)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한] 촉구야말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지각
자체이다. 우리는 여기서 지각이 우리의 운동적 활동성에 제기된 일종의
물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이른바 감각적인 진동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들은 이 운동적 활동을 지각 과정
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 … ) 그러나 사실상 지각은 운동 중추들 속에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 중추들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 지각은 이것
들의 관계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바로 거기에 존
재한다.”(MM 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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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53 Ɇ ¨ǭe ȦȅʻÊ ƗŤøv ¯S ȦȅȖ ˆƗʻÊ ƗŤø
ƗȚș ǰlƤ ʽŅýĬ WTȈéȱȜ ˍƜøș ȥĿ”

ǭ

Ȑɿʻ

Ê dȚÓ Țā ɊT ˙éȚđ ȂƆĬƆʞ ƶȅë WTǭ ȱȳʽ ůȦ
ȅȔĬ ȘÙʻ ȐʻǮ WTȖ ˂Ƣʻp ȈéȖ ƤʜʻÊ vȶȔĬ
ȚĳǡɊŖ ɊTș Ț î śȱ ˒ȕ Íȕ lʍ |ƇêɊ Ǖp ¯ũ
ʻe lˀêǡ ȣÓ Ț vȶȕ ƶȅë WT ȶƂø Ƀǭ ¨ș ˆév
xĤë dȖ Ƥƀʻp Ț Ƥƀë WTøȖ òâ Ȑ˂ ȩȬȱȜ Ɯʛ
Ĭ ÄǮ ȣÞ xĤë ǢøȖ ˑɷʻÊ dȔĬ ȚĳǡɌÓ ȚdȚ Ƹ
ƶ ɊTv Ƹƶ Ǣș lˀ Ťɍv ȶǇș lˀȔĬơș |ɭȱ ɊT
ȚÓ Țā ŉʻȥŗ WTȚ ˏƜȚďŗ Ǣȕ ɍĲS ëÓ



ǡ ȣÊ Ɯʛǭơ Ț ɊTv Ǣȕ ȶ˗ʻe Ⱥȶêǡ ȣÊã
dȕ ȆĿS ǜơ ‘ƚǭș Ⱦș’ďp ƈĞÞ dǭ ș˂ ȆĿ ȶǇ Ȳ
ɭS ȫȖ ɻʻp ȣ āţȚÓ ˆé˂Ǟ ʻÊ ʺȃƩȚ ȾșǼ 
ȫȖ Ňøǡ¯Ŗ ÿďơ ƶȅë WTș ƪƆƗˁøv ʿ dǭ 
ŋÊ ǢŇȖ ¯Ƃ°Ó ğɊ ǕÓŗ ȆĿÊ øǡǸ ȥǭ Ǭĉʽ
ǢȖ àƉǮơ ȱˀʻɊ Ǖȕ ȈéȖ ¯Ƃ¯e ì dȚÓ ůÛĬ ƶ
ŗ Ɯʛǭơ ȆĿș WTǭ Ûʽ ˂Ƣȕ ȈéȔĬ ǰlêɊ Ǖ āţ
ǭ Ŀp éǅǭ ȆĿ ȶǇȕ ȾșǼ ȫȖ ʴ āţǭ ˏƜv ɍ
Ĳ ƗȚș ǰlȕ Éǁ˂ɌÓ ȃʈÛ WTv Ȉé ƗȚș ȵɱș Õȳ
Ț WTv Ǣ ƗȚș ȫȖ Éǁʻe ŇöÓ ÿďơ ǡ ȣÊ Ɯ

140) MM 169/259
141) 기억과 지각을 질료와 형상에 비유하는 것은 <꿈 > 에서 등장한다 : “우
리는 어떻게 꿈을 만드는가 ? 우리에게 질료 (matière)를 제공하는 감각들
은 모호하고 비결정적이다 . (… ) 질료의 비규정성에 자신의 규정을 새겨
넣을 형상 (forme)은 어떤 것인가 ? 이 형상은 기억 (souvenir)이다 .”(ES
92); “ 감각은 따뜻하고 , 색조 있고, 진동하고, 거의 살아있지만, 미규정적
이다. 기억은 명확하고 정확하지만 , 내면이 없고 생명이 없다 . 감각은 그
윤곽들의 미규정성을 고정시킬 형상을 찾고자 한다 . 기억은 자신을 채우
고, 자신 안에 담고 , 결국 자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질료를 얻고자 한
다.”(ES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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ʛǭơ ƚǭș Ⱦșǭ ș˂ Ǣȷêp ȣǫÞ ƶňȕ ǢøȚ Ʊǭ
ơ ȾǡɌ WTș ˏǆǭ ×ďƉǡ ˍȬ˖ê ȐʻǮ ǝǎÓ Ȉéș
ʺȃǼ šx˂ȹ āţǭ ǡ ȣȖ āÊ ÓɊ ȾśêɊ ǕǚȖ 
Ǣș ūŬÔǭ ȣÞ ǒȾ ƪƆȱȚp šȅʽ Ǣø Ćʽ šȦȐȱȔ
Ĭ ˑɷș ÛƜȚ êÊ dȚÓ “Ț Ɔéș Ǣøȕ ¯S ų ȫǝŤ
Ȗ ɿȆp døȖ șǆș Ɋʻǭ pȶǅʌÞ ĈţȖ øǡ ǹĩÓ
Ê dȖ É¤p ȊɋȚe ëÓ døȕ ƳǒǷļÓ døȕ ƇȾ˦
ȊɋȜÓ døȕ šșǆș ǡñ Ʊǭơ ǧɬ© ȿȗș šåĽ ƶˆ
ʽÓ”



ȚdȚ ƶŗ Ɯʛǭơå ȶǇș éȝʽ ȦǨ Ɇ WTv 

Ǣș ˓ˀȚ ȚĳǡɎǭå ƈ|ʻp Ʊǭơ ʮɮɊÊ šȦȐȱȚp
˘ƜȱȜ ynș ȍȚ ëÓ



ƕŇ ǒÏď ȆĿș ÁșǼ xĤ˂ơ Üȇ Ƀȃʽ ȴȕ Ʊǭơ
ȚŦɊøȕ šȦȐĬ ɷˍʾ ƕŇ ǒÏď Û] ǡ ȣȖ āƂÓ Ƒļ
ƱåĬ Ȳ]ëÓÊ ȴȚÓ ȆĿS Ŗʂǭ bɮ nˊʾ dȚ ǭơÊ
ÕŸǭ ʮɮɌÓÊ d ȚÊ ŚîS nˊ˂ƂÊ ʁƷʽ ƗǈȚÓ ȃʈ
Û Ʊǭơ ȆĿÊ ǡ ȣȖ āǼÊ Óļ ǅUȖ ɭˊʽÓ



Ț

142) ES 95-96
143) 따라서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꿈과 일상적 지각은 환상과 실재, 혹은 거
짓과 진실의 문제가 아니다. “ 우리가 잘 때 우리의 지각이 축소된다고 말
할 수도 없다 . 오히려 그것은 몇몇 방향들로는 그것이 작동하는 장을 확
장시킨다 . 그것이 확장(extensio n)이라는 면에서 얻은 것을 긴장(tension)
이라는 면에서 잃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 )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
리는 실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ES 92) 깨어 있
는 상태를 특징 짓는 것은 의지 , 노력 , 긴장으로부터 연유하는 “조정의
정확성”(ES 104)에 한정된다 . “꿈꾸는 자는 더 이상 그 노력을 기울일 힘
이 없다 . 이를 통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 그는 깨어 있는 사람과 구분
된다.”(ES 104)
144) “그런데 다수의 시각적 이미지들이 아무리 막대하다 해도 그것들은 단
번에 파노라마로 주어질 수 있다 . 하물며 그 이미지들이 몇 순간의 연쇄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따라서 깨어 있을 때는 며칠이 걸
릴 것이 꿈속에서는 몇 초로 요약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ES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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Ȳ]êÊ Ʊåș Ț \ȕ æʧƩȖ ǡąe ƥŘʾ ƶ ȣȖ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시각적 감각을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기억은
정확히 그 감각에 놓이도록 강제된다. 따라서 그 기억은 감각의 펼
쳐짐을 따르고, 동일한 시간을 점유한다. 요컨대 외부 사건들로부
터 재인된 지각은 정확히 그것들만큼 지속한다 . 그러나 꿈속에서는
시각적 감각을 해석하는 기억이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다. 시각적
감각의 유동성은 기억이 거기에 접합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해
석하는 기억의 리듬은 더 이상 실재의 리듬을 채택할 필요가 없
다.145)
Ȑș Áșǭ ÿĻŗ WTv ǢȚ ȶ˗ʻe Ⱥȶì ʺȃS ǩÓÊ
ȴȕ  ¯ȅǭ Û˂ơŇ ƩŃʻÊ dȚ ǒÏÓ ǢȚ WTǭ ȶ˗ʻ
e ȺȘ˂Ǟ ʾ ʺȃS ǩÓÊ Ɨǈȕ ȆĿ ȶǇș ǅUȱ Ŀùå ȥ
ȑįe ʽÓ ȆĿǭe WTș ˏʛĬ ƶȅêÊ Ťɍș ǈȬȱȜ Ȧȅ
˒ȕ Ɍéøȕ ǣȷ¨ ʧȶ ɊƱȖ ȴȑʽÓ ǡ ȣÊ Ɯʛǭơ Ț
WT Ȑǭơș ȆĿ Ǣș Ȉéȕ ǣȷ¨ WTș Ŀùv űŋɴǡ Ɍ
ˆêǡǞ ʽÓ ǡ ȣȖ āÊ ȆĿ ǢȚ ƜƜș ¨ĕĽ ʮʁÓp
ʻÜďå ˆé˂Ǟ ʾ ʺȃƩǭ ș˂ WTș ɍơĬƆʞ ǽȲ˦ ȥȑ
įɊÊ şʻÓ Ě¨ ȩøǡ ȣȖ ā WTȕ Ŀ ȶ˗ʻe ȾǡɊɊ
ǕȖ ƕŇ ǒÏď  WTǭ Ûʽ ǈȬȱȜ ˆéȔĬ ȚǡɊɊ Ǖ
āţǭ Ǣȕ ƂÓ ȥȑįe Ȳ]ì ƶ ȣÓ ÿďơ Ǣș ʮɮɎ
ȕ Ü ȚƜ ǈȬș ĿùȖ ɤʜʾ ʺȃS ǩe ëÓ ȆĿș ǅTȫǭ
˥ƞ ȴȚ ƔĢɌ Àƞ ǥĴȚ ȣÓ ĬƆʞ ˥ƞ Ț ʹ ȧýŴș
ǢȚ ĂǹĢɊp ĬƆʞ ȧýŴ Ȑǭơș ưʷǭ Ûʽ ǢȚ Ț
ǡɌÓ ƟôȐɿĽ ƗȚǭ ï ƗĒøvș Û˖Ê ȶ˗ʻp ƪƆȱȜ
ȗƩ ȚŦɊøȖ ʻ¨ʻ¨ _ʂ ʺȃ ǩȚ ÕɊ Û˖ș ˃ǉȜ Ɨȑș
145) ES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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Ȳ]ŇȔĬ ɌˆëÓ



Ȗ ȚĳÊ Ț Śö ynøȕ WTv ȺȘʻ

Ɋ Ǖ āţǭ dȕ Ňʐș ŚˑƩȖ ɊÏŗơå šʽʽ ƱåĬ
Ȳ]ëÓ ŽĻƲǭ ÿĻŗ lȶĮȱ ƪoș ǅUǭ Û˂ S Ⱦȫ
˅Þ dv ŅɞSɊĬ ǭơå “ğe êŗ ȚŦɊøȕ øȚ ȍʽ
Óŗ Ǵ˖ ʺľș ȚŦɊøȚ  ʴłȚ ȺȳêɊ ǕǚȖ ā Ěʾ
dɦĜ ˍɉ ¨Ê ƱåĬ ǌǒɍ ƶ ȣ”

Ó



ěã ș Ʊåǭơ ¨ʕ¨Ê Ț æʧƩȕ r ǰȫȱ ɍơǭ ư
ȃêÊ pȑʽ ǅUƩȚ ȣÓÊ dȚ ǒÐS “l} ȕ ǢȚ Ȧé
ʻÊ ÛĬ ȦéʽÓ”

Ê

ŽĻƲș Ɋȱȕ ȆĿș ȶǇȱ ˙éȚ

Ťɍȱ Ȧȅvș ȺȘ ǩȚ ȍʻÊ ÛĬ Ȳ]ëÓŗ dȕ Ɋ ȆĿ
S ɭˊʻÊ dɦĜ ǅUȚ ȝȶʽ UiȖ ɜɊʻɊ Ǖp ÕŸǭ ʮɮ
ɍ dȠȖ Ɇ ɊƱʻɊ ǕȖ dȠȖ ǘǅʽÓ ȩȬȱ Ǣș ˑɷ Ū
ˍǈ˖ďÊ ȶǇș ƶɋȱ ȈéŇȚ ȣÓŗ ǅUȕ ÕŸǭ ʮɮɊɊ
ǕȖ ȚȑS ǩe êÊ dȚÓ ÿďơ ɊƱʻ Ȑ˂ơÊ ȂƆ WTø
ș ǈȬȱȜ ȈéȖ ÿďǞ ʻŖ Ț Ťɍș Ȉéǭ ưȃêÊ pȑʽ
ǅUƩȚ ȣÓ ȃʈÛ Ťɍș ȑƗ ůƃøȕ “șǆȱ ȻȬș ƚǭ Ŀ
ùȖ ƆǮʻŖ  ȻȬș ɊƱȖ ɽȶʽÓ”

 

ȚɦĜ ǭơ ɭˊʻ

Ê ǅUș æʧʽ ƱåÊ ǅUȚ  îĽ [ Ȑ˂ơÊ ǅUș ˏ
146) “우리의 대화자와 우리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유의 교환, 침묵 속의 대
담이 있었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지만, 설명하기는 쉽다. 일반적으로 꿈
속에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지각된 실제 소리들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
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꿈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소리의 질료
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소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ES 89)
147) ES 106
148) “ 더 멀리 가 보자. 그 흐름의 속도가 무한해진다고 가정해 보자. 이 책
의 첫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점 T 의 궤적이 단번에 주어져 있고 물
질적 우주의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역사가 공간 속에 순간적으로 펼쳐
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 ) 과학에 비추어 보면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
다.”(EC 337/496)
149) ES 106
150) PM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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ǆ Ȃǭå _ǭ Ťɍș ȈéȚďÊ ǅUș ɍĲS ƆǮêǡǞ ʿȖ
Ƕɉ˂ɀÓ

  Qz uC Ue1 d*
 c26jxH^z Qz uC 
ǜ ȫș ÁșĽ ʣ˂ ȆĿÊ Ťɍș ȦéȚ ǅUǭ ȣǡơ Ⱦȃʽ
ʽ ɵȖ ȚĵÓÊ ȴȖ ƂǚÓ Ŀp Țā ŽĻƲȚ Ťɍș Ȧé
ųǆȔĬ ʳƜʻÊ d dȕ ǜơ ǣë Ŭ ȣÊ ǃxǢȚÓ 
ŽĻƲȕ ȚŦɊøș ǆƀ ţȷĽ ÓĳÊ MŤɍv ǢNș ȫǭ
ơ î SɊ ȼĹș ǢȖ |ƇʻÊã  ʻ¨Ê ‘ȚŦɊǢ
A=CD3<7@7;/53’Țp Óļ ʻ¨Ê ‘ǃxǢA=CD3<7@6/07BC23’Ț
Ó ȆĿS Ƃʣ ĂǹĿÊ ȚĚȰĚʽ ʳƜș ˏʛĬ ƜêÊ Ǣø
Ț ȚŦɊǢǭ ˂ÚëÓŗ ǃxǢȕ ȥȚ øǡǻv éǅǭ
ȥéȱȔĬ Ȧéêe¢ Ǉɭǭ ƪȌɌ ȝȼș Ȉé ȫɿĬơ ȚŦɊ
ǢvÊ ƄƩƜ ÓĻÓ ǃxǢȕ ǢȖ ȚŦɊș ˏʛĬ ư˘ǅ
ʑɊ Ǖpå ȱˀʽ ˆéȖ oȱȔĬ ǰȫǅʒÓ

 

사실 그것 [습관-기억]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표상하게
(représente) 하지 않고 과거를 작동시킨다(joue). (…) 이 두 기억
151) “우선 극단적인 경우로는 순간적인 식별, 즉 어떤 명백한 기억들을 개
입시키지 않고 신체 홀로 행하는 식별이 있다 . 그것은 표상이 아니라 행
동으로 이루어진다.”(MM 1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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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하나는

표상하고(imagine),

다른

하나는

반복하는데

(répéte), 후자는 전자를 보충할 수 있고, 종종 그것의 환상을 줄
수 있다.152)
ǃxǢș ʧƩȖ |ɭȱȔĬ ƙʬƂȥ ŽĻƲȕ ǃxǢș
ǶĬ ǡă ʼv:3=<Ľ ǘƴʻÊ nȆĽ öÓ ȝÕ ǽȲ˦ ǘë
ʼvĽ Óǅ ǘƴʻÊ dȕ ȚŦ |Ʃë Ȉéȷǭ ș˂ šșǆȱȚ
p ȥéȱȔĬ ƶˆêÊ dȚŖ Țā ȶǇș ]ȡȕ Ƿ˦Ģ ǘƴș Ȧ
ǨȖ ų˂ʻe ì dȚÓ ÕƸ˦ nˊȱȔĬå ȆĿÊ ȆĿS ȂȆp
ȣÊ ǅĽ ǘƴʻĢ ʾ ā ǅȱ ʷnøȖ ʿ ĢƂÊ dȚ¨ ǅș
șŦĽ sǑǡƂÊ d üȚ ǘƴǭ ǥŅ¨ ų˂S êÊɊĽ ǖp ȣÓ
ƶʯȱ Ȉév ƶɋȱ ȈéȖ |Ƈʻp ȣÊ Ɋȱ ¿ģǭơș ƇƢ
ǭ ÿĻŗ dȕ éȝʽ șǆș ʯŗ Ȑǭ Őţ ɤ ȈéʻÊ dȔĬ
ȚĳǡɊ āţȚÓ Ɇ ǃxǢȕ ȚŦ éȝʽ ʯŗ Ȑǭ Ɓĥê
ǡ ȣÊ ɬTȱȚ_¨ ǅTȱȚŗơå éǅǭ ȈéȱȜ Ǣș ȃưø
Ȗ ʯŗȖ ȚʗʻɊ ǕȔŖ ȦéǅʑÊ dȚÓ

 

ȚɦĜ ȆĿÊ Ɨȑ

˙év ǭ ÿď Ɨȑ ˙éǭ ȍȖ îÊ ȾɭƩȖ ɳÛʽ ǢÆĻp
ǀǀĬ ƌȜiȱ ȥéȜˏȚ êǡơ ȈéȖ ƶˆ˂Ǟ ʽÓ

 

ğÓŗ Ț éȝʽ ʯŗ Ȑǭơ ǃxǢș Ȉéȕ ǡă ųǆȔ
Ĭ Ȳ]êÊS ȚŦ ǽƩêǡ ȣÊ ǃxǢǭơ ȃưøȕ dø
Uș pȶë ƸơǼ ųǆȖ ʣ˂ ʻ¨ș ÕȐĬ lˀêǡ ȣÓ

 “

152) MM 87/143~144, 원문 강조
153) “ 그 기법은 더 추상적이며 감각과 운동의 평면에 외적인 요소들을 개
입시키지 않고, 정신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소리 이미지나 발음 이미지들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ES 158-159)
154) ES 155-159
155) “우리의 신경계는 분명히 중추들을 매개로 하여 감각적 자극들에 연결
된 운동 기구들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고, 신경 요소들의 비연속성
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무수한 나뭇가지 모양의 말단들은 인상
들과 그에 상응하는 운동들 사이에 무한한 수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구성되고 있는 운동기제는 구성된 운동기제와 동일한 형태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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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ȱȔĬ ůƃ˂Ǟ ʾ dȕ lʍ pŃë ÕǡøȚ ǒÏď ǣȷ¨ ǽƩ
ë ŘȷøȚÓ”



ȚÊ Ņɿ ǡă ¯ȱ Ⱥɋ˖ș ȍĿǭ ș˂ ǅș

ɫ Ÿɖ ˆǭ Ûʽ ǘƴȖ £ŅɯȖ ā  ŅɊņ ȥș ű˖S ȆĿ
ș ȈéȖ ȥǰǀĝe Óȗ ˆș ű˖Ĭ ǺhÄe êÊ dv \Ó 
Ŀp ȆĿș Ⱦȫv xĤʻǮ Ƀȃʽ ȴȕ Ț ʪŘʽ ȃưøȖ ɜīÛ
Ĭ _ɿŗơ ȦéȖ ǽƶʻÊ ãǭÊ ʧȶ ǅUȚ ȴȑëÓÊ dȚÓ
그것은 신체의 모든 습관적인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최초의 충
동에 의해 전체가 동요하는 하나의 운동기제 속에 축적되고, 동일
한 순서로 잇따르고 동일한 시간을 점유하는 자동적 운동들의 닫
힌 체계 속에 축적된다.157)
ěã ǃxǢș Ȧé ųǆȕ ÕɊ ȜUȚ ƶˆʻÊ î ˏʛș
Ǣø Ƀ ʻ¨ǭ ɿÊ dȚ ǒÏď Śö ˍˆȱ ɾȐǭơș Ťɍȱ
Ȉé ųǆȖ ƥŘ˂ɀÓ



ȆĿÊ Ț Áţș Ɔ ȫ ȳǭơ Áţ

Ɋȱ ¿ģȖ ɃǉȔĬ ǯéȱ åǆǭơ ȚŦɊĬ ˈʻÊ ȶǇș ʻ
Z ȈéȖ Óĵ Ŭ ȣÓ Țȷ ȩȬƩȚ űƠǅʒ ˍˆƩș ʪŘʽ Ț
ŦɊø ƗȚș ƶʯȱ ȈéȚ ȚǡɌÓ Ŀp ŽĻƲȕ Ț ƶʯȱ
ȈéȖ ǃxǢv ÓĻɊ Ǖȕ ųǆȔĬ Ɇ ȃưøș oȱ Ȣÿ
에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 유기체 속에서 견고해진 운동 체계들을 서
로 간에 심층적으로 구분하고 , 명백히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다 .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특히 [ 운동들의 ] 순서를 변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다 . 그것은 또한 앞선 운동들 속에 뒤따르는 운동들이 미리 형성되어 있
다는 것 , 즉 부분에 잠재적으로 전체가 포함된 사전 형성 (préformation)
이다 . 예를 들어 암기된 한 멜로디의 각 음이 다음 음에 기대어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지켜볼 때 일어나는 일이 그러하다.”(MM 102/165~166)
156) ES 158
157) MM 84/140
158) 보름스는 이미지- 기억과 습관-기억에 대한 심리학적인 구분이 《물질과
기억 》 4장에 등장하는 정신과 물질의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에까지 그대로
견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Frédéric Worms, Introductio n à
Matière et mémoire de Bergso n, PUF, 1997,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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ľȔĬ ƥŘʽÓ

 ȆĿÊ ȚŦ

ƶɋȱ Ȉév ƶʯȱ Ȉéș xoǭ

Ûʽ ƝĬȈ ŵɿĽ ȷǅʽ Ŭ ȣÓ Óǅ ʽ Ÿ ůƃʻɊŇ ɊƱʻÊ
ʽǭơ Śö ȻȬÊ ƶɋȱ ȈéȖ ƶˆʻp ˍˆƩȔĬ Ȃ˖êÊ ʽ
ǭơ Śö ȻȬÊ ƶʯȱ ȈéȖ ƶˆʽÓ ǉɊǡ ȜUș ȥȑĬȈ ˆ
éǭ ȣǡơå ŅɞSɊÓ ȚŦ Ț Ɔș ȫ ȳǭơ ơƹʽ ŬǼ \
Ț ȆĿ Ǉɭ Ćʽ Óļ ŤĿȱ ǰȫv éȝʽ ŤĿ˖ʼȱ Żʀǭ ȼ
Ʊêǡ ȣp ȥȑÊ Ț Ǉɭș ȊɋȠȖ ʣ˂ơŇ ǈˍì ƶ ȣÊ d
Ț āţȚÓ ȚɦĜ ǃxǢ ˒ȕ ƶʯȱ Ȉéȕ ơĬ Óļ ƶɀ
ǭơ ɊƱʻp ȣȖ Śö ǈȬøș Sȫ ˍˆȱ ɜȍǭơ ƶˆêÊ Ȉ
é ųǆȚÓ
eÓS ǜơ ǣʽ dɦĜ ǃxǢȕ “éȝʽ ƸơĬ ȢÿĻp
éȝʽ ǅUȖ ȴȑʻÊ ȥéȱ Ȉéøș Ö˧ ɭo Ʊǭ ɵȱ”

 ê

ǡ ȣÊ dȚŖ ŬĬ Ț ȴȚ Ťɍȱ Ȉéș ʺǰƩȖ ȚĵÓ ŽĻ
ƲȚ Ƃǭ Ťɍș ʺǰȱȚp oȱȚŖ ʀȱȜ ƩɍȚđ ǃx
ǢȱȜ ȻȬ ųǆǭ Óľ ǒÏÓ
받아들인 작용에 대해 그것의 리듬에 꼭 맞으면서 같은 지속으로
연속되는 직접적인 반작용으로 답하는 것,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 , 바로 이것
이 물질의 근본적인 법칙이다. 필연성이란 이 사실로 이루어진
다.161)
ŅɊņȔĬ ȚɦĜ oȱȜ ųǆȔĬ ȢÿĻÊ Ťɍș ȈéǭÊ ǅ
UȚ ưȃëÓ ȆĿÊ ǷËª ǅU ɽȶș ÕȐS êÊ ƪƿ ȍȥș
ʀȱȜ ɌéȖ ǶĬ øǡƅ ƶ ȣÓ dȕ lȶë ųǆȔĬ Ɍˆê

159) ES 155-159
160) MM 84/140
161) MM 236/350,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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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 Ȉéș ǰƱȔĬ Țĳǡȸ ȣȔŖ Ț Ȉéș ʀƩǭ ș˂ơ ɰ
ďÊ ǅUȖ éȝʻe ɽȶʻÊ dȚ SÍ˂ɌÓ ¨ǒS ƪƿ ȍȥș
Ȉéȕ ˔Ĭ ȻŃʻÊ dȚ ǒÏÓ ȆĿĬ ʻǮ ƪƿ ȍȥș ʧȶƶ
ș ɌéȖ ɀȔĬ ƛĬ lȶʻe Ňö dǭÊ Ɋ|ș ȥȲ ˒ȕ
uȲv \ȕ Ťɍș Ⱦȱ Ȉév ƪƿ ȍȥș ÂďȈ ǰÛS ȣÓ
ȜĹS Sȫ ɦȗ ǅUȖ Ƕɽʻp ɽȶʻ Ȑ˂ șȻ˅Þ ȥǰș 
ʀȱȚp Ⱦȱ Ȉé Ćʽ ȥǰ Ʊ ÛƜøș Ŀp dø ƗȚș
ǃxǢȱ ɭoǭ ș˂ ɊʝêÊ dȚÓ ǷËª ȆĿș ǅUȖ ɽ
ȶʻÊ ã ƗȅêÊ ǅo ǅUv ƂÓ Ü őȰ ȆĿ ǅUș ɽȶ Õ
ȐS êǡɀ ȥǰș Ƹ˘ȕ ȚɦĜ ǃxǢv  ʀƩȖ Ȩ ƂǮ
ɀÓ
ŤĮ ȆĿÊ Ț ʺǰƩȚ ǽȲ˦ lȶë dȕ ǒÒȖ àƉǮǞ ʾ
dȚÓ ȆĿS ȚŦ Ɔ ȫǭơ ȷǅ˅p r Țǡ ȳǭơ Óǅ ʽ
Ÿ Ƃe ì dɦĜ ʺǰƩȕ ȆĿș ǈɧȱȜ xȴǭơ ƩŃʻÊ dȚ
Ŗ ȶǇș ƶɋȱ ȈéȔĬƆʞ ƝĬȊȚ ɷˍʿǭ ÿď ǈȷĬÊ š
ʽưȱȜ ɜȚǼ ſ˖øȚ ƘȬêǡ ȣ āţȚÓ ŤɍȚ _ș ůƃ
ȱȜ ȈéȖ ƶˆʿǭå ƈ|ʻp ǮȲ˦ ǅUș ˏǆȖ ƆǮŰȗȔĬ
ǋ “ōȆ ˉǟʻp _ș Ɨďȸ SɊŇ Ȳšʽ dȕ ǒÐ ɊƱ”

 ȝ

ƶ ȣÊ dȕ Ț ȶǇș ƶɋȱ Ȉéș ȻȬ āţȚÓ ȆĿÊ Óȗ ȳ
ǭơ ȚǼ \ȕ ʺǰƩv  ʽoǭ Û˂ Üȇ ȶ˗˦ Áșʻŗơ é
ǅǭ ǅUș ɽȶ SÍƩv  ʽoĽ ƥȶʾ ƶ ȣe ì dȚÓ

 d*z  )>_1 4 /
ǅUȚ ɽȶëÓÊ dȕ ǡă vȶȔĬ ȚĳǡɊp dȕ ǡąe
162) EC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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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Í˂ɊÊS ȆĿ șǆș ɊƱȕ dȚ

ȠǩȚ ƶˆ˂¨SÊ ˍ

ˆȱȜ ˆéøv ʿ ɊƱȚďÊ ˠľș ōúȖ ȚǡSŖ ¨ǒUÓ
Ŀp ȆĿ ɊƱȕ ȥǇv éǅUȱȜ1=<B3;>=@/7< ˒ȕ éǅȱȜ
A7;C:B/< Ć Óļ ȥǰȱ ÛƜøș ɊƱv uȻʻp ȣÓ Óļ ʽ
ʭȔĬ ȆĿÊ ǜơ ˍˆƩȚ ǃxǢȚď ȝʉǡɊÊ Ťɍș o
ȱȜ ȈéȔĬ Țĳǡȸ ȣÓp ŉʽ Ŭ ȣÓ ƌĭ dȚ ȶǇș ƶ
ɋȱ Ȉévș ǰÛǭ ș˂ ȲȱȜ ůƃȚ ǒÐ ȑƗůƃȱȜ Ȉéø
Ĭ Țĳǡȸ ȣÓ ˂å ŉȚÓ eÓS ȆĿș ˍˆƩv ȾȱȜ Ȉé
ø Śî Ț Ťɍș ȈéȖ ÿĻp ȣȔŖ Ťɍȱ ȆȾ ȲɭĬ ˗ȫê
Ê ǃxǢș kpƩȚ øș ȾĽ ơĬ Uǭ ōȆ ȶ˗ʻe Ⱥ
ȶêe¢ ʽÓ  Ƀǭơå ÛʳȱȔĬ Ɋ|ș ȥȲ Ȉéȕ ǷĖ ǯƗ
éǔ ȜĹǭe ǅUȖ ˋǒĿÊ ɀȚ êǡ ǿÓ ȚɦĜ ȜUȚ ǅU
ɽȶș SÍƩȕ ȆĿș ˍˆƩv uȻʻp ȣÊ ȥǰȱ ÛƜøȚ ȣ
ÓÊ ȴ Ŀp døȚ ȑƗůƃȱȚp ʀȱȜ ȈéȖ ƶˆʽÓ
Ê ȴǭơ ƩŃʽÓ

 

Ě¨ ǧũʽ șŦǭơș ǅUș ɽȶȕ ȚĬƆʞ ɴSȱȜ ÕoĽ
ʻ¨ Ü ȃ|ʻÊã ŽĻƲȚ œɺơÊ ɊȴȚ ŬĬ Ț tȚÓ ǅ
163) 다음의 진술들은 이처럼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비유기적 세계의 ‘유사반복 ’ 이 시간의 기준이 되어 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 이 개념에서 신
화적 요소를 제거해보면 , 비유기적 세계란 가시적이고 예측가능한 변화로
총괄되는 무한히 빠른 반복 , 더 정확히 말해서 유사- 반복들의 계기다. 나
는 유사 반복들을 시계추의 진동들에 비유한다 . 후자 [시계추의 진동들 ]는
태엽의 연속적 이완과 연관되어 있는데 , 이 태엽은 진동들을 서로 간에
연결시키고 진동들이 그 과정에 박자를 맞춰주는 것이다. 전자[유사-반복
들] 는 의식적 존재들의 삶에 리듬을 부여하며 그들의 지속을 측정한
다.”(PM 101); “물론 우주 그 자체 안에서도, 나중에 말하겠지만, <하강
(descente)> 운동과 < 상승 (montée)> 운동이라는 두 대립된 운동을 구분
해야 한다 . 전자는 이미 준비된 두루마리를 펼치는 데 불과하다 . 그것은
이완되는 용수철처럼 원칙적으로 거의 순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자는 성숙과 창조의 내적 작업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본질적으로 지속하며 ,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 전자에게 자신의 리듬
을 부여하게 한다.”(EC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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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ș ɽȶ ƈSÍƩǭ Ûʽ ŽĻƲș ȡȫȕ ɊƱȖ ɦȗ űkʽ
MǅĮNǭơƆʞ ƜÛƩ ȚĮș ǅUv ȲŗȱȔĬ ÛlʻÊ MɊƱ
v éǅƩNǭ ȚĻɊ ˗pʻÓ dȕ ȃʈÛ ǅUș ɽȶȚ Ȉ
éș Ƹƶ uUȔĬș ƆÚʽ ȚȲȖ ȲȷĬ ʻpơŇ SÍ˂ɌÓÊ
ȴǭ Ûʽ ƌʪȚÓ ǅUș uUȱȚp ƶȱȜ ɽȶȕ ȥǰȱ ÛƜø
ș ȈéȖ dȚ “ÕɊ  ųˈȖ Ɋǅʾ ƕȜ Ȉéș ȼɝȴ”
Ƹƶ uUȔĬ ǺhÄÊ ȦȅȖ ƶůʻÊ dȚÓ



 Ȝ

Ƹƶ uU Ȑǭơ

Ň ȆĿ ɽȶ Ū oƘș ÕȐS ì ǧũ˦ Ƈʾêp éɍȱȜ ȃưø
ȕ ɴɷì ƶ ȣ āţȚÓ



ǶĽ øǡ ȥǰȱ ÛƜøș Ⱦȱ Ȉ

éȖ ʣ˂ ǅUȖ SÌʻÊ dǭơ Ü űȲë ǅUx¾ȕ ȥǰș ˠľ
ǭ Üȇ ȶ{ʻe ȵʻǮ Ɋ|ș ȥȲș ȾǼ _ș ȝȶʻe ȑɊ
êÊ ƪƿ ȍȥș ʀȱȜ ȈéȖ ȚȅʻÊ ȍȥǅĽ ɤʜʽÓ éǅ
ǭ Țdȕ ÕɊ ȑƗůƃȱȜ Ťɍș ȈéȖ ǽȲʽ ůƃ ȈéȔĬ
˘ȍʻÊ ÕoĽ ȃɬʽÓ Ɇ ȈéȖ éɍȱȜ døĬ Ȳ˘ǅʒ ˞ǭ
Ň døș Ƭv Ǡȱ ƌ{Ľ Ȑʽ ʱ] ü ɽȶǭ ƗȅêÊ ƹ
øȚ ȱȅì ƶ ȣÊ dȚÓ Ćʽ ȚÊ ǅUș ˠľȖ Ƈʾ SÍʽ Ƥ
ƇȔĬơ ɻʻÊ dȚ êǭ ǅU ˠľș éǅƩȖ ¸ǡơ Ƈʾë
164) EC 205/308
165) “ 공간화된 이 시간은 점들을 포함하며, 실제적 시간 위에서 튀어다니고
(ricocher) 거기에서 순간을 솟아오르게 한다 . 이것은 – 환상들 속에서
풍부한 – 경향성 없이는 불가능할 것인데, 이 경향성은 주파한 공간 곁에
(contre) 운동을 걸쳐놓게끔, 궤도 (trajet)와 궤적 (trajectoire)이 일치하게
끔 ,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선 그 자체를 분해하는 것처럼 선을 주파한 운
동을 분해하게끔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DS 52, 원문 강조)
166) 혹은 베르그손은 측정 단위의 동등성에 대해서 다음의 방식으로 또한
의문을 제기한다: “ 게다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두건 혹은 그것을 우
리 바깥에 놓건 , 지속하는 시간은 측정불가능하다 . 순수하게 협약적이지
만은 않은 측정은 실로 분할과 포개기 (superposition) 를 함축한다 . 그런
데 우리는 잇따르는 지속들을 그것들이 동등한지 비동등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포개놓는 법을 모를 것이다 . 가정 상 , 하나는 다른 하나가 나타날
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증명할 수 있는 동등성 (égalité) 의 관념은
이로써 모든 의미를 잃는다.”(D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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ʧȶ ɊȴȜ ƸUș éǅƩȖ ʩǓʻÊ dȖ SÍʊ ʽÓ

 ŽĻƲ

Ț uUș º Ÿɖ ɜȍȚďp ƆĻÊ uU˖ë ǅUȕ ȚĬǋ űŘë
Ó



Óǅ ʽ Ÿ Ț Áţș Ɔ ȫv ȫǭơ |Ƈ˅Þ î ɾȐĬ êè
ǒSƂȥ ȥƪ˦ ƥŘêǫÞ dɦĜ ŽĻƲǭe ȣǡơ ǈȬÊ î
ɾȐĬ ȚĳǡɊÊã ʻ¨Ê Ťɍȱ ȦȅøȖ ¯Ƃ¯Ê ˍˆƩȚp Ó
ļ ʻ¨Ê ˍˆƩǭơș ƠƩȖ ŵ˞ǭơ ɴéʻŗơ Ț ƠƩv éǅ
ȱȔĬ ǀǀĬ ſ˖ʻÊ ȩȬƩȚÓ Ŀp Țā ȲȥĽ Ȩş Ÿǯʽ
dȚ ɊƱȖ lǮʽ Ƹƶ uUȚ ëÓ Óȗș |ȳȕ Ňǟ ȆĿș ƚ
Ț ǰȾêÊ ʽ qș ȗǓv \Óŗ ŽĻƲȚ ȗǓȖ ȚĳÊ ɽŗø
167) “ 현재로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순수 지속 속에 머무른다면 결코 두 흐
름의 동시성으로부터 두 순간들의 그것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데 , 왜냐
하면 모든 지속은 두께를 지니기(épais) 때문이다 . 실제적 시간은 순간들
을 지니지 않는다 .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공간 속으로 변환하는
습관을 갖자마자 자연스럽게 순간의 관념을, 그리고 동시적 순간들의 그
것을 형성한다.”(DS 51)
168) 시간의 측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현수 (2007b)는 베르그손이 시간을
측정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그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 과학이 측정하는 것은 순수 공간이 아닌 물질의 평면이며 , 이것은
베르그손이 가장 이완된 지속으로 칭했던 것이고 “이 공간에 내재하는 지
속이 극도로 허약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차원에서 무시할 수 있”(312 쪽)기
때문에 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조현수는 “<잴 수 있는
것> 에 대한 베르그손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려 든다면, 세상에 실제로
잴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 ”(308 쪽 )이라고 말한다 .(303~313 쪽 )
그러나 베르그손이 시간의 측정 가능성을 비판한 것은 바로 이 엄격한 의
미에서다 . 물론 조현수의 주장처럼 , 과학은 실재하는 세슘 원자의 진동을
통해 시간을 측정하며 , 세슘 원자 진동의 단위가 되는 것도 실재하는 전
자파다 . 즉 측정의 대상은 너무도 당연하게 순수 공간이 아닌 그것을 향
해갈 뿐인 물질의 운동인데, 왜냐하면 실재하지 않는 순수 공간을 측정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르그손의 주장에서 순수 공간은 측정의 대
상이 아닌 측정의 형식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 이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에 시간의 측정은 비판되는 것이다 . 측정은 언제나 순수 공간을 그
형식으로 삼는 지성의 가상적 도식 위에서만 성립한다.( 조현수, 「베르그손
철학에서 시간은 과연 잴 수 없는 것인가? : 베르그손 철학이 아인슈타인
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론
(2)」 , 『 철학사상』 제 24 권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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Ȗ ǡąe ƇȳʻǮ ŬďƂŖ døǭ ǡă SɿĽ ƆǮʻp ȣÊɊ
Ľ Ȩ ƂǮɀÓ 
눈을 감은 채로, 오직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상상 속의 종
이나 건반 위에 음표들을 더 이상 병치시키지 않은 채로 멜로디를
들어보라. 이 음표들이란 여러분이 이처럼 서로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고 , 이때 동시성들을 만들기를 허용하는 것이며, 시간 속에서
그들의 유동성의 연속성을 공간 속에서 응고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순수 지속 속에 옮겨놓게 될 멜로디 혹
은 멜로디의 부분을 분할되지 않았으며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발
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식적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
까지 고찰된 우리 내적 지속은, 이러한 멜로디와 같은 무언가이
다.169)
Ȑǭơ ŽĻƲȕ ʽʭǭ Ƹƶ uUȖ Ŀp Óļ ʽʭǭ ƈSƇ
ȱȔĬ ȑɝêǡ ȣÊ ˍˆƩv ȩȬƩș lˀɭĽ ŵɿǅʑp ȣÓ
ʽʭǭÊ ˍˆƩș ɾȐǭơ ŕĬýș ƈSƇȱȜ ȚǡɎv Ț ŕĬý
ș ȑȱ lˀȖ ʣ˂ ˜õì ¯ȱȜ ſ˖S ȣÓ ůŗ ŕĬýĽ Ǔ
Ƃ Ȑ ȗʳøĬ Ǻh Äȕ dȕ ɊƱȖ lǮʽ ǈȬș ƜɑŤǭ Ɋ¨
Ɋ ǕÊÓ Ňǟ ǅUș ɽȶ SÍƩȚ ƪƿ ȍȥș ɌéȚö Ɋ|ș
ȥȲȚö  ÕȐS êÊ Ťɍȱ ȃưøȖ éɍȱȜ dȔĬơ Ɯȶʻ
p døȖ SƜș Ƹƶ uU Ȑǭ ƁɿǅʑÊ dǭ ș˂ ƩŃʻÊ
169) DS 47; 혹은 다음을 보라 : “ 그 음들은 계기하지만 ,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들 서로를 서로 속에서 파악하며 그 음들 전체는 생명체,
즉 그 부분들이 비록 구별되지만 그들의 유대의 결과 자체에 의해 상호
침투하는 생명체와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 ) 따라서
구별 없는 계기를 생각할 수 있으며 , 그것을 또 요소들의 상호 침투 , 연
대 , 내적인 유기적 결합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요소들 각각은 전체를
나타내며, 추상할 수 있는 사유에게가 아니라면 전체로부터 구별되고 고
립되지 않는다 . 어떠한 공간의 관념도 가지지 않을 것이며 , 동일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변화하는 존재자가 스스로의 지속에 대해 가질 표상은 의심
할 여지없이 바로 그런 것이다.”(DI 75/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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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Țďŗ ȩȬƩș Ȉév ƇĿì ƶ ǩÊ Ťɍȕ ǈȬĬÊ Ț Ƹƶ
uUș ÁĿĽ żǡ©Ó ǒšĿ ǡă ȶǇƩå ǲƂȚɊ ǕȔŖ ǒȾ
Ȩ lȶë ųǆȔĬ Ȉéʻp ȣÊ šŤɍȚďp ʾɊďå ɊƱȚď
Ê ǅUȱ ȼˀȔĬ Țĳǡȸ ȣÊ ʽ ȶǇș ƶɋȱ ȈéȚ űkê
āţȚÓ ÿďơ ɊƱʻÊ ʽǭơ ʺƶ ƈSlʻe ɷˍʻÊ ȩȬƩș
ȈéȚ dș šʽưȱȜ ɜȚĽ űƠǅʓ dȚ āţǭ Ťɍȱ Ȉ
éș ǡă ȃưå éɍȱȜ Ƹƶʽ ǠȚ lʍ ì ƶ ǩÊ dȚÓ ȆĿ
Ê ǶĽ øǡơ Ɋ| ȥȲ Ȉéș Ŧƪʽ ƈʀƩȔĬ Ȝʽ ʛǠǅǼ
ȍȥǅ Uș ǷɜĽ {ȶʻ Ȑ˂ åȡʻÊ ȓɰ Ľ ĂǹŁ ƶ
ȣÓ ŤɍȚ ɊƱʽÓÊ ȚǼ \ȕ Sȫ ƄȱȜ pɠȚ ǅUș ɽ
ȶ SÍƩȖ Ɔȶʻp dș SƜȖ ʲĬʻÊ ŽĻƲș Ⱦȫș 
_Ľ ȚĵÓ
 ğÓŗ ȆĿÊ ɽȶë ǅUȖ ƈˀĿʽ SƜȔĬơ ǽȲ˦ ʰ
˂Ǟ ʻÊS Ě¨ ȆĿS ǜơ ȚǞ˅ûȚ Ťɍȕ ǈĬ Ƹƶ u
UȖ ˈʻÊ nˈȖ ƇŘ ɊÏp ȣȔŖ ʺǰƩȖ ƌSÊ ɜȚǼ ſ
˖øȕ ǒȾ ŦưʻǮ ǈɧȱȔĬÊ šǅì ƶ ȣÊ døȚÓ ǅUȖ
ɽȶʻÊ Ț vȶȚ då ōȆ ƩuȱȔĬ SÍ˅Þ dȕ Ťɍș Ȉ
é  ȥɭS ɊÏÊ Ț nˈƩ āţȚÓ ȚɦĜ Ťɍș ˍˆȱ ɾȐ
Ê _ú ǣë dv \Ț Śö ŻʀƩș ŚʛS êÊ Ƹƶ uUȔĬ
ˈʻĢ ʻ āţǭ Ťɍș Ȉéǭ Ûʽ ɽȶȕ “Ƹƶʻe ˎǟȱȚɊ
Ňȕ Ǖȕ”

  dȚ ëÓ

나는 시간의 이미 펼쳐진 부분이 공간 속의 병치처럼 나타나지 더
이상 순수 잇따름으로 나타나지 않다는 점을 매우 잘 이해한다. 나
는 또한 현재와 과거에 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모든 부
분, 말하자면 비유기적 세계의 펼쳐짐이 그 동일한 도식에 의해 표
상가능하다는 점도 납득한다 (우리는 예전에 천문학적이고 물리적
170) D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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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서 예측(prévision)은 사실상 [현재적] 봄(vision)임을 보여
줬다).171)
Óļ ʽʭȔĬ Ťɍș ʺǰƩȕ ȆĿ ǀǀĬǭ ș˂ ȃɬêÊ dȚ
å ʻÓ ȁ´ʻŗ ȆĿÊ ˆéʻ Ȑ˂ơÊ ÛƜȖ pȶȱȚp Ɔ
éȱȜ dȔĬ ǮhǞ ʾ ʺȃS ȣȔŖ ŬĬ Ț ˆéș ʺȃS Ƹƶ
uUș åǆȖ ȥǰǀĝe ȃ|ʻ āţȚÓ “ȥǰș ˠľș ȆǰƩ
ȕ ȆĿǭeÊ g xH ʺǰv üSȱȠǭ ʨłǩÓ”

 

ʺǰƩȚ

Ťɍ ȥɭș nˈƩȚ` ȆĿĬƆʞș ȃɬȚ` Ƀȃʽ dȕ ȚĽ ǈ
Ȭ  ȥɭĬ UȾ˂ơÊ ǔ ëÓÊ ȴȚÓ ŅɞSɊĬ ŽĻƲȚ ǅ
UȚ ɽȶ ƈSÍʻÓp ŉ˅Ȗ ā ƌʪȚ S˂ɊÊ ȶ˗ʽ Ɋȴȕ Õ
Ɋ Ɯɑǭ ƈvʽ Ț uU˖ë ǅUȖ ǈȬȱ ǅUȔĬ ǷȜʽÓÊ d
ȚÓ Ɇ Ņɿ Ɨȑș ȈéȖ ǣǡĬ ʳˍʻÊ dɦĜ uU˖ë ǅUȕ
ƜɑȔĬơÊ ȑ˝ʾ ƶÊ ȣǡå Ț ƜɑȚ dș ȍƄȚ êÊ ǅU
ș ǰƱȱȜ Ȣÿľ  ȥɭĽ Ɋǅʻp ȣȗȖ ȤǡơÊ ǔ êÊ d
ȚÓ

 

ÿďơ “ƗĒøȚ ˆ˅Þ dȖ ɡȺʾ ƶ ȣȖ āǭŇ Țd

-uU˖ë ǅU.å ǅUȚ ëÓ”

 

ȃʈÛ ǅUș ɽȶ SÍƩǭ Û

ʽ Áșǭơ ȆĿS Ⱦș˂Ǟ ʻÊ dȕ ǈɧȱ ƚǭ ȣǡơ Ŀp
171) DS 63
172) MM 279/407, 인용자 강조
173) “ 그런데 만약 우리 의식이 이처럼 공간에만 이르는 것이라면 왜 시간
을 대신하게 되는 공간의 차원이 여전히 시간이라 불리는지를 알기는 쉽
다. 우리 의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 의식은 공간에서 메마른 시간에
살아 있는 지속을 다시 불어넣는다. 수학적 시간을 해석하는 우리의 사유
는, 그것이 수학적 시간을 얻기 위해 주파했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행한다. (… ) 그러나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참조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
유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다. 운동들의 연속성에 세워놓았던 동시성들로부
터 운동들 그 자체로 , 그리고 운동들에 의해서 그것과 동시간적인 내적
지속으로 거슬러 오를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 . 이로써 세어지지만 더
이상 시간이 아닌 순간 속 동시성들의 계열은, 우리를 내적 지속, 실제적
지속으로 다시 데려가는 동시성으로 대체된다.”(DS 60-61)
174) D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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Ƿɋ ǈɧȱ ƚȖ Ȑ˂ơŇ ʕÚʽ dȖ ǈȬǭ Ûʽ Ƹƶ Ȝǆș Ǵ
ǯȔĬ ȚȲʻÊ dȚÓ



 |*  d* 4 :N
ȫș ÁșĽ ʣ˂ ȆĿÊ Ťɍș ȈéȖ ǃxǢȔĬ ȶʻp
Ťɍș ȚĚʽ Ȉé ųǆȚ ȆĿș ʺǰȱȚp ʀȱȜ ŤɍxȖ Ț
ĵÓÊ ȴȖ ƙʬƂǚÓ eÓS Ťɍș Ȉé ųǆǭ Ûʽ ȆĿș ȶ
ȕ ǅUǭ Ûʽ ʧȶʽ Ț˂Ĭ ȚǡɌÓ Ťɍș ȈéȚ Ƹƶ uUv
ʺǰƩș nˈȖ ˈ˂Wǭ ÿďơ ǈɧȱȜ șŦǭơ ǅUȕ ɽȶì
ƶ ȣÊ dȚÓ éǅǭ ȆĿS ȾȷȱȔĬ ÓĳɊÊ ǕǚɊŇ ɽȶȚ
ƄȱȔĬ ¯ʱʻÊ dȕ ȝųˈƩȚÓ ȚÊ ȆĿS xɠʻÊ ȥǰȱ
ÛƜøș ȝųˈȱȜ Ȉéș ˠľǭ _Ľ îp ȣÊ dȔĬơ ȆĿ
ɊƱv ʿ ˠĻÊ Õȝʽ ǅUș ųˈŇȚ ȣÓ



ȚǼ \ȕ ǅU

175) “그러나 이 순간들을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들을 우리의 고유
한 실존과 사물들의 실존에 공통적인 하나의 선에 의해 함께 연결하기 위
해 , 우리는 잇따름 일반의 추상적인 도식 , 즉 하나의 동질적이고 무차별
적인 장소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길이의 방향에서 물질에 대해 이 장
소인 것이 넓이의 방향에서는 공간인 것과 같다 . 따라서 동질적 공간과
동질적 시간은 사물들의 속성도 아니고 , 이 속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
식 ] 능력의 본질적 조건도 아니다 . 즉 그것들은 우리가 실재의 움직이는
연속성에 받침점들을 확보해주기 위해 , 거기에 행동의 중심들을 고정하기
위해 , 결국 거기에 진정한 변화들을 도입하기 위해 , 실재로 하여금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응고와 분할의 이중적 작업을 추상적 형식으로
표현한다. 즉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행동의 도식들이다.”(MM
236-237/351~352, 원문 강조)
176) 이때 시간의 일방향성은 전근대에서 지녔던 순환적인 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방향성은 작용들 간에 하나의 작용이 다른 하나의 작용을 부
추기는 일대일 대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 그 연쇄가 단일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을 일컫는다 . 우리가 보기에 전근대에서 시간의 흐름을 표상하
는 방식이었던 순환적인 시간관도 이러한 일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작용이 다시 첫 번째 작용을 부추기는 것이 순환적 시간의 닫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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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 ȆĿS µšå ȥǰǀĝe ȑȝʻe SÍʽ ǅUȔĬơ ƶȅʻp
ȣÊ ǅUx¾ȚÓ Ťɍv ǅUș xoǭ Ûʽ ʘ|Ľ ŅšĿ ɐÊ Ț
ȳǭơ ȆĿS ˆʾ dȕ ȜUȱ ǅUȚ ȱȅêÊ ƪoș ʽoĽ ůɚ
ȕ vʼȱȚp ůɚȕ ˏȚƜʼȜ ƜƜģȖ ˙ȅʻǮ ƥȶ˂ƂÊ dȚ
Ó Ŀp Ț ǅUx¾ȕ Ťɍǭ Ûʽ Ț˂Ǽ ũȵʽ xĤȖ ŏp ȣ
ȔťĬ Üȇ ƄȱȔĬÊ Ťɍȱ ȈéȖ ǃxǢș ʺǰȱ Żʀǭ
ȼƱë dȔĬ ˘ȍǅʑÊ ŽĻƲș ŤɍĮǭ Ûʽ șţȖ ȷʻÊ
ȦǨȚ ëÓ
ȆĿÊ Ț Ɔș ǅȦƆʞ ŤɍȖ ǃxǢș ɭoǭ ș˂ Ȉéʻ
p ȣÊ dȔĬ Ɯȶ˂ǿÓ dȕ ȃưøȚ éȝʽ Ƹơ éȝʽ ǅ
UȖ ȃʻÊ Ö˧ ɭo Ʊǭơ Ⱥɋ˖ë ɤ ɳɰș ɹéȚ  Óȗ ȃ
ưøȖ Ɔɴŗơ ƸơÛĬ ȢÿĻÊ dȔĬ ȚĳǡɌÓ



ȚɦĜ

ȆĿǼ éǅUȱȔĬ uȻʻp ȣÊ ŤɍȚ ÿĻp ȣÊ ǃxǢș
oȱȜ Ȉé ųǆv ʿ ǅUȕ ʀȱȜ dȚ ëÓ Ćʽ ǜƤ Á
șǭơ ǃxǢȕ µš¨ Úǰʻeå dȖ |ƩʻÊ ȃưȱ Ȧȅ
øș ȝųˈȱ ɌˆȖ ǘŢȱȔĬ ¯ʱʻp ȣǫÓ Ɇ ȆĿS ƹ˅
Þ ǃxǢș Ȧé ųǆǭơ éȝʽ ʯŗ Ȑǭ ŵǱêǡ ȣÊ ȃư
øȕ  ʯŗ Ȑǭơ Õȝʽ ųˈȔĬ  Óȗ ȃưĽ oȱȔĬ Ɔ
ɴŖ ȈéȖ ɊƱ˂¨Sp ȣȔŖ ÿďơ Ȧȅv ůȦȅ ƗȚș ȝ
Ûȝ xoS ƩŃʽÓ ȚɦĜ Ťɍș ȻȬ ųǆȖ ǃxǢș ɭo
Ĭ Ț˂ʻÊ dȚ ȝųˈȱȜ éǅǭ ʀȱȜ dȔĬ ɽȶêÊ nˈ
Ȗ [Ê ȜUȱȜ ǅUȖ űƠǅʒÓ
원환을 구성한다. 반대로 작용의 연쇄가 이전의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계
속해서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 근대적 시간을 우리는 선형적 (linear) 시간
으로 정의한다 .(시대 별 시간관념의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
칼 하인츠 A. 가이슬러 지음, 신혜원 옮김, 『템포템포』 , 지식의숲, 2009.)
177) “그것은 신체의 모든 습관적인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최초의 충동에
의해 전체가 동요하는 하나의 운동기제 속에 축적되고, 동일한 순서로 잇
따르고 동일한 시간을 점유하는 자동적 운동들의 닫힌 체계 속에 축적된
다.”(MM 84/140)

- 81 -

Ě¨ Ț ǃxǢȱ ɭoS Ɍȶ Ťɍș ȑȝʽ Ⱥɋ˖ ųǆȚ
ďp ŉʾ ƶ ȣȖ ǷËª vʼȚ űk˂° pȲǯʼș oĮȱ
ŚäȖ ÿĻÊ _ǅƪoǼ uȻʻŗơå dv ƜůêÊ ɍơĽ ˏƩ
ʻÊ Ǡȥǯʼȱ ƪoÊ ȚĚʽ Ũȗǭ Ûʽ Sȫ ʏ ɹiȔĬ ÓSǿ
ȗǭ ʨłǩÓ Ǡȥǯʼȱ ƪoɦĜ Ȧȅǭơ ůȦȅȔĬ ȚǡɎș ˁ
|Ʃǭ Û˂ ˗ĺȱȔĬŇ ȚǞʾ ƶ ȣÓŗ  āǭå ǅUș ȝų
ˈƩȖ Ⱦȫʾ ƶ ȣȖ ȆĿș ǅUȕ  ɀȚ êÊ Ťɍȱ Ȧȅ
ș ǰƵS ǡýǭƤS ɃÕíǭ ÿď ųˈș ÕȝƩȖ ˜õʾ ƶ ǩe
ì dȚÓ ˒ȕ yȥøș ȈéɦĜ ʻ¨ș ȦȅȚ éǅǭ î ]ș ů
ȦȅȔĬ ȚǡɊÊ ɭoďŗ ǡĂʽS _ǭơ ȆĿS ŅȾʻe ì
dȕ £ǩȚ Ƈ˂¨SÊ ȦȅøȖ ÿď šʽʽ VĕĬ ˣǡɊÊ ǅ
Uȝ dȚÓ ȚɦĜ Ƈʾș ȦǨȚ ȴɜ Ɍˆìƶĭ ˒ȕ Üȇ ʏ Ť
Ŀȱ ÕȐǭ Ûʽ ʘ|S Üȇ űȲʾƶĭ Ȧȅș ǰƵøȚ Ć Óļ
ųǆȔĬ ɭoĽ ˏƩʻp ȣȗȖ űkʻe ìɊ ŚļÓ Ŀp Ťɍ
ǭ ȣǡơ ǡĂʽ ƆéȱȚp pɭȱȜ ÕȐå _ƆʻÊ ŽĻƲș
ɋxǭ ÿĻȥŗ Ț ʘ|ș ȦǨȕ šʽ˦ oƱêǡǞ ʾɊå ŚļÓ
ţȷĽ Üȇ ǉ˖ǅʋ Ƃȥ ţȷǭ Ûʽ ˏȚƜʼȱȜ pɠȕ ȆĿ
S ǖp ȣÊ Ťɍș Ɯǭ Ûʽ ȍȱȜ ˛șǼ ʽo ƌʪȔĬ ȆĿ
Ľ Ț¡ dȚÓ ȆĿș Áșǭơ ˍˆƩȕ Ƹƶ uU ȥɭÊ ǒÏɊ
Ň Ƹƶ uUȔĬș nˈȖ ɊÏÊ ȈéȔĬ ȶêǡ ǿÓ ŬĬ Ț
ĬƆʞ ǈɧȱȜ șŦĬ ʽȶêɊŇ Ťɍv ǅUș ɽȶ SÍƩȚ Ʃ
ŃʽÓ ěã ȆĿÊ Țȷ Ťɍș ȚǼ \ȕ Ȉé ųǆ ȥɭǭ șţ
Ȗ ȷʻpȥ ʽÓ ȚÊ r Ƹƶ uUȔĬș nˈƩȖ ɊÏp ȑƗ
ůƃȱȜ ȈéȖ ƶˆʻÊ ŤɍxȖ ɳȼȱȜ dȔĬ ǮhơÊ ǔ ë
ÓÊ ȾȫȔĬ ȚǡɌÓ
MǅºŅ Nș ȈéȚŦɊǼ dș ƪ SɊ ſˏʛø – ŽĻ
Ʋǭ Ûʽ î Ÿɖ ȾƢǭơ øıɅÊ Țǭ Ûʽ Ʀƪʽ ƇƢȖ ƶ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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ʽÓ øıɅÊ MŤɍv ǢN ȫǭơÊ “Śö ȃưȱȜ ƆƇø Ʊ
ǭơ ơĬǭe Ȧȅʻp ůȦȅ”

ʻÊ dȔĬ

ȫǭơÊ “Śö dȚ

ɃÕ ǩÊ ǰƱ Ʊǭơ ǰlêǡ ȣp Śö dȚ ơĬ ǰÛȱȚŖ 
Ňʐș ĄłøĬơ Śö ųˈȔĬ ʫȸ¨SÊ šƶʽ ɌéøĬ ȅ
˂”

êÊ

dȔĬ üȫʻÊ Ťɍǭ Ûʽ ŽĻƲș ŠƗøȖ ȍȅʻ

Ŗ ŤɍȖ Óȗv \Ț ȶʽÓ
원자들은 세계로부터, 원자간 영향들로부터 구분되지 않는다. 그것
은 그 안에서 고체적 물체를 구분해내기에는 너무 뜨거운 물질의
상태이다. 그것은 우주적 변화, 우주적 파동, 우주적 물결의 세계
이다. 그곳에는 축도, 중심도, 좌우도, 위아래도 없다...180)
øıɅÊ ȆĿS ɊTʻÊ ŬǼ \ȕ ŤɍȚ ɷˍʻ Ȑʽ řř
Ⱥ`øȖ ǣʽÓ őȰ “ÕÕʻp ʻʼȱȜ pɭ ˒ȕ Ťɭøș ǅ
ɰ”S êÊ “¯Ȭŗș ³T”

 Ț

ȣǡǞ ʽÓ ȚĬƆʞ Ɋ|S ċ_

Ȉ ƜʛǭơÊ ƈSÍ˅Þ Ȧȅv ůȦȅ ƗȚș ŦưUiøȚ Ơh
©Ó

 

ƕŇ ǒÏď ƠŘȚ ȴɜ Ɍ˖ʾ ƶ ȣe êÊ då Ț Ŧư

UiȖ ʣ˂ơŖ éǅǭ ƠŘɭÊ Ťɍș ɏˀ Ƀ řř ÛƜøȖ Ƥ
ƀʻp dø Uș ɭoĽ ƶŃʾ ƶ ȣe ëÓ MŤɍv ǢN ȫ

178) MM 11/37
179) MM 234/347~348
180) Gilles Deleuze, op. cit., 1983, p. 86.(질 들뢰즈 지음, 유진상 옮김,
앞의 책, 2002, 116쪽 .)
181) Ibid., p. 93.(위의 책 , 123 쪽.)
182) 베르그손에게도 역시 유사한 통찰이 발견된다. 베르그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 세계의 특수한 조건을 지적한다 . “생명이 반드시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기체 속에서 집중되고 정밀하게 될 필요는 없었다 . (… ) 에
너지가 저장되고 나서 아직 고체화되지 않은 물질을 관통하여 흐르면서
다양한 노선들 위에서 소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비록 상상하기는 어렵
지만 ). (… ) 물질이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우리 성운 속에서 생명의 조건
은 그와 같은 수도 있었다”(EC 25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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ș Ⱦȫǭ ÿĻŗ Ťɍȱ ȆȾș Ƞșș Ɋȴǭ ÄǮ ȣÊ ƠŘɭÊ
ȥǇǭe ˉȅë UiȖ ʣ˂ơ ŰǒøȜ Ȧȅǭ Û˂ ʢÛĬ ɆTȱ
ȚŖ  lvĬ šșǆȱȜ ůȦȅȖ Ƃ¯Ê d ÛǇǭ ¯Ƃ± ůȦȅ
Ȗ pǉʾ ƶ ȣe ëÓ Ŀp Ț pǉș vȶȕ ȝÕ Ŀp šǪƂ
Óå ȆȾ ȲɭĬƆʞ ©ȡ˂ǷÊ Ťɍș Ȧȅø Ƀǭơ ¨ș ůȦȅ
Ɇ ¨ș SÍȱ ˆév xĤë dŇȖ pȶǅʑÊ dȔĬ ȚĳǡɌÓ
Ȱˁå ŊƥȠå ǩȚ ŤɍȖ SĬɍĚ ʣvʻp ȣÊ ǈȷȱ Ȧȅø
Ț Ɛǭ ƌȑʾ ƶ ȣÓŗ dø Ƀ ¨ș SÍȱ ˆéǭ xĤë dø
ŇȚ ¨ș ǇɭďÊ cȕ ǀʎŀǭ ș˂ ůƗêp Țǭ ÿď ǈȷȱ
ȦȅȚ Ƃ¯Ɍ ȥĿǭ  łȥɦĜ ¨ʕ¨e êÊ dȚÓ

  șǆȱ

ɊTȕ ŬĬ ȚĚʽ Ƈƀ27A13@<3;3<Bș ȦǨȔĬ ȚĳǡɌÓ
ÿďơ ȆĿÊ ŽĻƲȚ Ŀp ȣÊ Ťɍș ƜȖ î SɊĬ ¨
ÆǡǞ ʽÓ  ʻ¨Ê “ɵå Ƀǉå ȽȆå Ȑǒĕå ǩ”Ê “ȆȾ
ȱ ſ˖ ȆȾȱ ʩé ȆȾȱ Ťlș ƪoÓ”

 

Țdȕ Ťɍȱ ȆȾ

ș Śö ƆƇøȚ ơĬǭe ȦȅȖ ȾpŰÊ ȆȾȱ òƣȠȚÓ Óļ
ʽʭ ȚĬƆʞ ƠŘɭďÊ ʧȱȜ ɃǉȚ üȫʿǭ ÿď Ťɍȱ Ȇ
ȾÊ ȳÕȖ jp ¯ȬŗȖ [e ëÓ ɊɊ ůƃ˂ơ ÓķǸ Ƹƶ
uUș nˈƩȖ ƂȚÊ ŤɍĬƆʞ Ƹƶ uU  ȥɭĬș ȚˆȚ Ɋ
Ʃǭ șʽ Ƈʾv pȶș ȦǨȚďŗ Țd ȚȲǭ Ü ȍɰȱ ɜȍǭơ
ƶˆêÊ Ƈʾv pȶș ȦǨȖ ʱɝ˂Ǟ ʽÓ Ɇ Ťɍ  ȥɭǭơ
Ťɍǭ Ûʽ ȆĿș ȵɱŗȔĬ ȚˆʻÊ dǭå ȚŦ Ƈʾv pȶș
ȦǨȚ ȣÓ dȕ Ü ȚƜ ɊƩș ɜȍǭơ ƶˆêÊ dȚ ǒÏÓ
183)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진정한 활동성 , 즉 자발적인 활동성의 중심들을
가정한다면 , 거기에 도달해서 이 활동성의 관심을 끄는 광선들은 이 중심
들을 통과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보낸 대상의 윤곽들을 그리러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 (… ) 따라서 지각은 방해받은 굴절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반사 현상들과 유사하다. 그것은 마치 신기루 효과와 같다.”(MM
34-35/70~71)
184) Gilles Deleuze, op. cit., 1983, p. 86.(질 들뢰즈 지음, 유진상 옮김,
앞의 책, 2002, 11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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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ȕ ȼȱȚp ƠŘȱȜ ȦǨȚÓ ǮɊ ¨ǒSǞ ȆĿÊ ŽĻ
ƲȚ ȥǇș ųŻĮȔĬ ƛÊ ȜUȱ Ⱥ`Ȗ Ċǡ¸Ê ɋxș ųŻĮ
Ȗ ɨȰʻe ƶˆʻe ëÓp ʾ ƶ ȣȖ dȚÓ



ğÓŗ ȆĿÊ ȆĿS űk˅Þ Ťɍș ǃxǢȱ Ȉé ɭoS
Ťɍș ʧȶʽ ɾȐ ȐǭơŇ Ŀp ʧȶʽ ȳÕ ʻǭơŇ űkêÊ
dȚ ǒÐɊĽ ŤǡǞ ʾ dȚÓ ŽĻƲ ǯǅ MƗȑǼ ȈéNș ɷ
UȖ ¾ʻǮ  ½ǭ ȦƩë ơĮLș ʽ ȾƢǭơ lȶĮȚ Ť
ɍș ʧȶ ɾȐǭơŇ ƩŃʻÊ dȚ ǒÐɊĽ Óȗș ǇɃʽ ǡȺĬ
ȥţʻp ȣÓ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지각이 요소적 사건들의 응축의 구
체적인 특정 정도에서 멈춰서는 것은, 정확히 물질을 이 결정론에
밀어 넣기 위해서가 아닌지, 즉 우리를 둘러싼 현상들로부터 우리
를 그것들에 작용하게 해주는 잇따름의 규칙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지를 물을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활동성은 사물들
(choses)의 지속을 응축함을 통해 그것들의 받침대(support)로서
185) 사실 베르그손은 《 물질과 기억 》 에서 우리가 구분한 물질의 두 체계를
뒤섞고 있는 듯하다. 《 물질과 기억》 4 장에서 물질은 “ 모든 것이 중단 없
는 연속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연대적이며 , 그만큼의 떨
림들로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무수한 진동들로 용해”(MM
234/347~348)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의됨과 동시에 , 이 물질적 우주
의 잇따름을 우리가 논문 2부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필연적 법칙에
따르는 경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물질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물질이 과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며 , 필연성에
종속되어 각각이 선행하는 것과 등가적이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
는 일련의 순간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질의 과거는 진실
로 그것의 현재 속에 주어진다 ”(MM 250/371); 그러나 우리의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베르그손 자신이 인간적 조건의 완전한 해체를 목표로 했는
지는 의문에 붙일 수 있다. 베르그손은 《 물질과 기억》 4 장에서 자신의 직
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물질에 적용하는 본격적 탐구를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이 방법의 적용이 인도할 수 있는 결과들 가운
데서 우리의 탐구에 관련된 것을 곧바로 선택하도록 하자 . 우리는 단지
몇몇 지적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 여기서 문제는 물질에 관한 이
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MM 2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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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하는 필연성에 등지며 또한 측정될지 모른다.186)
ȚƜș pɠȕ ǃxǢȔĬơș Ťɍș ȈéȖ ȑȝʻp ɳȼȱ
Ȝ dȔĬ UȾʾ ʕÚƩǭ șǉȖ ʵe ʽÓ Ŀp ơĬ Óļ Ťɍ
ȱ Ȉéș ɭoS ȣÊ Ňʐ ǅU ˏʛǭå ÓǠʽ SÍƩȚ ǱĢ ȣ
Ȗ dȚÓ ȆĿ ɊT ɭoS Ťɍș ʻʼȱȜ ʧȶ ɾȐǭ ȵʻp
ȣp ŬĬ _ǭơŇ ǅUȚ ȝųˈȱȚp ʀȱȚe ëÓÊ dȖ
ŉʻȥ Ț ɾȐ ȐǭơŇ ȆĿÊ Õȝʽ ǅUǭ Û˂ ȚǞʾ ƶ ȣ
ȔŖ ȆĿǭe țƷʽ ŬǼ \ȕ ǯƗÊ ƌĬư SÍ˂ɍ dȚÓ Ťɍ
ș ȈéȚďp ȶșêǫÞ ǃxǢș Ȧé ųǆȕ Ɨǈȕ ÕɊ Ȇ
Ŀ ɊTȚ ȵʻp ȣÊ Ťɍș Ⱥɋ˖ ųǆȖ ƄĂơ ȶë dǭ Ɋ
¨Ɋ Ǖȕ dȚÓ ÿďơ dȚ ǒšĿ ȆĿS ƠTʻǭ ȆĿș Ɋ
T ʽoĽ ¸ǡơ Ťɍș ȻȬ ųǆȖ ɹƇ˦ ƥŘ˂ȾÊ dɦĜ ƂȜ
Óp ʾɊďå ȚÊ Ɨǈ ȜUȱ ɊTǭơ Ŀ ŒĿ SɊÊ ǕǚÓ
Ț lȶĮv uȻʻŗơå dv Óļ ɍơĽ ɊÑ kpʽ ŤɍƩș
Ɋů µŐǭ šǪȚ ÄǮ ȣÊɊǭ Û˂ơ Ŀp ǭ ÿď Ć Óļ
ǡă ǅUƩȚ SÍ˂ɍɊǭ Û˂ơ ʘ|ʾ ǮɊÊ ǒɋ ňȚ «ǒ ȣ
Ó øıɅș Ɋȱv \Ț “ǉɊǡ ȆȾș Ȉéøș ǰƱǭ ƜȘʻÊ
ʯŗș ȷǅŇʐȚ¨ Ěʽ éȱȜ Ƌĭ ˒ȕ ȳÕș šʽʽ oǱȚ
ȣȖ d”

Ț āţȚÓ

186) PM 61; 나아가 우리가 4부 1장 1절에서 다룰 것처럼, 베르그손은 “물
질이 완전히 응고되기 전”(EC 257/382)의 우리 세계의 조건에 대해 언급
한다 . 여기서 생명의 자유와 창조적 성격은 자유롭게 물질 곳곳에서 소비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베르그손의 가정은 다시금 필연성의 경향을 보이
는 물질의 운동이 물질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논문의 4부 1장 1 절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187) Gilles Deleuze, op. cit., 1983, p. 87.(질 들뢰즈 지음, 유진상 옮김,
앞의 책, 2002, 11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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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z MG1 d*z ¡

  Qz .I1 ]O
 Q1 fz 2/   Qy fz hQ
{?
ɊɊ ȆĿÊ ǅUș ˏǆȔĬơș ȶǇș ƶɋȱ Ȉév ǅU
ș ɍĲĬơș Ťɍș ƶʯȱ Ȉéǭ Û˂ ƙʬƂǚÓ ȚɦĜ Ț˂ë
ǅUȖ ʢÛĬ Ț ƆǭơÊ Ț ˏǆv ɍĲ Ȑǭơ ɌˆêÊ ǅUș
ɭˊD 1Cv Ʊåș ţȷǭ Û˂ Áșʻpȥ ʽÓ ȆĿÊ Âēeå
ǅUș ƱåS ȆĿS ˆʻÊ ˆéøǭ  ŋe ˢĚUÓÊ dȖ nˊ
ʽÓ ȆĿǭe ȣǡơ ǅUȕ ȆĿș ˆéș ÕȐ ǶĽ øǡ Ť`Ȗ
ɏ_¨ ɥȖ ȞÊ üș ˆéøǭ µš ÉĿeå µš ƑĻeå ˠĻɊ
ǕÊÓ ȚdȖ ÕɊ Ȇǰș ȝɿďp ŉʾ ƶ ȣȖ ȆĿǼ uȻʻ
Ê ÓǠʽ ǅUș ĿùøȖ ĂǹĢƂȥ ʽʭȔĬÊ ȆĿǭeÊ ǒȾ
UÕʽ Ȉéå ƶˆʾ ƶ ǩȖ ȶåĬ ɕȕ ǅU éǔ ňȕ ȦǨȖ ƶ
ˆʻp ȣȖ ƪʱøș ȈéȚ ȣÓ Óļ ʽʭȔĬÊ Éŀ Ʊå ʙǭ
ȆĿǭeÊ ȊɋȚɊ ǕÊ dɦĜ ƂȚɊŇ ȥǇș Ŀùǭ ŋɴǡ ȥ
Ǉș ˆéȖ ƶˆʻÊ dȝ ǆŤș Ʃȫ vȶȚ ȣÓ øǭeå vǰ
ȆĿǼ éȝʽ ǅUș ƱåS ɭˊêp ȣȖ ȃʈÛ ȆĿS Ț Ɔ
ǭơ ʘ|ʻe ì dȕ Óȗș ŤȗȚÓ “ȁ Óļ Ƞșș ƱåS ǒÏ
ď Țğe lȶë ƱåȜS”



188) EC 33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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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ĻƲȕ ɊƱǭ xʽ ș Ûʳȱ ʟȷȜ ɢȺĬơș ɊƱȖ Ⱦ
ȫʻÊ vȶǭơ Ʊåș ţȷå ǣʻɊŇ ǭ Ûʽ ŘǅȱȜ ÙȖ
ȷǅʻɊÊ ǕÊÓ



ÿďơ ȆĿS Ț Ɔǭơ ˆʾ dȕ ǮĚ Õʭ

øȖ Śǒ ȑȱȔĬ ȺɋʻǮ Țǭ Ûʽ ÙſȖ |ƩʻÊ dȚÓ Ț
Ťȗǭ Ùʻ Ȑ˂ơ őȰ ȆĿ ƪoǭơ ƠŘȚ ɦʽ ʧƶʽ Ⱥ`Ȗ
ɊȱʻÊ dȔĬ ǅȦ˂Ƃȥ ŽĻƲǭe ȣǡơ ƠŘȕ ƄȱȔĬ
ȥȑǼ ɢȺș ȍɧȚ êÊ ȶǇ ˒ȕ șǆș Ȉév ÓĻɊ ǕÓ “¯
S ŉʻÊ dȕ ƠŘȱȚŗơ éǅǭ șǆȱȜ dȜã ȁ´ʻŗ ƠŘ
ȱȜ dȕ ĿȱȔĬ șǆȱȚ āţȚÓ”

 

Ŀp ȆĿǭe țƷ

ʽ ƠŘș ˏʛ Ɇ ƠŘɭďÊ pŃë ǰȫǭ ʽȶêǡ ű×ʽ ƠŘȕ
ȆĿ ƪoș ʧȑʽ ˍƜȝɊå ŚļÓ ŽĻƲȕ Óȗv \Ț ŉʻ
ŗơ ğɊ ǕǚÓŗ ƠŘv ŤɍȚ |ƀ ƈSÍʽ ƜʛĬ ȻȬ˅Ȗ
Ɋå ŚĽ ȆĿ ƪoș Ⱥ`Ȗ ɊȱʽÓ
생명이 반드시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기체 속에서 집중되고 정밀하
게 될 필요는 없었다 . (…) 에너지가 저장되고 나서 아직 고체화되
지 않은 물질을 관통하여 흐르면서 다양한 노선들 위에서 소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비록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 ) 물질이 완전
히 응고되기 전에 우리 성운 속에서 생명의 조건은 그와 같은 수
도 있었다. 생명과 반대되는 운동의 결과로 성간물질이 나타나는
순간 생명이 도약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다.191)
ȚÊ ȆĿS Áţ Ɔ ȫ ȳǭơ ȷ˅Þ ʺǰƩȖ żǡ¨Ê
189) “단순한 병렬과 구분되는 한에서의 잇따름이 실재적 효력을 갖지 않는
다면 , 시간이 일종의 힘이 아니라면 , 우주는 왜 나의 의식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절대성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지고 연속적인 상태들을 펼치는
것인가? 왜 다른 임의의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된 속도인가 ?”(EC
339/497~498)
190) PM 100-101
191) EC 25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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Ťɍș Ȉé ųǆ Ɇ Óļ Ⱥɋ˖ ǠǆȖ ɊÑ ¯Ȭŗǭ Ûʽ ʻ¨ș
SÍƩȖ ȷǅʻÊ dȚå ʻÓ ŽĻƲǭe ȣǡơ ȜUș ǃx
ǢȚ ƤˊȱȔĬ Ⱦǡȸ ȣÊ dȚ ǒÏď ÕɊ ůƃë ʼǃȖ ʣ˂
ƩuȱȔĬ |Ʃë dǭ Ɋ¨Ɋ ǕÊÓŗ ȆĿS űkʻÊ ŬǼ \ȕ
Ťɍș ʺǰƩå ŅɞSɊȝ dȚÓ

  Ɇ

Ņɿ ǡŀ ǒȚș ɊTɦĜ

ǒɋ ǡă ɭoå øǡơɊ Ǖȕ Ťɍȱ ȫȚ ȣǡơ _ơ ȦȅøȚ
šɍơș ƜʛĬ Ǧˌ ȣ_¨ ˒ȕ ȆĿS ƼȚ ƜƜʻ ǡĢȈ ǡă
Óļ ɍơĽ ÿĻÊ Ɯ˚øǭ Û˂ơå ǥŅöɊ ƠT˂ƅ ƶ ȣÊ d
ȚÓ ŽĻƲȕ ȚɦĜ lȶĮȚ ɊŵȱȚɊ Ǖȕ Ťɍȱ ƪoǭơÊ
Ťɍv ƠŘȕ ƇĿêɊ ǕǚȖ dȚďp Ɇ ƠŘȕ Ťɍ åɦǭ ʫȸ
ơ ȥǇș ȥȑĽ ǈˍʻp ȣǫȖɊå ŚļÓp ȚǞʽÓ ƠŘȚ
ȶǇș ƶɋȱ Ȉé  ȥɭȚp ŤɍȚ ȩȬƩȚ ȈůʻÊ ƌlȶƩ
ș ŜȖ ų˂ʻɊ ǕÊÓŗ ƠŘș Ȉéȕ Ťɍ Ȑǭơ ŬĬ ˍǈ˖ì
ƶ ȣȖ dȚ āţȚÓ
Ě¨ ƇŘʽ dȕ ȆĿ ƪoĽ ˒ȕ ȆĿ ƪoș ʧȶ ɾȐĽ Ɋ
ŵʻe ë dȕ Ťɍȱ Ȉéøș ʺǰȱ ŻʀȚďÊ ȴȚÓ Ŀp Ț
Ê ȶǇȱ Ȉéș ɢȺȱ Ʃiv ƜɹʽÓ ȶǇȕ ƝĬȊȖ ɜȚĽ
Ȃ˖ǅʑpȥ ʻɊŇ Ťɍș ʺǰƩȕ ůƃʻpȥ ʽÓ ŽĻƲȚ Ť
ɍȚ ȶǇș ȫǝŤȚ ëÓp ȚǞʻÊ dȕ ŬĬ Ț ʧƶʽ Ⱥ`v
șŦǭơÓ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약동은 요컨대 창조의 요구로 이루어진다.
그 약동은 절대적인 방식으로 창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192) “우리의 신경계는 분명히 중추들을 매개로 하여 감각적 자극들에 연결
된 운동 기구들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고, 신경 요소들의 비연속성
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무수한 나뭇가지 모양의 말단들은 인상
들과 그에 상응하는 운동들 사이에 무한한 수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구성되고 있는 운동기제는 구성된 운동기제와 동일한 형태로 의식
에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MM 102/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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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 즉 자신과 반대되는 운동을 목전에서 만나기 때문이다.193)
그러나 기계의 부분들은 그 작업의 부분들에 상응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이 기계의 물질성은 더 이상 사용된 수단들의 전체가 아니
라 극복된 장애물의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실재라기
보다는 부정(negation)이다.194)
ŤĮ Țā Ťɍȕ lʍ ¸Ȗ ƶ ǩÊ ƘɦĜ ȣÊ dȕ ǒÑ dȚ
Ó Ňǟ ŤɍȚ ǽȲʽ ʺǰƩȔĬơ ȻȬ˂ơ ŤɍȚ ƠŘȚ Țȅʾ
ɳưʽș ƌlȶƩå «hîɊ ǕǚÓŗ ƠŘȕ Țě ųǆȔĬ¨Ņ Ť
ɍǭ ʃʥʾ ƶ ǩǫȖ dȚ āţȚÓ

 Q1 fz 2/   Qy fz 5{
?
ěã Ňǟ ƠŘv ŤɍȚ ȚĚʽ Ⱥ`v xo ʻǭ ÄǮ ȣÓŗ
Ťɍȕ ȶǇș ȫǝŤȚďpŇ ʾ ƶ ȣȖ ƠŘș ʲűȱ ˩ Ŀ
ʻǮ ȆĿS Óȗ ȫǭơ ƙʬƅ dv \ȕ ƠŘ Ɍ˖ș ǯƗS ɴé
ë dȕ Ťɍș lȶĮȚ  ƜxˁȔĬơ Ȧȅʻ āţǭ ǒÐS
ŤĮ MɢȺȱ Ɍ˖Nǭơ Ťɍȕ ȝɜȱȔĬ ƠŘș ȫǝŤĬ üȫʻ
p ȣÓ Ě¨ MɢȺȱ Ɍ˖NS ɷUêp ½ ˞ǭ ˆ˂Ɍ șǆv
ƠŘș xoǭ Ûʽ ʽ ZșǭơÊ  ƹș ÈǛǀS ȶȱȜ ųˈ
ȔĬ ǺhSŖ ŽĻƲȕ MɢȺȱ Ɍ˖NǭơǼ ×Ŀ Ťɍǭ ƝĬȈ
ǯʾȖ ƆǮʽÓ ǮơÊ ŤɍȚ ȶǇș ȫǝŤĬơ ǯʾʽÓÊ ŬĬ
 ȚȑĬ Ȝ˂ ȶǇȚ ȥǇș ˩Ȗ Óļ ųǆȔĬ ǈˍǅʑe¢ ɴé
193) EC 252/375, 인용자 강조
194) EC 94/152,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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ʽÓÊ ƠŘv Ťɍǭ xʽ ŽĻƲș ſɉŻȱ ȍĿS űkêÊ d
ȚÓ
다른 한편 물질은 노력을 유발시키고 노력을 가능케 한다. 사유에
불과한 사유, 단지 구상되었을 뿐인 예술 작품, 꿈꾸어졌을 뿐인
시는 아직 힘이 들지 않는다.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시를 단어들
로, 예술적 구상을 조각상이나 그림으로 바꾸는 물질적 실현이다.
노력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값지기도 하며, 그것이 획득한 작품
보다도 더 값지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넘어서 고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노력은 물질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질이 내세우는 저항에 의해, 그리고 우
리에 의해 물질이 도달하게 되는 유순함에 의해, 물질은 장애물인
동시에 , 도구이며, 자극이기도 하다. 물질은 우리의 힘을 감내하고,
그 자취를 붙잡아두며, 그것의 강화를 요청한다.195)
ŤɍȚ ȶǇș Ȉéǭ ų˂ŤĬå ÿďơ ȥȔĬå ÍʻɊ ǕÊ
d ŽĻƲȕ Ț ƜʛĽ ǭ ƌȑʽÓ “ȚɦĜ Śˑʻp ˤŦʽ Ơ
ŘƩv ȆĿS ǖp ȣÊ ʽȶë ƠŘƩ ƗȚǭ ȻȬʻÊ ɜȚÊ ȆĿ
ș ǉĿȱ ƚ Ʊǭơ ș ƜʛǼ ǡ ȣÊ Ɯʛ ƗȚǭ ȣÊ ɜȚǼ
ƀĬ ÓĻɊ ǕÓ”



Țě ƪoǭơÊ ș ƜʛɦĜ ƠTʻÊ dø

Ț ÛĬ ƌĭ ȆĿș ɊTɦĜ ʪŘʽ ˏʛĬÊ ǒÑɊďå ǈˍì
195) ES 21-23, 인용자 강조; 생명의 진화와 발달에 있어서 물질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창조적 진화》 에서도 부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 생명은 ( … ) 막대한 잠재성이며 수천의 경향들의 상호 침투이다 . 그러나
그 경향들이 <수천으로 > 되는 것은 일단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 외재화
된 다음 , 즉 공간화된 다음이다 . 물질과의 접촉은 이러한 분리를 결정한
다. 물질은 단지 잠재적으로 다수였던 것을 실제적으로 분할하며 이런 의
미에서 개체화는 부분적으로는 물질의 작품이고 부분적으로는 생명이 자
신 안에 포함하는 것의 결과이다.”(EC 269/384~385)
196) EC 25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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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Ț āţȚÓ ğÓŗ ȆĿS nˊʻp ȣÊ dv \ȕ șŦș ¿
ģ Ɇ ƠTʽ dȖ Țĳ Ȑ˂ Ƈʥʻp  vȶȖ ʣ˂ ɦȗǭ 
ǫÞ dvÊ Ć Óļ ɢȺS SÍ˂ɊÊ dȕ ǡɗŗ ȆĿ ƪoǭ p
ȑʽ dȝɊå ŚļÓ dȚ ƠŘș űŘ ȦǨȚ` Óļ ǡă ɢȺ
ȱ ˙éȚ` ŉȚÓ
ÿďơ ʽʭȔĬÊ ŤɍȚ ȫǝŤș ǯʾȖ ʻ āţǭ Ŀp Ó
ļ ʽʭȔĬÊ Ț ȫǝŤĬ Ȝ˂ Óļ Ĭ èǒơǞ ʻÊ ʺȃS Ơ
h¨ āţǭ șǆ ˒ȕ ƠŘȕ Óļ ųǆȔĬ ȥǇș ȈéȖ |ˍʻ
Ĭ ʽ d \Ó Ɇ ƠŘȕ Ț kpʽ Ťɍȱ ʢÛ Ȑǭơ  ɭoș
ǃxȔĬ øǡSơ  Ƀ }ưȱ ƆƇŇȖ ƶĬ˖ǅʒ ˞ǭ ȚĽ ʣ˂
ȥȑĽ ǈˍ˂¯Ê ųŻȖ űŘʽ dȚÓ ǡɛ êǫ` ʺǰȱ Żʀǭ
ȼƱêǡ ȣÊ ŤɍȖ ƠŘȕ ƃ˂Ǟ ˅ȔŖ ŽĻƲǭ ÿĻŗ Ț
Ê ȜUǭ ȚĻĚ  śʳS ×ƩêǫÓp ʾ ƶ ȣÓ

 ƠŘȚ ǡą

e Ț ȦǨȖ ƩuȱȔĬ ƶˆʾ ƶ ȣǫÊɊǭ Û˂ Óȗș ȫǭơ
Óĳe ì dȚÓ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약동은 요컨대 창조의 요구로 이루어진다.
그 약동은 절대적인 방식으로 창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을 , 즉 자신과 반대되는 운동을 목전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것은 필연성 자체인 이러한 물질을 포획하고 거기에 가능
한 한 가장 많은 양의 비결정성과 자유를 도입하려고 한다.198)

197) “그것들은 인간을 나머지 동물과 구분해주는 본성의 차이를 나타내며
단순한 정도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생명 도약
의 발판이 된 넓은 점프대 끝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팽팽하게 당긴 줄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내려와 버린 반면에 인간만이 장애물을 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EC 265/394)
198) EC 252/375; 혹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그러면 우리는 생명적 활
동성이란, 역전된 운동 속에 직접적 [역전되지 않은] 운동으로부터 잔존하
는 것 , 즉 해체되는 실재를 가로질러 생성되는 실재임을 알게 될 것이
다.”(EC 248/370,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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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ÓS Ț lvĬ Ơhª ƠŘș }ưȱȜ ŵɿ Ɇ šoǼ uU
ȱȔĬ |ƀêÊ ƠŘɭș űŘȕ ȶǇv Ťɍș |Ƈǭ Ûʽ ƝĬȈ
ȵ ųǆȖ ǱǡɀÓ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고려할 경우, 나는 견고하게 연결된
이 전체의 자동적이고 엄밀하게 결정된 전개는 해체되는 작용에
속하며 , 생명이 거기서 뚜렷하게 드러내는 예측 불가능한 형태들
과, 예측 불가능한 운동들로 스스로 연장될 수 있는 형태들은 생성
하는 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199)
ÓȗȖ Ⱦșʻȥ ȆĿS Áţș Ɔǭơ ÓĳǫÞ ȶǇv Ťɍș
xoS ƶɋȱȜ xȴǭơ ƩŃʻÊ dȚǫÓŗ Ɔǭơ üȫʻÊ ȶ
Ǉv Ťɍș xoÊ ƶʯȱȚÓ ȲȥÊ ɊƱ Ȉéș ƄȱȜ |ȺǼ
xoʻp ˞ȥÊ ƶɋȱȔĬ ǰÛʻp ȣÞ ȶǇv ŤɍȚ ůśʻÊ
ʧȶ Ⱥ` ʻǭơș Ț ɊƱ Ȉéș ƈ üʽ ŵƇȖ ÓĵÓ



Ȳȥ

S ǅUȱ |ƇȚǫÓŗ ˞ȥÊ uUȱ |ƇȚÓ Ě¨ ŽĻƲ ȥ
Ǉȕ ȚĚʽ ȅǡș Ɨȅǭ ʏ ȾșĽ ȉȚɊ Ǖp ȣȔŖ ȚdȚ
MŤɍv ǢN ȫǭơ Ťɍv ȶǇȚ ȥǰǀĝe TT šŤɍv
püȱ ƠŘɭĽ Ɋǅʻe êÊ ȚȑÓ



ÿďơ ȅǡǭ Ûʽ Ʀƪʽ

ȵ ǩȚÊ ȆĿÊ ŽĻƲ ɨʼ ¯ǭơ űkêÊ Ťɍv ȶǇș ơ
Ĭ Óļ ȶșĬ Ȝ˂ ˓çȖ Əe ìɊå ŚļÓ šŤĬơș ‘Ťɍ’
v ȑɭ ˒ȕ ƠŘɭĬơș ‘ȶǇ’ș ȻȬ ǠʛS ǡă ɜȚĽ ¨ʕ
199) EC 249/371, 인용자 강조
200)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 밝혀온 바와 같이 베르그손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속하며 창조한다 . 따라서 무기물이라 할지라도 지속의 운동이 전
무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해서는 생명체와 무기물질을 일원론으로 통합하
는 3장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201) “ 이처럼 무기 물질과 반성의 단계에 도달한 정신 사이에는 기억의 모
든 가능한 강도들 , 또는 같은 말이 되겠지만 자유의 모든 단계들이 있
다 .”(MM 250/370, 인용자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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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Ŗ Ĝǭå ǡă uʣƩȖ ɊÏÊɊǭ Û˂ơÊ Ț Ɔș ȫǭơ
ƜĮʻe ì dȚÓ

  ]Oz iC1 ¤
 ]Oz iC  '%
ǜ ȳǭơ ơƹʽ dv \Ț ȆĿ ƪoș ʧƶʽ Ⱥ`ȔĬ Ȝ˂ Ơ
Řȕ Ťɍș ȰˁȖ ƃʻp ʺǰƩv uȻʾ ƶ ȣÊ ƝĬȈ ƠŘș
ųǆȖ då ōȆ ÓǠʽ Ƈș ¿Ƥ Ȑǭơ Ňøǡ°Ó Ț ƠŘ
ș pVêɊ ǕÊ ʲűȱȜ ˩Ț ŽĻƲȚ ‘ƠŘș ǟé:/< D7B/:’
Țď ƆĻÊ dȚÓ ƠŘȚ ǟéȚ ǡąe SÍ˅ÊɊǭ Ûʽ _Ǽ
ʕÚƩȖ ɣÊ dȕ Ŀ ǡĢȈ ȝȕ ǒÑ dȚÓ ȆĿÊ ǜơ ȆĿ
ˆƩǭ ɷˍʽ ÓǠʽ ƠŘɭøȕ Ťɍv ȝɭĽ Țĳp ȣǫȖɊå
ŚĻÊ ȶǇ ˒ȕ șǆș ȈéȖ ÕɊ Óļ ųǆȔĬ |ˍʻe ë d
ǭ Ɋ¨Ɋ ǕÊÓp ŉ˅Ó ȚɦĜ ƠŘȕ ȶǇș ƠƩ Ȧȅ ȥɭĬ
ơ ȆĿÊ Ț Áţș Ɔ ȫǭơ ȶǇș ȈéȔĬ ƥŘ˅Þ ‘ǯéȱ
åǆ’ș ȍĿS ƠŘș ǟév ÓĻɊ ǕÓp ȾȫʽÓ Ɋȱ ¿ģǭ
ơ ŽĻƲȕ ƠŘș ţȷĽ ȾȷȱȔĬ ÓĳɊÊ Ǖǚȗǭå Ņɿ
Óȗǭ űʳì ÛȰȦMɢȺȱ Ɍ˖NȖ ǶpʻÊ ûȚ Áţ ŅɊņ
ƆƇǭ ƠŘǭ Ûʽ Óȗv \ȕ ǣøȖ «Ó
그것은 조직된 다수의 요소들에 공통적인 “지도적 관념(idée
directrice)”이 갖는 통일성이다. 그것은 생명의 통일성 자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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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2)
이러한 작업은 생명의 작업 자체로서, 덜 실현된 것에서 더 실현된
것으로 , 강도적인 것(l’intensif)에서 연장적인 것(l’extensif)으로,
부분들의 상호적 함축에서 그 병치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이행으로
이루어진다. 지적 노력은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지적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적 활동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법한
비물질적인 것의 점증적인 물질화를 가장 추상적이고 단순한 사례
들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까이서 파악하게 되었다.203)
Ŀp ŽĻƲȕ ƗǈƜ ƠŘǭ Ûʽ ʘ|Ľ £Ņɿp ȣp ƠŘ
ǭ Ûʽ ˏȚƜʼȱȜ ʣɠȚ ɏǟêǡ ȣÊ MɢȺȱ Ɍ˖Nș ȫǭ
ơ Óȗș |ȳȖ ʣ˂ Ɋȱ ¿ģǭơș pɠȖ ȬǄȜʻp ȣÓ
생명은 약동에 비교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 세계에서 빌
려올 경우 생명의 관념을 더 근사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일 뿐이다. 사실상 생명은 심리
적 질서에 속하며 , 상호침투하는 항들의 모호한 복수성을 감싸는
것이 심적인 것의 본질이다.204)
ȆĿÊ ǜơ ȩȬƩǭơ ˍˆƩȔĬ SÊ ȶǇș ƠƩ Ȉéǭ Û˂
ǯéȱ åǆș ȩȬȱ ǯęȖ ɃǉȔĬ ƙʬƄ Ŭ ȣÓ ǭ ÿĻŗ
ǯéȱ åǆȕ ˁ ˒ȕ ȃưøȖ Ɯˑ ʿɵȱȜ ˏʛĬ ɊÏp ȣǡ
ơ



dȚ ˍˆƩ ɾȐĽ ƠƩǅʑÊ éģȚ êÊ dȚǫÓ d

202) ES 186
203) ES 190
204) EC 258/383, 인용자 강조; 생명의 약동 개념에 근본적인 회의를 던지
는 강조된 문장이 《 창조적 진화》 한글 번역본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그러
나 베르그손 철학에서 생명과 정신의 동일성이 설명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문장 및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205) 물론 역동적 도식의 단계에서 이 요소들은 이미 현실화된 양태, 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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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 ƝĬȊș Ȃ˖Ĭơ ŉȚÓ Ŀp ǯéȱ åǆǭơɦĜ Óǅ ʽ Ÿ
ȩȬƩǭ ţȷ ȷș ǯʾȖ ƆǮʾ ƶ ȣÓŗ ȆĿ ƪoǭơ ƠŘȚ
ďÊ åǆȚ ȷʻp ȣÊ ţȷđ ƠŘɭș űŘȖ ʣʽ ƌlȶƩș
ǈˍȚď ʾ ƶ ȣȖ dȚÓ ÿďơ ƠŘȕ ɢȺǭ ȚɃȱȔĬ ǰĳë
ÓÊ ȴǭơ  æʧʽ ȐƜȖ [ÊÓ ȾǡɌ dȕ ɢȺș ǈˍȚďÊ
ţȷȚp Ț ţȷĽ ɢȺȱȜ ųǆȔĬ ˂l˂¨UÓ
우리가 이 책의 처음부터 예감하게 한 것처럼 생명의 역할은 물질
속에 비결정성을 삽입하는 것이다 . 생명이 진화하면서 창조하는 형
태들은 비결정적인, 즉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형태들이
운반하는 활동도 점점 더 비결정적이며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Țȷ ƠŘș vȷS ǡă vȶȖ _ɮ ǈˍì ƶ ȣǫÊɊĽ Mɢ
Ⱥȱ Ɍ˖Nș ƥŘȖ ʣ˂ Üȇ ȥƪʻe ƙʬƂȥ Ćʽ ȚÊ ‘ʺǰ’
v ‘ȥȑ’Ľ ˖˂ǅʑĢÊ ŽĻƲ ɨʼș Ⱦȃʽ ʟŅ Ƀ ʻ¨Ǽå
xĤëÓ ȚŦ ŽĻƲȕ MŤɍv ǢNș lĮƆǭơ S Ƅţ
ǭơÊ ɍv Ǡ ǰȫv ƌǰȫș ʣȝv ʿ ǒȾ UÕʻeŇ ǣ˅
ǫÞ ȥȑǼ ʺǰș ʣȝȖ ǜƤ î ÛŃv ʿ ‘ƛɃș ÛŃ’ȚďÊ
ȚľȔĬ ÓĵÓ ǀʸ¿ȥĽ șǆʻŗơ ŽĻƲȕ “ȥȑÊ ȥǰ Ʊ
ǭơ Ȁ} Ʊș Ȁ}v \ɊÊ ǕȖ dȚ”

ďp

ŉʽÓ Ɇ ɍv Ǡ

ǰȫv ƌǰȫș ÛŃȖ ɊƱș ȶå ɜȚĬ ˖˂ì ƶ ȣÓÊ  ȥ
Ǉș ÁɉȚ ȥȑǼ ʺǰǭå ÛĬ ȱȅì ƶ ȣÓÊ dȚÓ



ȷ

정된 이미지로서가 아닌, 단지 그 잠재태로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206) MM 279/407
207) “ 이처럼 시간 속에서 고려하든, 공간 속에서 고려하든, 자유는 언제나
필연 속에 깊은 뿌리들을 밀어넣고 있으며, 필연과 함께 내밀하게 조직되
는 것처럼 보인다 . 정신은 물질로부터 지각들을 빌려 와 거기서 자신의
양분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자유를 새겨 놓은 운동의 형태로 물질에게 지
각들을 돌려준다.”(MM 2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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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 ţȷÊ MɢȺȱ Ɍ˖NĬ ǰȫêǡơ Ț ȰȦǭơ Ê î ÛŃ
Ț ǡąe ˖˂ì ƶ ȣÊɊĽ ÓǠʽ Á_øȖ ʣ˂ ÓĵÓ Țǭ ÿ
Ļŗ Ťɍȱ ʺǰƩȔĬƆʞ ƠŘȱ ȥȑĬș Țˆȕ ƠŘș ‘ǟé
:/<’ȚďÊ ŉȚ Ƿ˂ì ƶ ȣÊ dɦĜ Ŀ XȦǀĝp ǇƌǀĚ
Ȉ ųǆȔĬ ȚĳǡɊÊ dȕ ǒÏÓ ȆĿÊ ȚĽ î vȶȔĬ ¨Æǡ
ƙʬƅ dȚÓ ʻ¨Ê ƠŘ Ɍ˖ș ǯƗǭ Ûʽ Ɍ˖ĮȱȚp ƠŤʼ
ȱȜ ơƹȚp Ț Ɔș ȫǭơ Óĳe ì Óļ ʻ¨Ê ˏȚƜʼȱȚ
p ȜǆĮȱȜ ƥŘȚÓ
ȝÕ Ťɍ ƱȔĬ øǡǸ ƠŘȕ Ťɍș ʺǰƩȖ ȴɜ ȑƸʻe
Ňø Ȑ˂ ¿ģʽÓ ŤĮ ɰƂȱȜ ƠŘɭǭe șɊȦȅv ůƗȦȅ
Ț |ƇêɊ ǕûȚ ɰ vȶǭơ ƠŘȱ Ťɍȕ ŤĿ˖ʼȱȜ dȜ
Ɋ ƠŘȱȜ dȠȚ ƇŘɿ Ǖȕ ˏʛĬ üȫ˅ȗȚ ʨłǩÓ ŤɍȖ
ȑ˖ʻÊ vȶȚ ȴɜȱȔĬ Ɍˆìƶĭ ƠŘȕ ȥǇș ¯Ɔǭ ȣÊ
ÓǠʽ nˈøȚ Ü ȚƜ ǠŃ ƈSÍʿȖ É¥Ó

 Ȳƹ˅ûȚ ƠŘ

ȚďÊ ȩȬƩȕ Ɯˑ ʿɵȱȜ ˁøȚ Óűș ˏʛĬ Țĳǡȸ ȣÊ
ã ƠŘȚ ȴȴ Ɍ˖ʾƶĭ Óűøå ƂÓ |ɭȱȜ ˏʛĽ ĎǡS
āţȚÓ



 Sȫ ʇÓđ ƇÊ ǆŤoǼ éŤoș dȚÓ Ơ

208) EC 99-100/160~161
209) “ 그러나 분열의 진정한 심층적 원인은 생명이 자신 안에 보유한 것이
었다. 왜냐하면 생명은 경향이며 , 경향의 본질은 다발의 형태로 발달하는
것인데, 생명은 단지 커진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의 약동을 공유한 채로
분기하는 방향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 성격이라는 특수한 경향의 전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는 각자 자신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기만 해도 어린 시절의 인격이 비록
불가분적이지만 다양한 인물들을 그 안에 결합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발생 상태에 (naissant) 있음으로 해서 전체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었다 . 이러한 약속으로 충만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유년기의 최
대 매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상호 침투하는 인격들은 성장하면서 양
립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 각자는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
택을 해야 한다. (… )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을 가지고 있는 자연
은 결코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 자연은 성장하면서 분기된
다양한 경향들을 보존하고 있다.”(EC 100-101/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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ŘȚ ɦȗǭ ȥǇȚ éǅǭ ƶˆ˅Þ ȦǨȖ ƇØǅʔǭ ÿď ǴǠȖ
ƧɻʻÊ ǆŤoǼ  Ƨɻë ǴǠȖ ˆéȔĬ ưɌʻÊ éŤoS ü
ȫʻe ëÓ



őȰ Ƿ˂ș ưɊS ȣÜďå ǭµɊ Ƨɻ ųǆȖ ɀȔĬ éŤv
ǆŤș ʧƩȖ |Ƈ˂Ƃȥ

 ǆŤoÊ ȆĿ

ˆƩǭơ Ɨȅʾ ƶ ȣÊ

yŤȖ ʧ˦ ǭµɊș Ⱦë ȍɧȜ ʛǠȔĬƆʞ ɋȵ ɻ˂ơ ĬƆ
ʞ ǠƇȖ pȶǅʑÊ ǯʾȖ Ōe ëÓ Ț ȦǨȕ ʛǠ ǭµɊș ˠ
ľȖ ȩȶȱȔĬ ɃÕǅʑp  ȝȶ ƆƇȖ ʱʠƮ ǭµɊș ˏʛĬ
Ȱȫǅʋ ÄÊ dȔĬ ȚĳǡɌÓ ǆŤș ȚǼ \ȕ ǯʾȕ ǡýǭơ
ö ƶˆì ƶ ȣȔťĬ dȕ ȷȥĿǭ ȶɝʻåĭ Ɍ˖ʻǳÓ ʽʭ

210) “그런데 생명은 처음에 폭발물을 제조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폭발시키
는 일을 동시에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 경우에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직접 축적하는 동일 유기체가 그 에너지를 공간 속의 자유
로운 운동으로 소비할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생명체가 한
편으로는 태양에서 빌려온 에너지를 쉼없이 축적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
는 그것을 공간 운동에 의해 불연속적이고 폭발적인 방식으로 소비하려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EC 116-117/182~183); 베르그손은 자신
이 수행하는 모든 구분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의를 덧붙인다.
“ 집단은 일정한 특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특성들을 두드러지게 하는
(accent uer) 경향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EC 107/170). 그렇기 때문에
“ 두 계를 엄밀히 정의하려는 시도들은 언제나 실패했다 ”(EC 107/169).
게다가 그것이 동일한 생명의 약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한 경향으로
의 발달은 다른 경향들을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우
리는 방금 두 계에 나타난 진화의 특징적인 경향들이, 비록 분기 되었으
나 오늘날까지 아직도 식물과 동물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른 것
은 그 비율 뿐이다 . 보통은 두 경향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을 뒤덮거나 압
도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것이 두드러져 잃어버린 위치를
되찾는다”(EC 113-114/179). 예를 들어 식물도 동물과 같은 이동운동을
행하는 사례들이 발견되며, 식물은 무의식적이라고 정의되지만 때와 필요
에 따라 잠들어 있던 의식은 깨어날 수 있다.
211)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섭취 방식의 차이에 따라
동물계의 운동성과 그에 따른 의식이 출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우리가 이 절의 초반부에서 이미 생명의 약동을 의식 운동을 통해 자
유와 비결정성을 실현하는 존재의 발명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한 것과 같
이 , 의식은 결코 진화의 부차적 산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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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ŤoÊ ȚɦĜ ǭµɊĽ ʿȑʽ ǆŤȖ Ƨɻʻ_¨ ǆŤȖ Ƨɻʽ
Óļ éŤȖ ƧɻʻÊ ųǆȖ ʣ˂ ƠŘo Ʊǭơ ǷĖ U ɵȱêǡ
Ǹ ǴǠƇȖ Ǥp Ț ņÛʽ Ǡș ǭµɊĽ ȚȅʻǮ ʧȶ ƸUǭ ȍ
ʻÊ ˆéȖ ƶˆʻe¢ Ɍ˖ʽÓ ÿďơ éŤȕ uU Ʊǭơș ȥȑ
ĬȈ ȚéȈéȔĬ ʧɑɊǡɌÓ ȚĬǋ ǆŤȱ ƚș pɝƩv ǭ
ÿļ šWT ˒ȕ šșǆȚ éŤȱ ƚș ȈéƩv ǭ ÿļ șǆȚ
üȫʽÓ



Ŀp ƠŘș ȚǼ \ȕ ÛʳȱȜ î Ɍ˖ș ¿Ƥȕ ɢȺș ǈˍ
ȚďÊ ƠŘȱ vȷș ƜƂȱȜ ɽŗȖ ȚĳÊ dȚå ʻÓ Ɇ ʽ
əǭơ ȴɌȱȔĬ ʲűŤȖ Ňøp Óļ ʽ əǭơÊ dȖ ȾǡɌ
ƸUǭ ʽ Ÿǭ ʲűǅʑÊ “ȴɌȱȜ ɵȱv XȦǀě ưƌș ȚɃȱ
ȦǨ”

Ț

ȚĳǡɊÊ dȚÓ ȚɦĜ î ɽŗȕ Ⱥ˖Ľ Țĳp ȣɊ

Ň ŽĻƲȕ ƌɃȖ SĢƅ ƶ ȣÓŗ Ț î ¿Ƥǭ ȣǡơ ƂÓ Ơ
Řș Ƅȱ ƱƩȖ ǈˍʻÊ dȕ éŤoďp ŉʽÓ “Ě¨ Ňǟ
ʲűŤș ȷȺS ʲűȖ śʳĬ ʻǳÓŗ l} ƠŘș Ƅȱ ųˈȖ
ɊǅʻÊ dȕ ǆŤƂÓÊ éŤș Ɍ˖ȝ dȚÓ”



ȚĬǋ ȆĿÊ

éŤȖ ʧɑɐÊ ȥȑĬȈ ȚéȈév șǆȔĬș Ɍ˖S ƠŘș ȍ
ȱ ƱƩȖ ¨ʕ¯Ê dȚďp ŉʾ ƶ ȣe ëÓ Ćʽ ǆŤv éŤ Ɨ
Țǭ ȚĳǡɊÊ ȦǨ ƇØȕ ƠŘȚ ǡąe ʺǰƩȖ ƃʻp ȥȑ
Ľ ǈˍ˅ÊɊǭ Ûʽ ɫ Ÿɖ ƥŘȖ ȷǅ˂ɀÓ ǭµɊș ˠľȚď
Ê xȴǭơ ŉȚÓ ȥǰ åɦǭ ¯Ȭêǡ ˠĻÊ ǭµɊĽ ȩȶȱȔ
Ĭ pȶǅʑÊ ǆŤș ȦǨǭ Țǡơ ǭµɊĽ éŤoǭ ȚĽ āɊ
ȴɜȱȔĬ ɵȱǅʑÊ ƠʛȱȜ ǰƵȱȜ pĿĽ _ʃȔĬǋ Ťɍo
Ȑǭơș éŤș ȥȑĬȈ ˆéȕ SÍ˂ɊÊ dȚÓ



ȚɦĜ ǆŤ

212) EC 107-121/169~188; ES 14-15
213) ES 14
214) EC 117/183
215) “앞 장에서도 잠시 환기했듯이 생명의 근본에는 물리적 힘들의 필연성
에 가능한 많은 양의 비결정성을 덧붙이려는 노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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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ĬƆʞ éŤoǭ ȚĻÊ Ɋ©ʽ vȶȖ _ɮơ Ťɍș ʺǰƩȕ ƌ
Ĭư ƃì ƶ ȣe ëÓ
eÓS éŤ Ǉɭș ¯ȱ xøȚ ĂŌÊ ǯʾȖ ƙʬƂǚȖ ā
ų ƥŘʽ ǆŤv éŤș ƇØv ȑƗʽ xoS űkëÓ éŤoǭ
ơ ȥȑĬȈ ȈéȖ ƶˆʻÊ xȕ WTȈéș ɭoÓ dȕ Ǉ
nxȖ ʣ˂ ȂƆĬƆʞ ƶȅë ȥøȖ ƇƢʻp ȒxȖ ʣ˂
Ƥʜë ȈéȖ ƶˆʻÊ dȔĬ Țĳǡȸ ȣÓ Ț î xȖ ʣʄʻÊ
éŤș ǇnoÊ éŤ Ǉɭș Óļ ƆȐø Ƀǭơå ʧȱȜ “ƌlȶ
Ʃș Ƃp”ď ʾ ƶ ȣÓ
신경계에는 뉴런들이 끝에서 끝으로 이어져 있어 각각의 끝에는
그만큼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겹겹의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경계야말로 진정한 비결정성의 보고이다 . 생명적 추진력
의 본질이 이런 종류의 기관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유기계의 전체
를 잠깐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듯하다.216)
ǴǠʼȱ kɊǭơ ƅ ā éŤș ǇnoÊ ǡă Ƀǉȱ ȐƜȖ ɜ
Ɋʻp ȣÊ dɦĜ ƂȜÓ ȆƤ ŽĻƲv \Ț ǴǠưĽ î ȼĹĬ
¨ÆǡƂȥ ʻ¨Ê ȺɋȖ ƂƶʻÊã ǍȚÊ dȔĬơ Śö Ǉɭǭơ
üʻe Ɨȅêp ȣÓ ÕŶɍȚ Ǯǭ ƱʽÓ Óļ ʻ¨Ê ȩȬȱ
ǭµɊĽ ƪʱ Ʊǭ ƂȻ˅ÓS ȈéȚ¨ ǱĬ Ȳ˘ǅʋ Ǉɭǭ ǭµ
ɊĽ uʻÊ dȔĬơ ʖƶ˖ŤȚ ÛʳȱȚď ʾ ƶ ȣÓ Ŀp
이 노력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데까지 갈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을 창조한
다 해도 그 양은 우리의 감관과 측정 기구들, 우리의 경험과 과학이 효력
을 미치는 양적 질서에는 속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마치 노력은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기존의 에너지를 최대한 잘 사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진행되는 듯하다. 거기에 성공하는 데는 한 가지 수단
밖에 없다 . 그것은 물질로부터 충분한 잠재적 에너지를 축적해서 주어진
순간에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얻는 것이
다.”(EC 116/181~182)
216) EC 127/196~197,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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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ĻƲȕ Ț ˞ȥș ǴǠưS Ǉnxv Ȓxǭ ƈ üʻe ɏ
Ƀêp ȣÓÊ ȴǭ ȾśʽÓ Ȓxȕ Óļ xǭ ƌ{˂ƂǚȖ
ā ņÛʽ Ǡș ĿʍfȖ ɵȱ˂Äp ȣȔŖ Ǉnxș nȆ ɵȱ
˂îǫÞ ĿʍfȚ ưƌêÊ ƸU ŬĬ ȬɹȲëÓÊ șŦǭơ Ě
ʻÓ eÓS Ț ʧȱȜ xøȕ ȥǇ ˒ȕ ǇɭS ˍȬ Ƃȑʽ ȩ
ȬǭµɊș ǠvÊ æŃȱȔĬ ȥǇȚ ȍʻÊ Ňʐ ǭµɊĽ ưƌʻ
Ê ǠƜȖ ƂȜÓ Ňǟ ȚøȚ ÕɊ Ǉɭș ¨ŐɊ ƆƇv éüʽ Ȑ
ƜȖ ȴʻÊ xȚǫÓŗ dȕ ȥǇȚ [p ȣÊ ǭµɊŇȖ ưƌ
ʻ_¨ ȍʻÊ Ňʐș ǭµɊS uêĽ ÓĩÓS ǭµɊĽ Ɨȅ
ʾ ƶ ȣǫȖ dȚďp ŽĻƲȕ ɴĮʽÓ Ț Śö ƇƢøv ʿ
ŽĻƲȕ “ȕȑȱȔĬS ǒÏď ȑɭș ¨ŐɊ ƆƇȕ dȖ Ȑ
˂ ȻȬʽÓp ŉʾ ƶ ȣÓ”

p

lĮ ¯ŀÓ



Ɇ ƠŘo Ȳɭǭ

ơ éŤȚ Ōȕ ǯʾȚ éŤș Ǉɭȱ Ⱥɋ ¯Ɔǭơ ƅ āÊ dș
WTȈé ɭoĬ ȐȠêp ȣÊ dȚÓ ȃʈÛ ȥȑĬȈ ȊɋȠv
dȖ ȾȬʻÊ șǆȚ  ˃ǉȚ ëÓ
Ě¨ ƠŘș Ɍȶʽ ƄƩȖ ƥŘʻ Ȑ˂ơÊ ǒɋ ʻ¨ș Õo
S Ü «ǒ ȣp ȆĿÊ Țǭ Ûʽ ÁșĽ Ņʁ ˞ǭǞ ƌĬư ƠŘo
Ȳɭǭơ ȜUș ʧȱ ɊȐĽ űkʻe ì dȚÓ ȚÊ ǜơ éŤo
ș ʧɑȕ uU Ȑǭơș ȥȑĬȈ Ȉév ǭ ÿļ șǆȚďp ƥŘ
êǫɊŇ ȲȥÊ ˞ȥș ʺȃȺ`ȝ ƶÊ ȣǡå ɹƇȺ`ȕ ǒÏďÊ
Ⱦȫv xĤëÓ ȥȑĬȈ Ȉéȕ øǡǸ ʻ¨ș ȥȚ ÓǠʽ ůȦ
ȅȖ ¯Ƃ± ƶ ȣÊ SÍƩȚďÊ Ⱥ`Ȗ ʺȃĬ ʻ āţǭ Åƶ
|Ⱥș ƃȪƩȚďÊ ŤĿȱ ȫɿĽ ʺȃĬ ʽÓ Åƶș ƃȪƩȚďÊ
xȴǭơ ƅ ā éŤv ȜU ƗȚǭÊ Ɇ ø Åƶș ƃȪƩ ƗȚǭ
Ê ʏ ɜȚS űkêɊ ǕÊÓ ěã șǆȚ ǣȷ¨ ǇnɃɴș Ɍ˖
ȶåǼ ƌīʻÊ dȕ ǒÏÓ ŽĻƲǭ ÿĻŗ ǉĿʼȱ șǆȕ ȥ
217) EC 125/193
218) EC 121-127/18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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ȑĬȈ Ƥʜș ƸUǭ ɷˍʻÊ dȚ āţǭ



øǡǸ Ȧȅǭ Ûʽ

ůȦȅȚ ȚŦ ɀƌêǡ ȣÓŗ dȕ Óǅ š˖ì ƶ ȣÓ Ǉn Ⱥ
ɋøș ÓǠʽ VĕøȚ Ɋǅ˂ȾÊ SÍȱ ƤʜɊǭå ƈ|ʻp d
ø Ȑǭ ǃxǢøȖ ʣ˂ Óǅ ȥéȱȜ Ȉé ųǆȖ Ⱥɋʾ ƶ
ȣ āţȚÓ ƠŘȕ ȥǰȚ ¡ǡÚÊ ˩ǭ ș˂ µšå ƽe šș
ǆș ųˈȔĬ êèǒV Ȑˊǭ ǣȷ¨ ¿ɷêǡ ȣp ŽĻƲǭ ÿ
Ļŗ ȜUȖ ȷȂʽ éŤoÊ Ț ųˈȔĬ ȉǡȹÓ éŤȚ ȥǰș
nˈǭ ÿď Ƥʜș x Ȑǭơ Óǅ ǃxøȖ ÓưUǭ ɵȱʽÓŗ
ȜUȕ “Ü ňȕ ƶș ȥéȷøȖ ơĬ Ûȱǅ”

ʔȔĬǋ

“Óļ

Ȉé ǃxøȖ ɔ şʻe ʻǮ ȥéȾșĽ ǢÆĻp șǆȖ ˂
ų”

ǅʒÓ

ȚƜș ÁșĽ ʣ˂ ŽĻƲȕ éŤo Ƀǭơå ȜUș

șǆŇȚ ƠŘ Ɍ˖ďÊ  ʞ¶ș £ǭơ ȍʻÞ ŬĽ Ʃɻʾ ƶ ȣ
ǫÓp ŉʽÓ



그러므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 전체는 그 본질적인 점에서 에
너지를 축적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유연하고 변형 가능한 관 속에
풀어 놓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 관들의 끝[인간의 신경계]에
서 생명은 무한히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생
명의 약동이 물질을 관통하면서 단번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223)
Ț ȳǭơ ȆĿÊ ƠŘș ǟéȚďÊ ȍĿș ƄƩǭ Û˂ Áʽ ˞
219) “이 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의식은, 생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
을 둘러싸는 가능적 행동 또는 잠재적 행동의 영역에 내재하는 빛임을 알
게 될 것이다 . 의식은 주저 또는 선택을 의미한다 . (… ) 이 관점에서 볼
때 생명체의 의식은 잠재적 활동과 실제적 활동 사이의 산술적 차이로 정
의될 수 있을 것이다 . 그것은 표상과 행동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다. ”(EC 145/221~222, 원문 강조 )
220) EC 182/273
221) EC 184/277
222) EC 180-186/271~279; 261-265/389~394
223) EC 254/378~379,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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ȆĿ ƪoǭơ ǟéȚ Ȳ]ë vȶȖ ɴȱʻǳÓ ƌlȶƩȖ ǈˍǅʑ
ĢÊ ƠŘș ųˈȖ ɋȵȱȔĬ ɊǅʻÊ dȕ éŤoȚŖ då é
Ťș WTȈé ɭoȠȖ ƙʬƂǚÓ Ě¨ éŤoș ȚéȈéȕ Ɍ
ȶʽ ȥȑ ˒ȕ ƌlȶƩȔĬ ȚǡɊɊÊ ǕÊÓ øȕ ø Ǉnɭ
oș ƃȪƩȚ ƜɑʻÊ ˆéș ÓǠʽ SÍƩø Ȑǭ Óǅ ǃxø
Ȗ Ⱥɋʻ āţȚÓ ÿďơ ƠŘș Ɍȶʽ ƄƩȕ ȜUǭeơ śi
êŖ då ȜUș WTȈé ɭoǭơ ɣǒɍ ƶ ȣÓ ȚƜș Áș
Ľ ʣ˂ơ Óȗ ȳǭơÊ ȜUș WTȈé ɭoǼ ŽĻƲș șǆ
ȚĮȖ ǰlǅʔȔĬǋ ȫǭơ ˆ˂ɍ ˏȚƜʼȱȚp ȜǆĮȱȜ Á
ș ƗȚș S{Ľ Äpȥ ʽÓ

 |* zez w
ŽĻƲș ɫ ȰơȚȥ Ț˞ǭ űUë Śö Ȱƹøș ɰƢ ǯʾȖ
ʻÊ Mșǆǭ ɋȵ ȾǡɌ døǭ xʽ ǅĮNȕ ɊƱ ]¾Ț Ƹƶ
ǉĿȱȚp șǆȱ Ɯʛș ȻȬ ųǆŇȖ ɊʄʻÊ dȚďÊ Ƿ˂Ľ
®ÊÓ ǈȷĬ MǅĮNǭơ ŽĻƲȕ șǆƜʛĽ ʣ˂ ȥǇș ɊƱ
]¾Ȗ ɦȗ űk˅p ÿďơ ƇƢș ňȕ ƆƇȖ șǆƜʛøȚ ǡą
e ɍȱ ÓƶƩȔĬ Ⱥɋë ɤĬ Ƹƶ ɊƱș ʧƩȖ ƂȚÊɊĽ Ųˌ
¯Ê ã ʾǝ˅ āţȚÓ



Ćʽ MɢȺȱ Ɍ˖N ȫȕ Óȗș

ţȫøĬ ǅȦêŖ Óǅ șǆƜʛș ɊƱȖ æŃȱȔĬ Óĳp ȣÓ
“ȆĿS Sȫ ˗Ǉʻp ȣȔŖ Sȫ Ȩ ǖp ȣÊ ȻȬÊ șǉʾ ǮɊ
ǩȚ ȆĿ ȥǇȚÓ ȁ´ʻŗ ȆĿÊ Óļ Śö ÛƜøǭ Û˂ơÊ Ȃ
224) 이와 관련해서 김재희는 《시론 》 의 역할이 질적 다양체로서의 지속을
해명하는 작업에 한정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의식 상태는 분명 질적
다양체로서 지속한다 . 그러나 지속이 곧 의식 상태로 환원되지는 않는
다.”(김재희 , 『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 그린비 , 2010, 205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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ȱȚŖ ʸƜȱȚďp ʪÕʾ ƶ ȣÊ ]¾øȖ SɊp ȣȔ¨ ȆĿ ȥ
Ǉȕ ¯ȱȚp ǉɾȱȔĬ ɊTʻ āţȚÓ”



Ě¨ vǰ șǆȚ

 ȥǇ æŃȱȔĬ ɊƱʾ ƶ ȣÊ dȜS
Ɨǈ ȆĿÊ ȚŦ Ț Áţș Ɔǭơ ɊƱȖ ȩȬƩv ˍˆƩș {
ɜĬ ȶʻŗơ Ț ţȷǭ Ûʽ ȆĿș ȡȫȖ Ų˧ Ŭ ȣÓ Ɇ ȶǇ
ȕ Ťɍȱ ɾȐǭơș ˍˆȱ ȈéȖ ȥǇș ůəȔĬ [ÊÓ Mǅ
ĮNǭơå șǆƜʛș Ƹƶ ɊƱȚ ȂƆƪoǼ ŏÊ xoǭ Ûʽ p
ɠȚ Ȳˌ űkêɊ ǕÊ dȕ ǒÏÓ ǶĽ øǡ ŽĻƲȕ MǅĮN
ȫǭơ șǆƜʛøș ƗīøȖ ʻ¨ʻ¨ ƇƢʻŗơ ȚdøȖ Ǟʽ
Ȃȱ ȍȜȖ Ȝȶʻp ȣȔŖ Ț Ȃȱ ȍȜș Ǡ˖ SÍƩɊ Ɔȶʻ
ɊÊ ǕÊÓ



Ćʽ MǅĮN ȫǭơ ŽĻƲȚ ˂Řʻpȥ ʻÊ

ȥȑș ţȷÊ šǪƂÓ șǆș ȈéȖ _ʁ ȥǒS ȂƆƪoǭơ ˆ
ʻÊ ȥȑĬȈ ‘ˆȐ’Ľ ɃǉȔĬ ƥŘëÓ ¨ǒS MŤɍv ǢNș
ʘ|ǭơ șǆƜʛøȕ ȦȅůȦȅș ǰƵøĬ ȚĳǡɌ Ťɍȱ ȆȾ
ș Ʊǭ ȥǇș ȥĿĽ ɣe ëÓ døȕ Ü ȚƜ ȂƆƪoǼ éĄ
ǡȸ ɊƱʻÊ dȚ ǒÏÓ șǆș Ȉéȕ Ťɍȱ ƪoǭ Ʊʽ ȆĿ
ǇɭS øǡǸ Ȧȅǭ Û˂ ŅɞSɊĬ ůȦȅȖ ¯Ƃ¯ĢÊ vȶȔĬ
ȚĳǡɊŖ șǆȕ ˆéȖ ʣ˂ Ťɍǭe Óǅ  ůȦȅȖ êèĢɂ
ȔĬǋ Ȃ˖êÊ dȚÓ ȚɦĜ șǆȕ ǣȷ¨ ȂƆƪoǼș xo Ʊ
ǭơ ƩŃʻŖ ǣȷ¨ șǆ ˒ȕ ȶǇș Ȧȅv dș ȂȬ˖ďÊ
_ʂe ‘ȶǇ’v ‘Ťɍ’Țďp ʳˍë î ˁȖ Śî ʱʿʽÓ



225) EC 1/19
226) “강도의 관념은 따라서 두 흐름의 접합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하나
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외연적 크기의 관념을 가져오며, 다른 하나는 의
식의 심연에서 내적인 다양성의 상을 찾으러 가서 표면으로 가지고 나오
게 한다.”(DI 54/94)
227) 물론 인간은 예외적으로 실천의 장을 벗어나 한시적으로 관조할 수 있
는 존재자이지만 , 이것이 인간 정신의 본질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
만약 우리에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면 의식이 여전히 운동하고
있을지는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 심지어 베르그손에게는 우리 지각 표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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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 감각-운동적 기구들은 무력한 기억들 즉 무의식
적 기억들이 형체를 띠고 물질화되어, 결국 현재적으로 될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로 한 기억(souvenir)이 의식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
서는, 순수 기억(mémoire)의 높이로부터 행동이 이루어지는 정확
한 지점에까지 내려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기억(souvenir)이 그
것에 응답하는 호출이 출발하는 것은 현재로부터다. 그리고 생명력
을 부여하는 기억(souvenir)이 그 열기를 빌려오는 곳은 바로 현
재적 작용의 감각-운동적 요소들이다 .228)
ěã ȆĿ șǆȕ ȆĿ Ǉɭș Ȧȅø Ƀǭơå ʧȶʽ døǭŇ
xǮʻp ȣÊ dɦĜ ƂȜÓ ȆĿ Ǉɭș T ƆȐøș ÓǠʽ ƶɀǭ
ơ ƶˆêÊ ȦȅøȖ ƠT˂Ƃď ƇŘ ȆĿ ǇɭS ƶˆʻÊ Ȉéø
Ƞǭå șǆêɊ Ǖȕ ƶňȕ ȦȅøȚ ȣÓ ȆĿș șǆȕ  Ƀǭơ
ōȆ ʽȶë Ȧȅøv dș ōȆ ʽȶë ɾȐǭŇ xĤëÓ Śî
éȝʻe Ǉɭ Ȑǭơ ˆ˂ɊÊ Ȧȅø Ƀǭơå ʧȶ ȦȅøȚ ȣȔ
Ŗ ȆĿ șǆȕ ŬĬ Ț ˆéøǭŇ xĤ˂ơ ˆéș ȾɭS ëÓ Ƕ
Ľ øǡ Ȑȫș ư˖ Ȉéȕ ȆĿ șǆș ȺŘȖ ƎhSɊŇ ʕȜǭe
ȜƗʻ Ȑ˂ ƲȖ øǡ ǹĿ_¨ ƶǨǭ ÎɊ Ǖ Ȑ˂ ĊÊ ˆé
üȕ ¨ș șǆǭ ʳƜêp ¨ș șǆȖ ůǴʽÓ Țǭ ÜʻǮ șǆȕ
ȥȑĬȈ ˆéøș Ƥʜv lÕș vȶǭ ]ȡʻÊ dȔĬŇ ʽȶêÊ
dȔĬơ lÕ ¯ĢɌ dȖ ŬʚȔĬ ǇɭS ƶˆʾ ƪƆȱȜ Ȉéø
ȕ Ț șǆș ɾȐĽ ƎhUÓ Ɇ ȆĿ șǆȚ lÕ ¯ŀ ˆȐĽ ǈɍ
ȱȔĬ ǽƶʻÊ Ȓ xøș Ŧƪʽ Ȉéøǭ Û˂ơ Óǅ ¨Ê
ǒš då ǖ ƶ ǩe êÊ dȚÓ



행동의 상관항으로서 설명되며 , 정확히 말해서 지각은 “이미지들의 전체
속에서 그림자나 반사의 방식으로 내 신체의 잠재적이거나 가능적인 행동
들을 그리는 것”(MM 16/45)으로 이루어진다.
228) MM 169-170/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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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ā șǆȚ xǮʻÊ ˆéøȕ ǜ ȳǭơ ƇƢë Ǉɭș WTȈ
é ɭoǼ ũȵʽ ǰxȖ [Ó ȷȥĿǭơ ůƗȱȔĬ ȚĳǡɊÊ ȥ
éȈév ×Ŀ ǇnoĽ ʣ˂ ÅďÊ ȝȼș “ɃǛȲ˖}”

Ȗ

Ȇ˛

ʻpơ ůȦȅȖ ¯Ƃ¯Ê ʧȶ ȈéøȚ ȣÓ Ț Ȇ˛Ê Åƶǭ Ɲh
Ɍ ȦȅůȦȅ Uș šʽʽ ƶș ǰl ųǆȚďÊ ƠŤʼȱ Ⱥ`ǭ
ș_ʻǮ ůȦȅȖ ȥȑįe pǉʻ Ȑ˂ơȚÓ șǆȕ ŬĬ Ț p
ǉv ŊƥȠș vȶǭơ ɷˍʽÓ șǆȕ ȥǇș ˆéȖ Ƥʜʻ Ȑ
˂ Ƹƶ ǢøȖ ˑɷʻǮ ɡpʻÊ ȶǇș ƶɋȱ ȈéȖ ƶˆʻp
Țǭ ÿď ˆéǭ ɢȺǼ ȥȑș ƺlȖ ƈǡ¹ÊÓ ǜ ȳǭơ ƙʬƂ
ǚûȚ Ňǟ ȜUȚ ƠŘ Ȳɭǭơ ʧȱȜ ɊȐĽ [ÊÓŗ dȕ
šǪƂÓå Ț WTȈé ɭoĬƆʞ ¨ǷÊ ȥȑĬȈ ˆév ǭ ÿ
ļ șǆǭ ƱëÓ
¨ǒS Áţș Ɔǭơ ÓĳǫÞ ȆĿ șǆȱ ɊƱȖ ÿď ƂȻê
Ê Ǣø Ćʽ Ǉɭș Śö ǢøȚ ǒÐ ȆĿS ƶˆ˅Þ ȥȑĬȈ
ˆéș Ǣǭ ʽȶëÓÊ ȴȖ Ⱦś˂Ƃȥ ȆĿ Ǉɭș Óļ ˆéø
ǭ Ûʽ Ǣȕ Ǉɭș T ƆȐǭơ oƱ˂ơ ɡpê_¨ ǴˈȖ Ŧɿ
p ȣȖ dȚ¨ ƇŘ ȆĿ șǆǭ ƱʻɊÊ ǕÊ dȚÓ ȥȑĬȈ ˆ
éǭ xǮʻÊ șǆȕ Țø ǢȖ ˑɷʻp ɡpʻǮ Óȗș ˆéȖ
¯Ƃ¯Ŗ ƶˆë ˆéȕ Óǅ Ǣș ȩȬƩș ɾȐĬ ǹĢɌÓ Țɦ
Ĝ Ǉɭș WTȈéoS ƶˆʻÊ ȥȑĬȈ ˆév ǭ Ûʽ ǢȚ
229) “행동 자체를 구성하는 운동들은 우리의 의식을 피해 가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거기에 도달할 뿐이다. 가령 팔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단순한 행위를 고려해 보자 . 그 행위가 내포하는 모든 작은 수축과 긴장
들을 우리가 미리 상상해야 한다면, 또는 심지어 그것들이 수행되는 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각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인
가 ? 정신은 곧 목적으로 옮겨간다 . 즉 이루어졌다고 가정된 행위의 도식
적이고 단순화된 영상을 떠올린다. 그때 어떤 반대의 표상도 최초의 표상
의 효과를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운동들이, 도식
을 채우러 와서는 말하자면 [도식의] 간극들의 공백에 의해 흡수된다.(EC
298-299/443~444)
230) MM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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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ș æŃȱȜ ɊƱș ÕȐĽ |Ʃʻp ȣÓ ȚÊ šƶʽ ȦȅøȚ
]ɭ˖Ľ ȚĳŖ |Ʃë Ǉɭ ȥɭș ɊƱv uƠʻp ȣÊ Ǉɭș ȥ
ȑĬȈ ˆéș ɊƱȚÓ ÿďơ ȆĿ șǆș ɊƱȕ Ǉɭș ɊƱv x
ĤʻǮ ȝȼș mĿùɦĜ ȻŃʻÊ dȚÓ ȆĿS ȫǭơ  ɊƱș
Ŀùǭ Û˂ơ Áʾ ȜU șǆȚ ȐɿʻÊ då ŬĬ Ț ʧƶʽ ɾȐ
Ĭơ ȆĿÊ ȥȑĬȈ ˆéș ȾɭĬơș șǆȚ ˈȑʻÊ ǅUǭ Û
˂ Óĳe ì dȚÓ Ćʽ Ňǟ ŽĻƲǭe ȣǡơ Ⱦɭș oĽ
Áʾ ƶ ȣÓŗ Ț ȥȑĬȈ ˆéș ɊƱȚǞŉĬ ȾɭƩȖ śiʾ ƶ
ȣÊ ȫưS ëÓ
우선 이미지들의 전체가 있다. 이 전체 속에 < 행동의 중심들>이
있는데 , 이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이 중심들에 반사되는 것처럼 보
인다. 지각들이 생겨나고, 행동들이 준비되는 것은 그와 같이 이루
어진다. 나의 신체는 이 지각들의 중심에서 그려지는 것이고, 나의
인격(personne)은 이 행동들이 결부되어야 하는 존재이다.231)
ȚƜș ÁșÊ ȜU șǆȚ ɊƱ ˒ȕ ƠŘ Ȳɭǭơ ɜɊʻÊ Ȑ
ƜȖ ʳǅ˂ɀÓ őȰ ȆĿÊ Ɔǭơ ȻȬʻÊ Śö d Ɇ ɊƱʻÊ
Śö dȚ ȩȬƩv ˍˆƩȚďÊ î ɜȍȔĬ ¨Æǡƅ ƶ ȣÓp Ț
ǞʻǳÓ ȜUș ȥȑĬȈ ˆéȖ ȾȬʻÊ șǆȕ ǅUȱ ȼˀȔĬ
ȚĳǡɌ ȩȬƩȔĬƆʞ ˍˆƩș ɾȐǭơ ȚĳǡɊÊ ȥȑĬȈ ˆ
éȖ űƠǅʑÊ ȶǇș ʻZȱ ȈéȚÓ Óļ ʽʭ Ț ƆǭơÊ ƠŘ
o ǔǭơ ȜU șǆș ɊȐĽ ÓĳǫÓ Ț Ɔș ȫǭơÊ ɊƱș ɢ
Ⱥȱ ƠƩȚďÊ ƱƩȚ ǡąe ȆĿ ƪoǭơ ƠŘɭș űŘȚďÊ
vȷĬ ȐȠêǫÊɊĽ ƙʬƂǚÓ Ŀp ȫ ȳǭơÊ ƠŘș ƌl
ȶƩȚ éŤo  Ƀǭơå ȜUș WTȈé ɭoǼ dș ƄƇȜ
ȥȑĬȈ ˆéǭ ɏlêǡ ȣȗȖ ÁșʻǳÓ ȃʈÛ ȆĿÊ ōƸU
231) MM 46/86, 원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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ƶˆʻp ȣÊ șǆș ȈéȖ ʣ˂ ȆȾȱ ɊƱș ȈéȖ ƠƩș Ȉ
éȖ ÛĬ ɭˊʻp ȣÊ dȚÓ eÓS ȜU șǆȕ  ȥɭĬ Ɋ
Ʊv ƠŘș ɏǟɭĬơ Ɍȶʽ șŦǭơ ưȆȾď ƈŁ ƶ ȣÓ Ț
ɦĜ ŽĻƲș ɨʼȕ ǣȷ¨ ¨ș șǆ Ɯʛǭơ ɷűʻŖ dŇ
Ț ¨ǭe ƇŘʻe ȾǡȹÓp ŉʽÓ Țě ȴǭơ ȆĿÊ ŽĻƲ
ɨʼȚ ʍʢ ɨʼv ˍƜʼș ƗȺĽ ÿĻp ȣÓp ʾ ƶ ȣÓ 
Ě¨ éǅǭ ŽĻƲȕ ȆȾ Ȳɭș ɊƱǭơ ȆĿ șǆș ȐɿĽ Ų
˦p Ĭǋ ȁ ȆĿ șǆȚ ɨʼȱ ʘ|ș Ƀǉǭ Äȝ ƶ ȣÊɊĽ
˂Ř˂Ⱦp ȣÊ Ŭ ŬĬ Ț ȴǭơ ŽĻƲș ɨʼȚ Óļ ɨʼøv
|ƇëÓp ŉʾ ƶ ȣÓ

  `z MG1 d*z ¡
 Q1 fz 2/   Q1 fy `z
7 {L +=?
ȚƜǭơ Ț Ɔș ȾȷȜ ơĬ Óļ ǅUș ɭˊȖ ƥŘʻ Ȑʽ
 ÁșĽ ŅɯÓ őȰ ȆĿÊ ƠŘș Ɍ˖S ǡąe ]ɭȱ ƠŘɭĽ
űŘǅʑÊ ųˈȔĬ ɌˆêǫÊɊĽ ƙʬƂǚÓ dȕ kpʻe l
ȶë Ťɍȱ ɭoS ǒÏďŗ ɊƱʻÊ Śö dǭơ űkêǫȖ ɢȺ
ȱ ƠƩȖ ʺǰƩȚ Ɋŵʻe ë ƪoǭå ŅɞSɊĬ ǈˍǅʑ Ȑ
ʽ dȚǫÓ ȆĿ ƪoș ȚǼ \ȕ ʧƶʽ Ⱥ`Ț ȆĿS ƶɋȱȚ
ǒÐ uUȱȔĬ |ƇêÊ Ťɍv ȶǇȖ Áʾ ƶ ȣÊ _S êǫ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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Ŗ Ț ȳș ÁșÊ Ťɍv ȶǇș Ț ƶʯȱ |ƇȖ ÿļÓ ƠŘ Ɍ
˖ș vȶǭơ ƠŘș ƄĪȚ ȐȠë dȕ éŤo  Ƀǭơå ȜUș
WTȈé ɭoǭơ ƶˆêÊ ȥȑĬȈ ˆéȚǫÓ ȥȑĬȈ ˆéȕ
ȜU ǇɭS ƶˆʻÊ Óļ Ȉéøv |ƀëÓ șǆȕ Ț \ȕ ȥȑĬ
Ȉ ˆéș ǰƱȱ oǱȖ ÿď ƂȻêǡ ȣÊ v_Ľ ʢÛĬ ůȦȅȖ
pǉʻÊ ȈéȔĬơ üȫʽÓ Ŀp Ț ȳǭơ Áșʻe ì ǇɭĬ
Ɔʞ șǆș pȑʽ ǅU ɭˊȚ ɷˍʻe êÊ då șǆș ŬĬ Ț
ɾȐǭơÓ Ć Óļ ǅUș ĿùøȚ șǆǭ ʱƧêɊ Ǖȕ Ǉɭș Ó
ļ ƆȐøv ɾȐøǭơ ˠĻp ȣȖ dȚɊŇ ŉȚÓ ȆĿÊ Ț ȳǭ
ơ őȰ ɊƱș ȫȚďÊ ŔʇÏɈǭ Û˂ ÁʻŖ ȚĽ ŬʚȔĬ
ȳǭơÊ ƜȚʽ ȫș ȶåøș ȻȬǼ  șŦǭ Û˂ ƙʬƅ dȚ
Ó
őȰ ɊƱș ȫ ˒ȕ ȘɵȚďÊ ŽĻƲ ȜǆĮǭ pȑʽ Ŕʇ
ÏɈǭ Û˂ ȚǞ˂Ƃȥ ȆĿS ȚŦ Ț Áţș Ɔ ȫǭơ ƙʬ
Ƅ Ŭ ȣÊ MŤɍv ǢN ȫǭơș ŽĻƲș Ⱦȃʽ Ⱦȫø Ƀ
ʻ¨Ê ȆĿS ɊTʻÊ ÛĬș ɍȕ Ťɍȱ ƪoș ȑƗůƃȱȜ
ɌéøȖ ʽ ƸU ǔȔĬ ȫ ˒ȕ ȘɵǅʔȔĬǋ Ǥǡɍ ƶ ȣÓÊ
dȚÓ ȚdȚ Ǡv ɍv xĤë pȲȱȜ ȚƇŻȚ ˖˂ì ƶ ȣÊ
_Ó ŽĻƲȚ ǣʻÊ ȑŘʽ ǶÊ ƞ ɊTv dȖ ŤĿȱȔ
Ĭ Țĳp ȣÊ ʩéș ţȷĽ ÓĵÓ ȆĿÊ ȱƞ ƐȖ Õȝʻp Ɔ
éȱȜ ʧȶ ɍĬơ ɊTʻp ȣȔ¨ dȕ ŤĿȱȔĬÊ ɰ éǔ
Ⱥș ȢÿĻÊ ʩéøȚďp ƇƢëÓ Ňǟ ȆĿS Ț ʩéøv
\ȕ ƱåĬ ɊƱȖ ƙǒV ƶ ȣÓŗ  ā ȱƞ Ɛȕ ÛĬ

Ⱥ

ș ʩéȔĬ ȅ˂ì dȚ ƇŘʻÓ “Ňǟ ¨ș ɊTv ǭ ÿď ¨ș
ˆȐS  ŤɍƩȖ |ƩʻÊ ȃưø ˒ȕ ɜďĿ Ɨ`øǭ ƜȘʻÊ
ʎș ɍơĬ ȚĳǡȹÓŗ ¯S Ț ƸU  Ȑǭơ Ǎp ȣÊ ɥƜ
ȕ šǪȚ ì dȜS ¯ ˆȐÊ ȅ˂ìɊ ŚļÓ ¨ș ɊTȕ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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ɥƜȖ ŬďƄ ŬĬ  ȫưǭơ Ŀp dȖ Ƃp ȣÊ ɕȕ ƸU
ǭ ņÛʽ ȆȾǼ Ćʽ £ǩÊ ǡă ǯƗĽ ǔe ì dȚÓ”

 Ț

ɦĜ ȆĿÊ ǣȷ¨ ʧȶʽ ȫș ȶåĽ ʣ˂ ȂƆ ƪoĽ ɊTʻp
ȣȔŖ Ț ʧȶʽ ȫȚ ȶǇȱ ȻȬS ƙǒSp ȣÊ ɊƱș ĿùȖ
ȚĵÓ
우리 지속의 부분들은 그것을 분할하는 행위의 잇따르는 순간들과
일치한다. 우리가 거기에 순간들을 고정시키는 만큼의 부분들을 지
속은 가지고 있다.233)
Ŀp Ț ɊƱș ȫȚ ȶǇș ȍȱȜ ƱƩȖ SÍʊ ʽÓ Ɇ
Ťɍȱ ȻȬǼ ȶǇȱ ȻȬĽ |ƀʻÊ Ǯʕș Śö ɜȚøȕ ŽĻ
Ʋǭ ÿĻŗ ɊƱș ȫ ɜȚ Óǅ ŉ˂ơ ǅUȱ ɜȚĬ ˘ȍì ƶ
ȣÊ dȚÓ



받아들인 작용에 대해 그것의 리듬에 꼭 맞으면서 같은 지속으로
연속되는 직접적인 반작용으로 답하는 것,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 , 바로 이것
이 물질의 근본적인 법칙이다. 필연성이란 이 사실로 이루어진다.
만일 자유로운 행동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동
이 있다면,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성이 적
232) PM 62
233) MM 232/345
234) “다른 말로 하자면, 의식적 존재의 지속의 긴장은 정확히 그의 행위 역
량 , 즉 그가 세계 속에 도입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닐까 ? 나는 그렇게 믿는다 .”(ES 17); 물론 우리가 여기
서 제시하는 것은 다소간 도식적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앞서 4 부 2장 1절
에서 유사한 신경계 구조를 지녔음에도 자유에 있어서 본성상의 차이를
보이는 동물계와 인간의 차이를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적 긴장의 정도가
자유의 정도에 엄밀히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 신경계의 복잡
성과 같이 자유를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으로서 생각될 수 있다.

- 110 -

용되는 [본래의] 생성을 때때로 고정하고, 그 생성을 구별되는 순
간들로 응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물질을 응축시키고,
그 물질을 자신에 동화시키면서 그것을 자연적 필연성의 그물들을
통과해서 지나갈 반작용의 운동들로 소화할 수 있는 존재들뿐이
다.235)
ğÓŗ Șɵȕ ȶǇȱ ȻȬĽ dȚe¢ ˂ȾÊ ȶǇƩǭ ȣǡơ
ǡĂʽ ǯʾȖ ʻÊ dȝ Ťɍǭe ȣǡơ ɊƱș ĿùȚđ øǡǸ
Ȧȅǭ Û˂ ɆTȱȔĬ ǭ Ûʽ ůȦȅȔĬ ¯Ƃ¯Ê dȔĬ Țĳ
ǡɊŖ Ťɍȕ ŬĬ Țě șŦǭơ v_Ľ ‘ȦéǅʒÓ’ ůŗ ȶǇȱ
ȻȬȥș ȥȑĬȈ ˆéȕ ȝÕ dǭe ˉȅë UiȖ ʣ˂ ɆTȱ
Ȝ ůȦȅȖ ɊǰǅʑÊ dȔĬ ǅȦì dȚÓ Ț Uiȕ ȥȑĬȈ ˆ
éǭ ȣǡơ î SɊ ǯʾȖ ʽÓ ɫɖĬ ɊǰȚ ˗Ƃ˂ȾÊ ǅUȱ
UiǭÊ ȆĿS Țǭ Û˂ ǡĂʽ ůȦȅȖ ¯Ƃ±Ɋǭ Ûʽ ƷpǼ
Ƥʜș ȦǨ Ɇ șǆș ȈéȚ øǡơŖ ȚĬǋ ȥȑĬȈ ˆéȕ SÍ
˂ɌÓ ðɖĬ ƶɵ ŔʇÏɈȕ “șɊȱ ˆéȚ ȥǇ ǔǭ Ťɍș Ƹ
Uø TTȚ ʱʿʻÊ _ș šʽưȱȜ ƌlȶƩøȖ ɲˀʾ ƶ ȣe
˂ȾÊ”



dȚ ëÓ Áţș Ɔ ȫǭơ ƙʬƄ dv \Ț Ťɍș

ɊƱȕ Ƹƶ uUȖ ˈ˂SɊŇ Ƹƶ uU ȥɭÊ ǒÏ āţǭ ƘȬ
êǡ ȣÊ šʽưȱȜ ɜȚøȖ ɊÏp ȣÓ ȶǇȕ ȥǇȚ ɊÐ ȫ
ș ɜȚǭ ÿď ȚøȖ ʽ ƸU ƱȔĬ Șɏǅʒ ǅU Ȑǭơ ƙǒW
ȔĬǋ Ňʐș ȥȑĽ ǈˍʾ ƶ ȣÊ dȚÓ ȚĬǋ ȆĿS Ț Ɔ
ș ȫ ȳǭơ ǭµɊș ˠľȖ ʣ˂ őȰ ÓĳǫÞ ȥȑǼ ʺǰș
ţȷÊ Óȗș î SɊ ųǆǭơ ˂lì ƶ ȣÓ Ɇ ʺǰȔĬƆʞ ȥ
ȑS SÍ˂ɊÊ d dȕ “ʽʭȔĬÊ ŤɍȚ Ƿėéǔ ɵȱǅʒ ǭ
µɊĽ ʽ ƸUǭ Ƥʜë ųˈȔĬ ˂ųǅʑÊ ʲűȱ ˆȐĽ ʣ˂ Ó
235) MM 236/350~351, 원문 강조
236) ES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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ļ ʽʭȔĬÊ ŤɍȚ ƶˆʽ ƫ ƶ ǩÊ ƶș Ȧȕ Ɨ`øȖ Ț Õȝ
ʽ ƸU Ʊǭ Ǚɵʻp ʽ ǯƗș ņÛʿȖ ʽ ÕǡĬ ȃǟʻÊ ƶɵ
ș ȦǨȖ ʣ˂ơ”

ȚÓ



ȚɦĜ ȆĿÊ šƶʽ ƸUøȖ Õȝʽ ɋx ƱȔĬ pȶǅʑp Ș
ɵǅʒ ǅU Ȑǭơ ƙǒUÓ ȆĿǭeÊ ȚŦ Õȝʽ ƸUȔĬŇ Ⱦ
ǡɊÊ ɊTȕ Ɨǈȕ šƶʽ ƸU ˒ȕ Ɨ`øȖ pȶǅʑÊ ˙éș
lvĬ ȚĳǡɊÊ dȚÓ



dȚ ȆĿǭe ȾǡɊÊ șǆȱ ɊT

Țp ʳƜë v_Ó ȃʈÛ ȶǇȱ ȻȬÊ Ťɍȱ ȻȬƂÓ îȈ
ɊƱȖ ƙǒ¯Ŗ ƸUøȚ ơĬ ʱ]ǡɊÊ ǅUȱ Țǭ ƌīʻǮ
șǆș ȴɉʻÊ ZåÊ Ơh©Ó Ŀp Ňǟ ȚɦĜ ȫș ȶåǼ
ǭ ÿļ ɊƱș ĿùȚ  ȻȬS ɦĿʾ ƶ ȣÊ ȥȑǼ ɢȺș ȶ
åǭ ƌīʻÊ dȚďŗ vǰ ʻ¨ș ƂʭȱȜ ǅUȖ Ⱦȫʾ ƶ ȣȖ
 Ťɍv ȶǇș |ƇȚďÊ ȚƇŻȱȜ |åǭơ Ü ¨ǒS ŽĻ
Ʋȕ ƌéüʽ ʖģǭ ș˂ Tȥș ȻȬș Zåǭ ǖŋȕ ǅUŇȚ Ȼ
ȬʽÓp ȚǞʽÓ ɊƱș ƶɵ ȶåș ɜȚǭ ÿď ¨ʕ¨Ê ɊƱ
ș ƜȚʽ Ŀùȕ Óȗ ȳș ȾȷS ì dȚÓ



237) ES 17
238)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시간 속에서 의식의 점증하는 동반
적 긴장이다 . 이 의식은 이미 오래된 경험들의 기억에 의해 과거를 더욱
풍부하고 더욱 새로운 결정 속에서 현재와 함께 조직하기 위해 과거를 점
점 더 잘 받아들인다 . 뿐만 아니라 , 이 의식은 더욱 강렬한 삶으로부터
살아가면서 , 직접적 경험의 기억에 자신의 현재의 지속 속에 점증하는 수
의 외적인 순간들을 응축시키면서 , 행위들을 창조하는 능력을 증대시킨
다.”(MM 280/408~409)
239) “따라서 지각하는 것은, 요컨대 무한히 펼쳐진 한 존재의 막대한 기간
들을 더욱 강렬한 삶의 더욱 구분된 몇몇 순간들로 응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매우 긴 역사를 요약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지각한다는 것
은 고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M 233/347)
240) “실제로 지속의 유일한 리듬은 없다 . 사람들은 많은 상이한 리듬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더 느리거나 더 빠름에 따라 의식들의 긴장
이나 이완의 정도에 필적할 것이고 ,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들의 계열에서
그것들의 각각의 위치를 고정할지 모른다. 이와 같이 비동등한 탄력을 갖
는 지속을 표상하는 것은 의식에 의해서 체험된 진정한 지속에 동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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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Ɯș ÁșÊ Ćʽ ȶǇv ŤɍȖ ɊƱș ȝȍĮȔĬ ʣȝǅʑÊ
ȦǨȚå ʻÓ



Țǭ ÿĻŗ ðș ɜȚÊ ÕɊ éȝʽ ɊƱș 

ȫ ɜȚĬƆʞ ƩŃʻÊ dȚ āţȚÓ Ɇ “ȆĿș ʳƜø Ʊǭơ
pɠë WTȱ Ʃɍøv oƘSÍʽ ſ˖øɦĜ ÓĳǡɌ Ț \ȕ Ʃ
ɍø ƗȚǭÊ ÕɊ ɊƱș Ŀùș ɜȚŇȚ ¯ȱȜ ȫș ɜȚŇȚ
ȻȬ”

ʽÓ

ȚǼ \ȕ ŽĻƲ ˏȚƜʼș æʧƩȔĬƆʞ ŽĻ

Ʋ ȥǇȚ MŤɍv ǢN ȫǭơ ȷʽ Ǵ˓v Ǉɭș ʣȝ ţȷ
Ê  ÙȖ ɣȖ ƶ ȣe ëÓ Ǵ˓v ǇɭS ƄƩƜ |ƀêŗơå Ȳ
ˌ Óļ î ǈȬS ǒÏďÊ d dȕ ȶǇv ŤɍȖ |ƀêe Ňø
ŗơå ȚǡȾÊ ǅUȱ ɜȚȜ ‘ȫ’ȚďÊ ȦȅȖ űkʿȔĬǋ S
Íʽ dȚÓ



 \{ `z MG1 4 zR
ǜ ȳǭơ ƙʬƄ ȜU șǆș ɊƱș Ŀùȕ Ťɍș Ȧȅș ǅU
고 독립적인 시간을 대치하는 실용적 습관에 물든 우리 정신에는 아마도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MM 232-233/346)
241) 여기서 주장하는 일원론이 우리가 2부 2장 1 절에서 살펴본 정신과 물
질의 일원론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자. 2부의 논의에서 정신과 물질이
시간적 구별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정신과 물질은 공
간적 구별을 따르기에 일원론으로 통합되고 있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
문이다.
242) MM 278/406
243) 이 논문에서 여러 차례 다뤄온 《 물질과 기억》 4장은 다음의 물음으로
부터 시작된다 :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도중에 하나의 형이상학적 문제
를 제기했는데 , 이것은 미해결로 남겨 놓기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이 문제는 바로 영혼과 신체의 통일의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
주 날카로운 형태로 제기된다 . 우리는 물질과 정신을 심층적으로 구별하
기 때문이다. (… ) 다른 한편 물질과 정신의 구별을 우리에게 드러내준 동
일한 심리적 관찰이 또한 그것들의 통일을 목격하게 해준다.”(MM
200-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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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Ȗ ʧȶʽ ĿùȔĬ Șɵʽ dȔĬơ ȥȑĬȈ ˆéș ȾɭȜ șǆ
Ț ˈȑʻp ȣÊ ǅUȚÓ ğ āţǭ ȆĿǼ ŦƠŤǭe ʽ ƸU
ȕ Ňǟ døȖ éȝʽ ȫ ƶɀǭ Äp ƌ{ʾ ƶ ȣÓŗ ơĬ Ó
ļ ǅUș ȚĽ [e ì dȚÓ



ǶĽ øǡ ȜUǭeÊ Õȝʽ ɋ

x Ʊǭ øǡǹ ȱƞ Ɛș ɊTȕ Ňǟ ȱƞ ƐȚ ȥșǆȖ Sɍ ƶ
ȣÓŗ

Ⱥ Ƀ ɫ Ÿɖ ʩéǭơƆʞ ŅɊņ ʩéɊ ņÛʽ ǅU

ȔĬ É¤e ƸUøȚÓ



Ćʽ ǜǭơ ȚŦ ɜȅʽ ǶĽ Óǅ ǣ

ʻȥŗ ¨ș ɊƱș ȫȖ ˂ɭʻp ɥƜȖ Țĳp ȣÊ ŤɍƩș ɜ
ȍǭơ ¯S ʽ ƸUǭ śiʻÊ ɥƜȖ ŬďƄÓŗ “¨ș ɊTȕ ¯
S ɥƜȖ ŬďƄ ŬĬ  ȫưǭơ Ŀp dȖ Ƃp ȣÊ ɕȕ Ƹ
Uǭ ņÛʽ ȆȾǼ Ćʽ £ǩÊ ǡă ǯƗĽ ǔe ì dȚÓ”



\ȕ ŎĐǭơ ŽĻƲȕ éǅƩȚďÊ x¾ș ˉ|Ʃǭ Û˂ Ⱦȫʻ
e ëÓ ŽĻƲȚ  _Ĭơ ȷǅʻÊ ŦƠŤș Ƕǭơ ȆĿǭe
ȣǡơ éǅȱȔĬ nˊêÊ î Ɨ`ȕ Üȇ Ŧưʽ ǅUȖ ƙǒSÊ
ŦƠŤǭe ȣǡơÊ ơĬ ņÛʽ ǅUȱ UiȖ îp xɠʻe ì ǒ
õ˦ ő î Ɨ`ȝɊå ŚĻ āţȚÓ ğ āţǭ ȜUș xȴǭ
ơ éǅȱȜ î Ɨ`ȕ ȜUǭe pȑʽ ɊƱș ȘɵǭơŇ ƩŃʻÊ
dȔĬơ ȳÛƩȖ [Ɋ şʽÓ



ȃʈÛ ŽĻƲǭe ȑȝʽ ǅU

244) 물론 이는 이 논문의 3부 2장 3 절의 논의와 같이 미생물이 인간과 동
일한 내재면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할 것이다.
245) 베르그손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증하기도 한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의 최소 순간이 0.002초라고 한다면, 만약 적색 빛이 자기 의식을 가
져서 자신의 파동들 혹은 자신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이 최소의 시간 마다
하나씩 센다고 하더라도, 2 만 5 천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MM
231/343~344)
246) “만약 나의 지각과 그에 따라 나의 행위가, 그 물질성을 구성하는 요소
들 혹은 차라리 사건들에 상응하는 크기의 질서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
순간 그 위에서 쓰고 있는 책상은 무엇이 될 것인가? 내 행위는 용해될지
모른다. 나의 지각은 내가 책상을 바라본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것
을 보고 있는 짧은 순간에, 막대한 우주와 또한 끝없는 어떤 역사를 껴안
게 될 것이다”(PM 62)
247) “ 어떤 지적 미생물은 “인접한” 두 시계들 사이에서 막대한 간격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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ȕ ǩÓ ÕɊ ǅUș ƌéüʽ ʖģŇȚ ȣȖ ƕȚÓ
ŽĻƲȕ Ťɍv ȶǇȚďÊ î SɊ ˁŇȖ |ƀʻÊ dǭơ œ
ɴɊ ǕÊÓ ȻȬș Ȑo163::3ǭơ  Sȫ ǒĕș ÕoĽ ȴȑʻ
Ê š ŤɍǭơƆʞ Sȫ ƜȐș Õoǭ ÄȜ ȜUș șǆǭ ȚĻ
Ɋ  ƗȚǭ ÄȜ šƶʽ ÕoøȖ ƜƜʾ ƶ ȣÓp ŉʻÊ dȚ
Ó
반대로 만일 정신의 가장 하급한 역할이 사물들의 지속의 잇따르
는 순간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면, 정신은 물질과 바로 이러한 작용
속에서 접촉하고, 또한 이 작용에 의해서 정신이 우선 물질과 구분
된다면 , 사람들은 물질과 충분히 전개된 정신, 즉 단순히 결정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숙고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 사이에서 무한한 단계들을 생각할 수 있다.248)
ȆĿÊ ǜ ȳș Áșǭơ ɊƱș ȫ ɜȚǼ ȶǇȱ ǯęș ɜȚ
S ǡąe ǰlì ƶ ȣÊɊĽ ƙʬƂǚÓ UĘ˦ ŉ˂ Ťɍș ƸUø
Ȗ Üȇ ZåȱȔĬ Șɵʾƶĭ Ňʐș ƝĬȊȖ ƪo ǔǭ åȡʾ
ƶ ȣ āţȚÓ Țā ȆĿ ƪoǭơ ɊƱș ɢȺȱ ǯęȚ ƠŘɭș
űŘȖ ʣ˂ uUȱȔĬ ƈ üʻe ƘȬêǡ ȣÓÊ ǜ ȫș ÁșĽ
Óǅ ʽ Ÿ ƜʽÓŗ Ț ɊƱș ȐoÊ šǪƂÓå ÓǠʽ ƠŘɭø

견할지 모른다 . 그리고 그 미생물은 그것들의 지표들 사이에서 직관적으
로 이해된 절대적 동시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른다 . 아인슈타인
보다 더 아인슈타인적인 미생물은 그것이 시각적 신호들에 의해 서로 조
정되고, 그것이 우리의 두 “인접한” 시계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니는 두
미소한 (microbien) 시계들에서 동일한 지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만 여기서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눈에 절대적인 동시성은
그의 눈에는 상대적인 것이 될텐데, 왜냐하면 그 미생물은 그가 “같은 곳
에” 있는 것으로 식별할 (거기서 미생물도 똑같이 잘못된 식별을 하고 있
을지 모른다) 미소한 두 시계들의 지표들에 절대적인 동시성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DS 55-56)
248) MM 2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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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 ɊÏÊ ȥȑĬȊș ȶåǭ ƌīʻÊ dȚďp ȚǞʾ ƶ ȣÓ



“Ț ȻȬøș ɊƱș ȫș Ã_¨ ¬ȕ ȶåÊ ƗǈƜ døș ˙
ģș ʎ_¨ Ȧȕ ZåĽ ʳˍʻÊ dȚŖ ğe ˂ơ døș ɊT
ș ɏɃģv ȥȑș ȶåĽ lȶʽÓ”

 

ȫș ȶåǼ ƌīʻÊ ȥ

ȑ ˒ȕ ɢȺș ǯę ȚdȚ ŽĻƲȱ șŦș ȻȬș ȐoĽ Țĵ
Ó
ȚƜș ÁșS ȼȱȜ ɜȍǭơ ˆ˂ȹÓŗ ȚĽ ǅUș ƜȚʽ Ʊ
åǭ Ûʽ nˊȱ Ɨīǭå ǅˊ ƛǒ ȱȅ˂ƅ ƶ ȣȖ dȚÓ šǣ
Sǭ ǱɃ˂ ȣȖ ā ǅUȚ Âďȉ ȶåĬ ƒĿ ˠĻÊ d ȚÊ Śî
S nˊʻÊ ƗǈȚÓ őȰ ɏɃ ˒ȕ Ⱦșș ˆȐđ ȶǇș ÕȝƩ
Ʊǭ Ü ňȕ oøȖ ǔÊ dȔĬ ȚĳǡɌÓÊ ȴȖ ǣʻȥ 
ğǭ ɏɃș Ɯʛǭơ oøș Ƈʾȕ ȝƜȱ ƶɀȖ ¸ǡơe ì
dȚÓ Ⱦșʻp ȣÊ ȶǇȕ ȚɦĜ Ü ňȕ ¯ȅøȖ ˒ȕ éȝʽ
¯ȅøȚďå Ü ǉå ȣe ɦĿʿȔĬǋ ȝƜȱȜ ȫǭơÊ ˜õê
Ɋ şʾ șŦș ƝĬȈ ÃȚ ƝĬȈ ɜȍǭ å×ʻÊ dȖ śʳĬ ƛ
ÊÓ ğÓŗ ȚǼ ƌī˂ơ ȆĿș ǅU șǆȕ ɏɃș ƸUǭÊ Ȇ
Ŀ ǈȻȖ |ƩʻÊ Ü ňȕ ƸUøȖ ǔÊ dȔĬ Țĳǡɍ dȚÓ
Țā “ȆĿ ɊƱș ƆƇøȕ dȖ ƇʾʻÊ ˆȐș ȢÿĻÊ ƸUø
v ȝɿ”ʻp “ȆĿS _ǭ ƸUøȖ pȶǅʑÊ Ňʐș ƆƇøȖ
ɊƱȕ SɊp ȣÓ”

 Ê

ŽĻƲș ƇƢv ʿ ɏɃș ˆȐș Ȑ

Ǽ \ȕ ʧƩȚ  ǅU șǆș æʧƩȖ ȚĳÊ dȚďp ɴĮ˂ƅ
249) “나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전에 제시했던 바, 생명체를 질
과 양에 있어서 결정되어 있는 특정한 행동의 역량으로 정의했던 것이다.
( … ) 만약 인간이나 이와 같은 본질을 지닌 어떤 존재의 출현이 우리 행
성에서 생명의 존재 이유라면 , 인간의 것만이 아닌 ( 마치 지각을 지닌 것
처럼 행동할 수 있는 ) 동물과 식물의 지각의 모든 범주들이 응축을 위한
크기의 특정 질서에 대한 선택에 전반적으로 상응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
다.”(PM 61-62)
250) MM 236/351
251) MM 2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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ƶ ȣÓ
ğ āţǭ “ƥʚȚ ÀĽ ÓĢǞ ʽÓ”Ê “Ț Ȧȕ ƗǈȚ
ǖĢȾÊ ŬÊ ƜÚʻÓ”

  ȆĿÊ Ț Áţș

Ɔǭơ ȩȬƩv ˍˆ

ƩȖ ǷSÊ ȶǇș ƶɋȱ ȈéȚ ǅUș ˏǆȖ |ƩʽÓp ȚǞ
˅Ó ȆȾȱ ƠƩș Ȉé ˒ȕ ǅU  ȥɭǭÊ ƼȚ ȵʾ ƶ ǩȖɊ
ďå ȆĿÊ Ț ȆȾȱ ƠƩș ȈéȖ ¯ŗȔĬƆʞ ÛĬ ƶˆʻp
ȣÓ dȕ ŬĬ ɢȺĽ ǈˍʻÊ șǆș ȈéȚŖ ǅUș ˏǆȖ Ț
ĳÊ dȚǫÓ Ŀp Țā ȆĿ șǆȚ ɦĿʾ ƶ ȣÊ ɢȺȱ ˆé
ș Śǭ ǖŋȕ ƱåĬ ǅUȚ ˢĚǞ ʻÊ dȕ Ƀȃʽ Ⱥ`Țď
ʾ ƶ ȣÓ ȚĬǋ ȆĿS Ț ƆĽ Ǳŗơ ȷ˅Þ ɍţȕ Óȗv \
Ț ÛÙì ƶ ȣÓ ȆĿǭe ǅUȚ ȚĚȰĚʽ lȶë ƱåĬ ˢĚS
Ê d ȚÊ dȚ ȆĿS ƶˆʻÊ ˆéș ǯęǭ ǖŋȕ ƱåȚ
āţȚŖ Ĭǋ șǆș ƄĪȜ ɢȺǼ ȥȑĽ ǈˍǅʑ Ȑ˂ơÓ
ȆĿS ƥʚȚ ÀĽ ÓĢǞ ʻÊ d dȕ Ółș Ț ȶ˗ʽ
Uiv ʿ ɊƱș ɢȺȱ ƠƩȚ øǡƥ ƶ ȣ āţȚÓ

 

나는 왜 설탕이 녹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 현상의 지속이 일정
수의 시간의 단위들로 환원되고 단위들 자체야말로 사람들이 원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지속이 물리학자들에게는 상대적인 것이라
면 그것은 내 의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그 지속은 어
느 정도의 초조함(impatience)에 상응하는 것이며, 이것은 엄밀히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254)
ȚɦĜ ɊƱș ˠľȕ ȆĿǭeÊ ǈĬ ȳÛȱȜ dȚɊŇ éǅǭ
252) EC 9/33
253) 같은 맥락에서 베르그손은 《시론 》 에서 만약 우주의 모든 운동들이 두
배 혹은 세 배 빨라진다면, 항들의 관계에만 관계하는 과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지만, 우리 의식만이 질적 변화로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DI 86-87/149~150)
254) EC 33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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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ĻƲȕ ȚĽ Ċǡ¸Ȗ ƶ ȣÊ SÍƩ Ćʽ ȷǅʽÓ Ɇ Ê u
WȔĬơș ɋxș ¿ģȖ ʣʻǮ ȫș ȶåĽ ¬ɴ_¨ Ãȝ ƶ ȣ
ȗȖ ȚǞʻÊ dȚÓ
[긴장의 정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두 경우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
도 높은 노력을 통하여 무한히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 자
신을 초월한다. 아래로 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분산되는 지속으
로 향한다. 이 지속의 맥동은 우리의 맥동보다 빨라서 우리의 단일
한 감각을 분할하여 질을 양으로 희석시킨다. 그 극한에는 순전히
동질적인 것, 즉 우리가 물질성을 정의하는 순수 반복이 있다. 반
대 방향으로 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긴장되고 좁혀지며 더 강도
적이 된다. 그 극한에는 영원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죽음의
영원성인 개념적 영원성이 아니라, 생명의 영원성이다 .255)
ǜơ Ťɍv ȶǇȖ ɊƱș ȝȍĮȔĬ ˖˂ǅʓ ƶ ȣÓp Ⱦȫ˅
Þ dɦĜ ơĬ Óļ ȻȬȥøȕ ơĬ Óļ ȫș ƶɀǭơȝɊďå
Śî éȝʽ ɊƱȖ ƙǒSp ȣÓ Țǭ ÿď ¨ș ɊƱȚ Ȑɿʻp
ȣÊ ƶɀȖ ¸ǡơ Óļ ɊƱøǭ ȵʻÊ d ȚdȚ uWȔĬơș ɋ
xș ųŻĮȖ ȚĵÓ Ňǟ dȚ ȊɋȚp ǡă Ȉéɭďŗ dȖ
uUȚéș xȴǭơ ƂÊ dȚ ǒÏď “Ȉéɭǭ ǡă ¯Ɔ Ū Ǵ˓
ș ƜʛøȖ ƆǮʻp Ćʽ  Ɯʛøv uWʻŗơ ƜƜș ¿ģǭ ș
˂ ¨ ȥǇȖ  Ɯʛø ǔȔĬ ɏǡ¹”

ǡ ƅ

ƶ ȣÓ Țā  Ɋ

Ʊș ŎéȚ ȆĿƂÓ Éǁʽ dȔĬơ ɭˊëÓŗ ůÛ ųˈǭơ Ȇ
ĿS ȵʻe ì dȕ ƠŘȝ dȚÓ dȕ ɢȺș ǈˍȖ ʣ˂ ɊƱ
ȈéȖ ƶˆʻÊ Śö ȻȬș ȍĿS êÊ Ƹƶ șǆ  ȥɭÓ

255) PM 210
256) PM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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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

  si S .I
ɊƱȚđ šǪȜS ŽĻƲ ɨʼȕ ɊƱș ɨʼȚp ș Śö
ƗȑøȚ ɊƱș ȍĿĬ ƶĦêp ȣɊŇ éǅǭ ŦɌʽ ŤȗȖ «
p ȣÊ dȚå ʻÓ ȆĿș ÁșÊ ɊƱȔĬơș ǅUǭ Ûʽ Ț
ȍȱȜ ŤȗȔĬƆʞ ǅȦ˅Ó ɊƱș ƗǈȖ ˂Ř˂¨SÊ vȶȕ
Óȗș ƪ vȶȔĬ ¨Æǡȸ ɌˆêǫÓ ɊƱș ˏǆȔĬơș ȶǇ
˒ȕ șǆș ƶɋȱ Ȉé ɊƱș ɍĲĬơș Ťɍș ƶʯȱ Ȉé 
ȫ ɜȚǭơ ƩŃʻÊ ƜȚʽ ɊƱș ɭˊȚ ŬĬ dȚŖ TT Ț
Áţș Ɔ Ɔ Ŀp Ɔș ȾȷĽ Țĳp ȣÓ
Ɔǭơ ʘ|êǫÞ dȕ ȶǇ ˒ȕ șǆș ƶɋȱ ȈéȚÓ ȆĿ
Ê őȰ ɊƱș ȲɭĽ |ƩʻÊ î ɽŗȖ ¨ÆǫÓ ɊƱș ƗʛÊ
oƱ˂ơ ƠƩȖ œɴɊ ǕÊÓÊ ƗǈĬƆʞ ƩŃʻŖ Țā ƠƩȚ
ȝǡ¨Ê Ťɍș ȫȚ ɊƱș ˍˆȱ ɜȍȚ ëÓ ˍˆƩȚ  ɊƱș
ǯƗ Ƀǭơ ǈɧȱ xǉȚ ȾșĽ ȉȚÊ Ňʐș ƸUøȖ ʱƧʽ
Óŗ Ⱦșș ȺŘȔĬƆʞ Ǝh¨U dȖ ȩȬƩȚďp ʾ ƶ ȣÓ
ƌĭ ȍĿȱȔĬÊ ŽĻƲȚ ãȥƊ ˍƜȖ ƇƢʻŖ Ⱦȫ˅Þ ŬǼ
\Ț ȩȬƩȕ ˍˆƩȚ Ơh¨Ê éǅǭ dș łȥǼ \Ț Ơh
¨Ê dȚɊŇ ŉȚÓ Óļ ʽʭ ȩȬƩȕ ÕɊ ˍˆƩș ɾȐǭơ Ȧ
ȅʻĽ ʁ dȔĬ ưȱȔĬ ˘ȍì ƶ ǩÓ ŽĻƲǭe ȣǡ
ơ ɊƱȚđ ˍˆƩș ɾȐǭ Ȣÿď ɷˍʻÊ ƸUø ˒ȕ ȃưøș
ǅUȱ ȼˀȔĬ ȚĳǡɊŖ ȻȬʻÊ Śö dȚ Ț ȼˀș ųǆȔĬ
ɊƱʻp ȣÓ Ŀp  vȶǭơ ȼˀȕ ȃưøȖ ȩȬƩ ǔǭ 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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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ǅʒ ɤ ŦĕĽ ˈ˂ ÓưU ƶɵǅʑp ȣÓ ÿďơ Ț ȩȬƩȕ
šșǆȱȜ ųǆȔĬɊŇ ƇŘ ȻȬʻŖ ǡă șŦǭơÊ ǮȲ˦ Ȧȅ
ʻp ȣÓ ʽʭȔĬÊ ȆĿ ǉĿʼȱ șǆș ˑɷĬ Ȝ˂ ˍˆ˖íǭ
ÿď Óļ ʽʭȔĬÊ ǃƩ ǃx Ʃi üș ųǆȔĬ ƆɊƈǆUǭ
Óȗ ˆéǭ ǴˈȖ Ŧɿp ȣÊ dȚÓ
¨ǒS ‘ǯéȱ åǆA16;/ 2G</;7?C3’ ]¾Ȗ ɃǉȔĬ ȩȬƩ
Ț ɊÏÊ ƠƩș ǯęǭ ȾśʻÊ ȆĿș ÁșÊ ȩȬƩȚ ˍˆƩș
ɜȍǭ šǣSĽ űƠǅʑÊ ɰȎĮȱ ǯʾȖ Ōp ȣȗȖ ȾȫʽÓ
ŤɍȚ ȶǇș ɃÕȚŖ ǯȲȜ dȕ ŬĬ Țě șŦǭơÓ ȚƜș Á
șĽ ʣ˂ ȆĿÊ ȩȬƩv ˍˆƩ ƗȚș Ȁƃ ȈéȔĬơ ɊƱȖ ƥ
Řʾ ƶ ȣe ëÓ ȩȬƩȕ ˍˆƩȖ űƠǅʑp ˍˆƩǭơș ƠƩ
ȕ Ǽ éǅȱȔĬ ȩȬƩȔĬ ƜǄʻǮ  ɍȱ ÓǠƩȖ ōƸU ſ
˖ǅʒÓ Ŀp Ț ſ˖ë ɍȱ ƜʛĽ ʢÛĬ ƝĬȈ űŘv ɢȺș
¿ģȚ Țǡɍ dȚÓ ȚɦĜ ȩȬƩȚ ˍˆƩȔĬ ʻZʻÊ Ȉév
ˍˆƩș ƃƗŤĬơș ˍȬș ǢȚ Óǅ ȩȬƩǭ ˀĹʻÊ ƜǄș
Ȉé Uș ǰƱȱȜ {ɜS ɊƱȖ |ƩʽÓ ɊƱȖ ɢȦș vȶǭ ƌ
ȑʽÓŗ ǶkêɊ Ǖȕ ȃưøȚ oƱ àƉǮɎǭ ÿď åǆvș ȝ
ɿ Ɇ ưƥș ǽƩǭ ȚĻɊ űƠʻÊ šʽʽ ɊǰȚď ŉ˂ɍ ƶ
ȣÓ
eÓS ɊƱǭơș ƠƩȚ ǣȷ¨ ɢȺǼ ſ˖Ľ ƶůʻŖ ğɊ
ǕÓŗ ǅUȚ ÕŸǭ ʮɮɊɊ ǕȖ ȚȑS ǩÓÊ ŽĻƲș Ⱦȫ
ǭơ ƠƩȕ ǣȷ¨ ɢȺȱ ƠƩȚÓ Ɇ ǅUv ȝɭĽ ȚĳÊ ȶǇș
ƶɋȱ Ȉéȕ șǆȱȚö šșǆȱȚö ɢȺǼ ȥȑș ȍɧȚ êÊ
dȚÓ dȚ ǒšĿ ȆĿS ƂǭÊ ʺǰȱȜ ŻʀȔĬ Öˌ ȣǡ
ơ ůƃ ȈéȔĬ ŐšĻÊ dɦĜ ƂȚÊ ŤɍȚďp ˂å ğÓ Ȇ
ĿÊ Ț ȴȖ Ťɍǭå ɊƱȖ ȾȫʻÊ MŤɍv ǢN ȫǭơș
ŽĻƲș  Áɉș vȶȖ ɴȱʻŗơ ƙʬƂǚÓ Țǭ ÿĻŗ 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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ɍȕ Ƹƶ uU Ȑǭ Ɓɿêǡ ȣÊ ÛǇǭ ȈéƩv ǰƱƩȖ ˜õʻ
e ëÓ Ćʽ ȆĿÊ uUȱ ˗ȫv ǅUȱ ȫȖ ʣ˂ Ťɍv șǆ
v éǰƩȖ Ⱦȫʾ ƶ ȣǫȔŖ ÿďơ Ťɍǭơå ɍȱ ɜȚøȕ
ȠǩȚ Ƙɷêp ȣȗȖ ˗ȜʽÓ ƌĭ _ǭơ üȫʻÊ ſ˖Ǽ ɜ
Țøȕ ȆĿS ƘɷʻÊ døv ƌ{˂ƂǚȖ ā šʽưȱȚɊŇ ŉȚ
Ó
ƆÊ Óȗș ɍţȔĬ ǅȦʽÓ Ňǟ ǅUȚ űŘ ˒ȕ ɢȺȚ
āţǭ ɊƱʽÓŗ ǯȔĬ űŘ ˒ȕ ɢȺÊ ȁ ʧȶʽ ǅUȖ øȚÊ
S ȁ ɢȺș ȦǨȕ šʽʽ ƱåĬ ÕŸǭ ȚĳǡɊɊ ǕÊ dȜS
ȆĿÊ ƗǈƜ ůƃǭ Ɋ¨Ɋ ǕÊ ǃxǢș Ȧéǭ Û˂ơ ŽĻ
ƲȚ dȚ ǣȷ¨ ǅUȖ ȴȑ˂Ǟ ʽÓp Ⱦȫ˅Þ dȕ Ťɍș Ȉ
éǭ pȑʽ ǅUș ŜȚ ȣ āţȚďp Ⱦȫ˅Ó ȚdȚ ǅUș ɍ
ĲĽ ȚĵÓ Ňǟ ğɊ ǕÓŗ Ɇ Ťɍș ȈéȔĬƆʞ ȥȑįÓŗ
ɢȺș ˆȐÊ ÕŸǭ ȝǡª ƶ ȣȖ dȚÓ éȝʽ ȶǇș ȈéȚ
űkêŗơå ǅUș Ŀùǭơ żǡ¨ ˟ǐ Ü Ƒļ ƱåĬ Ɨ`øȖ
ɭˊʻÊ ǭơș ǅUƩȚ ŬĬ Ț ȴȖ Ƕɉ˂ɀÓ Ťɍș ȈéȚ
ƆȬʾ ā ȶǇș ȈéȚ ƆȬʾ āǼ ŅɞSɊĬ ǅUȕ šʽʽ Ʊå
Ĭ ʮɮɌÓ ÿďơ ȶǇș ƶɋȱ Ȉév Ťɍș ƶʯȱ Ȉéȕ ɊƱ
Ȗ |ƩʻÊ î ɵȖ ȚĵÓÊ dȚ ȆĿș ȾȫȚǫÓ
Țā ȜUș ǅUȕ ǃxȈéȖ ÿĻÊ Ťɍș Ȉé Ɇ ɦȗǭÊ
ȥǰȱ ÛƜøș Ⱦȱ Ȉév  ÓȗǭÊ ƪƿ ȍȥș ʀȱȜ Ɍ
év ʿ ɽȶì ƶ ȣÊ nˈƩȖ ɊÐÓ ŤĮ ǧũʽ șŦǭơ ɽ
ȶȕ Ƹƶ uU ȐǭơŇ ƩŃʻÊ dȔĬơ ŽĻƲȕ ŬĬ Ț ȴǭ
ȣǡơ ǅUș ɽȶǭ Û˂ Ɔȶȱ ȡȫȖ ¯ƌɿɊŇ ŉȚÓ ȆĿș
ɊƱv éǅUȱȔĬ uȻʻp ȣÊ Țø ȥǰȱ ÛƜøǭơ śiêÊ
ǃxǢȱȜ Ȉé ųǆȕ ȜUȱ ǅUx¾ș ʢÛĽ Äȕ dȚǫÓ
Ě¨ ȆĿÊ Ț ȝųˈȱȚp ɽȶ SÍʽ nˈƩȖ ɊÏÊ ǅU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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ȑȝʽ ǅUȜɊǭ Ûʽ șţȖ ȷ˅Ó ŽĻƲȕ ƇŘ ȜUȱ Ɋ
Tș Ⱥ`v ʽoǭ Û˂ơ ŉʻp ȣ āţȚÓ ȆĿÊ ȆȾș Ťɍ
ȱȜ òƣȠȔĬƆʞ ʧȶ ¯Ȭŗǭ S˂Ɍ ȳÕȚ ȜUȱ ɊTȚ ȵ
ʻÊ Ťɍș ɾȐȠȖ Ⱦȫ˅Ó eÓS Ț ȳÕ ȚȲș ȆȾ¨ Óļ
¯ȬŗøǭơÊ ŽĻƲș ƆƇȱȜ ˓éǭå ƈ|ʻp ůôǅ ʺǰ
ƩȖ ÿďǞ ʾ ʺȃÊ ǩȖ dȚÓ
ƆÊ ɊƱș ƜȚʽ Ŀùøv ǅU ɭˊș șŦǭ Û˂ ÓĵÓ Ț
Ľ Ȑ˂ őȰ ȆĿÊ ȆĿ ƪoS ɦ˅Þ ʧƶʽ Ⱥ`Ȗ ǣʻÊ d
ȔĬƆʞ ǅȦ˅Ó ȆĿS ǜơ ƙʬƂǚÞ dɦĜ ɊƱȚďÊ ǅUȱ
ȼˀȕ ǣȷ¨ șǆ ˒ȕ ȶǇș ƶɋȱ ȈéȖ ƶůʽÓ ȆĿS ƠŘ
Ȗ ȆĿǭe țƷʽ |ɭȱȜ ƠŘɭș ˏʛĬ ʳƜʻÊ ã țƷʿǭ
å ƈ|ʻp ŽĻƲǭ ÿĻŗ ƠŘȕ ȶǇƩ  ȥɭǼ ÓĻɊ ǕÓ
dȕ ǅUȱ ȼˀȚ ɊÏÊ ɢȺȱ ƠƩș ǯęȚÓ ěã ȆĿ ƪ
oș Ťɍș ʧȶ ɾȐÊ ʺǰȱ ŻʀȖ ÿĻÊ nˈȖ [e êǫp
ȚĬǋ ȶǇș ƠƩ ȈéȚ ɊÏÊ ȥȑǼ ɢȺș ǯęȕ Ťɍǭơ ǈ
ˍì Ț ņ˦e ëÓ ŤɍȚ ȶǇș ȫǝŤȚďŗ ŬĬ Țě șŦǭ
ơÓ Ćʽ Ț ȫǝŤș ȻȬĬ Ȝ˂ ƠŘȚ Óļ ǭơ ȥǇș ʲű
ȱ ǯęȖ ôĚ¯e êǫÓŗ Țě șŦǭơ Ťɍȕ ȶǇș ȥȚ ë
Ó
ğǭ șǆȕ Óļ ųǆȔĬ Ɇ ɢȺǼ ȥȑĽ ǈˍʻÊ ƠŘɭ
Ľ Ťɍș }ưȱ ƆƇǭơ űŘʻÊ ųǆȔĬ Ɯ˚Ȗ ʕ]ʻpȥ ˅
Þ d \Ó ȚĬǋ Ȳ]ë ƠŘ Ɍ˖ș ǯƗǭơ Ț ƠŘș ƄĪȖ Ȑ
ȠŰȕ dȕ éŤo då ȜUș WTȈé ɭoǼ ȥȑĬȈ Ȉé
ȚÓ Ŀp ȚdȖ ȾȬʻÊ dȚ ȜUș șǆȚÓ ȜUș șǆȕ
ÿďơ ǇɭS ȆĿå ŚĻÊ ƗȚǭ ƶˆʻÊ šƶʽ Ȉéø Ƀ ȥȑ
ĬȈ ˆéȚďÊ WTȈéoS ɦĿʻÊ ʧƶʽ ȈéøǭŇ xǮʽ
Ó ȚɦĜ ȶșë șǆȕ MǅĮNș Áșǭ ș˂ dȚ Ƿ˂ì 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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ȣÊ ŬǼ \Ț lʍ æȥȱȔĬ ɊƱș ÕȐĽ |ƩʻÊ dȚ ǒÏď
Ț ȥȑĬȈ ˆéȚďÊ ȥǇș ˍˆȱ Ȧȅøǭ lƆëÓ Ćʽ ŽĻ
Ʋ ɨʼǭơ ȜUș șǆș Ȉéȕ ǈĬ ʧȱ ɊȐĽ ȴʻp ȣÊ
ã  ȚȑĽ ȚɦĜ ƠŘ Ȳɭ ˒ȕ ɊƱ Ȳɭǭơ șǆș ȐɿĽ ɴ
ȱʻÊ vȶȖ ʣ˂ơ Ų˨ ƶ ȣǫÓ ȃʈÛ dȕ ɊƱș ˃ǉȚ
êÊ ȩȬƩǭơ ˍˆƩȔĬș ɢȺȱ ƠƩȖ űƠǅʑÊ ȶǇș Ȉé
 ȥɭȚŗơå Ț ȈéȖ Sȫ ɏǟȱȔĬ ƂǮȾp ȣÊ dȚÓ
ȜUș șǆȕ ƠŘș ƱƩȚ Sȫ Ȩ ɏǟêǡ ȣÊ dȔĬơ Ž
ĻƲș ȻȬș Ȑoǭơ Sȫ ƜȐǭ Ȑɿʽ ȻȬȥS ëÓ Țȷ Ț
Ľ ɊƱș ȫ ˒ȕ Șɵș ŔʇÏɈǭ ǰlǅʋƂȥ ȆĿ șǆȕ ǣ
ȷ¨ ʧȶ ȫș ȶåĽ ʣ˂ ɊƱș pȑʽ ĿùȖ ˏƩʻp ȣÊã
ŽĻƲș ƥŘǭ ÿĻŗ ȫș ȶåÊ ȥȑș ǯęǭ ƌīʻÊ d
ȚÓ ŤɍȖ ʧȶ ȫȔĬ ȘɵʻǮ ɊTʿǭ ÿď ȆĿÊ  Ui
éǔ ȶǇș ȈéȖ ƶˆʾ ƶ ȣp Ć Ťɍǭ ƘȬêǡ ȣÊ šʽư
ȱȜ ɜȚĽ lˀǅʓ ƶ ȣ āţȚÓ Ňǟ Ț ĿùȖ Țĳp ȣÊ
ȫȖ ˂ɭʽÓŗ  ŤɍƩȖ Țĳp ȣÊ ƶňȕ Ɨ`øș ɜȍȔ
Ĭ ȅ˂êǡ ȆĿș Õȝʽ ɋx Ʊǭ øǡǹ ɊTȖ ņÛʽ ǅUȔĬ
¨Æǡ ƙe ì dȚÓ ǈĬ ȆĿ șǆȚ ƙǒSp ȣÊ ʧȶʽ ǅU
ș Ŀùȕ ÿďơ ȆĿ șǆȚ ƶˆʻÊ ɢȺȱ ƠƩǭ Ŝǭ ƌīʻŖ
ȶ˗˦ dǭ ưȃëÓ Ɯ˚Ț ȚĚʻÓŗ ȆĿÊ ÓǠʽ ȻȬș Ȑ
oǼ ȥȑș ȶåǭ ÛȘʻÊ ÓǠʽ ɊƱș ĿùȖ ƠT˂ƅ ƶ ȣȖ
dȚÓ Ě¨ éǅǭ Țøȕ Śî éȝʽ ɊƱș ȈéȔĬ ˘ȍêÊ
Ŭ ȚdȚ ŽĻƲǭe ɊƱș ȝȍĮȖ Țĵ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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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z s T-F
ŅɊņȔĬ Ț ȫǭơÊ ȆĿ Áţǭơ ˆ˂Ɍ æ˂S ŽĻƲ ɨ
ʼȖ Ț˂ʻÊ ã ȣǡơ ǡă ƝĬȈ ųˈƩȖ ȷǅʻǳÊɊĽ UÕ
ʻe ǣʻpȥ ʽÓ
ɫɖ Ɔǭơ ȆĿÊ ŽĻƲ ɨʼ ȲůȖ Ȭæ˂ʻÊ vȶȖ ʣ
˂ ɢȺĬơș ɊƱȚďÊ ɊƱǭ xʽ ŽĻƲș ÛʳȱȜ ʟȷĽ
ǽƩǅʌÓ őȰ ȆĿÊ ‘ǯéȱ åǆ’ ]¾Ȗ ɃǉȔĬ ŤɍȖ űƠ
ǅʑÊ ȶǇș ʻZ ȈéȖ ʣ˂ ɢȺș ȦǨȖ Ɲįe ȷǅ˅Ó ¨ǒ
S ɢȺș ȦǨȖ ÕɊ ǉĿʼȱȜ Íǭ ˂ÚêÊ dȖ ¸ǡơ ƠƩ
ȔĬơș Śö ȻȬĽ ƥŘʻÊ dȔĬ ˗ȫǅʌÓ ŅɊņȔĬ ɢȺS
ȝ˛ƩȔĬ ɿɊ Ǖp

ȠǩȚ üȫʾ ƶ ȣÊ dȕ ȶǇȔĬƆʞ

ɷˍʽ ŤɍȚ Óǅ ȶǇȔĬ ˀĹʻǮ dȖ ɍȱȔĬ ſ˖ǅʑ
āţȚÓ ȚɦĜ ɊƱș ƗǈȖ ǯéȱ åǆv ȚŦɊ ƗȚș oƱȱ
Ȝ ȀƃȈéǭ șʽ ƈȝɿĬ ƥŘʻÊ dȕ ȆĿș æɢȱȜ űkȚ
ëÓ
ðɖ Ɔǭơ ȷë Ťȗv ǭ Ûʽ ˂Řȕ ǅUș ɍĲĬơș
Ťɍș ȈéȖ ȾȫʿȔĬǋ ŽĻƲș ǅUĮǭ Ƃɹȱ ƥŘȖ ȷǅ
ʻÊ ǯʾȖ ʽÓ ȆĿÊ Ňǟ Ťɍș ȈéȚ ƆȬʽÓŗ ˒ȕ Ťɍ
ș ȈéȚ ȶǇș ȈéȖ ÛĬ ǈˍǅʓ ƶ ȣȖ Ňʐ ȑǰʻÓŗ
ǅUȚ ȱǡå ȆĿS nˊʻÊ ÛĬ ɊƱʻɊÊ ǕȖ dȚďÊ ȴȖ
Ɋȱʻŗơ ɢȺĬơș ǅUȚďÊ ŽĻƲș Ûʳȱ ʟȷș ƈɹƇ
ƩȖ ţȷ ƛǚÓ Ɔ ȫ ȳǭơ ǭơ ǅUȚ Ņɿ Ǵ˖ ʺľȚ
ˍɉ¨Ê ƱåĬ ǌǒɊÊ dɦĜ ÕŸǭ ʮɮɌÓÊ ŽĻƲș Ⱦ
ȫȕ Óļ ʽʭǭơ ƪoS lȶĮȔĬŇ ȚĳǡȹÓŗ ǅUȚ ÕŸǭ
ʮɮɍ dȚďÊ ș Ⱦȫv ȶ˗ʽ Ûʄ |ȺĽ [ÊÓ ȃʈÛ ɊƱ
ǭ ȣǡơ Ťɍș Ȉév ȶǇș Ȉéȕ éüʻe ȃɬë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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ƭɖ Ɔ ȫ ȳǭơÊ ŽĻƲș ŤɍĮǭ Ûʽ ƝĬȈ ˂ƢȖ
ȷǅ˅Ó MŤɍv ǢN ȫǭơ ŽĻƲȕ ȜUȱ ɊTș ʽoĽ
¸ǡƤ Ťɍș ƜȖ ɴȱʻĢ ʽÓ ǡă ȳÕå ˆ˂Ɋ Ȳș Ťɍȱ
ȆȾ  ȥɭĽ ŽĻƲȕ ǮȲ˦ ʺǰȱ Żʀǭ ȼƱë dȔĬ ǣ
ʻ¨ ȆĿș ɊTǭơ ŤɍȚ ʺǰȱȜ Ȉé ųǆȖ ÿĻÊ nˈƩȖ
ɊÐÓp ˂ơ Ǯǭå ʺǰƩȖ ȱȅǅʓ ȚȑÊ ǩÓ Ćʽ Ťɍǭ
Ûʽ ȚĚʽ ɴSȱȜ |Ƈȕ Ťɍȱ ȆȾĬƆʞ ȜU ˒ȕ ƠŘȚ S
ʻÊ ȚɃș ȳÕ ˒ȕ pȶș ȦǨȚ ȣÓÊ ȴȖ ŲˌɀÓ ʻ¨Ê
ȼȱȚp ƠŘȱ ɜȍǭơ ƶˆêÊ dȔĬơ Ťɍȱ ȆȾș òƣȠȔ
ĬƆʞ Ƹƶ uUș nˈȖ ˈʻÊ ûȚ ƂȚÊ ȜUȱ ɊT ɭoĽ
ʖƠǅʒÓ Óļ ʻ¨Ê ȚŦ ŽĻƲȚ _ú ɊȱʻÊ dȔĬơ Õ
Ɋ nˈƩȖ ɊÑ ƕȜ Ț ʧȶ ¯Ȭŗș Ȉé ųǆȖ  nˈƩȚ Ɋ
ǅʻÊ Ƹƶ uUȔĬ ǺhÄÊ dȔĬơ ǉĿʼȱȜ ȦǨȚÓ ÿďơ
Ťɍ  ȥɭș ǈȻ ųǆȖ ʘ|ʻ Ȑ˂ơ ƶˆʻÊ dȕ ȚɃș
˂ɭȚÓ
»ɖ ȆĿÊ Ɔ ȫș ÁșĽ ʣ˂ ŽĻƲ ɨʼ ɭo ¯ǭơ Ȝ
Uș ȥȑĬȈ ˆév șǆȚ ɜɊʻÊ ȐɿĽ MɢȺȱ Ɍ˖N üȖ
ɡpʻǮ ƇŘʻe ȶʻǳÓ MǅĮNȚ Ƿ˂ì ƶ ȣÊ dɦĜ ș
ǆȕ lʍ æȥȱȔĬ ɊƱʾ ƶ ǩȔŖ  ˍˆȱ ůəȕ Ǉɭș ȥ
ȑĬȈ ˆéȚÓ șǆȕ ȥȑĬȈ ˆéȖ ȾȬʻÊ ȶǇș ȈéȔĬ
ơ Ț ȩȬȱ ɜȍv ˍˆȱ ɜȍȚ ʻ¨ș ɊƱș ÕȐĽ ȚĵÓ Ǉ
ɭș ȥȑĬȈ ˆéǭÊ ǇɭĽ |ƩʻÊ Óļ Ȧȅø Ƀǭơå Ǉɭ
ș WTȈé ɭoǭơ ƶˆêÊ ȈéøŇȚ ȷʽȱȔĬ ƱʻŖ Țø
ŇȚ ÅƶǼ ȆĿ șǆȖ _ɮ ȆĿ șɊÛĬ ʣȷʾ ƶ ȣÊ døȚ
ëÓ Óļ ʽʭǭơ ǇɭĽ |ƩʻÊ Óļ Śö Ȧȅøȕ ǇɭďÊ ʻ
¨ș ]ɭĽ ȚĳŖ øŇș ɊƱș ȈéȖ ƶˆʻp ȣÓ Ŀp µ
šå Úǰʻeå Ț WTȈé ɭoÊ ʺǰȱȔĬ Ǉɭș ȻŃǭ ș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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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 āţǭ ȥȑĬȈ ˆév șǆș ɊƱȕ Ǉɭ ȥɭș ɊƱ Ȉé
Ȑǭơ ʸÊ mĿùȚďp ȚǞʽ dȚÓ
ʽʭ Ț WTȈé ɭoS ƶˆʻÊ ȥȑĬȈ ˆév dȖ ȾȬ
ʻÊ șǆș ɢȺȱ Ʃiǭơ ȆĿÊ Óľ ǒÐ ƠŘ Ɍ˖ș śʳĽ
śiʽÓ ȆĿÊ Ɔ ȫǭơ ɊƱș ȍĿǭơ ȩȬƩǭơ ˍˆƩȖ
űƠǅʑĢÊ șǆș ȈéȖ ʣʽ ƠƩȕ ǣȷ¨ ƝĬȊȖ éůʻÊ
ɢȺȱ ƠƩȚď ȶʽ Ŭ ȣÓ Ťɍș lȶĮȚ kpʻɊ Ǖȕ ƪo
ǭơ ȶǇș ƠƩ ȈéȚ ȈůʻÊ ȥȑǼ ɢȺș ŜȚ ǡĢȊ ǩȚ
ǈˍì ƶ ȣÓŗ lȶĮȚ Ɋŵʻe ë ŤɍǭơÊ ğɊ şʻÓ
ʻǮ Óļ ųǆȔĬ Ɇ Ťɍș }ưȱ ƆƇǭơ ȥȑĽ ǈˍʻÊ ƠŘ
ɭĽ űŘʻĢÊ dȚ ŽĻƲȚ ʩǓʻÊ ƠŘ Ɍ˖ș ȍȚȥ ś
ʳÓ ȚɦĜ ƠŘș śʳS șǆ ȈéȖ ʣʽ ȥȑș ǈˍǭ ȣÓŗ
Ț ƠŘȱ vȷÊ éŤo  Ƀǭơå ȜUș WTȈé ɭoS ƶˆ
ʻÊ ȥȑĬȈ ˆéǭơ Sȫ ɏǟêǡ ȣÊ dɦĜ ƂȜÓ éŤoS
Åƶș ƃȪƩǭå ƈ|ʻp  Ȑǭ ƝĬȈ ǃxøȖ ƪȌ ȥéȱ Ȉ
é ųǆȔĬ Óǅ ȉe êÊ ůŗǭ ȜUȕ Ɍȶ Ț șǆȖ ˙ȅ
ʾ Ɂ ǔÓÊ ȴǭơ ƠŘo Ȳɭǭơ ȜUș ȥȑĬȈ ˆéȚ ɜɊʻ
Ê ȐƜȕ æƂȱȚÓ ÿďơ ȆĿS ōƸU nˊʻÊ șǆv ȆĿș
ȥȑĬȈ ˆéȕ ɊƱș Ȉéș Sȫ ɏǟȱȜ ˏʛď ʾ ƶ ȣÓ
Óƨɖ ƆǼ Ɔǭơ Ťɍv ȶǇǭ Ûʽ º SɊ ȶȖ ʣ˂ơ
ŽĻƲ ɭo ¯ǭơ ÓǠʻe Ŀp āĬÊ ŚƸȱȔĬ ǣêÊ
Ťɍv ȶǇș xoĽ Ř˗˦ ʻpȥ ˅Ó Ćʽ ŽĻƲ ɭo ¯ǭơ
Ťɍv ȶǇȚ ƶɋȱȔĬå ƶʯȱȔĬå Áșêp ȣȗȖ Ų˩v é
ǅǭ ȆĿ ƪoș pȑʽ Ⱥ`Ȗ ǣʻǮ  _Ľ ȷǅʻǳÓ ŅɊ
ņȔĬ  ÁșĽ ȶĿ˂Ƃȥ őȰ ȶǇș Ȉéȕ ˍˆƩȖ ƠƩǅʑ
Ê ǯęȖ ɊÐ dȔĬơ ȚɦĜ ȶǇv ŤɍȖ ơĬ Óļ ɍơĽ Ɋ
Òǭå éȝʽ ɊƱș ȈéȔĬ ʣˀǅʒ dȚ MɢȺȱ Ɍ˖Nǭ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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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ĻƲș Ⱦȃʽ űŘȚǫÓ ‘Ťɍȕ ȶǇș ɃÕȚÓ’ďÊ ŘȷÊ
ŬĬ Țě șŦǭơ ƩŃʽÓ ěã ȆĿ ƪoș ʧƶʽ Ⱥ`ȕ ‘Ť
ɍȕ ȶǇș ȫǝŤȚÓ’ďÊ ŘȷĽ üȫǅʒÓ ŤɍȚ lȶĮȔĬ
~ǡɎǭ ÿď ɊƱʻÊ Śö ȻȬǭơ űkêǡǞ ʾ șǆș ɢȺȱ
Ʃiv ůśʻe êǫ āţȚÓ Ě¨ éǅǭ ŬĬ Ț ȫǝŤȕ Ơ
ŘȚ ƠŘ Ɍ˖ș ȑ|ʽ ǯƗĽ ʮɿe Ňö ȥȜ Ŭ ‘Ťɍȕ ȶǇ
ș ȥȚÓ’ďÊ Řȷ Ćʽ ƩŃʽÓ ȚǼ \ȕ Ɋ©ʽ vȶȖ ʣ˂
ȆĿ ƪoǭơ uUȱȔĬ Ř˗ʽ noĽ ɊÏŖ  ʽo ¯ǭơ ȥȑ
Ǽ ɢȺĽ ǈˍʻÊ ƠŘɭS ʖƠʻǳp Ťɍv ȶǇș ƶʯȱ |Ƈ
ȕ ȚĬǋ ƩŃʻe ëÓ Țā ƠŘɭǼ Ťɍ Uș Ŀp ơĬ Ó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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